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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재학
생수 교과개요 학과 소개 홈페이지

공과
대학

건축학부 295 건축설계,건축이론 https://architecture.hanyang.ac.kr/

건축공학부 213 건축재료,시공,건설IT http://are.hanyang.ac.kr/

건설환경공학과 233 건설,토목,구조역학,환경공학 http://civil.hanyang.ac.kr/

도시공학과 158 도시설계,공간계량분석,교통계획,부동산개발 http://hyurban.hanyang.ac.kr/

자원환경공학과 109 자원공학,석유,지질 http://eree.hanyang.ac.kr/

융합전자공학부 533 전자공학,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컴퓨터 http://electronic.hanyang.ac.kr/

컴퓨터소프트웨
어학부 586 컴퓨터공학, 

CS,시스템SW,데이터,그래픽스및HCI http://cs.hanyang.ac.kr/

정보시스템학과 235 컴퓨터공학, 경영학 http://is.hanyang.ac.kr/

전기공학전공 187 전기공학,신호처리,플라즈마공학,전동력제어 http://ebe.hanyang.ac.kr/

생체공학전공 96 의공학,생체신호처리,바이오센서 http://bme.hanyang.ac.kr/

신소재공학부 426 재료공학,박막공학,첨단소자공학 http://mse.hanyang.ac.kr/

화학공학과 303 화학공학,고분자화학,에너지소재 http://chemeng.hanyang.ac.kr/

생명공학과 125 생명공학,고분자화학,유전학,생체재료 http://bioeng.hanyang.ac.kr/

유기나노공학과 134 고분자공학,나노공학,유기나노재료 https://one.hanyang.ac.kr/

에너지공학과 115 에너지공학,고분자,환경,소재 http://energy.hanyang.ac.kr/main/

기계공학부 800 기계공학,동역학,열역학,유체역학 https://me.hanyang.ac.kr/

원자력공학과 143 원자력공학,열수력,방사선 http://nuclear.hanyang.ac.kr/

산업공학과 218 산업공학,통계,프로그래밍,물류관리,경영정보
시스템 http://ie.hanyang.ac.kr/

미래자동차공학
과 163 자동차공학,열역학,유체역학,전기회로,센서 https://ae.hanyang.ac.kr/

자연과
학대학

수학과 190 수학,정수론,위상수학,통계학 http://math.hanyang.ac.kr/

물리학과 143 물리학,전자기학,양자물리학,광학 http://physics.hanyang.ac.kr/

화학과 212 화학,유기화학,양자화학,생화학 http://chem.hanyang.ac.kr/

생명과학과 186 생물학,생리학,면역학,유전학 http://lifescienc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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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학

경영학부 1,51
5 경영학,마케팅,조직,재무,회계 https://biz.hanyang.ac.kr/

파이낸스
경영학과 205 경영학,재무,투자,금융,회계 https://biz.hanyang.ac.kr/

경제
금융
대학

경제금융학부 686 경제학,재무금융,국제금융 http://econ.hanyang.ac.kr/

인문
과학
대학

국어국문학과 161 맞춤법,음운론,문학,글쓰기 http://humanities.hanyang.ac.kr/

중어중문학과 224 중국어,한자,문학,중국문화 http://humanities.hanyang.ac.kr/

영어영문학과 246 영어,영문학,회화 http://humanities.hanyang.ac.kr/

독어독문학과 88 독일어,문학,회화,유럽문화지역학 http://humanities.hanyang.ac.kr/

사학과 102 한국사,동양사,서양사 http://humanities.hanyang.ac.kr/

철학과 77 서양철학,동양철학,인식론,과학철학 http://humanities.hanyang.ac.kr/

국제
학부 국제학부 248 국제관계학,정치학,경제학,경영학,법학등학제

간접근 http://ishyu.hanyang.ac.kr/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179 정치외교학,국제관계,공공정책 http://psdcss.hanyang.ac.kr/

사회학과 173 사회학,사회통계,사회조사,사회변동,사회심리 http://socio.hanyang.ac.kr/

미디어커뮤니케
이션학과 424 광고홍보,미디어,커뮤니케이션,언론 http://comm.hanyang.ac.kr

관광학부 257 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컨텐츠,관광통계 http://etourism.kr/etourism/

정책
과학
대학

정책학과 441 법학,정치학,경제학,철학 https://hypolicy.hanyang.ac.kr/

행정학과 196 행정학,행정법,경제학,정치학 https://hypa.hanyang.ac.kr/

사범
대학

교육학과 67 교육학,심리학,교육통계 https://education.hanyang.ac.kr/

교육공학과 78 교육공학,인간자원개발,산업교육개발,교육마
케팅 https://education.hanyang.ac.kr/

국어교육과 86 교육학,국문학 https://education.hanyang.ac.kr/

영어교육과 100 교육학,영문학 https://education.hanyang.ac.kr/

수학교육과 70 교육학,수학 https://education.hanyang.ac.kr/

응용미술교육과 83 시각디자인,컴퓨터그래픽,영상미디어,공예,교
육학 https://education.hanyang.ac.kr/

생활
과학
대학

의류학과 211 패션,의복소재,의상디자인,패션마케팅 https://humanecology.hanyang.ac.kr/

식품영양학과 201 식품학,영양학,생화학 http://www.fn.hanyang.ac.kr/

실내건축디자인
학과 235 실내건축학,시공,CAD,디자인 https://www.interior.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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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대학

성악과 111 성악,시창청음,오페라,가곡 http://music.hanyang.ac.kr/

작곡과 46 작곡,시창청음,전자음악 http://music.hanyang.ac.kr/

피아노과 78 피아노,시창청음,건반화성 http://music.hanyang.ac.kr/

관현악과 158 관현악,시창청음,지휘법 http://music.hanyang.ac.kr/

국악과 117 국악성악,국악작곡,화성및대위법 http://music.hanyang.ac.kr/

예술
체육
대학

체육학과 140 체육학,운동처방,스포츠통계학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
rtment/physical/

스포츠산업학과 149 스포츠마케팅,스포츠상품기획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
rtment/sport/

연극영화학과 286 연극,영화,조명,사운드,창작,연출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
rtment/drama/

무용학과 141 동양무용,서양무용,창작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
rtment/dance/

http://music.hanyang.ac.kr/
http://music.hanyang.ac.kr/
http://music.hanyang.ac.kr/
http://music.hanyang.ac.kr/
http://music.hanyang.ac.kr/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rtment/physical/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rtment/sport/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rtment/drama/
http://copas.hanyang.ac.kr/front/department/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