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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FOR MAGIS 
Magis는 ‘그 이상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Sogang for Magis는 정형화된 프레임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서강대학교의 정신을 나타낸다. 

Sogang knows.

서강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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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ability is to always open the road to learning,

진정한 실력이란 늘 배움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며,



Competition is about winning the battle within oneself. 

경쟁은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걸.



A great person has a special story other than 
the conventional lines of a résumé. 

큰 사람은 스펙보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며,



A great university starts with complete respect for each person. 

큰 대학은 한 사람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Like an albatross that runs the most distance to fly the highest, 
we are creating Sogang for Magis.

가장 높이 날기 위해 가장 멀리 도움닫기를 하는 알바트로스처럼

서강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60,000 
• 53년의 역사를 함께한  6만여 서강동문 

• 박근혜 동문(전자, 70) 제18대 대통령 취임

1
•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종합대학교 부문 1위 (2009~2010, 2012)

• 대학고객만족도지수(UCSI) 복수ㆍ부전공 제도 부문 1위 (2013)

• 이공분야 교원1인당 기술이전수입료 종합사립대학 1위 (2012)

BEST
•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대학 (2008,2011)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사립대학 2위 (2012)

•  2년 연속 ‘기술경영전문인력 양성사업’ 평가 

최우수 MOT 대학원 (2012~2013)

•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2008~2012)

90.5
• 국제인문학부 다전공비율 (2013년 2월 졸업생 기준)

 

100
• MBA 100% 영어강의 개설 

IEQAS
•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기관 (2012~2016)

95.3%
• 유지취업률 95.3%, 서울대 이어 2위

282
•  전세계 282개 대학과의 해외교류협정  

아시아 62, 유럽 105, 북미 86, 남미 16,  

오세아니아 10, 아프리카 3

SOFEX
•   국내최초 해외 대학과 정기교류전  

서강-죠치대학교 한일 정기전 공동 주최 (2010~2012)

ACE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 (2011~2014) 

 

65.2%  
•  장학금 수혜율 65.2% 

•  자신의 상황과 맞게 장학금을 고를 수 있는 ‘맞춤 장학금’

30%
•  곤자가 국제학사 외국인 사생 비율 30%

AACSB
•  세계경영대학협회 국제경영교육인증 (2009)

ABEEK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 (2008)

서강교육은, 

학생 각자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

서강교육은, 

예수회를 창립한 이냐시오 성인의 영감을 이어 받아 

학문의 수월성과 언제나 더 나은 것(Magis)을 추구하는 도전의식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합니다. 

�

서강교육은, 

470년 예수회의 교육전통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Personal Care)와 관심을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서강은 가톨릭 정신과 예수회 교육 전통으로 

잉태되어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인간을,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자신을 

나눌 줄 아는 세계인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Sogang Pride,

Sogang for Magis 

자랑스러운 서강, 더 나은 것을 향하는 서강

SOGANG UNIVERSITY

13

SOGANG FOR MAGI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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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Pride,

Sogang for Magis 

자랑스러운 서강, 더 나은 것을 향하는 서강

서강은 그동안 양적인 경쟁이 아닌 질적인 우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기에 

한국대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서강만의 독특한 자산이며, 

차별화된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강의 교육이념은 1960년 설립 이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은 알바트로스 새처럼 높이 비상하는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서강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서강의 도전의식이며 인류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서강인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서강은 학생 개개인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체험의 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넘어서 시대를 이끄는 인재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학문의 전당인 서강은 그 본연의 가치인 교육과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깊이와 넓이를 함께 아우르는 서강의 재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사장 김정택 신부 

“서강은 언제나 
더 나은 것(Magis)을 향합니다.”

SOGANG UNIVERSITY

13

SOGANG FOR MAGIS

12



가능성의  
서강

테오도르 게페르트 Theodore Geppert, 1905 ~ 2002

독일의 가톨릭 신부이자 서강대학교의 설립자인 테오도르 게페르트는 한국의 대학교육과 가톨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1905년 독일 북

서부의 베스트팔렌에서 태어나 1923년 네덜란드에서 예수회에 몸담았으며, 한국에는 1948년 처음 방문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서강과 

교류전을 하고 있는 도쿄의 죠치대학[上智大學] 교수로 재직하였다. 1954년 다시 방한한 후 이승만 대통령과 몇 차례의 면담 끝에 서강대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60년 4월 개교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강단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 등 한국 가

톨릭 지도자들과 사제 관계를 맺기도 했다. 2002년 7월 13일 도쿄의 로욜라 하우스에서 돌아가셨다. 유해는 화장되어 서강대학교 교내에 안

치되었다.

총장  유기풍

1960년 가톨릭 예수회에 의해 설립된 서강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엄격한 학사관리와 품격 높은 서비스로 한국 대학교육의 전형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또 다른 50년, 서강은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창의적 융합을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살린 연구로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을 위해 

지식과 가능성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을 이룰 것입니다.

ABLE

SOGANG FOR MAGIS

14

SOGANG UNIVERSITY

15

 

명예로운  
서강

패러다임  

  양방향  

‘더욱 자랑스러운 서강’  

  혁신  

HONOR
PRIDE



가능성의  
서강

테오도르 게페르트 Theodore Geppert, 1905 ~ 2002

독일의 가톨릭 신부이자 서강대학교의 설립자인 테오도르 게페르트는 한국의 대학교육과 가톨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1905년 독일 북

서부의 베스트팔렌에서 태어나 1923년 네덜란드에서 예수회에 몸담았으며, 한국에는 1948년 처음 방문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 서강과 

교류전을 하고 있는 도쿄의 죠치대학[上智大學] 교수로 재직하였다. 1954년 다시 방한한 후 이승만 대통령과 몇 차례의 면담 끝에 서강대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1960년 4월 개교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강단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 등 한국 가

톨릭 지도자들과 사제 관계를 맺기도 했다. 2002년 7월 13일 도쿄의 로욜라 하우스에서 돌아가셨다. 유해는 화장되어 서강대학교 교내에 안

치되었다.

총장  유기풍

1960년 가톨릭 예수회에 의해 설립된 서강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엄격한 학사관리와 품격 높은 서비스로 한국 대학교육의 전형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또 다른 50년, 서강은 대학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창의적 융합을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살린 연구로 

새로운 세계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을 위해 

지식과 가능성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을 이룰 것입니다.

ABLE

SOGANG FOR MAGIS

14

SOGANG UNIVERSITY

15

 

명예로운  
서강

패러다임  

  양방향  

‘더욱 자랑스러운 서강’  

  혁신  

HONOR
PRIDE



4대 
추진목표

VISION
명문 서강,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일방향 교육이 아닌 양방향 교육, 지원 일변도의 연구에서 벗어난 스스로 창조해내는 기업가정신

형 연구, 젊음의 열정적 에너지를 분출하고 잠재성을 깨우는 교육인프라, 교수 중심의 지식 전수형 

교육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서강의 도전은 또 한번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00년 예수회 교육의 전통에 입각해 지난 50년 동안 탁월한 교육과 연구로 한국 대학의 전위였던 

서강대학교는, 이제 개교 100주년을 향한 서강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랑스

러운 예수회 대학’으로 비상합니다. 남양주 캠퍼스 신설 및 신촌 캠퍼스 혁신을 계기로, 창의적 융

합(Convergence)과 실험적 도전(Challenge)으로 충만한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합니

다. 이를 통하여 변화를 위한 창의성(Creativity)과 세계 평화를 위한 소통(Communication) 감각

을 지닌 글로벌 프런티어를 육성하는, 진정한 지식 생태계의 창의 발전소로 거듭납니다.

 창조적 양방향 교육

• 열린 교양교육 개편

• 학생참여 양방향 교육

• 지구촌 서강캠퍼스

• 학생 감동 프로젝트 

Convergence

지성・인성・영성이 통합된

인재육성과 

학제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식 생태계의 

허브 구축

학내 구성원간 

감동적 소통 및

세계 평화를 위한 

헌신과 소통

Communication

Creativity

학생 중심의 

창의적 양방향 교육과

새로운 대학의 

패러다임 창조

세계 수준의 

기업가정신형 연구와

미래의 변화를 주도할 

실험적 도전

Challenge

 지・덕・체 교육 인프라 

•  지・덕・체 교육 인프라

•  광개토 프로젝트

•  Fund Making 

 수요자중심 행정 체제 

•  선진 학제 개편

•  소통과 문화

•  서강가치 및 브랜드 제고

 기업가정신형 연구 

•  세계적 연구역량 확보

•  新분야 특성화 연구 

•  우수 대학원생 유치

The Creative Power Plant for 

       Global Frontier

Co
nv

er
gence

Com
m

unication

Creativity

Challe
ng

e

“The Best Jesuit University‚ SOGANG”

서강, 최고 수준의 자랑스러운 예수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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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육 이념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서강의 주춧돌을 

세운지 50여년. 유난히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많았던 서강은 한국 고등교

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멘토형 학생지도, 지정좌석제, 다전공제를 비롯한 최초의 도전들

은 서강을 대학다운 대학에서 대학중의 대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는 매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종합대학 부문 1위를 기록하

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는 대학으로 입증받고 있습니다. 

서강은 
대학중의 대학
입니다

University
                within university

대 학 을  선 도 하 는  대 학 특별한 학풍과 전통

개인별 좌석을 지정하는 지정좌석제, 

학점당 6번 이상 결석하면 낙제 처리하는 

FA(Failure because of Absences)제, 

교양영어필수제, 독후감제 등은 

‘대학다운 대학’으로서 

다른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학풍과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을 선도해온 서강

개교 때부터 자유로운 학풍을 강조한 

서강은 1999년 국내 대학 최초로 

연계전공제를 시행하였으며, 

오늘날 다전공제, 자율전공제, 

학생설계전공제로 이어져 

시대가 원하는 통섭형 인재양성의 

요람이자 선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강은 처음 세워질때부터 

사제간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했어요. 

교수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줌으로써 

한사람의 인재가 충분히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키스터 신부

영문과

1974년 서강대학교 부임

SOGANG FOR MA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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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education system

IT기술이 발전한다하더라도 교육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

과합니다. 서강은 이제 교수가 한 시간 내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시험 보

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각 전공의 

입문수업을 교양교육화하는 교육개편은 물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

심의 양방향 교육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은 지식

과 생각의 탄생이라는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

문입니다.  

스마트 시대를
이끄는 교육은
양방향 
교육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양방향 교육

서강은 혁신적인 학제개편과 

전세계 극빈층 청소년을 위한 

국제대학(WUUS) 설립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글로벌 양방향 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IT기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서강은 ‘서강앱(Sogang App)’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IT기반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양 방 향  교 육

“서강에서는 교수만 강의하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학업과 생활 등이 

캠퍼스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Oumaima Mounsif 학생

프랑스리옹2대학교, 

서강국제하계대학 참여

SOGANG FOR MA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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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조 적  융 합 교 육

서강은 생각합니다. 창조의 전제는 융합이며, 융합시대의 인재는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가져야 한다고. 취업난에 따라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경쟁

은 심화되고 있지만 스펙이 반드시 직업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아닌 속도’만을 강조해 온 우리 사회 가치관이 낳은 기형적인 모습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강은 왜곡된 재학생의 스펙쌓기 문화를 지양하고, 

융합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Creation of
     own story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인재를 
키웁니다

국내 최초의 도전, 지식융합학부

국내 최초로 지식융합학부  

아트&테크놀로지학과를 신설하여, 

인문학과 예술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강한 열정과 끊임없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길

서강은 기존에 있는 전공 외에 문화학, 

서사창작, 융합커뮤니케이션, 

보험계리학 등 학생 스스로 자기 전공을 

디자인하는 ‘학생설계전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 

벤처창업, 현장실습 등 자율프로그램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커리어 개발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제학과 수학 복수 전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학생설계전공으로 ‘보험계리학’이라는 

스스로 원하는 직업의 길을 만들었고, 

세계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보험계리사를 꿈꾸고 있어요.”

이원빈 학생

경제학과・수학과・보험계리학 전공, 

RGA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보험계리 분야 인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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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ㆍ하버드 의공학센터 설립 추진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학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서강은 하버드대학과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서강・하버드 의공학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융합기술 클러스터, 

남양주 캠퍼스

국제적 교육・연구・산학 복합단지인 

남양주 캠퍼스 설립 추진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서강의 꿈에 한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서강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연속 3년간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교수연구부문 3위(1위 카이스트 2위 포스텍)를 기록했으며, 의학관

련 연구가 그 어느 대학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강대 첨단의료

기기사업본부는 특수방사성의약품 분야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국

가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능성 있는 내부 교수를 스타 교수로 성장하게 도울 것이며, 

우수 연구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적 연구

역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초 일 류  연 구

Future,
      beyond Knowledge 
지식 그 이상의 
미래를 
창조합니다“인류를 화석연료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자원의 불균형으로부터 오는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공광합성 연구의 본질입니다.”

윤경병 교수

인공광합성연구센터장,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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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가 정 신 형  연 구
특히, 서강기술지주회사는 

학교법인과 서강대 산학협력단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함으로써, 

서강네트워크와 브랜드를 

적극 활용합니다. 

서강기술지주회사

서강지주회사는 대학이 연구개발(R&D)를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기업에 활용해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암・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진단에 도전하는 에스메디 등 

1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서강은 거꾸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당연한 것들도 거꾸로 보면 새로운 미

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대학 수입의 30%

가 교수들의 특허・벤처창업・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나옵니다. 서강은 이제 

대학의 재정 문제도 ‘펀드레이징’의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원

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펀드메이킹’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강

은 끊임없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한발 앞선 

대학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펀드레이징을 
넘어 
펀드메이킹을 
꿈꿉니다

Fund-making
       beyond fund-raising 

“지원 일변도의 연구에서 벗어나 

재원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구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송태경 교수

의료용초음파영상연구센터장,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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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문 화  창 조

대한민국에 대학은 많지만 대학문화는 찾기 힘듭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대학 고유의 문화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강은 문

화의 힘을 믿습니다. 서강대학교와 일본 죠치대학교 사이의 정기 교류전인 

‘SOFEX’는 국내 최초로 국제 대학간 문화 교류를 시도한 서강의 도전입니

다.  또한, 서강은 젊은이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심장이 터질듯한 격렬

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SPOLEX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운동

을 통한 한계의 극복 그리고 몰입의 경험은 곧 학생들에게 창조의 에너지

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강의 문화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Creation of  
   university culture 

1인 1체육 생활화! SPOLEX 건설

서강은 1인 1체육이 생활화되어 있는 

일본처럼, 서강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운동부를 다시 만들고 복합스포츠관인 

SPOLEX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내에 아이스링크, 수영장, 

헬스시설 등이 구비된 복합스포츠관을 세워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글로벌 교류의 새 모델

서강과 일본의 죠치대학교는 

2010년부터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서강-죠치 한일 정기전(SOFEX)’을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SOFEX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학술교류 및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깊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글로벌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부심. 

SOFEX는 제게 이런 자부심을 

경험하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이준석 학생

정치외교 05, 서강농구반,

 SOFEX 2010~2012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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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나 지  않 은  혁 신

Be as
스티브잡스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갖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

니다. 서강은 끊임없이 혁신해왔지만 ‘대학이 지켜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

고히 하며 오늘을 이루어 왔습니다. 변함없는 서강이 변화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건 바로,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이루어내는 한 명 한 명의 서강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proud Sogangof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박근혜 전자공학70,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서강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들을 길러낸 

자랑스러운 모교입니다.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강의 교육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강의 가르침은 

그 일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석근 경영학82, 롤랜드버거 한국법인 대표

“기본에 충실한 서강의 교육은 

깊은 성찰과 단단한 논리력을 길러줍니다. 

서강의 교육을 통해 나를 파악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길러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강은 지금의 나를 만든 8할입니다.”

공경철 기계공학00, 서강대 교수 

국내에서 가장 빠른 치타 로봇 개발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연구자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고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 끝에 얻는 기쁨과 자신감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열정. 

바로 서강의 1등이 세계의 1등입니다!”

안호상 정치외교학79, 국립극장 극장장

“저는 서강의 가르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예술행정 전문가의 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강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의 예술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김덕용 동문회장 전자공학76, KMW 회장

“제 인생에 서강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서강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학창 시절과 

서강인이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젊은 시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서강은 단순히 모교라는 의미를 떠나 

제게 자부심이고, 사랑이며, 아름다움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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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gang is proud of you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서 강 의  자 부 심

서강인이라는 자부심은 모든 도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것,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하는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까지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로 서강인의 이름

이 빛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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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길이 된 
서강

알바트로스탑

서강의 상징탑 ‘알바트로스’. 이 탑은 총동문회 기금으로 제작되어 1990년 4월 17일 학교에 설립되었다. 하늘로 비상하는 ‘알바트로스’는 날 수 

있는 지상의 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진리를 향한 서강의 높은 이상과 빼어난 기개를 상징한다. 서강대학교 정문 앞에 우뚝 

솟아 있으며, 2013년 영상대학원 정문열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무지개를 알바트로스 탑 뒤에 띄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선 서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서강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인성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남과 함께, 남을 위하여 

  하는 사람, 다른 민족의 문화를    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    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이 되고 큰 생각이 됩니다. 

관계의 벽을 허물고 열린 소통을 해온 서강의 오래된 전통이 

시대의 지성을 키워냅니다.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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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곳을 
향하는
서강

ON THE TOP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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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에 경계란 없습니다. 성적이나 정원,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다전공제와 연계전공제, 

학생설계전공제를 시행하며 학생 스스로 창의적인 꿈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개 학부, 600개 이상의 전공

무한한 창조가 가능한
600개 이상의 전공 

대 학 ㆍ 대 학 원  소 개

Creative 
Convergence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  뉴 글로벌 프론티어, 대학원 

사회과학부

자연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융합적사고가 가능한 

콘텐츠 전문가

지역문화에 해박한 

외교전문가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엔지니어

수리적 사고력이 탄탄한

금융전문가

국제인문학부

경영학부 경제학부 

공학부 

지식융합학부 

다전공

학생설계전공

연계전공

서강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대학원은 인류의 삶의 질과 미

래가치를 높이는 질문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질

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의 발전소입니

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물리학과, 수학과, 신문방송학과는 BK사업, 

그리고 생명과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컴퓨터학과는 WCU사업 등 

정부 주관 대형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도 그 수월성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진과 국제사

회 트렌드를 심도있게 간파한 다양한 컨텐츠로 깊이 있는 지식을 전

달하는 특수대학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키

워내는 전문대학원까지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연구로 시대의 새 길

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일반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국문화학과,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경제학과, 과학커뮤니케이션, 여성학 협동과정,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바이오융합기술 협동과정

•  전문대학원 | 신학대학원, 국제대학원,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제대학원, 언론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다전공 현황(단위:%) 다전공 주요 동문현황

박찬욱(철학・신문방송학 82) 

할리우드 진출 영화감독.

2011년 제61회 베를린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 수상

조의경(영미어문학・경영학 01) 

제너럴 일레트릭(GE) 

한국인 첫 임원급 승진

최동훈(국어국문학・신문방송학 90) 

도둑들(관객수 1300만명), 

전우치, 타짜 영화감독

장유진(수학・컴퓨터학 02) 

스타워즈CG 만든 루카스필름(미국)

소프트엔지니어

대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탄탄한 학부교육을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470년 예수회 전통을 기반으로 대

학 교육의 모델을 제시해 온 서강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교양영어 필수 교육을 시작하고, 2011년 국내 최초로 지식융

합학부를 신설하며 한발 더 나아간 융합교육의 모델을 세웠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어떠한 제한도 없이 원하는 대로 다전공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부와 경제학부의 융합은 수리적 사

고력이 탄탄한 금융전문가를, 경영학부와 공학부의 융합은 경영 마

인드를 겸비한 엔지니어를, 사회과학부와 국제인문학부의 융합은 

지역문화에 해박한 외교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전공과 전공이 자유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서강은 잘가르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라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펼쳐나갈 것 입니다. 

•  국제인문학부 |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영미어문, 미국문화,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  사회과학부 |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   커뮤니케이션학부 | 신문방송학

•   경제학부 | 경제학 

•  경영학부 | 경영학

•  자연과학부 |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  공학부 |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

• 지식융합학부 | 국제한국학, 아트&테크놀로지

자연과학부

사회과학부

국제인문학부

58.3

77.4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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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은 총 56개국 282개교와 학술 및 학생 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다양한 국제교류활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강은 2015년까지 재학생의 10%에 해당하는 700여 명의 교환학생

을 외국으로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글로벌 프로그램

Global 
Educational
Standard

국 제 교 류

GLP는 서강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 예수회 5개 대학에서 학

생들을 파견하여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발표와 

토론, 현장 체험 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강대는 연간 약 15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해외에서 어

학 및 문화연수,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해외 인턴십, 해외대학 써머/

윈터 스쿨, 해외학생 컨퍼런스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UC 버클리, 조지타운, 스탠포드, 예일,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주요대학 써머스쿨 프로그램은 학생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노하우를 바

탕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

습니다. 한국학 또는 한국어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예일

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서도 서강대의 한국어교재를 채택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학이라는 학문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강대

는 2011년부터 국제하계대학을 한국학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프

로그램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강국제하계대학의 프로

그램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유명 대학 학생들과 교류함

으로써 국제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체험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예수회대학 교육 이념을 바탕

에 두고 공부하는 학생들 간의 친교활동 및 사회봉사활동과 각 나

라의 고유한 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다양한  

단기연수프로그램

  서강을 넘어 한국을 알리는  

한국어교육원

  해외에서 더 유명한  

서강국제하계대학

  사회봉사 체험 프로그램  

(SLP: Service Learning Program)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서강대는 2012년~2016년 교육부가 지정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서강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적 다

양성과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관리 및 학점관리, 장학금 지급 등이 엄격한 절

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외국인 재학생 수 (재적학생 기준, 대학ㆍ대학원 포함) 교환학생 수

 302명

 310명

 299명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538명(파견 307명, 초청 231명)

 670명(파견 366명, 초청 304명)

742명(파견 361명, 초청 381명)

2012년 교환학생 총 742명

Sogang University

Loyola Marymount University

Boston College

Society of Jesus

Sophia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College of the Holy Cross

전 세계 예수회 대학과의 긴밀한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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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은 뛰어난 연구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실시한 대학평가 중 

교수연구부문에서 2010년~2012년 3년 연속 3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2012년 기준 

연구비 수주 총액이 매년 800억원 가량으로 대규모 국책 연구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초음파영상진단시스템은 초소형분자영상시스템을 개발해

서 암과 같은 병변조직의 차이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초음파 영

상 기술입니다. 의료용초음파영상연구센터는 원천기술을 보유하

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융합영상 유도치료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

중하고 있습니다.

양자시공간연구센터는 양자론과 상대성이론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체계인 양자시공간 이론을 연구하며, 끈이론에 기

초한 양자시공간 구조의 규명과 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자시공간연구센터는 우주 궁극 물리법칙 끈이론 연구의 세계 거

점이자 국내 유일의 집단연구센터입니다. 

‘열린 지역 체계로서의 동남아’는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HK(인문한

국지원사업) 10개년 연구사업입니다. 2013년 동아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사와 국내 최초로 

계약을 맺고 영문저널 TRaNS(Trans -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KAIST, POSTECH에 이은
교수연구부문 3위

Research & 
Development

연 구 성 과

인공광합성연구센터는 태양광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태양에너지 활용 

기술을 연구합니다. 인공광합성연구센터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

립연구소 소속 Helio-Solar Energy Research Center와도 긴밀

하게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단일과제사상 최

고액인 5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 분야에서 초일류 원천기

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인류의 해방,  

인공광합성연구센터(KCAP) 

바이오전자소자연구단은 2011년 세계 처음으로 생체와 비슷한 단

백질 막을 메모리칩에 적용해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한 ‘단백질 기

반 바이오메모리 디바이스’를 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연구단은 

향후 정보 저장용 바이오전자소자 연구의 더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

해 미래 산업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단백질 기반 바이오메모리 디바이스’ 최초 구현,  

바이오전자소자연구단

  언제 어디서나 질병을 진단하는 맞춤형치료 개발, 

의료용초음파영상연구센터 

  끈이론 분야의 연구거점,  

양자시공간연구센터

  국내 최초 케임브리지대 출판사와 영문저널 TRaNS 창간, 

동남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동아연구소

세계수준의 

연구역량 보유 교수

세계수준의 

창조적・수월적 연구

산학협력・기업가정신

기술사업화・기술 상용화

재원창출 

대학재정기여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수연구 부문 3년 연속 3위(2010~2012)

St
ar

 Fa
culty

Business

Research

Fund M
ak

in
g

기업가정신형 

연구

기술이전 수입료 (단위:천원) SCI급 논문발표 (단위:편)

2010

2011

2012

835,867

905,290

1,180,475

154

209.3

154.5

2010

2011

2012

국내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사에서 발행한

영문저널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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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은 인재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성장을 통해 교육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

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추구합니다. 취업을 넘어서, 일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며 스펙

보다 스토리가 있는 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학생중심 교육시스템과 더불어 탁월한 교수진이 어우러

져 만들어내는 질 좋은 교육은 70%를 넘는 취업률(2011년 교육통

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강대는‘대학 졸업생이 취업 후 직

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지’를 반영한 새로운 취업률 지표인 유

지취업률에서도 서울대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강대의 졸

업생들은 단순히 취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가진 양

질의 취업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다양한 산학 트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표적으로 서강대는 L G 전자와 산학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들에게는 인턴 실습의 

기회를, 대학원생들에게는 채용계약형 과정 및 산학 프로젝트 연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평가의 새 지표,
유지취업률 95.3% 

Outstanding 
Employment 
Support

취 업 지 원

1. 개별상담

학생들은 개별상담을 통해 진로탐색, 진로관련 검사, 취업준비, 취

업전략 수립, 이력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8회까지 가능한 예약상담 외에 수시 방문상담, 전화상

담, 이메일상담, Q&A게시판을 통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진로탐색 프로그램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진

로개발세미나와 대학생활과 진로탐색이라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학년 학생들에게는 투자금융, 컨설팅, 기자, 

PD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재직자와 멘토・멘

티로 매칭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서강 

ACE 검사, 취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저학년 취업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취업취약계층 프로그램

취업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집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돕는 동행 

프로그램, 탈북학생들을 위한 새꿈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 취업준비 프로그램

보다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학

점인정인턴십, 동문CEO기업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

무에 대한 이해, 산업/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릴레이세미나 산업/기업분석스터디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5. 취업스킬함양 프로그램

입사지원서 작성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채용 프로세스에 

필요한 취업스킬을 배우는 고학년 취업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기업체 채용행사 및 추천채용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채용설명회, 채용면담, 취업박람회 등을 유

치하여 학생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

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 유지취업률 2위(95.3%)

취업률

63.7%

68.7%

70.2%

2010

2011

2012

 양질의 취업률, 실력으로 인정받는 서강인 

 대기업들과 산학 연계 ‘산학 트랙 프로그램’

 차별화된 전문 취업 지원 제도

취업지원팀
성공적인 취업 

사회진출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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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은 장학금의 편견을 깬 맞춤형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생은 물론 현재의 

성적보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는 장학금 등 학생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장학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언어를 넘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경험입니다. 수많은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는 연습, 서강은 봉사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신입생 장학금 

• Art & Technology 최우수 장학금・우수 장학금 

• 알바트로스특기자 (자연계열) 최우수・우수 장학금

�  교내장학금

 • 성적 : 학부수석장학금, 성적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 복지 :  지도교수추천장학금, 장애인특별장학금, 글로벌창재장학금,  

다산장학금, 후생복지장학금, 생활장학금

 • 봉사 : 하비에르장학금

 • 기타 :  보훈장학금. 형제자매장학금. 해외탐방장학금,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  동문회 장학금

 •  동문장학금, 꿈・희망・미래장학금, 김로사장학금, 호상장학금,  

글라라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등

�  서강 사회봉사 인증제 

학생 개인이 재학 기간 중 실천한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결과를 즉시 입력

하여, 필요 시 실적의 누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  

여러 장의 봉사처 별 확인서를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서강나눔터

  2004년 서강대학교 여교수들이 모여 나눔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공유하

면서 시작하게 된 ‘서강나눔터’는 교수와 학생, 직원,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해외 봉사기관과 협조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한국해비타트,  

국제워크캠프기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해외봉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코피온, 국제아동돕기연합,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국제시민봉사회, 한국청소년그린캠프봉사단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는 물론 서

강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주요 대학들과 비교하면 10% 이상 높은 

65.2%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점이 좋지 않은 학생도 포

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적향상 장학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등록금이 부담되는 학생을 위한 ‘복지

장학금’, 특히 가사곤란 학생 중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학생에게는 ‘글로벌창재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탐방 장학금’과 ‘빙그레 글로벌 장학금’ 등을 통해 학

생들에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

고 있으며, 동문이 후배들에게 서강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동문 장학금’은 그 어떤 장학금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교원과 

교직원, 교내 환경미화원 약 90여명이 조금씩 걷어 조성한 ‘민들레 

장학금’은 하나된 서강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학금입니다.  

서강대는 진정한 세계화가 세계의 이웃에 대한 공존의 시각을 갖

는 것이며, 진정한 리더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합니다. 서강대 사회봉사센터에서는 교과과정으로 기초

사회봉사와 사회봉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 과정으로 7

개의 서강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매년 방

학마다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여, 현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단순히 베푸는 봉사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내적 태도와 자세를 터득하는 교

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사회봉

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인

증시스템을 도입한 후, 사회봉사 리더와 사회봉사 마스터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10명중 6명이 장학생, 
장학금도 맞춤형

국내 최고 수준의 
시스템화된 사회봉사 지원

Various 
Scholarships

Social
Contribution

장 학 금 서 강  봉 사 단

주요대학들과 비교하여 10% 이상 

높은 장학금 수혜율(65.2%)

전문화된 사회봉사 인증제 시행

최대 규모의 다양한 사회봉사처, 해외봉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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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넘어선 창조의 샘

서강은 곳곳마다 뜻으로 세운 건축과 공간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과 상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 공간 속에 깃들어 있는 후학을 향한, 미래를 향한, 사회를 향한 철학은 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Fountain of creativity

    beyond space 

서강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필수조건이라 믿고, 

이를 실천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축적된 공간, 소통과 몰입의 창조적인 공간에서 서강

의 미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유학생활이 부럽지 않은 ‘곤자가국제학사’, ’곤자가 플라자’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교환학생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곤자

가 국제학사'는 실제로 외국인 사생 비율이 30%를 넘습니다. 곤자

가 국제학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서로 어

울리고 교류하며 학교 수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곤자가 플라자는 대형서점과 푸드코트, 커피전

문점 등 문화와 복지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 최적의 인프라 구축

서강대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건물의 신축과 개축에 투자

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 기준으로 건물의 30%

가 혁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에 금호아시아나 바오

로 경영관 준공, 2010년에 대운동장 및 청년광장 조성, 2011년 산

학관인 떼이야르관과 국제인문관인 정하상관 준공, 2012년 국가고

시 준비생들을 위한 토마스모어관 준공, 2013년 인공광합성 연구

센터가 위치한 포스코프란치스코관 준공 등 교육을 위한 최적의 인

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지식의 창고 ‘로욜라 도서관’ 

로욜라 도서관은 자유로운 지식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 우리나라 최

초의 완전 개가식 도서관이자 최고의 환경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로욜라 도서관은 국내 대학 도서관 중 최장 개관시간 운영을 자랑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92.2권으로, 전국 

1위 수준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의 인프라 혁신! 
자부심의 공간으로

Innovative 
Infrastructure

인 프 라

2010~2013년 기준 

전체 건물의 30%를 혁신하는 성과

캠 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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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곤자가 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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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2 4 6

1 메리홀 로비

2 대운동장

3 로욜라도서관 만레사존

4 대운동장 근처광장

5 떼이야르관과 정하상관

6 정하상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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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문

02 알바트로스 탑

03 본관(A관)

04 학생회관(C관)

05 예수회공동체

06 삼성 가브리엘관(GA관)

07  금호아시아나 바오로  

경영관(PA관)

08 토마스 모어관(T관)

09 마태오관(MA관)

10 메리홀(M관)

11 성이냐시오관(I관)

12 로욜라 동산

13 엠마오관(E관)

14 로욜라 도서관

15 최양업관(CY관)

16 하비에르관(X관)

17 다산관(D관)

18 곤자가 국제학사(GH)

19 후문

20 곤자가 플라자(GP)

21 떼이야르관(TE관)

22 정하상관(J관)

23  포스코  

프란치스코관(F관)

24 리찌별관(RA관)

25 대운동장

26 아담샬관(AS관)

27 리찌과학관(R관)

28 예수회센터

29 김대건관(K관)

30 벨라르미노학사

31 서강빌딩

32 남문

33 아루페관(AR관)

34 체육관

35 청년광장

P  지하주차장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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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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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이냐시오관 내부

2 본관

3 청년광장

4 하비에르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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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다운 대학, 서강

그 길에 서강의 진심이 있습니다.

대학중의 대학, 서강

그 길에 서강의 가치가 있습니다.

99%를 위해 봉사하는 1%의 리더!

서강의 진심으로 이루어 낸 

서강인의 도전은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역동으로, 진심의 역동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서강을 만들어 갑니다.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