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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 철도기술대학원개원

2001.3 주택대학원개원

2002.3 IT디자인대학원개원

2003.3 IT정책전문대학원개원

2003.9 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개원

2003.9 산학협력단설립

2004.12 서울테크노파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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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4 어의동실업보습학교개교

1944.3 경성공립공업학교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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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3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로개편

1979.3 경기공업전문대학으로개편

1 9 0 6 ~ 1 9 7 9
1982.3 경기공업개방대학 4년제승격개편

1988.3 서울산업대학으로교명변경

1989.3 산업대학원개원

1993.3 서울산업대학교종합대학체제개편

1 9 8 0 ~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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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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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st  
snutist 

IT를상징하는푸른색과휴머니즘을상징하는녹색을사용하여

냉철한지성과따뜻한감성의우수인재양성이라는

국립서울산업대의의지가담긴새로운캐치프래이즈



대학이념 미래사회를선도하는
전문지식과인성을겸비한인재의양성

교 훈 성실·창의·협동

비 전 실용과학과응용학문의교육중심대학

교육목적 국가발전에기여하는과학및예술중심대학

지식기반사회를선도하는열린교육

수요자중심의특성화된실용교육

교육목표 성실하고창의적인지식인육성

과학기술을선도하는전문인육성

협동과조화를중시하는실용인육성

세계를향한 로벌리더육성

I STSNUT
A UNIVERSITY FOUNDED 
ON APPLICABL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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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MESSAGE

국립서울산업대학교는전국대규모대학중최고의정규직취업률('07년도)을기록하

고, 대학교육협의회가 2007년 발표한 제 2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있는서울소재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미래의대학, 서울산업대학교
UNIVERSITY OF FU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서울산업대학교가 명문대학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과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이자 공학교육혁신 거점센터로서의 위상은 서울산업대

학교의수준높은교육의질을웅변적으로말해주고있습니다. 

서울의동북부에자리잡은서울산업대학교는 16만평에이르는넓은캠퍼스와첨단교육시설, 그리고

최고의교수진과체계적인교육시스템을갖춘국립대학교입니다.  2010년이면개교100년을맞이하는

긴역사를통해국가와사회가필요한인재양성이라는일관된목표를실천해왔습니다. 인문사회, 조형,

자연생명, 공학 분야로 나누어진 4개 단과대학과 6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1만4천명에

이르고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는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서 500개사에이르는기업및기관과산학협력을맺고있으며

서울소재15개대학, 세계 16개국 38개외국대학과도네트워크를형성, 꿈을미래로, 세계로펼칠수

있는길을열고있습니다. 캠퍼스내에는나노, IT, 바이오, 디자인분야를특화한첨단연구단지가조성돼

서울산업대학교가한국경제의새로운경쟁력을창출하는산실로거듭날것입니다. 

로벌경쟁력을가질수있는인재양성을위한첨단시설과선진교육시스템을갖춘서울산업대학교가

세계를향한빛나는미래의가치를창출해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서울산업대학교총장



교육제도밖의숨은인재를발굴하는
잠재능력우수자특별전형
대부분의대학입시제도는수능및내신성적을위주로입학생이결정된다. 그러나

잠재능력우수자특별전형은잠재적인능력은뛰어나지만학생의학습환경, 가정형

편, 지리적여건등으로인해제대로학습하지못한학생들을발굴하여훌륭한사회

인으로양성하고자하는취지에서개발된입시제도이다. 학생선발은내신성적이

외에학생의적성과심층면접을통하여이루어진다. 이렇게선발된학생에게는4년

간무료로기숙사가제공된다.

멀리보고크게키우는
차세대지도자장학생특별전형
서울산업대학교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남다르고 높은 미래가치를 창

출할차세대리더양성하기위해차세대지도자장학생특별전형을실시한다.

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4년간 등록금전액 장학금 지급과 생활관

무료제공, 생활비지원등다양한혜택을제공받아보다좋은장학여건에서

전공학습에매진하며, 개인의능력과가능성을개발할수있다. 

차세대 지도자 장학생 특별전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과학기술 및 사회ㆍ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서울산업대학교의 역량

을더욱강화시킬것이다.

법적으로보장받는모교교수양성프로그램
미래교수요원선발
장차 서울산업대학교를 이끌어갈 모교 출신의 교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된 입시제도. 미래교수요원으로 입학하면 법원의 공증 절차를 통해 우리대학

의교수가될것을보장해준다. 이 제도를통해매년약 5명의우수한인재를

선발하고있다.

미래교수요원에게주어지는특전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등록금전액과생활보조금지급

석사, 박사과정은외국대학으로유학지원

전담지도교수를지정해학업과진로를상담

학부과정4년간기숙사무료제공

공학과경 의연계교육으로
진정한리더를양성하는
테크노프레너십Technopreneurship
서울산업대학교는 공학계열 학생들이 경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국제감각을두루갖출수있도록테크노프레너십학ㆍ

석사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과정 졸업자는

공학사학위를수여받은후, 석사과정으로진학하여경 학석사학위를취득

할수있다. 이로써공학기술뿐만아니라경 전반에대한이론과지식을겸

비하여첨단산업을통합적으로관리, 발전시킬수있는리더를만들고있다. 

또한전체과목중 30% 이상을 어강의로진행하고 1학년여름학기는외국

대학에서어학연수를받아 로벌인재로거듭날수있도록하고있다. 앞으로

서울산업대에서석사1학기를마치고1년동안 국혹은미국대학에서공부

하여해당대학의경 학석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확대, 추진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경 과 재정, 발전전략과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연협동,

학생 및 교수ㆍ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 역에 걸쳐 수많은 요소를 검토하여 발표한

‘2007 대학종합평가’에서서울산업대학교가‘최우수대학’으로선정되었다. 

이것은서울지역의유일한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서울테크노파크건설과대학연구실적증가, 교육

시설확충, 혁신적교육프로그램도입을실행하면서, 끊임없는노력을기울이고놀라운성장과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 다.  또한 2007년(졸업생 3,000명 이상대학)정규직 취업률 최고의

위치에오르는등대외적으로명실상부한최우수대학임을널리인정받았다.  

‘최우수대학’선정은연대, 고대, 한양대등극소수의대학만이누릴수있는것으로서울산업대학

교졸업생들의미래에긍정적인 향을가져오며, 더나아가대학의발전과세계화에기여할것이다. 

산업자원부가 공과교육혁신 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109개의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50개의 대학을 사업자로 선정하 다. 그리고 공과교육혁신 사업의 중심을 이룰 거점센터를

결정하기위해이들 50개 대학의추천을받아전국 5개대학만을선정하 고, 이 중서울산업대학

교는가장많은추천을받으며공과교육혁신의주도적역할을맡게되었다.

이로써서울산업대학교는기업이요구하는전문인력을양성하고참여대학의혁신사업을지원하며,

참여대학이 준비하기 어려운 사업을 거점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대학의 혁신 성과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웹 환경도 구축한다. 이는 전국 공과대학들이 정보를

개방하여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도크게공헌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서울산업대학교는 공과교육혁신 거점센터로서 기획부터 설계, 제작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의

작품을만드는캡스톤디자인사업과융합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여창의적이고통합적인기술력을

배양하는교육을실현하게된다. 앞으로도서울산업대학교는공과교육의혁신을일으키며세계수준의

교육시스템을개발하는데주력할것이다.

‘최우수대학’선정! 눈부신성공을거두다!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로비상하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서울산업대학교는미래교수요원선발제도, 잠재능력

우수자특별전형, 차세대지도자장학생특별전형등

과같이타대학교와는차별화된입시제도를운 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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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EDUCATION 
STRATEGY OF SNUT



SNUT IS GLOBALIST

세계를무대로내일을도약한다. 

세계 각국의 로벌캠퍼스에서

스무살꿈이이뤄진다. 

서울산업대학교에서나는세계인이된다. 

어학원 강사 SIMON

서울산업대학교는세계화에발맞추어

월드리더를양성하기위해

해외38개대학과교류를실시하고있으며,

우수학생해외파견및

해외장학프로그램도운 하고있다. 

그리고세계유수의명문대학과의교류및

공동연구도활발히진행하고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04
05

세계적인 대학과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실질적인 로벌 리더로 성장합니다

14
15

로벌은이시대의화두



서울산업대학교는세계화에발맞춰월드리더를양성

하기위해해외38개대학과교류를실시하고있다.

38EA

서울산업대학교는 세계 16개국의 38개 대학과 학술교

류협정을맺고교수와학생을교환파견하고있다. G L O B A L I S T
16개국38개대학과학술교류협정체결_ 로벌시대를맞아교육과연구부문에서국제

적 교류는 필수이다. 서울산업대학교는 세계 16개국의 3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

고교수와학생을교환파견하고있다.

서울산업대학교는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외국 유수대학과 다양한 복수학위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그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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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ssippi State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Kennesaw State University,

Oklahoma State University, State Univ. of New York at Albany

Univ. of Central Florida, University of Pittsburgh,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Montclair State University, Buffalo State College

Gifu University,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Shimane University, 

Osaka Sangyo University, 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Muroran Institue of Technology

University Sains Malaysia

Southeast University, Jangdezhen Ceramic Institute,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Dalian Institute of Light Industry,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The Technical University of Kosice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Instituto State D'Arte Cerameca G.Ballardina Faenza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 

Vladivostok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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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 과정 _ 서울산업대학교는국내최초로 국과학기술의명문인노섬브리아대학
교와협정을체결하여UNN 복수학위과정을운 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본교에서
1년간의교양과정과3년간의UNN 인증학사과정을수료한후, 공인 어시험을통과
하면졸업시이두대학의학사학위를동시에수여받는것이다. 학부전공과목전체를
어로수업하는국내유일의프로그램으로 국QAA의 2006평가에서우수판정을
받은바있다. 또한학생들에게해외연수및인턴쉽기회를제공하여공학적기술과
어능력을향상시키고, 세계적수준의현장에서실습을경험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핀란드EVEK 공과대학복수학위과정_ 핀란드의 IT 명문대학EVEK과의2+2 학위
제도. IT 관련학과에서선발된학생들은해당학과에서4학기이상을이수하고선발을
거쳐핀란드 EVEK 공과대학에서 3~4학년과정을이수하면두대학에서학위를받
을수있다. 해당학과로는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매체공학등
이며EVEK 공과대학에서수학하는동안에는본교에만등록금을납부하면된다.

SNUT-UniSA 공동복수학위과정_ 서울산업대학교
기계공학과와호주University of Australia(UniSA)
생산기계공학부가 협약에 의해 운 하는 공동 학위
과정으로 우수 학생들에게 최단기간에 최소의 경비
로유학이이뤄지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기계
공학과입학생중선발된학생(정원 15명)은본교에
서5학기를이수하고UniSA에서5학기를이수하면
서울산업대학교와 UniSA, 두 학교의 학사학위를
취득할수있다.

우리학교에서하나, 해외대학에서하나
1+1 학위제도, 해외대학과복수학위제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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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 O B A L I S T

1,500
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 13명을 채용하여 모든 어시간

을원어로수업하고있다. 또한최신식설비를갖춘1,500여

평규모의신어학원이구축되어있다.

유학경비50%를지원하는해외장학프로그램우수학생해외파견교육_ 2007
년부터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21세기 국제화 교육(SNUT

21 해외장학프로그램)’연수프로그램을실시한다. 총 20명을선발해시행할계획이

며 2010년부터는 연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대학으로부터전체경비의50%를지원받게되며해당외국대학에서전공교

육과정을1학기이상이수한다.

●주요파견대학

세계화에 필요한 어학교육 강화 및 시설의 현대화 _ 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화에 필수적인 외국어 구사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UNN 등 외국학위 취득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전공과목을 어로 강의하고 있

으며, 일반강의에서도 어강의비율을높여가고있다. 학교내 어존(zone)에서는

오직 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English Clinic 제도를 두어 원어

민과상담및정보교류를통해학생의언어상문제점을해결하고있다.

부속기관으로어학원을두어언어교육및연구를담당토록하고있으며, 원어민강사

를통해모든 어시간을원어로수업하고있다. 또한어학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여

최신식설비를갖춘1,500여평규모의신어학원을구축하고 어교육은물론, 다른

언어까지그 역을확대하며국제화를앞당기고있다. 

해외 대학과의 특별교류 프로그램 운 _ 서울산업대학교는 실용·응용학문 및
산학서울산업대학교는실용ㆍ응용학문및산학협력분야에서최우수대학을목표로이
분야에서선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는세계유수의대학들과특별교류프로그램을
개발ㆍ운 하고 있다. 교수 및 학생 교류, 이들 대학의 특장점 벤치마킹, 주기적인
심포지엄개최등다양한교류프로그램을가동하고있다.

<2007현재특별교류중인대학>

미국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독일 Saarland University
일본 Gifu University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미국 Rose-Hulman Institute of Technololy
대만 Kainan University
일본 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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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Buffalo State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ontclair 
State University

EVTE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Gifu University
Kainan University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

California Polytechnic 
University at San Luis

미 국 : California Polytechnic University at San Luis(Cal Poly)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Michigan Tech)
University of Missouri at Columbia   Montclair State University   "Buffalo State Colleg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일 본 : Gifu University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    대만 : Kainan University  
핀란드 : EVTE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체코 :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SNUT IS ACTUALIST

내꿈을펼치기에세상은너무좁다. 

이론교육만으로 4년을 보내기엔

할일이너무많다. 

산·학·연 모두를경험할수잇는기회, 

NIT 연합대학은 준비된인재를위한

지름길이다.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김한솔

NIT 연합대학 4학년 과정

해박한지식과폭넓은경험을지녀야만

오를수있는산이있습니다.

그산의정상에써있는이름‘전문가’.

서울산업대학교는산업현장속에서

살아있는지식과경험을학습할

다양한기회를제공하여

지금까지와는다른접근방법으로

전문가의길을제시합니다. 

천천히한걸음씩걷다보면

오르게되는한분야의정상, 

그중심에선자랑스러운이름, 

‘전문가’를키워냅니다.    

분야의중심에선전문가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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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키웁니다



미래형산업기술혁신클러스터, 서울테크노폴리스

서울산업대학교는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등과연합하여서울산업대학교부지를포함한

그주변일대약5만6,000평에5,000여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미래형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다(서울테크노폴리스로명명). 서울산업대학교는이서울테크노

폴리스를산업인력양성, 연구개발등다양한산학 착형사업을주도하는산학협력의허

브로키워나갈계획이다. 특히서울시소재대학, 연구기관및기업이협력하여나노, IT,

나노소재, 바이오및원자력의료산업등의첨단기술을연구/개발하고, 이에필요한인력을

양성하는일을담당하게된다. NIT 연합대학프로그램도이사업을통하여운 되고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서울산업대학교는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계약형학

과제와같은사회진출에꼭필요한실무적인프로그

램및학과제도를운 하고 있다. 

또한정부·대학·기업이공동으로운 하는서울테

크노폴리스사업등의교육환경도서울산업대학교만

의대표적인경쟁력이다.

NIT University
맞춤식교육프로그램공동운
연구단지의시설공동운

4학년과정

서울산업대학교, 고려대, 연세대등
11개 대학참여

생산기술연구원등 4개참여기관

기술창업NIT 전문대학원

삼성종합기술원등 12개 이상참여기업

각소속대학
교양및기초전공교육이수

1,2,3학년 과정

실용중심의
세계적전문인력배출

NIT University 운 체계

교육연구, 실습 교육연구, 실습

입학

취업 취업

22
23

국내최초차세대성장산업을위한연합교육, 
NIT 연합대학
정부와서울시가지원하고서울소재11개대학, 기업, 연구소가공동으로운 하는

NIT 연합대학은국내최초의NT와IT가융합된특성화프로그램이다. 이는서울산

업대학교내에조성되는‘서울테크노폴리스(NIT 융합혁신클러스터)’사업의핵심

프로젝트중의하나로서, 서울시소재대학과학과간의벽을넘어이들대학의학생

을한곳에모아공동으로교육과정을운 하는교육시스템이다. 이를통하여차세

대성장산업으로떠오른Micro System Packaging(MSP)기술의산업화를선도하

고나노기술과정보기술분야를이끌어갈인재를양성하고있다. 1~3학년은각소

속대학에서기초교과과정을이수하고, 4학년은NIT 연합대학에서맞춤식교육을

통해실무를익히는방식으로학업이진행된다. 참여하는학생에게는팀티칭제,

PBL 수업방식, 교수및전문가에의한공동학습등의특별한방식에의하여교육이

진행되며, 해외유명대학에의위탁교육등특전도부여된다. 

●참여기업: 삼성전자, 삼성SDS, LG-Philips LCD,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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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학: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삼육대

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학

교, 한성대학교

●연구소: KIST,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외국대학연구소: 조지아텍PRC 한국연구소(미국)

기업위탁인재양성프로그램, 계약형학과제
기업에서원하는교육과정위주로학습시켜해당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재로양성

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로써, 서울산업대학교와해당기업의계약에의하여만들어

지는학과형태이다. 따라서해당기업에서종사하고있는직원들이주로입학하게되

나경우에따라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일정기간을학습케한후해당기업에채용할

수도있다. 2006 현재, 기업과연계해개설된학과로는케이블방송정보학과, 공예문

화정보디자인학과, 방송정보기술정책학과, 가스공학과가있다.

공학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 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
학교에서배운내용을종합적으로적용하면서하나의작품을기획부터설계, 제작까

지전과정을직접해보게함으로써창의적이고통합적인기술력을배양하는교육제

도. 이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은실무적공학교육의전형적인교육방식으로이미외

국에서는인정을받고있는제도이다. 서울산업대학교는2001년공학교육개선을

위한캡스톤디자인우수시범대학으로지정된바있으며, 정부로부터그성과를인정

받아현재는이프로그램이전국대학으로확산보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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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T IS SPECIALIST

7년 경력 신입사원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동안의 실무교육으로

7년의 실무경력을쌓았다. 

경험은 경쟁력이다. 

건설학부 서경원

대림산업(주) 입사

다각도로이론과실제의

차이를줄여가는교육을모색합니다.

생생한산업현장을적극적인

배움의수단으로활용합니다.

보다혁신적이고능동적인

교육체험을통해

이론의구체성을확보해나가며

한사람한사람의경쟁력을

높여가고있습니다.

이론과실제의차이가0%가될때까지

그노력은계속됩니다.

이론과실제의차이, 0%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이론과 함께하는 실무위주의 교육만이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는21세기지식인, 전문인, 실용인,

로벌리더육성을교육목표로삼고실용응용학문

에기초한현장교육, 맞춤교육, 특화교육의시스템을

가동하고있다.

●실험실습을중시하는교육 _ 전체 2,756개 강좌중실험실습을겸하고있는강

좌수는1,028개로37%에달할만큼현장위주교육에역점을두고있다. 또총30

학점(학기당 15학점) 이내에서기업현장에서연수한것을학점으로인정하는현장

실습학점제를도입, 시행하고있다.

● 공학교육인증제도 _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공학도의 자질과 전문지식이 보다 향

상되어야한다는수요자(산업체)의 요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개발된국제적인교

육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수한 자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하에서 질 높은

공학교육을받았음을인증받게된다. 현재공과대학소속 15개학과(학부)가공학

인증을받기위한준비중에있다. 

● 프로젝트 중심 교육 _ 교수 1인당 학생 5~10명으로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중

심의연구팀을통해인턴십을경험할수있도록하는교육제도. 각 팀단위로이론

과 실제를 익히는 Project Based Learning(PBL) 교과과정과 프로젝트 캠프가

운 된다.

●사회수요를반 한특수학과개설 _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특수전공학과

를 개설, 운 하고 있다.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안전공학과, 금형설계학과, 신소

재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매체공학과 등으로서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나

우리대학에서 시작되어 다른 대학으로 전파된 학과들이다. 이들 학과의 졸업자들

은기대대로해당분야에서선도적인전문가로활동중이다.(자세한 내용은학과소

개또는학교홈페이지참조) 

37%

전체 2,756개 강좌중실험실습을겸하고있는강좌수는 1,028개

로37%에달할만큼현장위주교육에역점을두고있다. S P E C I A L I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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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최우수대학 _ 2004년 정부로부터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서울산업대학교는 2005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190억원 이상의지원을받아교육체제개편, 교육 및 연구환경구축등각종산학

협력역량제고를꾀하고있다. 서울산업대학교는2007년현재500여개국내기업

및 일본의 샤프 등 해외 15개 기업과 산학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현장

방문교육, 겸임교수제 운 등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교육이 강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90개기업과 200여개의연구용역이체결되어있으며, 전국 1,000여개기업

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를 가장 선두에서 해결하고 있는 대학으

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창업보육센터, 산학협의회 운 등

활발한산학협동사업을전개하고있다.

●이론과실무를겸비한우수한교수진 _ 서울산업대학교는실무와이론을겸비한

인재를우대함에따라학생들은상대적으로우수한학습을받고있다. 2007년 현

재전체교수의90%정도가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으며, 60%정도가산업체경력

교수로구성되어있다. 교수들의활동상황을나타내는연구비수혜및연구논문발

표실적도빠르게향상되고있다.

●취업률전국대학교중최고의위치 _ 실용응용교육시스템과산학협력을통해

사회수요에발맞춘맞춤식교육을실현함으로써, 매년 80%에가까운높은취업률을

기록하고있다. 2007년도에는교육인적자원부에서발표한4년재대학의전체취업

률및정규직취업률최고의위치에올랐다

서울산업대학교는2007 현재508개국내기업및일

본의샤프등해외15개기업과산학협력을실시하고

있으며현장실습, 현장방문교육, 겸임교수제운 등

기업과대학을연계한교육이강화되어있다.

S P E C I A L I S T

80%
2007년도졸업생취업률이약80%를기록했다. 이로인해서울산

업대학교는4년제대학교중 전체취업률및정규직취업률최고의

위치에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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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T IS

환경은사람을변화시키는힘입니다.

첨단산업의핵심인재는

최첨단교육환경이만듭니다.

‘배우는자’를지지하는

안정적이고합리적인환경은

소중한꿈을실현하기위한필수조건입니다.

학생중심의체계적이고

선진적인교육시스템을확보하여

차원높은교육서비스를아낌없이제공합니다.

부족한것을채워주는열린환경, 

성장을위한촉진제입니다.

‘배우는자’를지지하는열린환경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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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IST

준비된인재만이잠재력을실현한다. 

나의 경쟁력이곧학생들의경쟁력.

끊임 없는 연구와자기개발로

미래의 로벌리더를키워낸다.  

건설공학부(토목공학전공) 박태순 교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성장을 촉진하는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체16만평규모의캠퍼스와학생

개인의신청학점수에따른등록금

제도는서울산업대학교만갖춘합리

적인교육환경이다.

장학금수혜자가재학생 40%에가까운장학제도 _ 서울산업대학교는교내 11개, 교

외 30개의 총 41개종류의장학금을개발, 운 하고있다. 장학생수혜자는전체학

생의38%를차지하고있으며총장학금액은학생등록금대비14%로전국최상위권

에속한다.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공로장학금, 미래장학금, 근로장학금, 외국인장학금등11개

교외: (주)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주)KT, (주)그래미, (주)파인디앤시, 한국금형공업

협동조합, 경기도청, 공군장학, 해군장학, 과천시애향장학회, 한국과학재단. 사리원시

봉산군장학회, 삼공장학재단, 삼보장학회, 삼송장학회, 서울산업대학교 발전기금, 선

암장학회, 승희장학문화재단, 신양문화재단, 신흥군장학회, 어의복지장학금, 우덕장학

재단, 윤송조창석문화재단, 정산장학회, 지도자육성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서울

산업대학교총동문회등30개

개성을살릴수있는다양한자치활동 _ 학교, 단과대학, 학과단위의학생회활동과총

55개의동아리활동, 학생중심의방송국과신문사, 학과단위의전공을살린지역사회

봉사활동, 캠퍼스내환경지킴이, 자율규찰대, 홍보도우미등다양한자치활동에참

여할수있다. 

공원같은쾌적한환경의캠퍼스 _ 서울시노원구불암산기슭약 16만평규모의자연

녹지위에구성된서울산업대학교. 연못, 나무숲, 잔디등이어우러져자연속에서교육

과휴식을동시에공유할수있도록조성된‘공원형캠퍼스’로각광받고있다. 또한현

대적인테리어를갖춘학생쉼터, 재학생전용헬스클럽, 새롭게리모델링한체육관, 우

체국/농협/국민은행등편의시설을갖추고있어학업부터여가생활까지학생들이학교

내에서모든생활을누릴수있도록되어있다. 

합리적인등록금제도운 _ 서울산업대학교에서는입학전에등록금액을미리알려주

고졸업할때까지그금액에매년물가상승률에해당하는금액만을추가하여부과하는

‘등록금예고제도’를 2006년부터시행하고있다. 이제도로인해대학재학중의실질

적인등록금인상은거의동결된다고할수있다.

또한, 등록금의결정은대부분의다른대학에서시행하고있는이수학점과관계없이

매년일정금액을납부하는것이아니라, 학생개인의신청학점수에따라학점당금

액을누계해납부하는선진화된‘학점당등록금제도’를운 하고있다.

R A T I O N A L I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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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산업대학교는교내11개, 교외30개등총41개종류

의 장학금을 개발, 운 하고 있다. 장학생 수혜자는 전체

학생의약40%를차지하고있으며총장학금액은학생등

록금대비14%로전국최상위권에속한다.



서울산업대학교는다양한장학제

도, 수요자입장에서필요로하는교

육시설및제도, 환경개선등에총

력을다하고있다.

1,699
2008년준공을목표로현재건축중인제3

기숙사가 완공되면 총 1,699명의 학생을

수용할수있게된다.
R A T I O N A L I S T
최고의시설, 쾌적한환경의생활관(기숙사) 확충_ 현재제1생활관과제2생활관을운

중이며, 각각 200여명과280여명을수용할수있다. 이어 2008년완공예정인

제3생활관은1,210명이생활할수있어완공후, 총1,699명의학생이생활관을이

용할수있다. 이는전체학생의12% 이상에해당하는숫자로전국에서도손꼽히는

최상위권의규모이다. 또한현대화된시설을갖추고각종편의시설을확충하여기존

의기숙사와는다른신개념의기숙시설을자랑한다.

국내외각종경연대회참여지원 _모든학문은머리속에있어서만은그의미가없

다. 필요한물건을만들어보고, 이론을실제로적용해보아야만살아있는공부가될

수있다. 서울산업대학교에서는이런취지에서각종국내·외경연대회에의참여를

적극권장, 이에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으며, 이에힘입어각종대회에서우

수한성적을거두고있다. 

2004~2006년도대표수상실적

2004년제3회전국대학생경제유니버시아드대회, 가상경 부문(경 학과)

2004년전국대학생자작자동차경주대회종합준우승(자동차공학과)

2005년제2회대한민국현대도예공모전, 대상(도자문화디자인학과)

2005년 제35회 봉황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소총복사단체 1위, 개인 1위

(사회체육학과)

2005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당선(문예창작학과)

2005년동아일보사주최제8회전국대학생 어말하기경시대회은상( 어과) 

2005년제23회대한민국신미술대전, 우수상(조형예술학과)

2006년제5회전국대학발명경진대회, 4위(제어계측공학과)

2006년제7회전국대학생컴퓨터시뮬레이션경진대회, 3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2006년부품모델경진대회, 금상(금형설계학과)

2006년한국자산관리공사대학생광고대상, 대상(시각디자인학과)

2006년 유비쿼터스로봇경진대회, 휴머노이드부문 1위·2위·4위(기계설계자동

화공학부)

2006년제18회안경사면허시험, 전국수석(안경광학과)

2006년 IP폰아이디어공모전, IP폰애플리케이션아이디어부문금상(컴퓨터공학과)

2006년제1회대학생디자인공모전, 장려상(공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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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새로운버전

EDUCATIONAL ENVIRONMENT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재단

고도의전문지식과경험을지닌교수진과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개개인의 꿈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제시합니다.

꿈의진화, 서울산업대학교에서시작합니다.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 미래의 과학기술 및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배출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전공지식 응용능력과 종합적 설계능력, 정보지식 습득 능력과 국제사

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과대학은

현재 18학과(부),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학교육의 전당이다. 

공 과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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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Design & Automation Engineering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는 메카트로닉스를 특성화 방향으로 최신 융합 산업

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설계, 생산, 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폭넓

은 과목을 체계적 전공 코스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캡스턴디자인 사업을

통해이론과경험을종합한현장적응형엔지니어양성을위한완성된교육모

델을구축하고있으며뛰어난연구기반과 접한산학협력체제를바탕으로

지능로봇, 지능메카시스템을비롯한여러자동화기계분야의우수졸업생을

배출하고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높은취업률을거두고있다.

● 졸업 후 진로│기계·조선·재료·전기전자·화학·섬유·식품공업 등

제조업체의 기계설계, 자동화 엔지니어, 벤처기업의 CAD/CAM,

Mechatronics 자동화 분야, 국가 및 기업체 연구소의 기계설계분야,

CAD/CAM·Mechatronics 분야연구원, 대학원진학등학술분야, 국가기

관·기업체의기술행정분야, 자동화센서및계측장비관련업체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은모든산업에걸쳐 향을미치며미래의산업을새로운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온 자동차, 중공업, 조선,

생산기계, 건설기계등은대표적인기계산업이다. 최근의기계공학은컴퓨터,

지식정보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등과융합되어새로운학문분야

를창출함으로써첨단과학시대를선도해가고있다. 

● 졸업 후 진로│자동차·조선·항공, 자동화·정 계측, 연구소·공공기

관, 기계설비·건축설비, 나노·바이오, 대체에너지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김부동교수 경희대학교공학박사
윤장상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남궁재관교수 단국대학교공학박사
박 일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귀형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희원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 석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맹희 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주원종부교수 Univ. of Illinois 

at Chicago 공학박사
박희재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기범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김성환부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임충혁부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김동환부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
권혁동부교수 Manchester Univ. 공학박사
김종형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박 근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성걸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김정한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박사
김성동전임강사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기계공학과
서성원교수 국민대학교공학박사
이철구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용호택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김광수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박찬준교수 Univ. of lowa 공학박사
정성균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이명호교수 경희대학교공학박사
박익근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이동훈교수 숭실대학교공학박사
엄인용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성재용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최형권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성재용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신기훈조교수 Univ. of Michigan 공학박사
김주한조교수 Purdue Univ. 공학박사
김현규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대현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진현조교수 POSTECH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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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은일상산업활동중에있을수있는여러가지위험을과학적인방

법으로찾아내어위험요소를제거하거나제어하여안전한생활을할수있도

록 하는 모든 활동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안전공학과는

자연과학과공학을기초로타공학분야와안전공학, 인간과기계, 사고의발

생원리, 인간행동의 특성 및 안전관리 등을 학습시켜 생명과 재산을 위험으

로부터보호할수있는안전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노동부·소방방재청등의안전및소방관련공무원, 한국

산업안전공단등국 기업체및국가공공기관의안전정책및기술담당, 국

가 연구기관및각기업연구소안전관련연구원, 삼성전자등제조업및현

대건설등의안전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등안전관련용역기관의안전진

단및지도담당자, 보호구, 방호장치및가설기자재등의자 사업등

금형설계학과 Department of Die & Mould Design

금형설계학과는금형설계, 기구설계, 제품디자인분야의인력을양성하며정 금형기술, 자동차기업, IT 제품기업, 연

구소, 교육기관 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할수있다. 금형설계학과교과과정은국내외를통틀어유일한교과과정으로

그의특성화를인정받고있다. 일본과미국등지의기업과자매결연을맺어해외현장실습, 해외취업도활발히이루어

지고있다. 또한 Capstone Design 사업참여와함께, 학생들의졸업작품은매년국제전시회에출품되며, 한일금형

산업발전을위한포럼을개최하여아시아금형산업의선두로나서고있다.

●졸업후진로│정 금형설계제작및부품제조분야, 제품설계및기구설계분야, 반도체관련분야,  자동차및항공

기공업분야, 전기·전자·통신공업분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산업정보시스템공학은산업체와공공기관등을포함한시스템의설계, 구축, 운용, 관리등을학습, 연구하여산업시스

템과경 시스템, 정보시스템의구성부분들을계획, 설계, 관리, 평가할수있는전문인을양성한다. 즉시스템의설계

와설치및운 능력을배양하고경 마인드를가진시스템조정자를배출하고있다.

● 졸업 후 진로│생산·품질관리 분야, E-Business와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개발 분야,금융 분야,

제품설계분야, 정부및공공기관등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신소재공학은산업발전에없어서는안될근간이되는공학분야로, 물질의 구조와특성을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새

로운재료를개발, 응용하는데필요한학문이다. 기반적인재료의물리적·화학적성질의이해, 고유기능성, 제품으로

의응용및평가와함께NT·BT·ET ·IT 등소재의미세구조해석, 제조, 공정등을다루는21세기핵심학문분야이

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첨단고급학문의이해와선진기술습득및개발등을수행하는고급전문인력의양성을목표

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기초소재관련연구소, 소재가공분야의전문기업및반도체·원자력·종합제철소·항공기·자동차·

선박·전자·비파괴업체, 국공립연구소및기술직공무원

자동차공학과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 디자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으로 그 기술수준이 나라의

기술수준을가름할수있는산업분야로고용창출및기술파급효과가여타산업과비교해매우크다. 본 학과에서는

우수한성능의자동차를개발할수있도록, 이론및실무가잘조화된교육을실시하여자동차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

는능력을갖춘공학도를육성배출하고있다.

●졸업후진로│완성차업체및자동차부품제조업체, 자동차관련연구소, 차량 검사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손해사

정인분야, 교통안전진흥공단

신소재공학과
최종운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현창용교수 홍익대학교공학박사
이태근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강계명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황 연부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오승탁조교수 Universitat Stuttgart 공학박사

자동차공학과
김호경교수 Univ. of California Irvine 

공학박사
전덕규부교수 인하대학교공학박사
김철호교수 The Univ. of New South 

Wales 공학박사
이수룡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임원식부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충훈부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하종은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종봉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

안전공학과
김용수교수 아주대학교공학박사
이 순교수 명지대학교공학박사
정재희교수 중앙대학교공학박사
김찬오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이수경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근오교수 인하대학교공학박사
이 섭교수 호서대학교공학박사
손기상부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권 국교수 Texas Tech Univ. 공학박사

연세대학교경 학박사

금형설계학과
류제구교수 단국대학교공학석사
원시태교수 고려대학교공학박사
구본권교수 인하대학교공학박사
김종호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정완진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류민 부교수 The Univ. of 

Akron 공학박사
정연찬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선경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황지홍조교수 Univ. of Purdue 공학박사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장병만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신택현교수 연세대학교경 학박사
홍정식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장성용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강원교수 Kansas State Univ. 공학박사
이원 교수 Univ. of Louisville 공학박사
안재경교수 Univ. of Iowa 공학박사
국광호교수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
김지표부교수 Univ. of Missouri-Columbia 

공학박사
장동 교수 Univ. of Florida 공학박사
김시곤교수 Virginia Tech 공학박사
김우제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조남욱조교수 Purdue Univ. 공학박사
김자희전임강사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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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학부 School of Civil Engineering

건설공학부는 도로, 교량, 철도, 항만, 상하수도, 지하철, 터널, 신도시개발,

공항등사회기반시설물에대한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필요한이론과

기술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및 중동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남·북한통일을대비한대규모건설사업계획이추진되고있으므로,

이에대비하여건설기술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건설

공학부는토목공학전공으로운 하고있는공학인증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사회기반시설물계획및설계를담당하는엔지니어링회사,

시설물의시공을담당하는건설회사,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국

기업체(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

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등) 건설분야, 연구소, 대학원석·박사과정

건축학부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학부는국제적인감각을갖출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용하여,

경쟁력있는예비건축가를배출하고있다. 건축공학은인간생활을 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실용학문으로서 공간구축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기술적

인분야이다. 건축분야의공학적인전문지식을교육하며, 건축디자인의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건축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함

에있어서공학적인교육에중점을두게된다. 건축학은인간의삶의터전을

마련하는학문으로서건축설계교육을핵심으로한실무교육을진행하고있

다. 

●졸업후진로│건설회사, 건축구조설계사무소및건축설비설계사무소, 건

설분야연구소, 건축관련 공기업 및 공무원, 대학원 진학, 기타 안전진단 및

감리회사

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과는인류의생활에필요한전기의발생, 변환, 이용등에관한기술분야를중점적으로다루는학과이다. 현

재전기공학은전통적인전력기술분야를넘어서서새로운전기응용기술및 IT기반기술로그학문 역의확장이이루

어지고있다. 이와같은기술발전추이에맞추어전기공학과는전통적인전기공학분야에대한강화된교육체계구축과

아울러, 새로운전기공학기술분야에대한적극적인교육 역확대를위하여끊임없는발전을모색하고있다. 

●졸업후진로│기술직공무원, 한국전력, 철도공사, 지하철공사등의공기업, 연구소, 전기관련대기업및중견기업

전자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 Information Engineering

전자정보공학과는 IT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컴퓨터 및 회로설계,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제어공학 등

기초전공부터 세부전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균형있는 이론과 실습교육,

세부전공의실습과설계능력배양을위한실용적인교육과정, 엄격한지도하의졸업작품제작그리고연구실및실험

실활성화등을통해전자정보공학과는전문지식의습득과함께공학적문제의해결능력을갖춘실용적인전문인양

성을목표로한다.

●졸업후진로│한국통신, 한국전력등의공기업, 기술직공무원, 삼성·LG 등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학원등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는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및정보네트워크공학분야의유비쿼터스사회의핵심이되는컴퓨터시

스템에관련된전문적인지식을다루는학과이다. 컴퓨터공학과는 미래지향적이고국제화시대를선도적으로이끌어

갈 컴퓨터 관련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와 컴퓨터 시스템 및 S/W개발, 운용, 유지관리 등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분야에서중추적역할을담당할능력을갖춘미래형고급인력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정보통신등S/W 및H/W업체, 외국컴퓨터관련전문기업, 은행및금융권정보실, 게임, 애니메이

션멀티미디어제작, 사이버교육, 방송및콘텐츠업체, 연구소, 학교, 보안, 통신업체

건설공학부(토목공학전공)
한종옥교수 동북대학원(일) 공학박사
김진규교수 단국대학교공학박사
한상철교수 홍익대학교공학박사
김홍철교수 중앙대학교공학박사
김은겸교수 성균관대학교공학박사
박종관교수 North Carolina State Univ.

공학박사
박태순부교수 Purdue Univ. 공학박사
조선규부교수 단국대학교공학박사
기성태조교수 Texas A&M Univ. 공학박사
윤석구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김성근조교수 Wisconsin-Madison Univ.

공학박사
이창노조교수 Purdue Univ. 공학박사
길경익조교수 고려대학교공학박사

건설학부(구조공학전공)
김두환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한봉구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김연태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오순택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공학박사
김성훈부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김대곤부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공학박사
김성곤부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공학박사
조국환조교수 North Carolina State Univ.

공학박사

건축학부
노정선교수 동국대학교공학박사
정광섭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고일두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박병규교수 Univ. of Philippines 공학박사
이 한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정만 교수 서울시립대학교공학박사
함정도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장극관교수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공학박사
오상근교수 일본동경공업대학공학박사
강부성부교수 고려대학교공학박사
윤성원부교수 고려대학교공학박사
김진욱부교수 고려대학교공학박사
김원필부교수 Texas A&M Univ. 공학박사
황보봉조교수 Univ. of Sheffield 공학박사
옥종호조교수 Univ. of Colorado 공학박사
김 일조교수 Univ. of Michigan 공학박사
노 숙조교수 Univ. of Colorado 공학박사
김민경조교수 홍익대학교공학박사

전기공학과
김학련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최창규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장우진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상중부교수 충남대학교공학박사
송중호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최병욱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신명호조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김경화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전태현조교수 Univ. of Minnesota 공학박사
이수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전자정보공학과
심원섭교수 건국대학교공학박사
문도성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김명수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이성호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박민기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이준호부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최승호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윤길원부교수 Texas at Austin 대학교

공학박사
이예훈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정태호조교수 Texas at Austin 대학교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강 구교수 숭실대학교공학박사
고 찬교수 경희대학교공학박사
방혜자교수 숭실대학교공학박사
석상기교수 홍익대학교이학박사
심 원교수 동국대학교공학박사
윤정모교수 Osaka Prefeture Univ.

공학박사
정화자교수 아주대학교공학박사
조병호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차광호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김재수부교수 Univ. of Otago

공학박사
이길흥부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신용현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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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공학과 Department of Media Engineering

21세기고도 상정보화사회에서방송및뉴미디어관련분야에원동력이될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삼고있는매체공

학과. 철저한이론을바탕으로다양한실험, 실습을통하여현장에바로적응할수있는방송전문기술인을양성하여국가

발전에기여하고봉사할수있는연구및기술인을양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지상파방송국(MBC, SBS, KBS, EBS), CATV 방송계(CJ홈쇼핑, GS홈쇼핑, YTN 등), 공공기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공사등), 전자정보통신관련회사, 멀티미디어기획제작사, 방송시스템SI업체(삼성

SDS, LG CNS, CJ SYSTEM 등)

제어계측공학과 Department of Control & Instrumentation Engineering

첨단 IT 사회에서요구하는컴퓨터제어응용, Embedded 시스템, 지능형로봇시스템, Smart Home 시스템분야에

서필요로하는창의적인고급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는제어계측공학과. 각종 첨단실험기자재를갖춘멀티미디어

실, 제어계측표준실험실, 산업전자응용실험실,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실, 자동화실험실, 제어시스템설계실, 컴퓨터

제어응용실험실, 로봇제어실험실, 디지털실험실, 자동제어실험실등에서실험을바탕으로한이론과실기교육을병

행하여우수한전문인력을배출하고있다.

●졸업후진로│반도체및전기전자부품·생산자동화엔지니어링·센서및계측·Mechatronics 분야의제조업체,

임베디드시스템·통신및계측·정보가공및유통·미래에너지기술등과관련된첨단 IT 분야, 한국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등과같은국가기간산업분야, 대학원진학, 정부및대기업의연구소, 첨단벤처기업연구소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은천연자원으로부터인간의문화생활 위에필요한물질을만드는화학, 물리및생물공정의개발, 설계,

운전 및 관리 운 을연구하는학문이다. 의약품, 식품, 합성수지 등을 경제적으로공급하는길을마련함으로써우리

의삶을풍요롭게해주는원천이된화학공학은기술의융합을통하여새로운전기를마련하고있다. 나노기술, 생명

기술, 정보기술, 에너지/환경기술과이들의융합기술을통하여미래의발전을주도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앞으

로개발될미래의기술을실제생활에구현할수있는길을열어줄것이다. 

●졸업후진로│화학공학관련기업, 정유회사·화학회사, 엔지니어링전자재료, 생명·제약, 정부기관, 기술 업및

사무관리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21세기 첨단 학문 중 하나인 환경공학분야는 종합 학문으로서 화학, 생물, 토목 등의 기초학문과 함께 폐수, 폐기물

및대기오염물질처리등의응용학문에대한다양한지식을요구하고있다. 환경공학과는실무중심형의고급인재의

양성을위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의개발과학교에서의연구를접목시키는산학협력체계를구축하여현

장과학교가하나로연계된교육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인류가밝혀내는물질세계의신비가새로운환경, 새로운생활

을창조해낸다. 

●졸업후진로│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산업위생등의분야로진출, 환경 산업체, 건설 및엔지니어링업

체, 국 기업체, 공무원,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일반산업체, 연구소등

매체공학과
이광직교수 동국대학교공학박사
윤승금교수 Univ. of Florida 사회학박사수료
이선희교수 동국대학교공학박사
최성진교수 광운대학교공학박사
김광호교수 궤팅겐대학언론학박사
박구만부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차재상조교수 동북대학교공학박사
김동호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제어계측공학과
김기용교수 중앙대학교공학박사
박 칠교수 Univ. of New Mexico 

공학박사
이 일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이희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최세완부교수 Texas A&M Univ. 공학박사
안희준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유정래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공학박사

화학공학과
장향동교수 단국대학교이학박사
이진휘교수 건국대학교공학박사
최고열교수 한양대학교공학박사
정건용교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ate 공학박사
노인섭부교수 Univ. of Texas 공학박사
신헌용조교수 서강대학교공학박사
류기윤조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환경공학과
정일래교수 한양대학교
이수구교수 연세대학교공학박사
박주석교수 서울대학교공학박사
배재근교수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
이태진부교수 오레곤주립대공학박사
신현상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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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 Technology

생명공학및식품공학의모든전공 역과직·간접적으로연계되는복합교육

의장으로설립된식품공학과는식품전반에관한학술적인이론과그응용기

술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식품공학과는 산업체, 유통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우수한식품전문인력의양성을목적으로, 산업체에서요구하는수

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서 현장적응력을 갖추고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

에대처능력을갖춘경쟁력있는인재를양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식품전문가로육성하여식품회사취업, 식품관련공무원(식

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직 등), 대학원 진학(국내유수의 대학 및 유학을

통하여 식품전문 연구가로 성장), 새로운 아이템을 이용하여 창업, 로벌시

대에맞는해외취업

식품공학과
정석진교수 Compiegne 공대박사
이 현교수 Mississippi State Univ. 

농학박사
강성태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이흠숙교수 서울대학교약학박사
장판식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정강현교수 Univ. of Rhode Island 

이학박사
이재환조교수 Ohio State Univ. 농학박사

COLLEGE OF 

NATURE & 
LIFE
SCIENCES

21세기의 과학은 자연과 생명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연구 활동에서 얻어진 실용적인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적인 응용까지 추구하고 있다. 자연생명과학대학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자

연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탐구적이면서도 실용성 있고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응용과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생명과학대학은 식품공학과, 정 화학과, 사회체육학과, 안경광학

과 등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23명의 우수한 교수진과 8명의 조교, 1명의 행정조교가 활동하고 있다. 

자 연 생 명 과 학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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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화학과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정 화학산업은다양한분야의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다. 정 화학과는 IT·NT·BT·ET 등 차세대핵심기술에필요한경쟁력있

는맞춤형인재를육성하여이분야의산업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설립된학

과로, 기초 이론 및 응용된 실험실습을 통하여 현장적응력 및 전문 리더십을

갖춘인력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졸업후진로│IT·NT·BT·ET 등의기능성신소재분야, 정 화학공업

분야, 제약회사, 생리활성소재, 식·음료회사

스포츠건강학과 Department of Health & Sports Science

스포츠건강학과는 스포츠건강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람된 삶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포

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스포츠건강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실기기능의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스포츠건강의 일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국민적 건강에 대처할 수 있는 충실한 실기기능을 기

르기위하여집중적이고실제적인교육과정을운 하고있다,

● 졸업 후 진로│스포츠 산업경 , 스포츠 센터운 , 유아체육지도자, 스포

츠기자, 스포츠평론가, 스포츠마케터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Visual Optics

안경광학과는 국내 최초의 4년제 안경광학과로서 실무적인 전공심화 교육과

정및다양한기초학문과교양학문교육과정을갖추고있다. 전공심화교육과

정을통한전공지식습득및이해는물론, 전공자의문제해결능력향상에역

점을둔수업이진행되고외국어및창의성교육을강화하여능동적인전문인

으로서산업현장에적응, 대처할수있는안보건의료인을육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안경원, 안과병원, 콘택트렌즈관련회사, 광학기기회사

안경광학과
김성태교수 교육학석사
한현우교수 건국대학교이학박사
김대수교수 Univ. of Utah 공학박사
박미정조교수 서울대학교약학박사
김달 전임강사 서울대학교공학박사

정 화학과
홍장후교수 성균관대학교이학박사
박수남교수 서울대학교이학박사
김낙주교수 인하대학교공학박사
이수 교수 한양대학교이학박사
김 철부교수 Univ. of California 이학박사
이동국조교수 Univ. of Louisville 이학박사

스포츠건강학과
양재근부교수 경기대학교이학박사
김현수부교수 오오사카시립대학이학박사
박세혁부교수 West Virginia Univ. 교육학박사
이종훈부교수 성균관대학교이학박사
김 호부교수 Univ. of Wollongong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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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고도의창의성, 지성그리고감성을바탕으로목적지향적, 체계적그리고창조적으로생활문화창출을추구하는공업

디자인학과. 인간생활의 질을향상시키기위한굿디자인의계획적인구체화를도모하기위하여공업디자인에관련된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문제해결력, 감성이

풍부한조형력, 그리고디자인이노베이션에의창의력을지닌유능한공업디자인전문가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제품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환경디자이너, 인페이스디자이너등

시각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시각디자인학과는오늘날급변하는과학기술과정보매체의발달에적응하는풍부한감성과이지적사고능력을배양하는

미래지향적인학과이다. 다양하고폭넓은국내외교류를통하여기술정보화시대에적응하는최선의교육을다하고있으

며종합적감성에호소하는창조적이며능동적인리더의시각디자인전문분야의디자이너를양성함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상및웹디자이너, 디지털컨텐츠개발및기획, C.I 및광고디자이너, 패키지디자이너, 전시기획및

환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및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컨설턴트등다양한분야

COLLEGE OF 

ART & DESIGN
그 어느 때 보다도 창의적인 산업인력과 기술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요즈음, 조형대학은 지난 40년간 디

자이너 및 조형예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하나인 산업전반에 크게 기여해

온 전통있는 대학이다. 창조적인 조형능력,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춘 전문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21

세기 국제화 시대의 주역을 배출하기 위해, 조형대학은 유능하고 진취적인 교수와 첨단적인 시설 및 기

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공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도자문화디자인, 금속공예디자인, 그리고 조형예술 등

5개 분야로 특성화 되어 있다. 

조 형 대 학

공업디자인학과
한석우교수 국민대학교테크노대학원디자인박사
우흥룡교수 한양대학교이학박사
홍석기교수 University of Kansas(MFA)
김창현교수 Manchester Metropolitan Univ.

산업디자인박사
김형준부교수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
고 준조교수 Kindai Univ. 공학박사

시각디자인학과
이윤수교수 경희대학교이학박사
문수근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김경훈교수 한양대학교이학박사
나성숙교수 경희대학교이학박사
전양덕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노미선교수 한양대학교이학박사
오 재부교수 New York Univ. M.F.A
편정민조교수 단국대학교미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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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문화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Culture & Design

21세기는문화예술의시대이며, 그중에서도도자문화는인류의탄생과더불

어 현재까지 생활과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생활과 환

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자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창작이 요구된

다. 도자문화디자인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문화 창

조를위해심화된이론과창의적인조형능력을체계적으로연구습득하게함

으로써창조적이며생산적인도자문화의창출을위한지도적인력양성에목

적을두고있다.

●졸업후진로│요업체의디자인실, 컴퓨터디자인관련업체, 아트숍및개

인스튜디오운 , 건축내·외장인테리어분야, 미술교육및응용분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Metal Arts & Design

금속공예디자인학과는 21세기 장신구디자인을 선도하는 전문적 장신구디자이너와 예술을 생활공간에 표현하는 창의

적인금속조형디자이너의육성을목표로하고있다. 금속디자인전반에관한이론과기술의체계적이고통합적인연구

를바탕으로세계화에부응하는국제적경쟁력을갖는디자이너를양성함으로서, 우리의문화와전통을세계에전달하

는데기여하고금속공예디자인전반의산업발달에이바지하고자한다.  

● 졸업 후 진로│장신구디자이너, 캐드디자이너, 금속조형디자이너, 금속제품디자이너, 쥬얼리MD, 인테리어 소품,

디스플레이, 조명·가구업종, 보석감정사, 감정원, 공예교육자, 큐레이터, 금속공예가등

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s

조형예술학과는작가정신과이를뒷받침하는이론및실기의연마를통해, 미래의 미술전문가들에게주어질요구와

도전을예감하고그것에부응할창의적능력을개발한다. 회화, 조각, 판화등의전통적매체와비디오, 애니메이션, 사

진등현대과학기술이제공한첨단매체를아울러습득하고, 미술이론을통해철저한논리적사고와표현능력을배양

하도록한다. 이는전천후, 전방위적감각을지닌우수한예술가와미술전문가를배출하고자하는데있다.  

●졸업후진로│현대미술작가, 공공미술분야, 미술이론분야, 미술기획, 미술경 분야

조형예술학과
손기덕교수 동아대학교교육학석사

홍승혜교수 Ambassde de France 

En Coree 미술학석사

황용진교수 서울대학교미술학석사

김세일조교수 서울대학교미술학석사

한계륜조교수 서울대학교미술학석사

도자문화디자인학과
한길홍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권 식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박선우교수 단국대학교미술학박사

김종현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이명아부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오원택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서진환교수 State Univ. of New Youk

미술학석사
조유진교수 Univ. of Texas at Austin 

미술학석사
최승욱교수 홍익대학교미술학석사
차경철교수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미술학석사
신재협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미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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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 학은경 학뿐만아니라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등관련학문에대

한교육과정을폭넓게이수할수있어사회각계로진출할수있는학문이다.

이에따라경 학과는21세기지식·정보사회의리더로성장할미래형경

인을양성한다는목표로새롭게다듬어진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경

학과는최첨단정보통신기술과경 이만나는 e-business경 학 석사과정

및 주택경 학석사과정을 운 하고 있으며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기관등과

의교류를확대해나가고있다.

● 졸업 후 진로│금융관련 회사, 회계법인, 광고·홍보관련 회사,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컨설팅회사, 기타 일반기업, 정부기관 및 공기업,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직종(선물 거래사, 금융설계사, 회계사, 보험계리인, 세무

사, 경 지도사등)

경 학과
김삼수교수 Univ. of Tokyo 경제학박사
이진용교수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경 학박사
류근옥교수 Univ. of Pennsylvania 

경 학박사
김선민교수 Univ. of Georgia 경 학박사
홍순구교수 Univ. of Texas 경 학박사
전중열교수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

경 학박사
노용진조교수 Univ. of Minnesota 경 학박사
박성용부교수 Univ.of Washington 

경 학박사
천세학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경제학박사
이현숙조교수 경북대학교경 학박사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인문사회대학은 지적 종합능력을 키워주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을 교육하여 우리 사회를 선도할

인적 자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순수 학문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응용과 실용화 교육에도 힘을 쏟

고 있다.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인문사회대학은 경 학과와 행정학과 등의 사회과학 분야와 인문과학 분

야인 어과와 문학 예술분야인 문예창작학과 그리고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양학부로 이루어져 있다. 

인 문 사 회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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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과 Department of English

어과는 실용 어 습득에 치중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각종 직업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어뉴스 청취, 실무 어, 통

역, 번역, 무역 어 등 실용 어를 중심으로 매학기 원어민 교수 수업을 10

여명의소단위강좌로개설하고있으며, 대학원에‘응용 어학과’석사과정

을개설하여고급 어응용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재학생

들의 실무 어 체득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현장실습과 인턴쉽 프로그램 등의

산업체와의교류를확대해가고있다. 

● 졸업 후 진로│각종 산업체 및 정부기관의 해외관련 업무 담당자, 각급학

교 및 학원 어교사, 다국적기업, 무역회사, 항공사, 여행사, 통역&번역가,

해외유학및이민관련업체임직원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는과학기술의발전, 지식기반사회로의전이, 분권화및세계화경향

등 환경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문가적인 행정관리능력을 갖추고 해당 분야

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사회의 지도자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배양하고 행정 및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학습이이루어지도록교육과정을운 하고있다. 

●졸업후진로│공무원, 공기업, 언론계, 비 리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문예창작학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21세기문화사회가필요로하는인문학적상상력과언어를다루는능력을가

진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시·소설·희곡 등의 순수문학 창작은 물론이고

방송대본, 시나리오, 광고문안등 상매체가필요로하는실무교육을겸비하

여차세대문화인력을양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 졸업 후 진로│작가(시인,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만화·게임 스토리

작가, 신문사 기자, 짓기·논술 지도 강사, 출판사 편집 기자, 광고 카피

라이터등

문예창작학과
이사라교수 이화여자대학교문학박사

신기상교수 성균관대학교문학박사

박정규교수 한양대학교문학박사

김미도부교수 고려대학교문학박사

신연우부교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문학박사

최승호교수 서울대학교문학박사

어과
김진균교수 경희대학교문학박사

김대진부교수 Georgia Univ. 교육학박사

이희원부교수 Texas A&M Univ. 문학박사

강동호부교수 Indiana Univ. 문학박사

정혜진조교수 한양대학교문학박사

남기헌조교수 Tulsa Univ. 문학박사

Lawrence Hyde Univ. of South Dakota 문학석사

Janelle HamiltonGriffith Univ. 문학사

행정학과
김상묵교수 Michigan State Univ. 

정치학박사
김승현교수 Purdue Univ. 정치학박사
김재훈교수 Florida State Univ. 

행정학박사
남궁근교수 Univ. of Pittsburgh 행정학박사
윤홍근교수 서울대학교정치학박사
이혁주교수 Univ. of Pennsylvania 

도시및지역계획학박사
조현석교수 서울대학교정치학박사
하태권 교수 Univ. of Georgia 행정학박사
정익재부교수 State Univ. of New York 

행정학박사
김기환조교수 Indiana Univ.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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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학부
유선호교수 단국대학교문학박사

정 근교수 서울대학교철학박사

김치동교수 Kansas State Univ. 철학박사

김 돈교수 서울대학교문학박사

정이환교수 서울대학교문학박사

이정남교수 단국대학교이학박사

이봉재교수 서울대학교철학박사

백욱인부교수 서울대학교문학박사

양 균부교수 Florida State Univ. 이학박사

김경응조교수 Univ. Paris Dauphine 이학박사

박태호조교수 서울대학교박사

신윤호조교수 Iowa State Univ. 철학박사

김 순조교수 서울대학교정치학박사

김태수조교수 연세대학교이학박사

김세화조교수 Princeton Univ. 철학박사

김병수부교수 연세대학교이학박사

강신규조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이학박사

기초교육학부는인문사회과학분야의교양강좌들, 수학·물리강좌들을기획

하고 운 한다. 역사, 철학,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학 물리 등

공학도의기초적학문능력을배양하는데교육의초점을맞추고있다. 프레시맨

세미나, 튜터제, 수준별 분반제 등, 1학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모색하고있다.

기초교육학부 School of  Liber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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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Engineering

1989년에개원한산업대학원은 30개학과와 1개의산·학·연협동과정을개설하고있는특수대학원이다. 산학협동

으로산업사회에서필요로하는우수한연구인력양성과산업현장에종사하고있는사람에게는급변하는새로운이론

과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다. 탁월한두뇌와연구능력은있으나경제적, 시간적여유가없는우

수인재들을위해타대학원과는비교할수없는저렴한학비로보다높은연구능력을배양하고있다.

●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안전공학과, 정 기계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

스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구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매체공학과, 제어

계측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 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

과, 금속공예학과, e-BUSINESS 경 학과, 응용 어학과, 스포츠건강학과, 문예창작학과, 안경광학과

●산·학·연협동과정(건축·토목공학협동과정)

IT 디자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T Design

IT 디자인대학원은 IT 기반의차별화되고전문화된디자인대학원으로서장애인과노년층등의특수, 소외계층을포용

하는공용디자인개발은물론첨단시대의 상분야와함께다양한한국전통문화상품의개발을통한미래지향적디자

인의창출, 그리고문화생활의정점을기약하는새로운개념과방법을학문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이론을성립시킴

과동시에현장의실무에적용시킬수있는디자인분야의전문화된최고급디자인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 디자인학 석사: 일러스트미디어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문화상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디지

털컨텐츠디자인학과

GRADUATE SCHOOL
OF SNUT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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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Railroad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산업 및 문화의 창달에 필요한 세계 수준의 원천·기

반·핵심기술의연구개발능력을배양하고자국내유일의철도종합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서울산업대학교가산·학·연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개설한 대학원이다. 공동 연구개발, 문화·서비스·경 및 직무능

력의재교육지원등을통해철도산업종사자로하여금신기술습득과자기발

전의기반을제공하며철도분야의특화·전문화된고급인력을양성하고있다.  

●공학석·박사: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철도전기·신호공학과/철도건설공학과

●경 학석·박사: 철도경 정책학과

●디자인학석·박사: 철도문화디자인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최고전문가육성’이라는목표로개원한 IT정책전문대학원은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공별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를 연

계한 통합과정교육과 사례중심교육을 통하여 독자적인 연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정책 및 관리, 산업정보시스템, 방송 및 멀

티미디어관련분야를이끌어나갈석사및박사급전문연구자와최고관리자

를양성하는데교육목표를두고있다.

●공학석·박사: 산업정보시스템전공/방송통신정책전공/방송정보기술정책

학과(계약학과)

●정책학석·박사: 공공정책전공

에너지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에너지환경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와 환경관련 전문대학원으로

에너지생산및보급,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의효율적인활용, 그리고

관련정책개발등에너지·환경관련기술및에너지정책수립능력을갖춘

고급에너지·환경기술·정책인력을양성하고있다. 관련이론은물론현장

적응능력이있는실무중심형의고급에너지·환경기술인력을양성하기위

하여연구업적이탁월하고현장경험이풍부한우수한교수진을구성하고최

고의권위자를육성하여우리사회와국가의에너지문제를해결하는데이바

지하고있다. 

●공학석·박사: 신에너지공학과/자원환경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너지

안전공학과/나노아이티(NIT)공학과/가스공학과(계약학과)

●경제학석·박사: 에너지정책학과

주택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ousing

대한주택공사의주택건설기술에관한전문적인경험및기술력과산업사회에서필요한인재양성에기여해온서울산

업대학교의교육노하우를결합하여, 특화되고전문화된주택대학원을 2001년에 공동으로설립했다. 주택에관한이

론교육을 토대로 연구 참여교육, 현장교육을 거치는 입체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며, 주택사업 및

문화에관한분야별전문가를겸임교수로초빙하고, 실험실습및연구를위해시설및장비를공동으로활용함으로써

교육및연구환경을향상하 다.

●공학석사: 주택환경공학과/주택생산공학과/주택기획·디자인학과

●경 학석사: 주택경 학과

●행정학석사: 주택개발·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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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은국내외각종도서및학술연구에필요한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교직원과학생들의연구와면학에제공함으로써학문의전수와

연구개발에이바지하고있다. 도서관은 1910년 4월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

의 개교와 함께 업무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44만여권의 장서와 35,870

여종의 e-book, 865여종의 국내.외 연속간행물 및 학술지, 15,045점의 시

청각자료, 해외전자정보 중 15종의 전자저녈, 13종의 웹 DB, 2,535여종의

국내Web저널, 84종의국내웹DB등을보유하고있다.

2004년말에완공된중앙도서관은연면적 9,281㎡(2,807평)의 지상3층건

물로지상1층에는도서관사무실과세미나실, 서양서자료실, 정보처리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동양서자료실, 참고/연속간행물실, 3층에는 멀티

미디어실, 그룹스터디실, 일반열람실을마련하여학생들에게최적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정보처리센터정보사회의필수요소인전산인프라를이용한 IT정보기술에관

한 연구 및 교내 구성원의 정보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 정보화사업 추진과

학내의학사, 사무행정전산시스템의운 및관리를담당하고있다. 또한 급

변하는정보시대에대비하기위해정보시스템의고도화및미래지향적인전산

망 구축과 최신 컴퓨터의 도입, 시스템 개발, DB 구축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에는 대학경쟁력 강화 및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

사업의일환으로대학행정정보시스템(ERP)을도입하 다. 

공동실험실습관실험·실습시설및설비의효율적인운 관리를위해고가

첨단기자재 및 시설을 대학전체의 공동실험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실험실

습은물론교수의연구활동을지원함으로써실험실습설비및기자재의활용을

높이고고가기자재의중복투자를방지하여한정된교육예산의효용을높이고

있다.

어학원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각종

언어교육및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어학원은원어민강사 13명을채용하여

모든 어시간을원어로수업하여서울산업대학교졸업생이면누구나 어로

의사소통이가능하도록실용 어교육을실시한다. 또한각종 어능력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TOEIC 및 TOEFL을 비정규 과정으로 운 하여 산업대 재학

생들의사교육비절감및국제화에노력하고있다.

생활관(기숙사) 불암학사 및 KB생활관은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

공학고규율과질서있는공동생활로인격도야에많은기여를하고있으며, 현

재 남학생 251명과 여학생 169명으로 총 420명이 수용되어 있고, 외국인교

수22명이생활하는Guest Room을운 하고있다.

향후 2008년 12월말경 완공되는 제3생활관은 1,21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우수학생을선발하여보다많은학생들에게편의를제공하게될것이다.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
에어려움을겪고있는예비창업자혹은창업후 1년이내의신규창업자를일

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제공 및 경 ,

정보, 마케팅, 기술지도등창업의성공률을높이고있다.

신문방송사 서울산업대학교 신문사는 1963년 11월 25일, 본교의 전신인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시절‘경기공전신문’의 창간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교내 제일의 언론기관이며, 교육방송국은 1985년 3월 불암교육방송반

(BBS)으로 발족, 1987년 정식 개국했다. 신문방송사는 학내외 뉴스, 학사,

학교행사, 학생과교수의논문을게재하고보다폭넓은교양, 건전한오락, 방

송문화행사를통해올바른가치관및학문연구에기여한다.

평생교육원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제공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
기성장의활로를교육을통하여찾고자하는성인들의삶을인격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최대한 신장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평생교육

진흥에기여한다.

국제교류실 우리대학학생이선진해외대학에서수학할수있도록지도하여
전문지식 및 언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대학과의 다양한 교환학생

및 인턴십 제도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해외 유명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대학의 국제적 위상 제

고와 학생 및 교수의 해외 학술교류 지원의 장을 넓혀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공학교육센터 21세기의 지식 및 기술주도사회에서는 공고한 공학교육기반

확립이필수적이므로서울산업대학교의공학및관련교육을위한교육프로그

램기준과지침을제시하고이를통해인증및자문을시행함으로써공학교육

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양

성하여산업계에배출함으로써국가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홍보실 우리대학의 홍보컨셉 개발, 대내·외 이미지 홍보 및 입시 홍보 등

각종 홍보업무와 소식지, 홍보책자, 홍보동 상 등을 제작하며, 홍보위원회

운 , 홍보대사를관리운 하고있다.

교수학습 개발센터 교수(teaching) 및 학습(Learning)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와 효율적인 교육방법 개선안을 통해 보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교육환

경을조성하며, e-Learning을통해언제어디서나원하는교육서비스를제공

받는기회를확대하고, 평생교육의취지를살려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 2010년개교100주년을맞아다양한행사개최

및기념관건립등을통하여서울산업대학교의위상을높이고, 새로운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며, 동문간 결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

용으로는각종편찬사업, 학술대회개최, 기금모금사업등이있다.

서 울 산 업 대 학 교 부 속 기 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캠퍼스 내에 마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서울산업대학교만의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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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단 학내 환경보호 및 청결과 관련된 제반사

항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2일 부속기구로 신설되어, 교내

환경보호와 청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업무 추진,

‘환경보호온라인신고센터’운 , ‘좋은 환경만들기위원회’운 등

으로 전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타 서울T·P사업등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전반적인추진을총괄담당한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2003년 9월 23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산·학·연협

력활성화를통한대학의경쟁력확대, 지식기반사회로의변화추세에적

극 대응하고, 대학을 중심으로한 산학협력의 역할과 그 범주를 확대하

는데그설립목적이있다.

서울산업대학교발전기금 1994년 4월 4일 재단법인 서울산업대

학교학술문화연구재단으로설립되어2004년7월31일재단법인서울

산업대학교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의

지속적인발전에필요한재원조성을위하여대학의구성원이나동문,

학부모, 외부인의기부에의하여출연받은현금등동산, 부동산, 실험

실습기자재, 도서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말한다.

학생군사교육단 풍부한혜택들로가득한ROTC 제도는미래를적극

적으로개척하려는젊은대학생들에게주어지는특별한기회라할수있

다. 복무기간동안장교의신분으로전공분야의실무를축적하게된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모든구성원의건강하고편안한삶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건강상담, 질병예방, 응급처치, 진료의뢰및남·여

안정실운 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취업정보실 취업정보실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생 진로상담 및 교내외의 취업,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강좌의 운 , 취업관련 특강행사,

각종자료집 발간, 교육 자료의 e-mail 발송, 기업체 순방활동 지원,

각종취업관련상담등학생들의진로와취업에관련된업무를실시하고

있다.

부설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Institute for Product Innovation)

안전과학연구소(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정 기계기술연구소(Institute of Precision Machinery Technology)

건설기술연구소(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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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산 업 대 학 교 연 구 소 재 단 및 기 타



NATURAL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첨단기술을품고있는자연주의캠퍼스

도시의답답함속에갇힌채사고하지않습니다.

꿈을꾸고실현할수있는최적의자연주의캠퍼스.

자연과더불어호흡하며

첨단기술의발전속도에발맞추어나갑니다.

빠른속도로진행되는사회변화를직접보고느끼고소통하며

기회를확장하고새로운에너지를창조합니다.

언제어디서나미래와닿아있는가능성-

첨단정보화기술과푸른자연이어우러진숲에서자라나

열매를맺게될것입니다. 

NATURAL CAMPUS

NATURAL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조직도및통계

Campus map

위치도및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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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본부

2. 다산관

3. 창학관

4. 제2창업보육센터

5. 혜성관

6. 청운관

7. 서울테크노파크(스마트하우스)

8. 창조관

9. 교수회관

10. 파워플랜트

11. 붕어방(연못)

12. 어의천

13. 정문

14. 도예관

31. 창업보육센터

32. 프론티어관(예정)

33. 하이테크관

34. 중앙도서관

35. 중앙도서관별관/대학원/NIT연합대학

36. 수연관

37. 학생회관

38. 어학원

39. 다빈치관

40. 어의관

41. 불암학사(제1생활관)

42. 제2생활관

43. 제3생활관

44. 협동문

51. 100주년기념관(문화회관)(예정)

52. 제2학생회관

53. 공간사랑채

54. 아름관

55. 체육관

56. 대륙관

57. 무궁관

58. 제2파워플랜트

59. 학군단/교육기자재관리소

60. 미래관

61. 창의문

62. 제2어학원/평생교육원

63. 종합운동장

64. 남문

지하철안내

7호선공릉역1번출구600m 도보10분

스쿨버스이용안내

학기중: 첫차 - 오전8시30분(공릉역1번출구)  막차 - 오후9시(학교출발)

방학중: 첫차 - 오전8시30분(공릉역1번출구, 5분간격)  

막차 - 오후7시(학교출발, 평일) *계절학기기간만운행

※운행중단: 오후2시30분부터오후4시30분까지(문의02-970-6086) 

학교경유시내버스(마을버스포함) 안내

초록버스1134번, 1135번, 1141번, 1147번, 1221번, 1224번, 1227번

마을버스03번

인천국제공항~ 서울산업대학교

승용차 인천국제공항 - 중구연안동 - 신불IC - 내부순환로 - 북부간선도로 -

동부간선로- 화랑로- 태릉입구역- 서울산업대학교

대중교통 인천국제공항에서노원성북행공항버스이용, 태릉입구역에서하

차7호선지하철을이용하여공릉역하차, 공릉역1번출구로나와서울산업대

학교셔틀버스이용학교내부까지진입

MAP서울산업대학교캠퍼스지도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CAMPUS MAP





w w w . s n u t . a c . k r
139-743 서울시노원구공릉길138 (공릉2동172번지)
TEL. 970_6114, 7114  FAX. 970_6088 
홍보실 : TEL. 970_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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