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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실용음악관�Muse Hall�
404  대운동장본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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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Zone
C01  경기테크노파크
C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C0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04  한국전기연구원
C05  LG이노텍 안산 R&D연구소

캠퍼스 연결 교통

버스�ERICA → 서울 강남�

지하철

• 한양대 ERICA컨벤션센터�캠퍼스 내� � 
   3102 [송산신도시–강남역] 
• 한양대 정문 사거리 � 3100� 3101 
• 한양대 입구�도보 8~9분� � 700� 700�1

•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한대앞역�사당역�서울역] 
   ※ 한대앞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신안산선 
 [한양대 에리카역�광명역�영등포역�여의도역] 
   ※ 여의도역까지 25~30분 소요� 2024년 개통 예정

• 수인분당선 
 [인천역�오이도역�한대앞역�수원역]

한양대학교 ERICA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오픈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채널 추가
※친구 추가 이벤트 진행 예정

ERICA의 모든 뉴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HY ERICA

학�學� 학�學� 연�硏� 연�硏� 산�産�산�産�  
Cluster ZoneCluster Zone
학�學� 연�硏� 산�産� 

Cluster Zone
학�學� 연�硏� 산�産� 

Cluster Zone

혁신공유대학 주관대학
‘지능형로봇 분야’ 리더 ERICA

한양대학교 ERICA를 주관대학으로 한 ERICA연합체*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지능형로봇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주관대학인 ERICA는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메카로서 연구와 표준교육� 공유교육 시스템을 리딩해갈 것입니다.

탁월한 교육으로
특별한 인재 기르는 ERICA

시대와 교육은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AI와 IoT� 뇌 과학� VR/AR� 자율주행 등 신기술 고도화와 
융합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창출할 대변혁의 시대. 한양대학교 ERICA만의 남다른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유니크한 교육

*ERICA연합체� 한양대 ERICA�주관대학��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산업기술대� 영진전문대

** 8개 신기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VR/AR�� 지능형로봇� 에너지신산업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신규 과제

6년간�2021~2026년� 3+3년� 5�000억 원 투입

공유대학 체계 구축으로 신기술**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 목표

공유�개방�협력 바탕으로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신기술 분야 
교육자원 공동 활용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 참여해 국가 수준의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HY�LIVE

• 한양대가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방식의 강좌 HY�LIVE 운영

•   세계 최초로 텔레프레즌스*** 기반
 ‘온라인 수업’� ‘홀로그램 오프라인
 수업’ 병행

•   시공간의 한계 극복하는 첨단교육
 및 여러 대학이 함께하는 공유교육
 시스템 구축

*** Telepresence � 5G를 활용해 
     홀로그램으로 나타난 교수가 실시간으로 
      다수의 학생과 소통하며 원격으로 
      강의 진행

•  산업계 인사들 위촉해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IAB� Industry 
Advisory Board�’ 구성

•  자문을 통해 실제적인 산업연계 교육과정 수립� 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

•  산업체 및 사회 연계형 문제해결중심 교육모델  IC�PBL�Industry�
Coupled Problem�Based Learning� 도입. 전 학과� 전 학년 추진

•  학부생 대상 IC�PBL� 대학원생 대상 IC�PBL+ 운영

•  수업 중 기업/기관 등 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

•  혁신적인 교육모델로 유네스코 PBL 글로벌 네트워크 등재 

•  캠퍼스 밖 현장실습 프로그램 CO�OP�Co operative Education 
Program�로 산업현장 경험

•  학생들의 직무 적응력� 전문성 제고

•  현장실습 내실화� 경쟁력 제고 위해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 협약 체결

•  최소 1~3개월 이상 장기 프로그램 진행� 최저임금 수준 현장실습비 지원

ERICA IAB

IC�PBL/IC�PBL+

ERICA CO�OP

▼

▼

캠퍼스 안내
Hanyang University ERICA Map

버스승강장�셔틀콕�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예정�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예정�

ERC스마트센터
�예정�

본관 증축�예정�

한양대 에리카역
�신안산선� 2024년 개통 예정�

정문
�AGORA�

서문

카카오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LG이노텍 
안산 R&D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 혁신파크캠퍼스 혁신파크
예정 부지예정 부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테크노파크

산학연 혁신허브�HUB동� 
예정 부지

캠퍼스 혁신파크
예정 부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순위 대학명

1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1 서울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2 한양대학교�서울� 2 성균관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2 성균관대학교

3 한양대학교�서울� 3 성균관대학교 3 한양대학교�서울� 3 한양대학교�서울� 3 한양대학교�서울�

4 연세대학교�서울� 4 연세대학교�서울� 4 고려대학교�서울� 4 고려대학교�서울� 4 연세대학교�서울�

5 고려대학교�안암� 5 고려대학교�안암� 5 연세대학교�서울� 4 연세대학교�서울� 5 고려대학교�서울�

6 서강대학교 6 이화여자대학교 6 서강대학교 6 경희대학교 6 경희대학교

7 이화여자대학교 7 중앙대학교 7 중앙대학교 7 서강대학교 7 중앙대학교

8 한양대학교
�ERICA� 8 한양대학교

�ERICA� 8 인하대학교 8 이화여자대학교 8 이화여자대학교

8 중앙대학교 8 경희대학교 9 한양대학교
�ERICA� 9 한양대학교

�ERICA� 8 서강대학교

10 서울시립대학교 10 한국외국어대학교 10 경희대학교 10 중앙대학교 10 한양대학교
�ERICA�

※ 2020년은 대학평가 미진행.

총장 인사말 한눈에 보는 ERICA ERICA의 주요 성과

존경하는 학부모, 사랑하는 재학생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불편하고 힘든 일상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입학해 누구보다 활기차고 아름다워야 할 대학 

생활.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 지도 어느덧 4학기째에 이르렀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제대로 쌓지 못한 학생들에게, 힘든 일상에도 학업은 물론 

방역에도 열과 성을 다해준 우리 한양인들에게 진심으로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학교의 지침을 믿고, 학생들을 다독이며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양대학교는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다른 어떤 대학보다 주목받는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ERICA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9개 교육연구단, 1개 교육연구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5년 연속 TOP 10에 오르며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한양인의 긍지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이 또한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요. 지금의 근심은 한가위 보름달에 맡기고,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한양대학교 총장 김우승

2,821
억 원

9
개

50
개

단과대학

예산 

학과�학부� 전공�

특수대학원
�융합산업대학원�

일반대학원

264,168
㎡

�79�910.82평�

교사

2,744
명

기숙사 수용인원

1개 1개

1�680억 원
1�141억 원

대학

산학협력단 

�2021.03~2022.02 기준�

1,039,249
㎡

�314�372.823평�

교지

대학 일반

인원 현황

ERICA

취업/진학

�2021.04.01. 기준�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

11,052명 1,518명 1,322명

동문

2021년 기준 
대학원 진학률

2021년 기준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내 입주기업 수

71,000
여 명

67.3
%

12.3
%

30.2
명

127
개

혜안의 승부사 ERICA
주요 정부지원 사업 핵심 역할 수행

4단계 BK21

전국단위 사업단수 
9위

9개 교육연구단� 
1개 교육연구팀

7년간 약 517억 원 
확보

BK21�Brain Korea 21� 두뇌한국21� 사업이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1999년부터 7년씩 
순차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원 석�박사 인력 

양성사업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 

지원

4단계 BK21 사업 목표는 
2027년 8월까지� 
연간 1만 9�000명씩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

 총 2조 8�560억 원 
사업비 투입

1  4단계 BK21 사업에 ERICA 9개 교육연구단과 1개 교육연구팀 선정

2  대학원 재학생 수 대비 교육연구단 수 1위�전국단위�의 대기록

3  연간 61억2�100만 원 규모의 '교육연구단�팀� 지원금' 확보

4  연간 12억6�800만 원 규모의 ‘대학원 혁신지원비’�교육연구단 5개 이상 선정 대학 대상� 추가 확보

5  전문 연구인력 양성� 대학원 본부 차원의 제도개혁� 학문 간 융합 촉진 위한 발판 마련

2019

2020

2021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경기 안산 
   기술핵심기관’ 지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사업지’ 선정

  인공지능융합센터 신설

  4단계 BK21 사업 ‘9개 교육연
구단� 1개 교육연구팀’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 내 ‘카카오데이
터센터’ 건립 협약 체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1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착공식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
대학 사업 ‘지능형로봇 분야’ 주관
대학 선정

4단계 BK21 선정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
미래를 키우는 ERICA

유망산업 기술 연구와 전문인재 양성� 미래 먹거리 개척은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학의 비전
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한양대학교 ERICA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10개 교육연구단�팀� 선
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ERICA
중앙일보 대학평가 5년 연속 TOP10 

한양대학교 ERICA는 독특하고 특별한 대학입니다.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산업�사회�을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5년 
연속 TOP10의 기록은 ERICA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학부생 9,480명 학위과정 1,289명 전임교원  383명

일반대학원생   1,265명 연수과정  190명 비전임교원 693명

특수대학원생  307명 교환학생  39명 직원  246명

한양대학교 ERICA가 

재학생, 학부모님과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