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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국내 最古의 대학교로서 600여년을 이어온 전통과 학풍에 

더하여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학서열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여 자타공인 글로벌 최고의 혁신 대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성균관대학교의 ‘혁신 DNA’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기업과 국가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성균관대학교 인재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사회의 키워드는 개방형 혁신, 융합, 연결입니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혁신적인 교육 및 연구 플랫폼을

통해 사회, 기업, 글로벌 파트너와 가치를 공유하여 상생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형 평생교육플랫폼 실현으로

Global Leading Extension School로 도약!

인재교육원은 우리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시스템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Reskill·Upskill 교육에 先制的으로 대응하여

개인과 조직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Global Leading Extension School”을 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역할은

• 대학 평생교육의 新모델 창출과 러닝플랫폼 구축

• 新산업 수요에 적합한 융합/ 다학제/ 블랜디드型 명품 컨텐츠 확대

• Kingo Degree와 Professional Certificate 활성화로 Accreditation강화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제휴 확대 및 Globalization 지향으로 사업역량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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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Extension School

◀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 메타버스 

▲ W-AMP  ▼바이오벤처 경영과정

성균관대학교 총장 신동렬

인재교육원 원장 이정환



HISTORY OF 
SKKU EXTENSION
SCHOOL
우수한 교육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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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Extension School

197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개강좌 운영 개시

성균경영원 ‘기업 HRD BPO’개시

인재교육원 설립

성균 AI아카데미 설립

성균 바이오아카데미 설립

Professional Certificate 도입

Kingo Degree 도입

eX-campus(공개강좌 학습관리시스템) 도입

SSIT(삼성전자공과대학교) 학술교류 및 운영



SKKUx
OPEN LEARNING 

PLATFORM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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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SKKUx Open Learn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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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Extension School

S-OLP
(SKKUx Open Learning Platform)

SKKUx 
Learning

Hub
Contents Delivery

Life Long 
Education

Accredit-
ation

SKKUx
for Biz.

SKKUx
for Gov.SKKUx

정부

공공기관

예비취업/창업자

재직자

재학생/졸업생

일반인

SKKU
교수/

연구진

SKKU
명품

컨텐츠

국내외

대학/

연구소

Industry 
experts Edutech Global 

MOOC

Reaching to

Powered by



GLOBAL
LEADING EXTENSION
SCHOOL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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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U Extension School

 

참여기업(기관)

개설 공개과정

참여 전임교원

누적 학습자

196

297

284

32,675

+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신산업 선도역량개발

전문교육기관

+    맞춤형 프로그램 컨설팅 및 커리큘럼 설계

+    최고 수준의 연구력과 강의력을 갖춘

성균관대학교 전임교원 강사진 

국내 최고
AI 대학원

선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내
사립대

1위

THE, 
U.S. News,
중앙일보 

국내 최고
MBA 과정

보유

영국

Financial Times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한국 HRD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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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s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

금융-AI 집중과정

스마트팩토리-AI 전문가 과정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목적, 구성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관리 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경영학 관련 지식과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보험사 재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경영 · 마케팅

금융리스크 관리과정

보험사 MBA 과정

Product Management 과정

Business & Marketing

인문학

성균인문동양학아카데미

온라인 인문학 과정

Humanities

동양인문학의 기반 위에 미학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동양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품격 함양과 

창의력을 계발하는 과정입니다.

공공정책 · 법

공공기관 관리자 과정

공공정책연구 과정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 과정

Public Policy & Law
관리자의 정책역량 개발을 통한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을

배양하며, 인문학 소양과 사회적 안목을 갖춘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해 학습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혁신 리더과정

스마트 제조 혁신 과정

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스마트 제조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방법 등을 학습합니다.

바이오 

바이오 벤처 경영 과정

제약 QA/QC 과정

바이오 의약품 인허가 과정

Biotechnology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바이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방안을 탐색하며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허가 등에 관한 사례를 교육합니다.

기업교육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금융과 A.I,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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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Certificate

모듈 1 

모듈 2 

Marketing Essentials 이론 
STP, Product 포지셔닝 • Pricing 전략 • IMC, CLV, 마케팅 ROI

마케팅 시뮬레이션  
마케팅플랜 조별 작성 및 수행

Essential

Marketing 
Essentials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마케팅 심화 이론 
Brand Management • Brand Value Canvas  

Brand Architecture • 스토리텔링, Case Study

마케팅 프로젝트   
Brand 스토리텔링, 포지셔닝 등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Expert

Brand
Marketing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모듈 3 

사전학습  

경영/4차 산업혁명 Strategy    
창의적/전략적 사고 배양 • 시장의 기회 및 신규사업 창출역량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이해 • 디지털 경영능력 및 조직문화 구축  

Business Innovation Report 작성    
마스터플랜 조별 작성 및 수행 

Essential

Digital
Transfor-
mation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모듈 3 

Expert

AI-
Computer
Vision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온라인 사전학습  
파이썬, 확률/통계

인공지능, 딥러닝 이론과 실습   
기계 학습과 딥러닝 구조 • FDNN, CNN, RNN 등

컴퓨터 비전 이론과 실습    
Low/Mid-Level Vision, CNN

모듈 1 

모듈 2 

모듈 3 

온라인 사전학습  
파이썬, 확률/통계

인공지능, 딥러닝 이론과 실습   
기계 학습과 딥러닝 구조 • FDNN, CNN, RNN 등

자연어 처리 이론과 실습    
전처리, 텍스트 분류, 의미분석 등 

Expert

AI-NLP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바이오 창업 심화 이론   
Biotech Entrepreneur/Financing • 회계와 재무관리, 기업 가치 

평가 • 바이오 기술 가치 평가 •바이오 기업 관련 법률적 이슈   

IPO 및 사업전략    
IPO • 사업전략 

Expert

Bio 
Venture
Manage-
ment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다양한 분야의 Reskilling과 Upskilling에 최적화된 이론 및 실습의 집중 교육과정으로

직무 전문성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PROFESSIONAL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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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o Degree

사전
학습  

공통 

특화   

프로
젝트 

온라인 사전 학습  

파이썬, 확률/통계 

머신러닝 및 딥러닝

컴퓨터 비전

캡스톤 프로젝트   

Project Selection

Project Planning

Project Execution/Feedback

Evaluation

Delivery/Follow-up

Expert

AI-
Computer
Vision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모듈 3 

모듈 4 

모듈 5 

모듈 1 

공통  

프로
젝트 

리더 인사이트   

글로벌 뉴 트렌드 

코스메틱 사업화 

코스메틱 상품혁신 

리스크 관리 및 차별화 

표준절차 및

기량검증

절차서 개요     

결함 평가 소개 및

교육, 실습 

캡스톤 프로젝트   

마케팅 전략

지식재산 경영전략

Expert

Cosmetic
CEO-
Global
Cosmetic
Leader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사전
학습  

공통 

특화   

프로
젝트 

온라인 사전 학습  

파이썬, 확률/통계 

머신러닝 및 딥러닝

자연어 처리 

캡스톤 프로젝트   

Project Selection

Project Planning

Project Execution/Feedback

Evaluation

Delivery/Follow-up

Expert

AI-NLP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모듈 1 

모듈 2 

기술기획개발 및

사업화    

경영 리더십 

프로
젝트 

캡스톤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기술가치평가

Expert

Tech MBA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사전
학습  

공통 

특화   

프로
젝트 

온라인 사전 학습  

파이썬, 확률/통계 

머신러닝 및 딥러닝

스마트팩토리 

캡스톤 프로젝트   

Project Selection

Project Planning

Project Execution/Feedback

Evaluation

Delivery/Follow-up

Expert

AI-
Smart
Factory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프로
젝트 

캡스톤 프로젝트   

PAUT 결함평가

PAUT 기량검증

Expert

Safety
Diagnosis-
PAUT

Cosmetic CEO

            
         Tech-MBA

     SKKUx

            
  Safety Diagnosis

       PAUT

Professional Certificate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전임 교수진의 지도 하에 현업 이슈 해결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학원 Master 과정에 준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INGO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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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성균관대학교 전임교수 책임 운영제 

소속 성명 전문 분야

경영전문대학원 김종욱 경영정보

경영전문대학원 정홍주 국제경영/무역

경영전문대학원 Eric Shih 마케팅

경영전문대학원 구민정 마케팅

경영전문대학원 김정구 마케팅

경영전문대학원 김학균 마케팅

경영전문대학원 이석규 마케팅

경영전문대학원 송교직 재무

경영전문대학원 박영규 재무

경영전문대학원 이재하 재무

경영전문대학원 백태영 회계

경영전문대학원 최관 회계

경영전문대학원 최영수 회계

경영학과 김안드레아 매니지먼트

경영학과 김용준 마케팅

경영학과 김태완 마케팅

경영학과 이종은 회계

경제학과 류두진 재무

글로벌경영학과 김지영 마케팅

글로벌경영학과 이은주 마케팅

글로벌창업대학원 김경환 기술경영, 창업

동아시아학술원 고재석 유학·동양학, 동양철학

동아시아학술원 이영호 조선시대경학

소속 성명 전문 분야

동아시아학술원 임태승 중국학(전근대)

동아시아학술원 황호덕 현대비평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김병성 초고주파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용 도산법

사회과학대학 권기헌 정책학

사회과학대학 김근세 행정학

사회과학대학 정문기 행정학

사회과학대학 배수호 환경정책

사회과학대학 장병희 미디어산업론

사회과학대학 최인수 창의성, 영재교육

사회과학대학 현은자 아동청소년학

소프트웨어학과 김재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학과 이종욱 데이터마이닝, 정보검색

소프트웨어학과 이지형 인공지능

시스템경영공학과 노상도 E-Manufacturing

시스템경영공학과 손미애 머신러닝

시스템경영공학과 신준석 기술경영(MOT)

시스템경영공학과 조근태 CAPP

약학대학 이재현 약사법규

유학대학 신정근 유학·동양학, 동양철학

유학대학 조민환 중국사상, 유교경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채종서 에너지시스템

화학공학과 김진웅 공업화학

교수 1인당 연구비 

사립종합대학 1위

교수 1인당 중앙정부 연구비

 사립종합대학 1위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사립종합대학 1위

1 1 1
핵심 이론 습득과 현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중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프로젝트
사례

- 제조 L사: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NN 알고리즘 개발

- 금융 K사: 보험 고객후기를 자연어처리로 분석하여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AI

이론

교육

교수진의 

과제 검토

교육

사후

컨설팅

활용

현업 문제 

분석 및 

과제 설정

분석 

프로젝트 

수행 및

활용

해결 

기업 현장
데이터*

*성균관대 보유 
데이터 활용가능

교수/조교진
지도

산학과제로
추가 컨설팅

가능

AI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기간

•1주~4주 

•100% 비대면

온라인 (Kingo Live)

프로젝트 가능
AI 전문가

양성

우수 교수진의 
강의 / 코칭

실습을 통한 
이해 증진

전문 이론 
지식 습득

석박사급
조교진의
밀착 지원

현업 
문제
해결

단순히 이론 뿐 아니라 

기업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

프로젝트는 산업, 

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과제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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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LG전자와 함께 

AI -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

기업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제조 혁신에 동참해

이 프로그램은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진이 

교육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대표적 AI 기술 응용분야인 스마

트팩토리(Smart Factory) 이론을 학습해 제조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융복

합 AI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과정 수료생에게는 Micro Degree인 ‘Kingo 

Degree-AI’가 수여된다. Kingo Degree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캡스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수료생의 ‘AI-스마트팩토리’ 분야 

직무 전문성을 입증하는 디지털 러닝뱃지 형태로 수여된다. 

| 출처: 대학지성 |

AI 미래기술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콜라보, 성균관대 인공지능 교육이 뜬다

성균관대 인재교육원, 기업 특화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진행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인재교육원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미래

기술 활용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내 주요 대기업과 IT(삼성SDS), 제조(LG

전자), 금융(KB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생산 분야에 특화한 LG전자 AI과정과 금융

특화 KB AI과정을 9월 각각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인문사회과학캠

퍼스에서 운영 중이다.  

| 출처: 중앙일보 |

성균관대 인재교육원,  미래형 디지털 
러닝 뱃지로 교육혁신 추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능력 및 

자격증명 시스템 도입해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인재교육원은 국내 대학 최초로 美 Credly社

와 제휴하여 공개강좌를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디지털 러닝뱃지’를 부여

한다고 밝혔다. Microsoft, IBM, SUNY 등 글로벌 기업, 대학들이 활용하

고 있는 디지털 러닝 뱃지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이 해당 기

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증명이며 디지털 수료증

(digital credential)이다. 

| 출처: 중앙일보 |

성균관대, 세계적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코세라와 파트너십 

한국어교육, 한국철학,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8개 강좌 개설

성균관대는 지난해 6월 코세라와 교육 콘텐츠 제작과 제공 파트너십 계

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11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이금희 

교수의 ‘The Korean Alphabet: An Introduction to Hangeul(한국어 알파

벳: 한글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어교육과 한국철학, 빅데이터, 

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8개 강좌를 개설해 제공하고 있다. 강좌를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은 1만5000명을 넘었다. 

| 출처: 대학저널 |

성균관대학교, 삼성전자공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차세대 반도체 전문가 산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시너지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삼성전자공과대학교(총장 김기남)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공과대학교는 

2001년 국내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삼성전자 사내대학으로, 학

사과정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전문가 양

성 교육기관이다. 

| 출처: 한국강사신문 |

성균관대 인재교육원,  ‘2020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 대상’ 수상 

국내 최고 AI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아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 인재교육원이 ‘Kingo Degree-AI’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5일 한국HRD협회 주최 ‘2020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에서 HRD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

다. Kingo Degree-AI 프로그램은 AI 기술 활용이 필요한 실무자들이 현

업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수준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문

가 과정이다. 

| 출처: 대학저널 |



22
●

Customers & Partner 

Customers
차별화된 콘텐츠와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교육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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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artners
국내외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대한민국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과학캠퍼스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그리고 첨단 과학단지와 

산학연의 기반 아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정보통신 기업이 밀집하여 대한민국 ICT 중심으로 부상한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kux.org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2층)

Tel: 02-740-1707  
e-mail: skkux@skku.edu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인재교육원

혜화역(4호선)

성균관대역(1호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6층)

Tel: 031-290-5891  
e-mail: skkux@skku.edu 

자연과학캠퍼스

인재교육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e-mail: skkux@skku.edu 

스타트업캠퍼스 Seoul
Suwon Pang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