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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 2018년 교육부 추천

대구 · 경북지역 대학 ‘취업률’ 1위 
┃ 2017년 대학정보공사 졸업생 1천명 이상 기준

취 · 창업률 영남 · 강원권 2위 / 전국 11위 
┃ 2018년 한국경제신문 주관

여성친화대학 평가 ‘여학생 취업률’ 전국 6위 
┃ 2016년 중앙일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속 선정 
┃ 2019년 교육부 주관 3년간 최대 120억원 지원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기계자동차 · 건축 · SW(컴퓨터공학)분야] 

┃ 교육부 주관(2017년 ·  2018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산업
(영남 · 강원권 유일) 선정 

┃ 2018년 교육부 주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구 · 경북 유일 4년 연속 선정 
┃ 201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KIU철도아카데미 (예비 철도기관사 운전교육기관) 설립 
┃ 2019년 국토부 지정

KIU자율주행자동차융합기술연구소 설립 및 
국내대학 5번째 자율주행면허 취득

┃ 2018년 국토부 지정

KIU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2018년 고용노동부 주관

메이커 스페이스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 
구축사업 선정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_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신소재, 

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융합산업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졸업생 취업 및 진로 분야

경일대학교 화학공학과 취업률 83.3% 달성

• 화공/에너지/환경 분야

• 공무원 및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국책연구기관

• 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품 등), 생활과학 (화장품, 식품 등) 산업 

기업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 등 소재 산업 기업체

•청정에너지, 환경산업 기업체

•전국대학평균 62.8%, 전문대학평균 70.3%

•2018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 

      * 출처: 대학알리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화학공학과

38428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T. 053-600-5360   H. chemeng.kiu.ac.kr

입학상담교수  이창훈 교수   M. 010-30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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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융합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취득 자격증  |

•화공분야

 화공기사, 생물공학기사, 공업화학기사, 화학분석기사

•화학/가스/안전 분야 

 소방설비기사, 가스기사, 화약류관리 및 제조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에너지/환경분야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관리기사, 환경기사 (대기, 수질, 폐기물)

|  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  |

•전공 자격증 취득반 운영

•산업체 인사 초청 특강

•중소기업 탐방 등 산업체 방문 및 현장실습

•학과동아리 운영 (케미칼 블라썸 등)

•국내·외 전시회 참관

|  학과동아리  |

케미칼 블라썸(화장품 제조실습 및 관련 이론 공부)

|  기숙사  |

•목련관, 웅비관, 일청관, 지성관

•모집인원: 1,516명(남학생 944명, 여학생 572명)

•지급품목: 침대, 시트커버, 책상, 의자, 책꽂이, 옷장, 신발장, 건조대, 

                       출입카드, 냉장고(전 호실), 정수기·제빙기(각 호관)

•기숙사 홈페이지: dormi.kiu.ac.kr

75% 25%

Q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A  화학융합산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

  석유화학/정밀화학 기반에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나노/

소재 및 정보/공정기술의 4T 분야로 특성화

  화학공학전공 교육과정

• 화학공학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양, 전공기

초, 전공심화 및 실험/분석/설계 교과로 구성

• 지역 및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4T 융합분야 심화학습 교

과로 구성    

  재학생 활동 내역

•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키울림프로젝트 선정

 - 프로그램 명: 화장품제조 실습

•   2018년 경일대학교 LINC+ 사업단 캡스톤디자인 대상

 - 팀명: Tipping Point

 전공기초

화공양론, 화공열역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등

 전공심화

화장품공학, 생물화학공학, 환경공학, 대기오염방지공학, 

에너지공학, 표면과학과 촉매, 화공재료, 공정제어, 분리공정, 

전기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유체역학, 열 및 물질전달, 반응공학 등

 실험/분석/설계

분석화학, 기기분석, 화공기초실험, CAD, 화공실험, 캡스톤디자인 등

 비교과과정

전공 자격증 취득반 운영, 전시회 참관, 전문가 초청 특강, 

화학분석실무, 기초학습 (영어/수학) 배양, 전공동아리 (화장품/

환경/신소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