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및 IT융합연구의 메카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는 전산과학과(1984년 설립), 전파공학과(1992년 설립), 컴퓨터교육과(1996년 설립)를 통합하여 

2014년에 신설된 소프트웨어 중심학과로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정보대학 산하

에 있습니다. 컴퓨터학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 33명과 1,000명이 넘는 우수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소프트웨어 및 

IT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학과는 2017년 QS 세계 대학 평가 컴퓨터 분야에서 70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정보대학, Since 1984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컴퓨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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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몰고 온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대학은 정보(Information)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21세기는 정보가 곧 재산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정보는 다른 이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에 적의 전력과 전

략, 전쟁터의 지형 등을 아는 것은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핵심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

는지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컴퓨터학입니다.

컴퓨터학의 엔진  

4차산업혁명과 가장 맞닿은 학문

세계경제포럼의 회장,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맞닿아 있는 학문이 바로 컴퓨터학입니다. IoT부

터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까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핵심 기술들

이 컴퓨터학을 기초로 합니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을 앞장서서 주도

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컴퓨터학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을따르는 사람에서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는 대단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많은 게 바뀌어있지요. 이에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컴퓨터학의 변

화 속도도 실로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고 혁신의 대명사였던 스마트폰도 이제는 당연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에는 알파고가 대단한 바둑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급

속도로 발전하는 세상에서 변화의 물결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컴퓨터학을 공부해보세요. 컴퓨

터학과 의학을, 컴퓨터학과 경영학을, 컴퓨터학과 문학을 등 어느 분야에서든 컴퓨터학은 여러분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아주 힘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로!

예전에 집채만하던 컴퓨터가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데스크톱이 되고 이것이 계속 작아져서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의 노트북이 되고 책처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패드형식의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과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미래에는 또 

어떤 형태의 전자기기들이 출현할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의력과 혁신에 바

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나요? 머지않아 인류에 펼쳐질 그 미래를 여러분의 손

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로 오세요.

전공수업  전공수업 컴퓨터 언어에서 상상력의 한계까지

복잡해 보이는 정보이고 또 그것이 저장되는 컴퓨터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0과 1, 단 두 개의 숫자

로 컴퓨터는 작동되고 정보는 저장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글자이고 그림이지만 컴퓨터는 0과 1의 배열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0과 1을 사용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대신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소통합니

다. 대표적인 언어로는 C, C+ +, JAVA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학에서는 우선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구조를 익힌 다음, 컴퓨터 언

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컴퓨터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

들 수 있는데,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http://cs.korea.ac.kr 

이런 학생 컴퓨터학에 

•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

•  기존의 형식을 타파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

을 좋아한다.

•  내 손으로 게임이나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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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에 대하여  

사소한 정보 하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공계열의 기초과목, 수학  논리적인 수치

와 결과가 중요시되는 이공계열에서는 수학을 제외하고는 학문을 논할 수가 없습니

다. 따라서 이산수학, 공업수학 등의 전공을 위한 기초적인 수학에 대하여 다룹니다.

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료  정보를 이루는 데이터, 즉 자료에 대해 다루는 분야입

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계산이론, 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등의 과목을 다룹니다.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는가,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등 정

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배웁니다.

정보의 교통수단, 통신 / 표현  말 그대로 정보의 교통수단, 즉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

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무선통신, 인터넷프로토콜, 컴퓨터그래픽스, 인터

페이스 등을 다룹니다.

경호까지 해준다! 정보보호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

고 조작 하는 방법들입니다. 정보보호, 무선보안, IT리더십, 인턴 실습, 모델링과 시

뮬레이션,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학과의 미래

21세기의 신문화 창출과

디지털 혁명 시대의 선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컴퓨터학 분

야가 지금까지 풀어온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 속에서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전화가 발명되었고 인터넷이 개발되었으며 지구 반대편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 손 하나 까

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일명 귀차니즘을 통해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대 사회는 더 이상 상상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귀차니즘을 토대로 하는 상상

이 새로운 기술을 낳고 기술이 또 새로운 상상을 낳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이처럼 접어서 휴대가 가능한 컴퓨터를 가지고 액정 없이 화면을 띄울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를 보며 직접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마치 텔레파시처

럼 머릿속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꿈꿀 수도 없

었던 세상을 향해 컴퓨터학 분야는 여러분의 귀차니즘을 해결해 드리고자 지금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블루오션

●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합니다. 

향후 IT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클

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국가에 앞서 시장을 선

점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oT(사물

인터넷)

 사람과 사람간의 통신을 통한 인간 중심의 정보 활용 방식이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 간의 통신으로 확장된 것으로 기존의 단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지

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상호 전달하는 지능화된 서

특별 프로그램

BK21 Plus : 빅테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년

부터 7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진

행 되는 프로그램으로 요즘 컴퓨터학에서 가장  

“핫”한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발굴하

고, 차세대 신성장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

춤형 글로벌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프트웨어벤처 융합전공  컴퓨터학과는 미

래창조과학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지

정되어 연간 2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수행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자 교육 확대뿐 아니

라 융합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W

전공기술, 기술경영, 산업경영 등의 다학제 연계

전공을 통하여 SW기술과 기획 및 기술경영에 대

한 기초 지식 및 전공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융합

적 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우수한 교수뿐만 아니라, 산업체전문가, 대학

원생이 함께 참여 학부생들을 관리 및 지도하며 

다수의 인턴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운영 합니다. 더불어, 첨단 강의실 

및 개인 학습실 등 학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

해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정보보호 융합전공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

로 2015년부터 정보보호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되

었으며, 컴퓨터학과와 정보보호대학원이 함께 융

합전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및 산업

체 인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보호에 관한 프

로그램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가로 나아가는 발판

이 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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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융합인프라를 말합니다. 사물인터넷은 사

람이 직접하기에 위험한 일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 또는 보

안을 위한 일 등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후배에게
그래, 나의 선택이 옳았어!

고대생이 되었다는 자부심은 직접 느껴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곳

곳에 진출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여느 학교 부럽지 않은 쾌

적한 시설. 숙명의 라이벌 연대와의 교류, 그리고 고연전은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

이 될 것입니다.

동아리 & 학회(학생 자치 활동)

 전산학술부(약칭 전학부)  컴퓨터학과의 전신인 전산학과 시절부터 30년 동안 이어진 

학회로 전공과목 및 프로그래밍 언어(C#, Python, R 등)와 관련 기술(영상, 보안 등)

을 공부하는 학회

ALPS(Algorithm Learners & Problem Solvers)  세계적인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ACM-ICPC’를 준비하고 알고리즘, 자료구조, C스터디를 진행하는 동아리

 CAT&DOG(Creative Advanced Technology & Development Of Game)  게임의 기

획, 제작, 배포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을 연구하는 전공 소모임

(https://kucatdog.net)

 KOSMOS  스터디와 프로젝트를 통해 응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전공 소모임

 KUICS(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Computer Security)  매년 전국 대학생 보안동

아리 컨퍼런스 인코그니토를 주관하고, 모의해킹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안 / 해킹

을 다루는 전공 소모임(http://kuics.korea.ac.kr)

 KWEB(Korea Univ. WEB Master)  웹 기획부터 제작, 배포의 과정을 공부하며, 최신 

WEB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해 연구하는 전공 소모임(http://kweb.korea.ac.kr)

FC CIC  매달 2회이상 타 팀과 축구 친선 경기 등을 겨루고, 실력에 상관없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축구 동아리

DBUG  매년 정기공연, 새터공연 등을 준비하고, 장르에 상관없이 춤을 추고 배우는 

댄스 동아리

LIBERTY  매년 정기공연, 새터공연 등을 준비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밴드 동아리

플립플랍  흑인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즐길 수 있는 음악 동아리

졸업 후의 진로

기업계  글로벌 IT업체(LG,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인터넷게임전문가, 이동통신업

체, 정보보안전문가, 정보분석가, 금융공학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IT컨설턴트, 네트워크 엔

지니어 등

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 정보통신교

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학계 · 교육계  정보통신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및 교사, IT전문 강사

정부 · 공공기관 · 기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법조인, 변리사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지금의 시련과 

고비를 잘 견뎌내고 나면 그렇게 기다려왔던 

즐거운 대학의 캠퍼스가 여러분들을 반기고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근시

안적인 시각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넓

은 시각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설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알쏭달쏭 전공과목

   전산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산수학, 자료구조, 계산이론, 논리회로, 

컴퓨터시스템, 컴퓨터구조

   데이터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그래픽스, 확률 및 

랜덤과정, 정보보호

   기계학습, 무선통신, 임베디드시스템, 인

터넷프로토콜, 게임프로그래밍, 모델링

과 시뮬레이션, 통신네트워크, 사물 인터

넷 설계

대내 · 외
평가 및 수상실적

중앙일보 국내대학평가 컴퓨터 분야 최우수 학

과 (2016)

QS세계대학평가 컴퓨터 분야 77위 (2017)

관련 자격 및 시험

네트워크관리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네트워

크자격증(MCSE, CNE, BNCE, CCDA, CCDP, 

CCNA,CCNP, CCIE),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

로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통신산업기

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

산업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