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업화학과-공업화학전문가 CDR의 목표

CDR 목표

CDR
대상직업군

화공분야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졸업생들의 산업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대학
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공학도를 배출시키고자 함.

과학전문가, 공학전문가, 과학관련기술종사자, 공학관련기술종사자, 기계설치정비기능종사자



수요예측

현  황

2. 공업화학과-공업화학전문가 CDR 직업수요분석

1.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00년 2115만6천명에서 2003년에는 2213만8천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3%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2. 기간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은 통신업으로 연평균 9.06%의 성장률을 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사업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8.87%와 7.96%의 성장률을 시현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성장률
이 여타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관련분야의 노동수요는 2003년 기준 117만8천명(5.32%)이며, 분야별 수요는 기계설치정비기능종사자 55만5천
명(2.51%), 공학관련기술종사자 40만1천명(1.81%), 공학전문가 19만2천명(0.87%), 과학전문가 1만9천명(0.09%),
과학관련기술종사자 1만1천명(0.05%) 순임.
     
4. 관련분야내의 비중은 기계설치정비기능종사자 47.1%, 공학관련기술종사자 34%, 공학전문가 16.3%, 과학전문
가 1.6%, 과학관련기술종사자 0.9% 이며, 기간 중 6.9%의 성장률을 시현함. (중장기인력수급전망2005-2020, 인력
수요현황과전망 자료 참조)

1. 직업별 수요 전망을 보면 전문가, 준전문가 및 기술자, 그리고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창출을 주도하는 반면 판매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취업자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2. 다음은 관련분야의 직업중분류 노동수요를 보여줌.(단위 : 천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직종                    21,572    22,169    22,138    25,227    27,084    25,279
과학전문가                27        20        19        44        46        48 
공학전문가                177       184       192       309       367       433
과학관련기술종사자        16        16        11        21        22        23
공학관련기술종사자        332       371       401       523       604       686
기계설피정비기능종사자    550       582       555       745       824       845

3. 위의 표를 보면 관련분야의 직업수요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그 비중 또한 2001년 5.1%에서 2020년 
7.12%로 연평균 0.21%씩 증가함을 알 수 있음.-(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자료 참조)



3. 공업화학과-공업화학전문가 CDR 교육과정

공업화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학
년

1

학

년

2

학

년

학
기

1

2

1

2

I(1/2)일반화학실험
I(1/2)일반물리학실험

I(3/3)일반화학
I(2/2)일반물리학

1(2/2)영어

II(1/2)일반물리학실험
II(2/2)일반물리학

II(2/2)일반화학
II(1/2)일반화학실험

(3/3)공업화학양론
(3/3)공업수학
(3/3)물리화학

(1.5/3)물리화학실험
(1.5/3)유기공업화학실험Ⅰ

(3/3)유기공업화학Ⅰ

(3/3)공업수학
(3/3)물리화학

(1.5/3)물리화학실험
(1.5/3)유기공업화학실험Ⅰ

(3/3)유기공업화학Ⅰ

CareerStart(2/2)상명

(3/3)에너지화공열역학Ⅰ
(3/3)유기공업화학Ⅱ

(1.5/3)유기공업화학실험Ⅱ
(3/3)화공양론
(3/3)공정제어

(1.5/3)에너지화공열역학실험

(1.5/3)유기공업화학실험Ⅱ
(3/3)화공양론

(1.5/3)에너지화공열역학실험



공업화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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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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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학
년

3

학

년

4

학

년

II(3/3)에너지화공열역학
(3/3)무기공업화학

(1.5/3)무기공업화학실험
(3/3)고분자공학

(1.5/3)고분자공학실험
(3/3)이동현상

( )(1/1)전공과창업 공업화학

(3/3)무기공업화학
(1.5/3)무기공업화학실험

(1.5/3)고분자공학실험

(3/3)나노소재공학
(3/3)에너지정밀화학

( )(1/1)전공과취업 공업화학

(3/3)에너지환경재료
(3/3)분리공학

 (3/3)단위조작
(1.5/3)무기공업분석실험

(3/3)반응공학
(3/3)유기소재공학
(3/3)무기공정설계
(1.5/3)단위조작실험

 (3/3)단위조작
(1.5/3)무기공업분석실험

(3/3)무기공정설계
(1.5/3)단위조작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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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과 학과(전공) 교육과정 중점과목 연계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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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6/6

(2/2)상명학습전략



4. 공업화학과-공업화학전문가 CDR 자율프로그램

교 내

교 외

구 분 개인 그룹

    전공내화학공학프로그램참여

    전공외공학관련교양과목수강

   취업희망분야지도교수와상담

   교내취업특강프로그램참여

     취업준비를위한화공기사자격증및전산관련자격증
취득

어학연수

      토익고득점취득을위한학원강의수강

 인턴쉽참여

   전공내취업소모임활동

     영어및전공과목스터디모임활동

    전공분야취업선배와의그룹멘토링활용

 취업희망분야

  타대학학생들과의취업스터디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