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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부탁드립니다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16명의 교수진이 환경에 대한 올바

른 자세와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점은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

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1, 2학년 때 배

운 환경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기, 수질·폐기물, 생물·

생태 등 총 세 가지 분야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게 됩

니다.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환경학과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단체, 연구소, 기업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

다. 특히 친환경 경영과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들

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환경 컨설팅 회사도 눈여겨 볼 수 있

습니다. 

이중전공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화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을 추천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랍어, 인도어, 헝가리어 등 희귀 언어도 괜찮

습니다. 커리큘럼이 잘 되어있을 뿐 아니라 취업하는데도 유

리합니다. 중동의 경우 석유 시추로 인한 토양 및 대기오염 사

업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이 큰 규모로 이

루어지고 있는데 환경학과 학생이 아랍어를 부전공 혹은 이

중전공으로 선택했다면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직도 환경학을 전공하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면 큰 오산이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학의 비

중이 커졌으며 아랍어, 인도어 등 희귀 언어를 터득하면 취직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환경학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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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인재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들

이 다양한 지식을 배우길 바랍니다. 환경학을 공부할 때는 틀

에 박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수업시

간 3시간 중 1시간은 타 학과 학생들이 본인의 학과와 환경

을 연관지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를 소개해주셔요?

저는 에어로졸 연구실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미세

먼지, 안개입자, 구름입자 등 공기 중에 부유하는 모든 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의 먼지 입자 크기, 개수 등 물리

적 특성을 파악하고 입자 구성 물질과 발생지 등 화학적 특

성을 파악합니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환경학과는 전망이 밝습니다. 인문적인 소양이 있어도 환경

보호 단체나 UN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학은 다

양한 지식을 요구하는 종합학문으로 진로도 다양하고 큰 그

림을 그릴 수 있는 학과입니다.

에어로졸 연구실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