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모집단위 과목 범위 비 고(참고도서 등)

경영 경영학과 경영학

▪ 전 분야

▪ 기본방침 : 경영학 전공에 대한 심화지식 측정이 아닌 본 대학에 편입

한 후 경영학 전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수학 능력 측정에 비중

을 둠.

경영 전공 논술

국어국문학과
한국어학의 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 전 분야

▪ 기본방침 : 국어국문학 전공에 대한 심화지식 측정이 아닌, 본 대학에 편입

한 후 국어국문학 전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수학 능력 측정에 비중

을 둠

철학과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

(중국, 한국, 인도)

▪ 고대에서 현대까지

한국사학과 한국사 ▪ 한국고대사 ~ 한국현대사 논술형

사학과 동양사/서양사 ▪ 동, 서양사 전반

심리학과 심리학개론 ▪ 심리학개론 전 범위

사회학과 사회학 ▪ 사회학 개론서의 전 범위

한문학과 한문(해석) ▪ 「맹자」 전 범위

영어영문학과
영문학 및 영어학 

기초학력

▪ 영어영문학 전반

▪ 참고도서

 영국문학

 -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미국문학

 - The Norton Anthology of American Literature

 영어학

- Fromkin, V., et al.(2006). 

  An Introduction to Language (8th ed.).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Finegan, E. (2004). 

  Language: Its Structure and Use (4th ed.). Boston: Thomson & 

Wadsworth

 - Kim, Jeong-Seok. (2012).

  Syntactic Analysis: A First Course. Sejin Publisher(세진 출판사)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 중급이상의 독일어 독해 및 문법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 중급이상의 프랑스어 문법 및 독해 · 번역 능력

중어중문학과 전공중국어 ▪ 중급 중국어 수준의 독해 · 번역연습

노어노문학과
교양노어초급 · 중급

전공 노어 Ι
▪ 전 범위

일어일문학과 전공 일본어 ▪ 어휘력, 독해력, 이해력
KUJAP시리즈

일본어/인문과학과 일본어의 접점(종합편/각론편)

서어서문학과

초급 스페인어 문법

초급 스페인어 독해

초급 스페인어 작문

▪ 전 범위

언어학과 일반언어학 ▪ 언어학 개론 전 범위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편입학전형 전공필기고사 출제범위(안암캠퍼스)

문과



대학 모집단위 과목 범위 비 고(참고도서 등)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편입학전형 전공필기고사 출제범위(안암캠퍼스)

생명과학부

일반생물학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미생물학

▪ 생명과학 전 분야
Campbell Biology,

Cell Biology

생명공학부

일반생물학/화학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 생명과학 기초 및 응용 전 분야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기초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 전 분야

환경생태공학부
일반생태학

환경과학
▪ 전 분야

식품자원경제학과
경제통계학

식품자원경제학
▪ 전 분야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입무 ▪ 주관식형 논술형 정치학원론, 한국정치론, 정치사상, 이론입문서, 비교정치개설, 국제정치이론

경제학과 경제학원론 ▪ 전 분야 표준적인 경제학원론 교과서

Hass, Weir, and Thomas (2007). University Calculus, Pearson

Strang (2006).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 Thomson Brooks

확률론 ▪ 확률의 개념 및 응용 Ross (2010). A First Course in Probability,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Agresti and Franklin(2014). Statistics: The art and science of learning from 

data, Pearson

Chattejee and Hadi (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Wiley

행정학과 행정학개론 ▪ 행정학개론 논술형

해석학Ⅰ,Ⅱ ▪ 전 분야 Principle of Mathematical Analysis, Rudin,2006(3rd edition)

선형대수학Ⅰ,Ⅱ ▪ 전 분야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 Strang, 2005(4th edition)

물리학과 일반물리학 ▪ 전 범위

일반화학 ▪ 전 범위

유기화학 ▪ 전 범위

지구의 이해 ▪ 전 범위

지구물질과학 ▪ 전 범위

지구물리학 ▪ 전 범위

지구화학 등 ▪ 전 범위

통계수학 ▪ 미적분학 및 행렬

기초통계 및 회귀분석 ▪ 기초통계와 회귀분석의 개념 및 응용

생명과학

정경

통계학과

이과

수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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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유기화학

물리화학

공업수학

화공양론

▪ 전 범위

신소재공학부

재료구조물성

재료전자기물성

공업수학

▪ 전 범위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업역학

재료역학
▪ 전 범위

건축학과

건축설계

건축환경계획

건축계획

▪ 전 범위

기계공학부

열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 전 범위

산업경영공학부

선형대수

통계학

컴퓨터언어©

▪ 전 범위

전기전자공학부

공업수학1

공업수학2

전기회로

▪ 전 범위

의과 의학과 미선발 ▪ 2017학년도 편입학전형 선발인원 없음

교육학과 교육학 ▪ 교육학개론

김정환, 강선보, [교육학개론], 박영사

신창호, [교육이란 무엇인가?], 동문사

한용진 외, [교육학개론], 학지사

등 표준적인 교육학개론 서적을 중심으로

교과 및 기능교육 ▪ 전범위 20%

국어학개론 ▪ 전범위 30%

국문학사 ▪ 전범위(현대문학 및 고전문학) 50%

영어학입문
▪ V. fromkin, R. Rodman & N. Hyams, 2007.

An Introduction to Language(8th), Thomson. 전 범위

영어교육론
▪ Brown, D. H.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ddison Wesley Longman. Inc. 전 범위

영미문학교육

▪ Lazar and Gillian, 1993.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Joyce, Dubliners. Any Edtion

▪ Lous Lowry, 1989. Number the Stars. New York, Yearling. 전 범위

지리교육과 한국지리 ▪ 전체 한국지리 전공서적 참조

공과

사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영어로 답안작성 

영어교육과 면접은 영어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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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개론 ▪ 한국사 개론(한국사 전반)

서양사개론 ▪ 서양사 개론(서양사 전반)

동양사개론 ▪ 동양사 개론(동양사 전반)

가정과교육학 ▪ 전 범위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연숙, 신광출판사

가정관리학 ▪ 전 범위 가정관리학, 임정빈 외 4인, 신정

아동학 ▪ 전 범위 아동발달의 이해, 정옥분, 학지사

식품학 ▪ 전 범위 식품학, 이경애 등 6인

의류학 ▪ 전 범위 의복과 현대사회, 신혜원 외, 신정출판사, 2009

수학교육과

해석학,

선형대수학,

기하학

▪ 각 과목의 2학년 1, 2 학기에 학습하는 부분
3학년 편입 후 학업에 필요한 기본과목인 수학교육과 2학년 전공 3과목의 

전공지식

체육교육과 체육학일반
▪ 인문사회 50%, 

▪ 자연과학 50%
임용고사에 준하는 수준

간호 간호학과 간호학일반 ▪ 과목전체

자료구조 ▪ 전 범위
Fundamentals of Data Structures. (Horowitz, Sahni, Anderson, Freed). 2nd 

Edition. 2007

컴퓨터구조 ▪ 전 범위

디자인조형학부 디자인 조형학부 조형이론
▪ 미술사론 : 한국미술사

▪ 제품 디자인론 : Bauhaus

국제학부 국제학부 국제화일반 ▪ 국제정치, 경제 및 세계화일반 영문에세이 형식

미디어학입문
▪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효과, 인쇄매체, 영상매체, 온라인 매체, 광고, PR,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 매스미디어 윤리법제

커뮤니케이션이론
▪ 탄환이론, 선별효과론,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설정, 침묵의 나선이론, 

문화계발 이론, 제3자 효과론

바이오의공학부 미선발 ▪ 2017학년도 편입학전형 선발인원 없음

식품화학 ▪ 전범위 식품화학(탐구당, 2010년, 김동훈)

식품미생물학
▪ 미생물 성장(생육) 및 생육인자, 미생물 대사 조절, 발효와 발효식품,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와 부패억제(방법)
식품미생물학

분자 생물학
▪ Part II. Basic Genetic Mechanisms 

(페이지 194 - 499)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Bruce Albert,...et al., 5th ed., 2008

환경보건학  ▪ 전범위  

방사선과학 

▪ 자연방사선

▪ 환경방사선

▪ 의료방사선

▪ 생활방사선

“방사선물리”를 “방사선과학”으로 변경 

보건정책관리학부 공중보건학 ▪ 공중보건학 전반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보건과학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정보 컴퓨터학과

역사교육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시리즈,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

가정교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