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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하늘그리고흙,

첫걸음을내딛기전에

신선한공기를한모금마셔

활기를불어넣자.

나의S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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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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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향한 서울산업 학교의 Vis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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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면 서울산업 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조선조 말 국운개척을‘산업입국’에 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1910년4월에개교한어의동실업보습학교를전신으로하는우리 학교는경성공립공업학교, 경기공업전문 학, 경기공업개

방 학 등으로 개편되었다가 1993년 3월 서울산업 학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산업 학교는 그 동안 7만 여 명의 인재

를배출하여국가발전의초석을다졌습니다.

서울산업 학교는100여년의역사에만족하지않고21세기주도 학으로웅비하기위하여매진하고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 를 선도할 전문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교는 16만여평의 넓은 캠퍼스에 4개 학, 32개학과, 6개 학원,

총학생수1만4천여명의 규모종합 학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서울산업 학교는비전‘SNUT Action 2010’에따라산

학협력과 국제화, 그리고 연구능력을 강화하는 100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2010년까지 세계 속에 우뚝 솟은 학으로 도

약할것입니다.

현 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의 시 라고 하며, 모든 조직에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 학교는 산학연계 교육

을선도적으로실천하여산업현장에필요한인재를양성함으로써전국최고의입시경쟁률과취업률을자랑해왔습니다. 우리

는이에안주하지않습니다. 우리 학교는내부혁신을통하여신성장동력분야의인력양성과연구개발의중심에서고자하

며, 21세기를이끌어갈엘리트를양성하기위하여더욱노력하고분발할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산업 학교를주목하여주십시오.

국립서울산업 학교는산학협력중심 학으로서소득2만불시 를선도할것입니다.

국립 서울산업 학교 총장 윤 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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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첨단산업을리드하는핵심인재,

세계화를주도하는 로벌리더,

국립서울산업 학교에서그꿈을이루십시오

총 장 인 사 말

President’s
Mess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08I09

1910.4 어의동실업보습학교개교

1944.3 경성공립공업학교로개편

1953.5 경기공업고등학교로개칭

1963.3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로개편

1979.3 경기공업전문 학으로개편

1982.3 경기공업개방 학4년제승격개편

1988.3 서울산업 학으로교명변경

1989.3 산업 학원개원

1993.3 서울산업 학교종합 학체제개편

2000.3 철도기술 학원개원

2001.3 주택 학원개원

2002.3 IT디자인 학원개원

2003.3 IT정책전문 학원개원

2004.4 제8 윤진식총장취임

한제국에서 한민국까지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1910년에 세워진 어의동실업보습학

교, 이를 모태로 100여년의 역사를자랑하는 서울산업 학교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근 화

및공업화와그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 고부가 가치형 신산업(IT, ET, BT, NT, CT 등) 발

전을 선도할 미래 산업 사회의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지식기반형 정보화 사회에서 실용학문

중심의특성화 학으로, 21세기를이끌어갈국제적인 학으로급속히성장하고있습니다.

1910 산업입국의 뜻을 세우다 한제국의 황제 고종은 산업입국을 이룩함으로써 국운융

성의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어의동실업보습학교를 개교시켰습니다. 스러져가는 제국의

불투명한 내일을 산업기술에 걸었던 제국 황제의 고뇌에 찬 결단은 100년의 세월을 거쳐

내려오면서도 조금의 퇴색함 없이 민족의 산업기술 교육을 지탱하는 큰 힘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88 첨단 종합 학으로 성장하다서울산업 학을 거쳐 서울산업 학교로 명칭을 변경

하는 동안 끊임없이 성장을 거듭해 온 서울산업 학교는 명실상부한 종합 학 규모의 학

으로거듭났습니다. 산업기술관련분야뿐만아니

라 인문, 사회, 자연, 예술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학부과정을 개설하고 다종다양한 학문 탐구의

길을열었습니다.

2006 21세기의 미래를 준비하다 한

제국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부터 국가 산업

기술 교육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 의 새로운 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T, BT, NT, ET, CT 등 첨단산업기술 교육을

통해 한민국의 새로운 국운융성의 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0 0 년 산 업 입 국 의 산 실

한제국산업입국, 국운융성의100년전통은

한민국첨단신기술강국의꿈으로

미래를향해이어집니다

100 Year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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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에기여하는과학기술중심교육

지식기반사회를선도하는열린교육

수요자중심의실용교육

과학기술을선도하는전문가육성
IT, NT, BT, ET, CT 등첨단학문메카로자리매김

신산업중심의수도권산학협력주도 학

●테크노폴리스 조성 ●산학협력단구성 ● 학기업창업활성화

성실하고창의적인지식인육성
연구환경및연구기능강화

●최고수준의연구환경및최첨단연구기자재확보 ●R&D 자금의획기적인유치

세계를향한 로벌리더육성
로벌환경에맞는국제화추진

●각전공분야별G7 학과공동학위제운

●국제학부구성 ●동북아지역과국제적인산학협동추진

2010년을 향한 서울산업 학교의 Vision 2010

Vision
2010
2010년, 

서울산업 학교의

꿈과비전이

현실이됩니다

교육목적

교육목표



21세기첨단시 를서울산업 학교가
열어갑니다.
서울테크노폴리스, NIT연합 학을
주목해주십시오�

12I13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국립서울산업 학교가

서울테크노폴리스(Nano, IT 첨단연구단지)와함께

첨단 학으로도약합니다.

서울테크노폴리스는 서울특별시, 국립서울산업 학교, 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가 서울시 소재 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나노∙IT 융합응용기술분야, 전력 IT∙나노소재 기술분야,

바이오 및 원자력 의료산업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시 노원구 공

릉동 일원의 총 55,912평의 부지 위에 조성되는 ∙ ∙ ∙官의 미래기술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입니다.

NIT University는 Micro System Packaging에 특화된 NT, IT 제조장비 관련

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산.학.연공동운 프로그램입니다.

NITU프로그램특징

�1~3학년 과정은 학생이 소속한 학에서 기초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4학년 과정은 NIT

�University에서 맞춤식 교육을 통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전문 과정 수행

�서울테크노폴리스에구축될‘NIT FAB’(클린룸)의교육및연구공간에서참여 학이공

�동으로 참여하는 학제를 확 하고, 학과 학은 물론 산학연이 공동으로 첨단인력양

�성과연구개발에참여하는방식의전문화된교육프로그램

- Nano, IT, BT 등 신 산업은 부분융합 기술이므로, 다양한 학제간의 지식을 체계화

- 시키고 이를 조직적인 교육 과정화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구축

NIT University는

�국내최초의연합 학교수+학생체계

�정보통신부에서 IT기반NT 융합기술인력양성으로지원

�학생은서울시내 11개참여 학의2, 3학년학생중에서선발

�강의진은서울시내 11개참여 학의특성화분야교수진

�실험실습은서울테크노파크에설치되어 11개참여 학공동활용

�미국조지아공 , 독일 IVAM 등해외연수기회부여

�졸업한학생은삼성전자LG필립스등참여기업에 100% 취업

참여 학및기업현황

�참여기업 : 삼성전자, 삼성SDS, LG-Philips,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신성이엔지, 

�(주)DMS, ABC상사, (주)구일엔지니어링, 케이-이엔지(주), (주)제우등

�참여 학 : 경희 학교, 고려 학교, 광운 학교, 국민 학교, 단국 학교, 삼육 학교, 서

�울산업 학교, 서울시립 학교, 서울여자 학교, 연세 학교, 육군사관학교, 한성 학교

�연구소( ) : KIST,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외국 학연구소 : 조지아텍PRC 한국연구소(미국)

Seou l  Technopo l i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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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통하는교육인증프로그램, 
체계적인교육시스템과질높은교육으로
SNUT는실력에서앞서갑니다

Educational
Environment

�

국 립 서 울 산 업 학 교 는 무 엇 이 다 른 가 ?

국립서울산업 학교는 산업기술 관련분야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자

연, 예술분야가 어우러진 교육으로 다양성의 토 를 갖추고 있는 명실

상부한 종합 학입니다. 또한 국립 학이라는 특성상 질 높은 교육과

체계적인 투자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저렴한 학비와 풍부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어고득점수험생들의지원이몰리며입학성적또한급상승하고있는성장형 학입니다.

총재학생 1만 4천명규모의종합 학 1910년 개교이래 95년간 7만 여명의 인재를 배출

하 고, 현재 4개 학 32개 학과, 6개 학원에 총 1만 4천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명실상

부한 종합 학입니다. 또한 서울 강북에 소재한 유일한 국립 학으로서 개교 100주년이 되

는 2010년까지 교육시스템 정보화, 전자캠퍼스 구현 등 100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학

의급속한발전을더욱앞당기고있습니다.

재학생 절반 수준의 장학금 혜택 성적우수장학금과 학술문화연구재단 특별장학금 등 10

종의 교내장학금과 26종의 교외장학금 등 총 36종의 장학금으로 전체 재학생의 46%가 장

학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어 학문 탐구와 연구에 몰두할

수있도록제반여건을마련하고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제추진 공학교육인증제는 국제품질인증시스템 인증인 ISO9000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춘 학에서 질 높

은교육을받은실력있는인재임을인증받게됩니다. 

또한 2008년에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워싱턴 어코드’에 가입하게 되면, 졸업 후 국내

는물론해외취업을통해국제적인공학전문가로활발히진출할수있게될것입니다.

타 국립 학교 보다 낮은 등록금 서울산업 학교는 국립 학이므로 등록금 부담이 현저

히 낮습니다. 현 등록금액 수준은 사립 학교 등록금의 평균 비 30% 정도이며, 타 국립

학교등록금의80% 수준에그치는저렴한학비를자랑하고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등록금 걱정 없는 활기찬 학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들을

배려하고있습니다.

신청 학점당 등록금 납부 일반 학에서는 등록금을 신청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

정하여, 1학점을 수강하는 학생과 21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이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하

는 반면, 국립 서울산업 학교에서는 학점제 등록에 따른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납부하므로합리적이고자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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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학 협 력 의 중 심

산학협력중심 학으로선정된
SNUT의교육과연구활동은
기업이선호하는실무전문가로키워갑니다

산학협력 중심 학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균형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산학

협력 중심 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역별로

산학협력체제의 구축∙확산을 선도할 이 사업에는 전국의 학 중 단 5개 학이 선정되었

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산업 학교는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1차

년도 사업비 23억여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15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5년간 취업률을 90%로 끌

어올리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 기능을 산학

협력체제로개편해나갈예정입니다.

국내 첫 실용교육체제 도입 미국에서는 이미 공학교육 인증사업을 통해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교과목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0년 미국 신경제 호황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1994년 국내 최초로 Capstone Design 과목을 필수과목

으로 지정하여 우수 인력을 배출, 산업계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캡스톤디자인사업단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한국

산업기술재단 주관으로 Capstone Design 교육을 전국 학 공학교육에 확산 보급하기

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Capstone Design Program 운 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설

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졸업논문 신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

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산업현장

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통해 창의성,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실제적인 공학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팀워크능력, 방향설정의 최적화

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산학협력 추진 한국통신 등 국내 266개 업체

와 일본의 샤프 등 국외 15개 업체와 산학협력을 실시

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현장방문교육, 겸임교수제 운

등 산학협동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90개

업체와 203개의연구용역을체결하는등연구용역을활성

화하고있으며전국1,000여개기업과의자매결연체결,

산업체 선정,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창업보육센터 설립

과산학협의회창립등산학협동을강화하고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 산학협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산

업체와 산학협동을 체결해 현장교육식 위탁교육을 실시

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재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산업체가 일정 조건에 만족

하는 자사의 직원들을 학교에 위탁하여, 일반 신∙편입학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게 되는 이

과정은 현재 서초구청, 성남시청, 인천광역시, 부천시청 등 여러 기관의 위탁교육을 시행

중이며, 중요보직공무원들 다수가위탁교육을받고있습니다.

매년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 산학협력을 통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익히고 사회적인 교

육수요에 발맞춘 맞춤식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이 강한 인재를 양성하여 매년 평

균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사회가 필요로 하고 시 가

원하는 유능한 현장전문가를 원활히 배출해냄으로써 취업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겪고 있는

사회적모순을타계하기위한명쾌한해답의제시가되고있습니다.

Professional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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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 공동학위 특장점 UNN에서는 MS&DE (Manufacturing system & Design

Engineering : 생산시스템 및 설계공학)과정을 개설하고 생산정보 학계열에서 해마다 40

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의 전공강의는 모두 어로 진행되며 국

의 UNN에서 일부 학점 이수도 가능합니다. 현장학습 또한 국내의 산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학 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 UNN을 방문하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국의 명문 UNN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외국의 학원 진학시, 그리고 국내∙

외에서의취업시에도매우유리합니다.

국내에서 국 명문 공동 학위 이수 국내에서 외국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공동 학위과

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외국학사학위 과정으로서, 국 UNN

의철저한 국학사관리 규정에따라 진행됩니다. 교육은 어강의 경험이풍부한 서울산업

학교 교수와 UNN 및 외국인 교수에 의해 100% 어강의로 이루어지며, 현장학습 또한

국의 산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시 서울산업 학교 학사학위와 UNN 학사

학위를동시에취득하게됩니다.

핀란드 EVTEK 공과 학과 2+2과정 신설 핀란드의 IT명문 학인 EVTEK 공과 학

과 2+2과정 신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기계설계

자동화공학부, 전자정보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매체공학과 등의 학생들은 서울산업 학교

에서 2년, 핀란드 EVTEK 공과 학에서 2년간 공부한 후 양 학의 공

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학생들은 노키아 등 세계적

인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어 더 넓어진 해외취업의 길을 통해 국제

적인인재로더욱크게성장하게될것입니다.

외국 학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현황 미시시피주립 학교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기후 학교 Gifu University, 말레이

시아과학 학교University Sains Malaysia, 동남 학교 Southeast

University, 코시체기술 학교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osice,

커틴기술 학교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파엔자국립도예학교 Instituto

State D'Arte Cerameca G.Ballardina Faenza, 크라이스트처치 폴리테크닉 학

교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하바로프스크기술 학교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 몽고기술 학교 Mongolian

Technical  University, 케니소주립 학교 상경 학 School of Business, Kennesaw

State University, 뉴사우스웨일즈 학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토요

하시기술과학 학교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시마네 학교

Shimane University, 블라디보스톡 상경 학교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노섬브리아 학교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오클

라호마주립 학교 Oklahoma State University, 코크 학교 University College

Cork, 오사카산업 학교 Osaka Sangyo University, 경덕진 도자 학

Jangdezhen Ceramic Institute, 뉴욕주립 학교 State Univ. of New York at

Albany, 에브텍공과 학 Evtek Institute of Technology, 센트럴플로리다 학교

Univ. of Central Florida, 남호주 학교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련이

공 학교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련경공업 학교Dalian Institute

of Light Industry, 피츠버그 학교 University of Pittsburgh, 카이난 학교

Kainan University

�

로 벌 인 재 양 성

세계의명문 와함께하는공동학위과정
해외IT명문으로떠나는1년간의국비연수
SNUT에서 로벌인재로자라납니다

Cosmopolitan
Community

몽고�몽고기술 학교

중국�동남 학교
�경덕진도자 학

일본�기후 학교

�토요하시기술과학 학교
�시마네 학교

�오사카산업 학교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과학 학교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폴리테크닉 학교

러시아�하바로프스크기술 학교
�블라디보스톡 상경 학교

호주�커틴기술 학교
�뉴사우스웨일즈 학교

미국�미시시피주립 학교

�케니소주립 학교
�오클라호마주립 학교

�뉴욕주립 학교

�센트럴플로리다 학교

국�노섬브리아 학교

아일랜드�코크 학교

슬로바키아�코시체기술 학교

이탈리아�피엔자국립도예학교



Introduction of Colleges
공과 학College of Engineering

자연생명과학 학College of Nature & Life Sciences

조형 학College of Art & Design

인문사회자연 학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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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과 학 College of Engineering

차세 첨단산업을이끌어갈
인재들이만들어가는공학의미래에는
보다편리한세상의꿈이펼쳐진다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School Mechanical Design&Automation Engineering

정보 및지식기반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응하고, 교육의시너지효과를 추구하고 높은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하여 기계설계와 자동화공학과는 상호 통합하여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로

새롭게 출발하 다. 실용적 기계설계교육을 위하여 컴퓨터응용 설계 인프라를 보다 확충하

며 자동화의 근간이 되는 Mechatronics교육을 확 하고, 기계정보화 및 기계시스템자동

화등최근의기술이교육에연계되도록교육기반의내실화및확충을도모한다.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에 걸

쳐 향을 미치며 미래의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를이끌어온자동차, 중공업, 조선, 생산기계, 건설기계등은 표적인기계산업이다. 졸업생

중 200명 이상이 중견기업 CEO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호주 국립 학인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기계생산공학부와 본교 기계공학과 사이의 2.5+2.5

공동복수학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일상 산업활동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어 이 위험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며,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알아내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제어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 및 밥법에 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며, 자연과학과 공학의 기초

를 이해하고, 다른 공학분야와 안전공학, 인간과 기계, 사고의 발생원리, 인간행동의 특성

및 안전관리등을 공부하여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를 배

출하고있다.

금형설계학과 Department of Die&Mould Design  정 기계 및 금형설계 분야의 전

문기술, 인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개설된 금형설계학

과에서는 정 금형기업, 자동차기업, 가전제품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인재를 양성한다. 일

본과 미국 등지의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 해외현장

실습, 해외취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Capstone Design 사업 참여와 함께, 학생들의 졸

업작품은 매년 국제 전시회에 출품되며, 한일금형산

업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금형산업의

선두로나서고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 Engineering  산업정보

시스템공학과는 시스템을 산업시스템과 정보시스템으

로 구분하여 사람, 자재, 설비, 정보 등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설계, 운 ,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기

술을 다루며, 기업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각 구성 부문들을 계획/설계/관리/평가하고 정

보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

하는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한다.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신소재공학은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근간이 되는 공학 분야로,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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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거나시행착오를겪었을때는스스로를다독여주는것이필요합니다.

반 로마음먹은일을해냈을때는자신을칭찬해주세요.

아주작은일이라도말이에요.

자신을격려하는사람은내면의행복을찾을줄아는사람입니다.

서울산업 학교는자신감을심어줍니다.

격려



바탕으로새로운재료를개발, 응용하는데필요한학문이다. 

본 학과의 학문 역은 기반적인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이해, 고유기능성, 제품으로

의 응용 및 평가와 함께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ET(Ec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등 소재의 미세구조 해석, 제조, 공정 등

을 다루는 21세기 절 절명의 학문분야로 이를 위하여 본 학과는 전문지식과 기술, 특히

첨단고급 학문의 이해와 선진 기술 습득 및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하고있다. 

자동차공학과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

디자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으로 그 기술 수준이 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우리나라 4년제 학으로는 최초로 자동차공학과를

개설하여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능과 각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과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충분한 실험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과장비를갖추고교육함으로써높은실무적용능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은 인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사회기반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 한 이론

과 기술 및 친환경적인 국토의 개발과 보전 방법 등에 하여 다루는 학과이다.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우리나라의 통일을 비한 토목건설 사업의 계

획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 분야의 투자 확 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토목

기술자들의역할이기 된다.  

구조공학과 Department of Structural Engineering  구조공학과는 토목과 건축구조를

특성화한 학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량, 도로, 공항, 항만 그리고 건축구조물 등 사회간접

자본에 관한 구조적 문제들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

감리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전문구조기술자를육성한다.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School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Engineering

Course 건축공학은 인간생활을 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실용학문으로서 공간구축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기술적인 분야이다.  건축

분야의 공학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건축디자

인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

비한 건축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공

학적인교육에중점을두게된다.

건축학부∙건축학전공School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Course 우리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학문인 건축은 인간의 삶에

한 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2002

년부터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건축학 과정을 5

년제로 개편 운 하고 있다. 건축학 전공에서는

건축설계 교육이 핵심적인 분야이며, 국제적인 감

각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용하

여, 경쟁력있는예비건축가를배출하고있다. 

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은 인류의 생활에 필요

한 전기의 발생, 변환, 이용 등에 관한 기술 분야

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공학 분야이다. 현재, 전기

공학은 전통적인 전력기술 분야를 넘어서서 새로

운 전기응용기술 및 IT기반 기술로 그 학문 역의

확장이이루어지고있다.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정보공학과에

서는 IT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컴

퓨터 및 회로설계,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제어공

상 의말을귀기울여들어주는마음,

그마음이활짝열려있는사람이되어보세요.

말하지않아도마음이보이는 화를할수있게됩니다.

의사소통이탁월한사람은상 방에게예의를갖추며, 

말을많이하기보다는듣기에익숙한사람입니다.

사람들은그래서그를좋아합니다.

서울산업 학교는항상여러분을위해열려있습니다.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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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우리의진정한가치는우리가자신에게매기는값에달려있습니다.

자신의가치는남들의평가에서출발하는것이아닙니다.

사람의가치는무한하므로자신의숭고한가치를만들기위해스스로를연마해야합니다.

서울산업 학교의한사람한사람모두는‘값을매길수없는보석’입니다. 

학 등 기초전공부터 세부전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보공

학과는 전문지식의 습득과 함께 공학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춘 실용적인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한다.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컴퓨터공학

분야와 소프트웨어공학 분야 및 정보네트워크공학 분야의 IT정보화 사회의 핵심이 되는 컴

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 정보화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컴퓨터 관련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와, 컴퓨터 시스템 개발, 운용, 유지관리 등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미래형 고급

인력양성을목표로한다. 

매체공학과 Department of Media Engineering  매체공학과는 21세기 고도 상정

보화사회에서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분야에 원동력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

한 철저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학과에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실험, 실습실을 통하여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방송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연

구및기술인을양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제어계측공학과Department of Control & Instrumentation Engineering 제어

계측공학과는 첨단 IT 사회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제어응용, Embedded 시스템, 지능형

로봇 시스템, Smart Home 시스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양

성한다.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실험 및 실습 경

험을한우수한전문인력을양성한다.

화학공학과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미래의 인류복지

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천연자원의 적절한 활용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기능성 물질의

합성과 새로운 에너지의 확보 및 환경친화적 청정공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0여년 동안 화학공학은 인류의 번 과 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더욱이

지구자원 고갈에 비한 지속적인 산업발전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21세기 첨단 학문중의

하나인 환경공학 분야는 종합 학문으로서 화학, 생물, 토목 등의 기초학문과 함께 폐수, 폐

기물및 기오염물질처리등의응용학문에 한다양한지식을요구하고있다. 

환경공학과에서는 실무 중심형의 전문화된 고급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학교에서의 연구를 접목시키는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과 학

교가하나로연계된교육시스템을가지고있다.

공 과 학 College of Engineering



식품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공학과는 국제

경쟁력향상을 위한 현장적응력을 갖추도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함

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에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학과는 생명공학 및 식품공

학의 모든 전공 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복합교육의 장으로서 식품전반에 관한 학

술적인 이론과그응용기술을 연구, 교육함으로서 생명공학 및식품공학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여 식품가공, 식품소재, 식품천연물, 식품생명공학등의 세부 역으로 나누

어 교육하며 첨단산업 역에서의 시 흐름에 맞는 국내 식품∙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하는데

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정 화학과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정 화학과는 IT(정보기술), NT(신소재

및극미세기술), BT(생명산업기술), 및 ET(친환경및신에너지기술)등차세 핵심기술

인 정 화학 산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기

여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정 화학 산업은 21세기 핵심 산업으로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정부가정책적으로육성하는사업이다.

사회체육학과Department of Sports & Leisure Studies  사회체육학과는 사회체육

분야에 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람된 삶을 위한 주

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회체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교육과정은 사회

체육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실기

기능의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전공학문으로 사회체육의

일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국민적 운동수요에 처

할 수 있는 충실한 실기기능을 기르기 위해 집중적이고

실제적인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Visual Optics  국내

최초의 4년제 안경광학과로서 실무적인 전공심화 교육

과정 및 다양한 기초학문과 교양학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전공심화교육과정을통한전공지식습득및이해

는 물론 전공자의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역점을 둔 수업

이 진행되고 외국어 및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여 능동적

인 전문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적응, 처할 수 있는 안보

건의료인을육성하고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28I29

�인류가밝혀내는물질세계의신비가새로운환경,
새로운생활을창조해낸다. 보건, 의료, 식품, 환경에
이르기까지새로운도전이이어진다.

College of 
Nature & 

Life Sciences

땀
많은사람들이돈을버는‘손쉬운방법찾기’에골몰합니다.

땀과노력보다‘기법’에주의를기울입니다.

이것은나무를심지않으면서과일을기 하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

나무를심으려면먼저땅부터파야합니다.

삽을쥐고기꺼이땀을흘려야합니다.

서울산업 학교에는땀과열정이있습니다.

자 연 생 명 과 학 학 College of Na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30I31

�
조 형 학 College of Art & Design

조형예술이빚어내는아름다움은감성을팔고사는
현 인의자산이된다. 순수예술과문화산업의
가치를높여갈젊은디자이너들이꿈의날개를편다.

공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공업디자인학과는 고도의 창의성

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바탕으로 목적지향적, 체계적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활 문화창출을

추구하는 학과이다. 인간생활의 질을향상시키기 위한 굿디자인의 계획적인 구체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공업디자인에 관련된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한 통합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문제해결력, 감성이 풍부한 조형력,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에의창의력을지닌유능한공업디자인전문가양성을목표로삼는다. 

시각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Design  시각디자인학과는 과학기술과 산업

디자인을 접목하는 분야로서 미래사회의 시각적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창조하고 풍부한 감

성과 이지적 사고 능력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

는 미래지향적 학과이다. 본 학과는 특성화 작업에 있어 실무와 학업을 겸할 수 있도록 기

자재및교육에있어첨단화를지향하고있으며세계적인학과및학교를만들기위해서국

제교류 및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 에 맞추어 기자재 및 정보화 교

육에있어최선을다하고있다.

도자문화디자인학과Department of Ceramic Arts & Design  21세기는문화예술의

시 이며, 그 중에서도 도자문화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현재까지 생활과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생활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자문화에 한 심도 있

는 연구와 창작이 요구된다. 도자문화디자인학과에서는 이러한 시 적 요구에 부합하는 예

술 문화 창조를 위해 심화된 이론과 창의적인 조형능력

을 체계적으로 연구 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조적이며 생

산적인 도자문화의 창출을 위한 지도적 인력 양성에 목

적을두고있다.

금속공예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Metal Arts &

Design  21세기 장신구디자인을 선도하는 전문적 장

신구디자이너와 예술을 생활공간에 표현하는 금속조형

디자이너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부

응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주얼리 디자이너를 양성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전달하는데 기

여하고, 금속공예디자인 전반의 산업발달에 크게 이바지

할수있도록한다.

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s  전공기초

과정을 토 로 교육하며 조형예술 전반에 걸친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심오한 예술경지의 개척, 창작활동과 학습의욕을 높여우리나라뿐만 아니라나아가 세계예

술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

에그목표를둔다.

College of 
Art & Design

몰두
‘몰두’의또다른표현은‘망각’입니다.

만약‘몰두할수있는일’이있다면망각의즐거움을자주느끼게될것입니다.

그일에전념할때, 복잡한세상사를잠시라도잊을수있습니다.

그어떤활동도‘내가좋아하는일’만큼걱정으로부터자유롭게해주는것은없습니다.

서울산업 학교가전문가를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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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문 사 회 학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세분화, 고도화되는첨단학문분야는인문∙사회∙자연
의기초학문을토 로한다. 인류의문명과삶의모습
이바뀌어도진리를찾는탐구정신은계속된다.

경 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 학과는 21세기 지

식∙정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미래형 경 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새롭게 다듬어진

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경 학과에 입학하면 세계유명 학교에서 경 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진과 만나

게 되며, 경 학은 물론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관련학문에 한 교육과정을 폭넓게

이수한후사회각계에진출할수있다. 

그리고 경 학과는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과 경 이 만나는 e-business경 학 석사

(MBA)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기관등과의 교류를 확 해 나

가고있다.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현 사회에서는 정보사회의

고도화, 과학기술의발전, 그리고지방자치제의도입으로인해중앙및지방정부의행정

기능이점차로세분화∙전문화되고있다. 

우리행정학과에서는학생들로하여금우선인사, 재무, 조직관리등행정학기초분야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하고, 이를 토 로 현 사회에서 점차 수요가 확 되고 있는

전문적행정분야등의전문지식을연마케하는데교육에중점을두고있다. 

어과 Department of English 어과는 실용 어 습득에 치중하여 21세기 국제화

시 의각종 직업분야에서 활용될수 있는 어 실력을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한

다. 특히, 어문법∙작문∙회화 등의 원어민 교수 수

업을 매학기 10여명의 소단위 강좌로 개설하여 학생

들의 어구사능력의향상에이바지한다. 

또한 어과는 세계화 시 에 어응용력을 갖춘 전

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학원에 응용 어

학과 석사 과정을 개설하여 재학생들의 진학 및 현직

인의 어실력향상에치중하고있다. 그리고 2003년

에는 동 문구청에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어과 1학년 신입학과정을 신설하는 등 산업체 협력

과교류를확 해가고있다. 

문예창작학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21세기 문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예창작학과는 인

문학적 상상력과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

을 양성한다. 시∙소설∙희곡 등의 순수문학 창작은

물론이고 방송 본, 시나리오, 광고문안 등 상매체

가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을 겸비하여 차세기 문화 인

력을양성하는데주력한다.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노력
우리모두는농부입니다.

기름진땅에씨를뿌리고정성스레보살피면,

좋은성과를거둘수있습니다.

지금, 미래를위한씨를뿌려보세요.

지금흘리는땀과노력이미래의씨앗이됩니다.

서울산업 학교가여러분의미래를위해함께노력하겠습니다.



성공은작은차이에서비롯됩니다.

사소한것에고마움을느끼는순간, 새로운삶이시작됩니다.

사소한일상에서고마움을찾아보세요.

언젠가뒤돌아보면, 

인생이얼마나바뀌었는지발견할수있을것입니다.

여러분의성공- 서울산업 학교가도와드립니다.

성공

산학협력중심 학서울산업 학교에서창의성과

기술경 능력을갖춘미래신기술의연구와

교육을이끌어갈실력있는고급인재로양성합니다

Graduate School 
of S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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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Graduate School of SNUT

전문 학원

철도전문 학원 철도산업 및 문화의 창달에 필요한 세계수준의 원천∙기반∙핵심기술의 연

구개발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내유일의철도종합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서울산업

학교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학원을 개설했다. 공동 연구개발, 문

화∙서비스∙경 및 직무능력의 재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철도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과 자기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며 철도분야의 특화∙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02년부터전문 학원으로개편하여석사및박사과정을개설하고있다.

�공학석∙박사 : 철도차량공학과 / 철도건설공학과 / 철도전기∙신호공학과

�경 학석∙박사 : 철도경 서비스학과

�디자인학석∙박사 : 철도문화디자인학과

IT정책전문 학원 IT분야는 국립 학 발전계획에 따라 서울산업 학교가 특화하여 집중

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로 핵심역량을 집결하여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

여 2003년 3월 개원한 전문 학원이다. 탁월한 교수진과 전공별 지도 교수제를 채택하며,

이론 교육보다는 통합과정교육과 사례중심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산업정보시스템, 방송 및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이끌어 나갈 석사 및 박

사급전문연구자등최고전문가를양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공학석∙박사 : 산업정보시스템전공 / 방송통신정책전공

�행정학석∙박사 : 공공정책전공

에너지환경 학원 지식정보사회의 에너지 기술 및 정책 전문가 배출의 산실이 될 에너지

환경 학원은 전문석사 및 전문박사과정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정책전문가를육성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 9월설립을인가받았

으며, 에너지환경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가의에너지 문제를해결하고 발전

시키는데일익을담당해나갈것이다.

�개설전공 : 신에너지공학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에너지안전공학과 / 에너

지정책공학과

특수 학원

산업 학원 1989년에 개원한 산업 학원은 30개 학과와 2개의 학∙연∙산 협동과정을 개

설하고 있는 특수 학원이다. 산학협동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

성과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급변하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탁월한 두뇌와 연구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시

간적 여유가 없는 우수 인재들을 위해 타 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학비로 보다 높은 연구능력을

배양하고있다.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안전공학과, 정 기계공학과, 정

보산업학과, 재료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

과, 건축공학과, 건축설계학과, 토목공학과, 구조공학과, 전

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매체공학과, 제어계측

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 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과, 금

속공예학과, e-business경 학과, 응용 어학과, 공공관리학과, 사회체육학과

�학∙연∙산협동과정 / 안전공학과협동과정, 건축∙토목공학협동과정

주택 학원 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및 기술력과 산업사회에

서필요한인재양성에 기여해온서울산업 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특화되고 전문

화된 주택 학원을 2001년에 공동으로 설립했다. 주택에 관한 이론교육을 토 로 연구참여

교육, 현장교육을 거치는 입체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완성도를 극 화시키며, 주택사업 및

문화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실험실습 및 연구를 위해 시설 및 장비

를공동으로활용함으로써교육및연구환경을향상하 다.

�공학석사 : 주택환경공학과 / 주택생산공학과 / 주택기획∙디자인학과

�경 학석사 : 주택경 학과 �행정학석사 : 주택개발∙관리학과

IT디자인 학원 2002년 개원한 IT디자인 학원은 기존의 디자인 학원들이 추구하고 있

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흡수, 보완 하면서 차별화된 학원을

지향하 다. 특수 소외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과 세 를 위한 디자인 개발은 물론, 미디

어를 활용한 상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한국전통문화상품의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 디자

인의새로운개념과방법을학문적으로뒷받침할수있도록하 다.

∙미술학 석사 : 일러스트미디어디자인학과 / 유니버설디자인학과 / 문화상품디자인학과 / 생활환경

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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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루만이라도좋습니다. 동심으로돌아가보세요.

잃었던재미를발견할수있을겁니다.

위 한업적을남긴사람들에게는공통점이있습니다.

‘재미를찾을줄안다’는것입니다.

아이디어의원천은재미에있습니다.

당신의내면에있는‘아이’를끌어내보세요.

서울산업 학교의저력은당신의창의력에서나옵니다.

창의력

Research Center 
of SNUT

제품개발연구소

Institute for Product Innovation 

안전과학연구소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정 기계기술연구소

Institute of Precision Machinery Technology

건설기술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Constrution Technology

건축기술연구소

Architectural Engineering &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생산기술연구소

Institute of Production Technology

구조공학연구소

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ing

전기정보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기술연구소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조형디자인연구소

Institute of Art & Design

사회과학연구소

Social Science Research Group

도시건축연구소

The Institute of City & Architecture

뉴레일연구소

New Rail Institute

IT정책연구소

Institute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철도경 정책연구소

The Railroad Management a Policy Institute

나노생산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Nano Manufacturing System

의료전자연구소

Institute for Biomedical Electronics

청정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lean Technology

나노∙바이오연구소

Institute of Nano-Bio Technology

과학문화디자인연구소

The Design Institute of Science Culture

에너지시스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nergy System

바이오센서연구소

BIO Sensor Research Institute

스포츠과학연구소

Sports Science Center

한국여성디자인연구소

Korea Women Design Institute

건강기능식품연구소

Health & Functional Food Research Institute

에너지환경연구소

Energy &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환경기술연구소

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기능성나노식품연구소

Functional Food Nano Material Institute

부 설 연 구 소 Research Center of SNUT

산학협력을통해기술혁신을주도하는 학, 

차세 성장동력산업의핵심연구에연구자들이

땀흘리는 학, 서울산업 학교연구소에서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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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퍼 스 시 설

도서관 국내외 각종 도서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교직원과 학생들

의 연구와 면학에 제공함으로써 학문의 전수와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1,500여

평의 2층 건물로 30만 여권의 장서와 1,300여 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자료실

은개가제로 운 되고 있다. 도서관 전업무는 전산화되어 있으며 최신학술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CD-ROM Networking System을 도입하 고 교

내 LAN망을 통해 검색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4년 2,800여 평의 최신

식도서관이완공되어더많은교수∙학생들에게학문탐구및정보의장을열어주게되었다.

기숙사‘불암학사’는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93년개사하 다. 연면적 2,653m2에지상 4층, 지하 1층

으로 지어진 불암학사에서는 69실의 숙소에 207명의 재학생 및 외국인 교수∙학생을 수용

하고 있다. 2006년에는 1,500여 평의 최신식 기숙사가 완공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생활

의편의를제공하게될예정이다.

정보처리센터 고도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과학 문제 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나 그 외 응용보급을 위하여 교직원 연구와 학생 실험을 적극 지원하고,

학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학내의 사무행정 전산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장비를 운 , 관

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01년 Web 기반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확 한 데 이어

2002년에는학내GigaBit 전산망및 형서버시스템을확장도입했다.

신문방송사 1963년 11월 25일, 본 학 전신인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시절‘경기공전신

문’의 창간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교내 제일의 언론기관이며, 교육방송국은 1985년 3월

불암교육방송반(B.B.S.)으로 발족, 1987년 정식 개국하 다. 신문방송사는 학내∙외 뉴스,

학사, 학교행사, 학생과 교수의 눈문을 게재하고 보다 폭넓은 교양, 건전한 오락, 방송문화

행사를통해올바른가치관및학문연구에기여한다.

공동실습관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의 효율적인 운 관리를 위하여 고가 첨단기자재 및

시설을 학전체의 공동실험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실험실습은 물론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실험실습 설비 및 기자재의 활용을 높이고 고가기자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

여한정된교육예산의효용을높이고있다.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

고있는예비창업자혹은창업후 1년이내의신규창업자를일정기간입주시켜기술개발또

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제공 및 경 , 정보, 마케팅, 기술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행정∙기술지원 및 자금자원을 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

고있다.

교육기자재관리소 1983년에 문교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전국 교육기자재관리소 및 수리

정비소의 모태로서 각관리소수리요원의 교육, 각급학교의 기자재담당자에 한 사용법 및

간단한 고장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지역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기자재에

한 기술정보제공 및 상담에 응하며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방치된 기자재의 수

리보수 등을 통하여 실험실습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국고절감 효과와 과학교육

발전에기여하고있다.

어학원 국제화에 응할 수 있는 외국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각종 언어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 15명을 채용하여 모든 어시간을 원어

로 수업하여 서울산업 학교 졸업생이면 누구나 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실용

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어능력 검증시험에 비하기 위한 TOEFL, TOEIC

및 ESMP(English Scholar Members Program)강좌도 운 하고 있다. 또한

1,500여 평 규모의 최신식 어학원이 2006년 완공되어 어학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학습

을 돕게 된다.

습관은하루아침에형성되는것이아닙니다.

좋지않은습관을바꾸고싶다해도단번에성공할수는없습니다.

사람의습관을바꾸는데에는최소한3주의시간이걸린답니다.

우선, 시작이중요합니다. 시작을해야목표에달성할수가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의중요한시작- 서울산업 학교에서시작하세요.

시작

즐거움, 진지함, 자유로움, 도전정신…

서울산업 학교의젊은이들이가진무한한에너지, 

공릉동캠퍼스에서푸른꿈이커갑니다

Campus Facilities 
at S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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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본부

2  다산관

3  창학관

4  제2창업보육센터

5  혜성관

6  청운관

7  서울테크노파크(스마트하우스) 

8  창조관

9  교수회관

10  파워플랜트

13  정문

31 창업보육센터

33 하이테크관

34 중앙도서관

35 중앙도서관별관

36 수연관

37 학생회관

38 어학원

39 다빈치관

40 어의관

41 불암학사(생활관)

42 제2기숙사

52 제2학생회관

53 공간사랑채

54 아름관

55 체육관

56 륙관

57 무궁관

58 제2파워플랜트

59 학군단/교육기자재관리소

60 미래관

61 안전공학관

62 제2어학원/평생교육원

63 종합운동장

64 남문

교무처-교무과∙학사지원과

학생처-학생과∙취업복지과

기획처-기획과∙평가혁신과

사무국-총무과∙시설과

공과 학

자연생명과학 학

조형 학

인문사회 학

산업 학원

주택 학원

IT정책전문 학원

제품개발연구소

정 기계기술연구소

건축기술연구소

구조공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뉴레일연구소

철도경 정책연구소

의료전자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소

에너지시스템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건강기능식품연구소

환경기술연구소

도서관

기록관

교육기자재관리소

안보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실

공학교육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소비조합

안전과학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전기정보기술연구소

조형디자인연구소

도시건축연구소

IT정책연구소

나노생산기술연구소

청정기술연구소

과학문화디자인연구소

바이오센서연구소

한국여성디자인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기능성식품나노소재연구소

정보처리센터

생활관

신문방송사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어학원

창업보육센터

공동실험실습관

홍보실

(재)서울산업 학교 발전기금

(재)서울테크노파크

철도전문 학원

IT디자인 학원

에너지환경 학원

총장

행정부서

학

학원

부속연구소

지원∙부속시설

법인및기타

교수회의

교무위원회

각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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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속첨단모바일캠퍼스가펼쳐집니다

광활한16만평교지위에펼쳐진푸르른수목들

서울산업 학교에서첨단모바일캠퍼스와접속합니다



139-743 서울시노원구공릉2동 172번지

TEL : 970-6114  FAX : 970-3212   홍보실 : 970-6132~4

www.snu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