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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개편
대학의 개교 이래 구성되고 운영되어온 '학부편제'의 내용이 개편되어온 내역을 학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학과명에 볼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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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
- 최신 업데이트 : 2018. 3. 27

공학대학
- 공학대학(1988) < 이공대학(1983) < 공학계열(1981) < 공학계(1979)
1.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2002. 전공세분) < 건축학부 (2001. 신설) < 건설교통공학부 건축공
학전공(1999) < 건축공학과 (1985. 신설)
1. 건축학전공 (2002. 전공)
2. 건축공학전공 (2002. 전공)
2. 건설환경공학과(2017, 명칭변경) <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2013) < 건설환경공학과 (2010) < 건설교통공
학부 건설환경시스템공학전공(2001) < 건설교통공학부 토목,환경공학전공 (1999) < 토목,환경공학과
(1995) < 토목공학과 (1985)
3. 교통물류공학과 (2012. 변경) < 교통공학과(2010. 학과) < 건설교통공학부 교통시스템공학전공(2001) < 건

4.

5.

6.
7.
8.
9.
10.
11.
12.

설교통공학부 교통공학전공(1999. 학부) < 교통공학과 (1988. 신설)
전자공학부(2015, 통합) -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시스템공학과 통합 < 전자컴퓨터공학부(1999) < 전자컴퓨
터전기제어공학부(A학부) (1996)
1. 전자통신공학과 (2010. 학과) <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및통신공학전공(2005, 전공세분화) < 전자컴
퓨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2002) < 전자컴퓨터공학부 (1999) < 전자공학과(1979. 신설), 전기공
학과 (1979. 신설)
2. 전자시스템공학과 (2010. 학과) <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시스템공학전공(2005, 전공세분화) <
전자전기공학전공 (2002. 전공) < 전자컴퓨터공학부 (1999) < 전자공학과(1979. 신설), 전기공학과
(1979. 신설)
재료화학공학과 (2015, 통합) <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통합
1. 재료공학과(2010. 학과) < 재료화학공학부 재료공학전공(2001. 명칭변경) < 재료화학공학부 금속재
료공학전공(1999. 학부) < 금속재료공학과(1979. 신설)
2. 화학공학과(2010. 학과) < 재료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1999. 학부) < 화학공학과 (1987. 신설)
기계공학과 (2010. 학과) < 기계산업공학부 기계공학전공(1999. 학부) <기계공학과(1979. 신설)
산업경영공학과(2010. 학과) < 기계.정보경영공학부 정보경영공학전공(2001. 명칭변경) < 기계산업공학부
산업공학전공(1999. 학부)< 산업공학과(1979. 신설)
생명나노공학과 (2010. 신설)
로봇공학과 (2013. 신설)
융합공학과(정원외)-야간 (2013. 신설)
국방정보공학과(계약학과) (2015. 신설)
스마트융합공학부(조기취업형계약학과) (2019. 신설)
1. 소재∙부품융합전공(조기취업형계약학과) (2019. 신설)
2. 로봇융합전공(조기취업형계약학과) (2019. 신설)
3. 스마트ICT융합전공(조기취업형계약학과) (2019. 신설)
4. 건축IT융합전공(조기취업형계약학과) (2019. 신설)
[이동] 컴퓨터공학과(2017 삭제)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으로 이동 (2017) < 컴퓨터공학과(2010. 학과) <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2002. 전공신설) < 전자컴퓨터전기제어공학부(A학부) (1996) < 전자계
산학과 (1985. 신설), 제어계측공학과 (1989. 신설)
[폐지] 전자. 컴퓨터. 전기. 제어공학부(A학부)
전지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제어계측공학과를 통합함
1996년에 통합되었다가 1999년에 전자컴퓨터공학부로 변경함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단과대학 2017 신설
1. 소프트웨어학부 (2017. 신설)
1. 소프트웨어전공 (2017. 신설)
2. 컴퓨터전공(2017) < (이동) 공학대학 컴퓨터공학과
2. ICT융합학부 (2017. 신설)
1. 미디어테크놀로지전공(2017. 신설)
2. 컬처테크놀로지전공 (2017. 신설)
3. 디자인테크놀로지전공 (2017. 신설)

약학대학
- 약학대학 단일학과 (2011. 신설)
1. 약학과 (2011. 신설)

과학기술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 과학기술융합대학 (2017. 개편) < 과학기술대학(2001) < 이과대학(1988) < 이공대학(1983) < 자연계열(1983)
1. 응용수학과 (2013. 학과) < 응용수학전공(2001. 과학기술학부) < 수학전공(1996. 학부) < 수학과(1983. 신
설)
2. 응용물리학과 (2013. 학과) < 응용물리학전공(2001. 과학기술학부) < 물리학전공(1996. 학부) < 물리학
과(1983. 신설)
3. 화학분자공학과 (2017. 변경,공학계열화) < 응용화학과 (2013. 학과) < 응용화학전공(2001. 과학기술학부)
< 화학전공(1996. 학부) < 화학과(1983. 신설)
4. 해양융합공학과 (2017. 변경,공학계열화) < 해양융합과학과 (2013. 학과) < 해양환경과학전공 (2005. 변
경)< 지구해양과학전공(1996. 학부) < 지구해양학과(1983. 신설)
5. 분자생명과학과 (2013. 학과화) < 분자생명과학부(2004. 학부화) < 생화학, 분자생물학전공(1996. 학부) <
생화학과(1983. 신설)
6. 나노광전자학과 (2017. 신설)
[폐지] 과학기술학부(2012년까지 유지 후 2013년부터 학과화) < 과학기술학부(2001. 변경) < 이학부(2000
년까지 유지)
1. 응용수학전공
2. 응용물리학전공
3. 응용화학전공
4. 해양환경과학전공(2005. 변경) < 지구해양과학전공 < 지구해양학과 (1983. 신설)
5. 생화학, 분자생물학전공(1996. 변경) < 생화학과 (1983. 신설)
[폐지] 분자생명과학부 (2012년까지 유지 후 2013년부터 학과화)
1. 과학기술학부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을 학부로 전환(2004)
[폐지] 이학부 (1996년 학부도입 이후 2000년까지 유지 후 2001년부터 과학기술학부로 변경)
1. 수학전공,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지구해양과학전공, 생화학.분자생물학전공

국제문화대학
- 국제문화대학(2000) < 문과대학(1989) < 인문사회대학(1983) < 동양어문계열, 서양어문계열, 사회계열(1983)
< 동양어문계열, 서양어문계열(1982) < 어문계열(1979)
1. 한국언어문학과(2008. 학과) <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1997. 학부) < 국어국문학과(1983. 신설)
2. 문화인류학과 (2008. 학과) < 인문학부 문화인류학전공(1997. 학부) < 문화인류학과(1983. 신설)
3. 문화콘텐츠학과 (2008. 학과) < 인문학부 문화콘텐츠전공(2004. 신설)

4. 중국학과 (2008. 학과) < 중국학부(2005) < 중국언어문화학부(2004) < 동양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2000) < 외국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1997. 학부)< 중어중문학과(1981. 신설)
5. 일본학과 (2017. 명칭변경) < 일본언어.문화학과(2008, 학과) < 일본언어문화학부(2004) < 동양언어문화학
부 일본언어문화전공(2000) < 외국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1997. 학부) < 일어일문학과(1979. 신설)
6. 영미언어.문화학과(2008. 학과) < 영미언어문화학부(2000) < 외국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1997. 학부)<
영어영문학과 (1979. 신설)
7. 프랑스학과 (2017. 명칭변경) < 프랑스언어.문화학과(2008. 학과) <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권언어문화
전공(2000) < 외국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1997. 학부) < 불어불문학과 (1979. 신설)
[폐지]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권언어문화전공(2000~2007) < 외국어문학부 독어독문학전공(1997. 학부)
< 독어독문학과 (1979. 신설)

언론정보대학
- 언론정보대학(1997) < 사회대학 (1989. 인문사회대학에서 분리) < 인문사회대학(1983) < 사회계열(1983)
1. 광고홍보학과 (2015, 변경) < 광고홍보학부 (광고전공, 홍보전공) (2005. 전공) < 광고홍보학부 (2002) < 언
론광고사회학부 광고홍보전공(1997) < 광고홍보학과(1989. 신설)
2. 정보사회미디어학과 (2019. 통합) < 신문방송학과, 정보사회학과
1. 신문방송학과(2010. 학과) <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신문방송학전공(2002) < 언론광고사회학부 언
론학전공(1997) < 신문방송학과 (1983. 사회계열 신설)
2. 정보사회학과(2010, 학과) < 신문방송정보사회학부 정보사회학전공(2002) < 언론광고사회학부 정
보사회학전공(1997) < 사회학과(1983. 사회계열 신설)

경상대학
- 경상대학(2005) < 디지털경제경영대학(2001) < 경상대학(1989. 분리) < 법상대학(1983. 통합) < 상경계
열(1981) < 상경계 (1979)
1.
2.
3.
4.

경제학부(2005) < 디지털경제학부(2001. 명칭변경) < 경제학부(1995. 학부) < 경제학과(1979. 신설)
경영학부(2005) < 디지털경영학부(2001. 명칭변경) < 경영학부(1995. 학부) < 경영학과(1979. 신설)
보험계리학과(2013. 신설) << 경영학부(1995. 통합) < 보험경영학과(1988. 신설)
회계세무학과(정원외)-야간(2013. 신설) << 경영학부 (1995. 통합) < 회계학과 (1979. 신설)
[폐지] 무역학과 (1979~94) : 1974년 신설 후 1994년까지 유지 후 경제학부와 경제학부 중 선택하여 이동

디자인대학
- 디자인대학 (1997. 변경) < 산업미술대학 (1989. 분리신설) < 예체능대학(1983. 통합변경) < 미술계열(1983. 신
설)

1. 주얼리.패션디자인학과 (2013. 개편) < 금속디자인학과

2.
3.
4.
5.

서피스.인테리어디자인학과 (2013. 개편)
산업디자인학과 (2019. 개편) <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 (2013. 개편) < 시각패키지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2013. 개편) < 산업디자인학과
영상디자인학과 (2019. 개편) < 엔터테인먼트디자인학과 (2013. 개편) < 영상디자인학과
[폐지] 디자인학부(1997. 신설) - 학부제 폐지후 학과화 (2012)
1. 공예디자인전공(1997~1999) < 공예과(1983. 신설)
2. 산업디자인학과(2012 개편) < 산업디자인전공에 공업디자인전공을 통합(2000) < 산업디자인전
공(1997. 신설) < 산업미술학과 (1983. 신설)
3. 금속디자인학과(2012 개편) < 금속디자인전공(2000. 신설) < 조형디자인학부 귀금속디자인전공에
서 통합(2000)
4. 섬유디자인학과(2012 개편) < 섬유디자인전공(2000. 신설) < 조형디자인학부에서 통합 (2000)
5. 시각패키지디자인학과(2012 개편) < 시각패키지디자인전공(2004. 명칭변경) < 그래픽패키지다지인
전공 (2000. 신설) < 조형디자인학부 포장디자인전공에서 통합 (2000)
6. 영상디자인학과(2012 개편) < 영상디자인전공(2000. 신설)
[폐지] 조형디자인학부(1988. 신설. 야간) - 2000년에 디자인학부로 통합
1. 공업디자인전공 (1998. 신설) - 산업디자인전공으로
2. 포장디자인전공(1998. 신설) - 그래픽패키지디자인전공으로
3. 귀금속디자인전공(1998. 신설) - 금속디자인전공으로
4. 섬유디자인전공(1998. 신설) - 섬유디자인전공으로

예체능대학
- 예체능대학(2011. 변경) < 생활체육과학대학 (1997. 변경) < 체육과학대학 (1989. 분리) < 예체능대학 (1983. 신
설) < 체육계열 (1981. 단과대 없이 구분 계열로 신설)
1. 스포츠과학부(2017. 변경) < 생활스포츠학부(1997. 변경) < 체육경기학부(1996. 통합) < 체육계열 체육학과
(1981 신설), 경기지도과(1983. 신설)
1. 스포츠문화전공 (2017. 변경) < 생활체육전공(1997. 전공신설) < 체육경기학부로 통합(1996) < 체육
계열 체육학과 (1981. 신설)
2. 스포츠코칭전공 (2017. 변경) < 경기지도전공(1997. 전공신설) < 체육경기학부로 통합(1996) < 체육
계열 경기지도과 (1983. 신설)
2. 무용예술학과 (2016. 명칭변경) < 생활무용예술학과(1998. 명칭변경) < 체육계열 무용과 (1981 신설)
3. 실용음악학과 (2011. 신설)

폐지
법학대학
- 법과대학 1997년까지 유지 후 폐지 < 법학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1989) < 법상대학(1983, 통합) < 법과계
열(1983. 신설)
1. 법학과 (1983~1997)

법상대학
- 1983년에 법과계열과 상경계열을 합하여 신설함 - 1989년에 법학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함
1.
2.
3.
4.
5.
6.

법학과 (1983. 신설)
경제학과 (1979. 상경계 신설)
경영학과 (1979. 상경계 신설)
무역학과 (1979. 상경계 신설)
회계학과 (1979. 상경계 신설)
보험경영학과 (198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