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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훈

비 전

대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성실·창의·협동

실용과학과응용학문의교육중심대학

미래사회를선도하는

전문지식과인성을겸비한인재의양성

국가발전에기여하는과학및예술중심대학

지식기반사회를선도하는열린교육

수요자중심의특성화된실용교육

성실하고창의적인지식인육성

과학기술을선도하는전문인육성

협동과조화를중시하는실용인육성

세계를향한글로벌리더육성

THE GREAT CRE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01

큰생각 _

큰사람 _

큰창조 _

HISTORY OF SEOULTECH

1910 ~ 1979
1910. 4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개교

1944. 3 경성공립공업학교로개편

1953. 5 경기공업고등학교로개칭

1963. 3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로개편

1979. 3 경기공업전문대학으로개편

1980 ~ 2000
1982. 3 경기공업개방대학 4년제승격개편

1988. 3 서울산업대학으로교명변경

1989. 3 산업대학원개원

1993. 3 서울산업대학교종합대학체제개편

2000. 3 철도기술대학원개원

2001 ~ 2007
2001. 3 주택대학원개원

2002. 3 IT디자인대학원개원

2003. 3 IT정책전문대학원개원

2003. 9 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개원

2003. 9 산학협력단설립

2004. 12 서울테크노파크법인설립

2007. 11 NID 융합기술대학원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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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속에 차이를 만드는 대학, 

시작부터 앞서가는 대학,

서울산업대학교 다양한환경속에SeoulTech만의교육환경으로

인재의차이를만들어내겠습니다.

시작부터앞서가는SeoulTech형인재를양성하여

가능성의또다른힘을보여드리겠습니다.

IT'S DIFFERENT FROM THE BEGIN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PRESIDENT MESSAGE

THE GREAT CREATION
국 립 서 울 산 업 대 학 교

서울산업대학교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대학입니다. 서울 소재의 국립대학이라는

태생적장점외에도이미공대를중심으로특성화된대학의위상을확고히갖고있습니다. 

조형대학은전국최상위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우리대학은취업률면에서

도최고의자리에올랐고, 2007 대학종합평가에서최우수대학으로평가받은바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의 질 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공학인증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최초로 11개 대학이 연합

한 NITU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UNN과정은 전 강좌

를 영어로 진행하며 양 대학의 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16개국 38개 외국대

학과학술교류의활발한네트워크를구축해놓았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는 긴밀하고 실제적인 산학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지역 유일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서 500여개에 이르는 기업과 산학협력

을체결하고있으며, 나노 IT를 위시하여마이크로테크놀로지개발을선도하는서울테크노폴

리스사업을주도하고있습니다.

2010년에 서울산업대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을 전후해서 우리 대

학은개교이래가장엄청난변화와혁신을겪게될것입니다. 무엇보다도일반대학으로의전

환과더불어교명이바뀌게됩니다. 이는 단순히대학의체재와이름이바뀌는것만을의미하

지 않습니다. 서울산업대학교는 이제 서울 소재의 국립대학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대학으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충

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100년 전통의 날개를 달고 무한한 창공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

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함께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산업대학교의 다음 100년은 한국을

넘어세계로나아가는것입니다.  

국립서울산업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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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NOVATION SEOULTECH

Change&Success
변화는성공의밑거름이다

우린SeoulTech라는변화를통해성공이란큰결과를갖게될것이다.

•1st SeoulTech     •Global Convergence     •Technology Hub     •Special Program     •학생을위한 SeoulTech



14••13

SeoulTech ‘2007 대학종합평가‘최우수대학’선정!

한국대학교육협회가대학경영과재정, 발전전략과비전, 교육 및사회봉사, 연구 및산학연협동, 학생 및교수·직

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6개 영역에 걸쳐 수많은 요소를 검토하여 발표한‘2007 대학종합평가’에서 서울산

업대학교가‘최우수대학’으로선정되었다.

이것은 서울지역의 유일한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 서울테크노파크 건설과 대학 연구실적 증가, 교육 시설 확충,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실행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

한 결과였다. 또한 2007년(졸업생 3,000명 이상 대학) 정규직 취업률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등 대외적으로 명실

상부한최우수대학임을널리인정받았다.

‘최우수 대학’선정은 서울산업대학교 졸업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대학의 발전과

세계화에기여할것이다.

1st Seou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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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매년약 80%, 최고의취업률 SeoulTech 

서울산업대학교는 실용 응용 교육시스템과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수요에 발맞춘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매년 80%

에 가까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4년제 대학의 전체 취업률

및정규직취업률 최고의위치에올랐다.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지정, 공학교육의핵심 SeoulTech! 

서울산업대학교는지식경제부에서추진하는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에서전국 50여개 공학교육혁신대학중거점

센터대학으로지정되어 2007년부터 5년간에걸쳐정부로부터 20억원의 지원을받아기업이요구하는인력양성

및참여대학의혁신사업을지원하는등공학교육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 2005~2008년도취업률비교

65.0%
76.2%

68.2%
79.6%

68.0%
80.6%

68.9%
80.2%

2005 2006 2007 2008
전국 4년제대학평균

서울산업대학교

By energy of breakthrough and achievement,
To be better than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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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University, SeoulTech!

글로벌시대를맞아교육과연구부문에서국제적교류는필수이다.

서울산업대학교는세계 16개국 38개 대학과학술교류협정을맺고교수와학생을교환파견하고있다.

Glob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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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ech의 1 + 1 복수학위제도

서울산업대학교는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외국 유수대학과 다양한 복수학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영국 UNN 과정 _ 서울산업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영국 과학기술의 명문인 노섬브리아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UNN 복수학위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 프로그램은본교에서 1년간의교양과정과 3년간의 UNN 인증학사과정을

수료한 후, 공인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 시 이 두 대학의 학사학위를 동시에 수여 받는 것이다. 학부 전공과

목전체를영어로수업하는국내유일의프로그램으로영국 QAA의 2006평가에서우수판정을받은바있다. 또

한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및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여 공학적 기술과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적 수준의 현장

에서실습을경험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핀란드 EVTEK 공과대학 복수학위 과정 _ 핀란드의 IT 명문대학 EVTEK과의 2+2 학위제도. IT 관련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해당학과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선발을 거쳐 핀란드 EVTEK 공과대학에서 3~4학년 과정

을 이수하면 두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과로는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매

체공학과등이며 EVTEK 공과대학에서수학하는동안에는본교에만등록금을납부하면된다.

호주 UniSA 공동 복수학위과정 _서울산업대학교기계공학과와호주 University of Australia(UniSA) 생산기계

공학부가 협약에 의해 운영하는 공동 학위과정으로 우수 학생들에게 최단기간에 최소의 경비로 유학이 이뤄지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계공학과 입학생 중 선발된 학생(정원 15명)은 본교에서 5학기를 이수하고 UniSA

에서 5학기를이수하면서울산업대학교와 UniSA, 두 학교의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다.

유학경비 50%지원! 해외장학프로그램우수학생해외파견교육

2007년부터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21세기 국제화 교육(서울테크 21 해외장학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전체 경비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해당 외국대학에

서전공교육과정을 1학기이상이수한다.

주요파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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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Albany

일 본 : Gifu University,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

대 만 : Kainan University

핀란드 : EVTE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체 코 :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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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지원으로더강해지는산학협력최우수대학

산학협력 최우수대학 _ 2004년 정부로부터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서울산업대

학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19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아 교육체제 개편, 교육 및 연구 환경

구축 등 각종 산학협력 역량 제고를 꾀하고 있다. 서울산업대학교는 2007년 현재 500여개 국내 기업 및 일본의

샤프등해외 15개 기업과산학협력을실시하고있으며현장실습, 현장방문교육, 겸임교수제운영등기업과대학

을연계한교육이강화되어있다. 이와 함께 90개 기업과 200여개의연구용역이체결되어있으며, 전국 1,000여

개 기업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어 기업의 애로를 가장 선두에서 해결하고 있는 대학으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창업보육센터, 산학협의회운영등활발한산학협동사업을전개하고있다.

Technolog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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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polis

미래형 산업기술 혁신 클러스터, 서울테크노폴리스 _ 서울산업대학교는 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 등과 연합하여

서울산업대학교 부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 약 5만 6,000평에 5,0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형 산업기

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서울테크노폴리스로 명명). 서울산업대학교는 이 서울테크노폴리스를 산업인력

양성, 연구개발등다양한산학밀착형사업을주도하는산학협력의허브로키워나갈계획이다. 특히 서울시소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협력하여 나노, IT, 나노소재, 바이오 및 원자력의 의료산업 등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

하고, 이에 필요한인력을양성하는일을담당하게된다. NIT 연합대학프로그램도이사업을통해운영되고있다.

NITU

NIT 연합대학 _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소재 11개 대학, 기업,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NIT 연합대학

은국내최초의 NT와 IT가 융합된 특성화프로그램이다. 서울시 소재대학과학과간의벽을넘어이들대학의학

생을 한 곳에 모아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를 통하여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른

Micro System Packaging(MSP)기술의 산업화를 선도하고 나노기술과 정보기술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하고 있다. 팀 티칭제, PBL 수업방식, 교수 및 전문가에 의한 공동학습 등의 특별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이 진행

되며, 해외 유명대학에의위탁교육등특전도부여된다.

참 여 기 업 삼성전자, 삼성SDS, LG-Philips LCD,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신성이엔지, (주)DMS,

ABC상사, (주)구일엔지니어링, 케이-이엔지(주), (주)제우 등

참 여 대 학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성대학교

연 구 소 KIST,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외국대학연구소 조지아텍 PRC 한국연구소(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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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경영이만나최고의시너지를만들어내다.

미래사회의진정한리더를양성하는 Technopreneurship

서울산업대학교는 공학계열 학생들이 경영마인드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국제감각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테크노프레너십 학·석사 연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사과정 졸업자는 공학사

학위를 수여 받은 후,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로써 공학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겸비하여 첨단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를 만들고 있다.

또한전체과목중 30% 이상을영어강의로진행하고 1학년여름학기는외국대학에서어학연수를받아글로벌인

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산업대에서 석사 1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영국 혹은 미국 대학에

서공부하여해당대학의경영학석사학위를취득할수있도록확대, 추진 중이다.

차세대리더장학생노력과실천이겸비된인재라면

SeoulTech가 아낌없이지원한다.

차세대 지도자 장학생 특별전형 _ 서울산업대학교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남다르고 높은 미래가치를 창출

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차세대 지도자 장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은

4년간 등록금전액 장학금 지급과 생활관 무료 제공,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아 보다 좋은 장학 여

건에서전공학습에매진하며, 개인의 능력과가능성을개발할수있다. 차세대 지도자장학생특별전형은대한민

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학생을 발굴하여, 과학기술 및 사회ㆍ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서울산업대학교의 역량을

더욱강화시킬것이다.

SeoulTech가 양성하고 SeoulTech에서 그꿈을실현시킨다.

모교교수양성프로그램

미래교수요원 선발 _ 장차 서울산업대학교를 이끌어갈 모교 출신의 교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미

래교수요원으로 입학하면 법원의 공증 절차를 통해 우리대학의 교수가 될 것을 보장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매

년약 5명의우수한인재를선발하고있다.

미래교수요원에게 주어지는 특전 _ 학사·석사·박사과정의 등록금 전액과 생활보조금 지급, 석사·박사과정은

외국대학으로유학지원, 전담 지도교수를지정해학업과진로를상담, 학부과정 4년간기숙사무료제공

국립서울산업대학교는미래교수요원선발제도,

Technopreneurship, 차세대지도자장학생특별전형등과같이

타대학교와는차별화된입시제도를운영하고있다.

Speci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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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가까운재학생이장학금수혜자

SeoulTech의 장학제도 _ 서울산업대학교는교내 11개, 교외 31개의 총 42개 종류의장학금을개발, 운영하고있

다. 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장학금액은 학생 등록금 대비 14%로 전국 최상위

권에속한다.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공로장학금, 미래장학금, 근로장학금, 외국인장학금등 11개

교외 경기도지사, 공군교육사령부, 서울산업대학교발전기금, 재단법인삼송장학회, 재단법인선암장학재단,

재단법인성남장학회, 재단법인승희장학문화재단, 재단법인신라문화장학재단, 재단법인영풍문화재단,

재단법인우덕재단, 재단법인지도자육성재단, 재단법인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단법인형애장학회,

한국과학재단,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해군본부, (주)KT 등 31개

사람과자연그리고공학이함께하는최적의교육환경

자연과 함께하는 캠퍼스 _ 서울시 노원구 불암산 기슭 약 16만평 규모의 자연녹지 위에 구성된 서울산업대학교.

연못, 나무숲, 잔디 등이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교육과 휴식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공원형 캠퍼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속의 생활관은 제1생활관과 제2생활관을 운영 중이며, 각각 200여 명과

2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08년 완공된 제3생활관은 1,2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체학생의 12% 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권의 규모이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

고각종편의시설을확충하여기존의기숙사와는다른신개념의기숙시설을자랑한다.

SeoulTech

등록금의부담은덜고향학의열정은높이고!

합리적인 등록금제도 운영 _ 서울산업대학교에서는 입학 전에 등록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졸업할 때까지 그 금액

에 매년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가하여 부과하는‘등록금예고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대학 재학중의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은거의동결된다고 할수있다. 또한, 등록금의 결정은대부분

의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수 학점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신

청학점수에따라학점당금액을누계해납부하는선진화된‘학점당등록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학원안내 •부속기관안내 •연구소재단및기타 •조직도 •캠퍼스안내

•공과대학 •자연생명과학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기초교육학부

NEW CODE OF YOUTH, SEOULTECH Challenge&Youth
세상을바꿀수있는용기는도전에서시작된다.

도전하는젊음이있는아름다운세상, 서울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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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미래의과학기술및지식기반사회를선도할유능한인재배출을교육목적으로하고있다.

창의적인사고력과문제해결능력, 전공지식응용능력과종합적설계능력,

정보지식습득능력과국제사회에대한적응능력을갖춘공학도를양성하기위해실무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는공과대학은

현재18학과(부), 9,000여명으로구성되어있는공학교육의전당이다.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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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이론과 경험을 종합한 현장 적응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완성된 교육

모델을구축하고있으며, 뛰어난연구기반과밀접한산학협력체제를바탕으

로 지능로봇, 지능 메카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자동화 기계 분야의 우수 졸업

생을배출하고있다. 또한 이를바탕으로높은취업률을거두고있다.

[졸업 후진로]

기계·조선·재료·전기전자·화학·섬유·식품공업 등 제조업체의 기계설

계, 자동화 엔지니어, 시스템엔지니어, 메카트로닉스 분야, 국가 및 기업체 연

구소의 기계설계분야, CAD/CAM·Mechatronics 분야 연구원, 대학원 진학

등 학술분야, 국가기관·기업체의 기술행정 분야, 자동화 센서 및 계측장비

관련업체

기계공학과 _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산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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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계, 건설기계 등은 대표적인 기계산업이다. 최근의 기계공학은 컴퓨터,

지식정보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과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분야

를창출함으로써첨단과학시대를선도해가고있다. 

[졸업 후진로]

자동차·조선·항공, 자동화·정밀계측, 기계설비·건축설비, 바이오나노 기

계기술, 에너지 이용및관리, 기계공학관련생산, 설계, 연구, 대체에너지

안전공학과 _  
안전공학은 일상 산업 활동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어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제어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모든 활동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안전공학과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기초로 타 공학 분야와 안전공학, 인간과 기계, 사고의 발

생원리, 인간행동의특성및안전관리등을학습시켜생명과재산을위험으로

부터보호할수있는안전전문가를양성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노동부·소방방재청 등의 안전 및 소방 관련 공무원, 국영기업체 및 국가 공

공기관의안전정책및기술담당, 국가 연구기관및각기업연구소안전관련

연구원, 제조업 및 안전관리자, 안전관련 용역기관의 안전진단 및 지도 담당

자, 보호구, 방호장치및가설기자재등의자영사업등

금형설계학과 _  
금형설계학과는 금형설계, 기구설계, 제품디자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

밀금형기술, 자동차기업, IT 제품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수있으며그의특성화를인정받고있다. 일본과 미국등지의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해외현장실습, 해외취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Capstone Design 사업 참여와 함께, 학생들의 졸업 작품은 매년 국제 전시

회에 출품되며, 한일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금형산업

의선두로나서고있다.

[졸업 후진로]

정밀금형 설계 제작 및 부품 제조분야, 제품설계 및 기구설계분야, 반도체 관

련분야, 자동차 및항공기공업분야, 전기·전자제품및부품설계·제조분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_  
산업정보시스템공학은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용, 관리 등을 학습, 연구하여 산업시스템과 경영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

성 부분들을 계획, 설계,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즉 시스템

의 설계와 설치 및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시스템 조정자

를배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생산·품질관리 분야, E-Business와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분야,금융 분야, 제품설계분야, 정부 및공공기관등

신소재공학과 _  
신소재공학은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근간이 되는 공학 분야로, 물질의

구조와특성을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새로운재료를개발, 응용하는데필요

한 학문이다. 기반적인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의 이해, 고유 기능성, 제

품으로의 응용 및 평가와 함께 NT·BT·ET ·IT 등 소재의 미세구조 해석,

제조, 공정 등을 다루는 21세기 핵심 학문분야이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첨단

고급 학문의 이해와 선진 기술 습득 및 개발 등을 수행하는 고급 전문 인력

의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기초소재 관련 연구소, 소재가공분야의 전문기업 및 반도체·원자력·종합제

철소·항공기·자동차·선박·전자·비파괴 업체, 국공립연구소 및 기술직공

무원

건설공학부 ( 토 목공학 ) _  
토목공학은 사회기반 시설물의 계획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이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국토를보전개수개발하여우리에게유용하고편리하게사용

하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류발전에 초석이 되는 기초적이며 종합적인 학

문으로 이론과 응용분야를 가르치며, 충실한 실험실습을 통해 급변하는 21세

기의토목공학을담당할수있는전문기술인력을양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설계 감리 공사시공을 담당하는 국내.외 건설업체 및 컨설팅회사, 각종 구조

물에대한안전진단및점검분야등

건설공학부 ( 구 조공학 ) _  
구조공학은 토목과 건축구조를 특성화한 학과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량, 도

로, 공항, 항만 그리고 건축구조물 등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구조적 문제들을

교육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의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평가, 감리 등을 효율

적으로수행하는전문구조기술자를육성한다. 

[졸업후진로]

설계 감리 공사시공을 담당하는 국내.외 건설업체 및 컨설팅회사, 각종 구조

물에대한안전진단및점검분야등

자동차공학과 _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 디자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으로 그 기술수준이 나라의 기술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고용 창출 및 기술 파급 효과가 여타 산업과 비교해 매우 크다. 자동

차공학과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무가

잘 조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육성배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자동차관련 연구소, 차량 검사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보험회사, 교통안전진흥공단

공 과 대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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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 건 축공학 ) _
건축공학은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실용학문으로서 공간구축

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기술적인 분야이다. 건축분야의 공학적인 전문지식

을교육하며, 건축디자인의기본지식을 습득하게하여이론과실제를겸비한

건축인을배양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건축시공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관련공무원등

건축학부 ( 건 축학 ) _
건축학은 2002년 국내 최초의 건축설계학과 설치를 분기점으로 국제화에 대

비한 5년제건축설계교육과정을지속적으로계발시켜온프로그램으로건축디

자인(설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1세기 국제

경쟁력을지닌글로벌리더로서의건축가양성에주력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전문설계(구조,설비,인테리어등) 업체 등

전기공학과 _  
전기공학과는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전기의 발생, 변환, 이용 등에 관한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이다. 현재 전기공학은 전통적인 전력기술 분

야를 넘어서서 새로운 전기응용기술 및 IT기반 기술로 그 학문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 추이에 맞추어 전기공학과는 전통적인

전기공학분야에 대한 강화된 교육체계 구축과 아울러, 새로운 전기공학 기술

분야에대한적극적인교육영역확대를위하여끊임없는발전을모색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기술직 공무원, 한국전력,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등의 공기업, 연구소, 전기관

련대기업및중견기업

전자정보공학과 _  
전자정보공학과는 IT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컴퓨터 및 회로설

계,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제어공학 등 기초전공부터 세부전공에 이르기까

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분야별 균형있는 이론과 실습

교육, 세부 전공의 실습과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과정, 엄격한

지도하의 졸업작품 제작 그리고 연구실 및 실험실 활성화 등을 통해 전자정

보공학과는 전문 지식의 습득과 함께 공학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춘 실용적

인전문인양성을목표로한다.

[졸업 후진로]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의 공기업, 기술직공무원, 삼성·LG 등의 대기업, 벤처

기업, 중소기업, 대학원 등

매체공학과 _  
매체공학과는 21세기 고도영상정보화 사회에서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분야에

원동력이 될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매체공학과는 철저한 이론

을바탕으로다양한실험, 실습을 통하여현장에바로적응할수있는방송전

문 기술인을 양성하여국가발전에기여하고봉사할수있는연구및기술인을

양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지상파방송국(MBC, SBS, KBS, EBS), CATV 방송계(CJ홈쇼핑, GS홈쇼핑,

YTN 등), 공공기관(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전자정보통신

관련회사, 멀티미디어 기획 제작사, 방송시스템SI업체(삼성SDS, LG CNS,

CJ SYSTEM 등)

제어계측공학과 _  
제어계측공학과는 첨단 IT 사회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제어응용, Embedded

시스템, 지능형 로봇 시스템, Smart Home 시스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창

의적인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어계측공학과는 각종 첨단 실험

기자재를 갖춘 멀티미디어실, 제어계측표준 실험실, 산업전자응용 실험실, 마

이크로프로세서 실습실, 자동화 실험실, 제어시스템 설계실, 컴퓨터제어응용

실험실, 로봇제어 실험실, 디지털 실험실, 자동제어 실험실 등에서 실험을 바

탕으로한이론과실기교육을병행하여우수한전문인력을배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부품·생산자동화 엔지니어링·센서 및 계측·

Mechatronics 분야의 제조업체, 임베디드 시스템·통신 및 계측·정보가공

및 유통·미래 에너지 기술 등과 관련된 첨단 IT 분야, 한국도시철도공사·한

국전력 등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분야, 대학원 진학, 정부 및 대기업의 연구

소, 첨단 벤처기업연구소

화학공학과 _  
화학공학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인간의 문화 생활 영위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

는 화학, 물리 및 생물 공정의 개발, 설계, 운전 및 관리 운영을 연구하는 학

문이다. 의약품, 식품, 합성수지 등을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길을 마련함으로

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원천이 된 화학공학은 기술의 융합을 통하

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나노기술, 생명기술, 정보기술, 에너지/환경

기술과 이들의 융합기술을 통하여 미래의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미래의기술을실제생활에구현할수있는길을열어

줄것이다. 

[졸업후진로]

화학공학 관련 기업, 정유회사·화학회사, 엔지니어링전자재료, 생명·제약,

정부기관, 기술영업및사무관리

환경공학과 _  
21세기 첨단 학문 중 하나인 환경공학분야는 종합 학문으로서 화학, 생물, 토

목 등의 기초학문과 함께 폐수,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처리 등의 응용학문

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공학과는 실무 중심형의 고급 인

재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학교에서의

연구를 접목시키는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과 학교가 하나로 연계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밝혀내는 물질세계의 신비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생활을창조해낸다. 

[졸업후진로]

수질·대기·폐기물·소음 진동·산업위생 등의 분야로 진출, 환경 산업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 국영 기업체, 공무원, 환경오염 방지 시설 업체, 일

반 산업체, 연구소등

공 과 대 학 *

*

컴퓨터공학과 _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및 정보네트워크공학 분야의 유

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

는 학과이다. 컴퓨터공학과는 미래 지향적이고 국제화시대를 선도적으로 이

끌어갈 컴퓨터 관련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와 컴퓨터 시스템 및

S/W개발, 운용, 유지관리 등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

을담당할능력을갖춘미래형고급인력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정보통신 등 S/W 및 H/W업체, 외국 컴퓨터관련 전문기업, 은행 및 금융권

정보실, 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제작, 사이버 교육, 방송 및 콘텐츠 업

체, 연구소, 학교, 보안, 통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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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과학은자연과생명에관하여아는것만으로끝나지않으며, 

연구활동에서얻어진실용적인과학지식을바탕으로산업적인응용까지추구하고있다.

자연생명과학대학은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자연과학및생명과학분야에서탐구적이면서도실용성있고

국가와사회에유용한응용과학을가르치고연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자연생명과학대학은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스포츠건강학과, 안경광학과등4개의학과로구성되어있다.

자연생명과학대학 *

*

식품공학과 _
생명공학 및 식품공학의 모든 전공영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복합교육

의 장으로 설립된 식품공학과는 식품전반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과 그 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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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는우수한식품전문인력의양성을목적으로, 산업체에서요구하는수

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서 현장적응력을 갖추고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

에대처능력을갖춘경쟁력있는인재를양성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식품전문가로 육성하여 식품회사 취업, 식품관련 공무원(식약청, 보건환경연

구원, 보건직 등), 대학원 진학(국내유수의 대학 및 유학을 통하여 식품전문

연구가로성장), 새로운아이템을이용하여창업, 글로벌시대에맞는해외취업

정밀화학과 _
정밀화학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다. 정밀화학과는 IT·NT·BT·ET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필요한 경쟁력 있

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이 분야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과로, 기초 이론 및 응용된 실험실습을 통하여 현장적응력 및 전문 리더십

을갖춘인력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졸업 후진로]

IT·NT·BT·ET 등의 기능성 신소재 분야, 정밀화학공업분야, 제약회사, 생

리활성소재, 식·음료회사

스포츠건강학과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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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기위하여집중적이고실제적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스포츠 산업경영, 스포츠 센터운영, 유아체육지도자, 스포츠기자, 스포츠평론

가, 스포츠마케터

안경광학과 _
안경광학과는 국내 최초의 4년제 안경광학과로서 실무적인 전공심화 교육과

정 및 다양한 기초학문과 교양학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전공심화 교육

과정을통한전공지식습득및이해는물론, 전공자의문제해결능력향상에

역점을 둔 수업이 진행되고 외국어 및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여 능동적인 전

문인으로서산업현장에적응, 대처할수있는안보건의료인을육성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안경원, 안과병원, 콘택트렌즈관련회사, 광학기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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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디자이너및조형예술인력을지속적으로배출하여우리나라산업전반에크게기여해온전통성과

미래지향성을갖춘대학이다. 이러한고급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조형대학은

국제교류와산학연계교육프로그램등을근간으로하는다양한교육특성화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또한1교수1조교제, 통합행정실운영, 실험실습실공유화,

공통교과목및영어강의교과목개설등을통하여학생교육및교수연구지원강화에힘쓰고있다.

조형대학 *

*

공업디자인학과 _
공업디자인학과는 고도의 창의성, 지성 그리고 감성을 바탕으로 목적 지향적,

체계적그리고창조적으로생활문화창출을추구한다. 인간생활의질을향상

시키기 위한 굿 디자인의 계획적인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디자인에

관련된과학·기술, 예술 그리고사회·문화등의전문적지식과기술에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문제해결력, 감성이 풍부한 조형력,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에의 창의력을 지닌 유능한 공업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

고있다.

[졸업 후진로]

제품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 환경디자이너, 인페이스디자이

너등

시각디자인학과 _
시각디자인학과는 오늘날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정보매체의 발달에 적응하는

풍부한 감성과 이지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미래지향적인 학과이다. 다양하

고 폭넓은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기술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최선의 교육을

다하고 있으며 종합적 감성에 호소하는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리더의 시각디

자인전문분야의디자이너를양성함을목표로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영상 및 웹디자이너, 디지털컨텐츠 개발 및 기획, C.I 및 광고디자이너, 패키

지 디자이너, 전시기획 및 환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및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컨설턴트등다양한분야

도자문화디자인학과 _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며, 그 중에서도 도자문화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

어 현재까지 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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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위해 심화된 이론과 창의적인 조형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 습득하게 함

으로써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도자문화의 창출을 위한 지도적 인력 양성에 목

적을두고있다.

[졸업후진로]

요업체의 디자인실, 컴퓨터 디자인 관련업체, 아트숍 및 개인 스튜디오 운영,

건축 내·외장인테리어분야, 미술교육및응용분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_
금속공예디자인학과는 21세기 장신구디자인을선도하는전문적장신구디자이

너와 예술을 생활공간에 표현하는 창의적인 금속조형디자이너의 육성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금속디자인 전반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디자이너를 양성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금속공예디자

인전반의산업발달에이바지하고자한다.  

[졸업후진로]

장신구디자이너, 캐드디자이너, 금속조형디자이너, 금속제품디자이너, 쥬얼리

MD, 인테리어 소품, 디스플레이, 조명·가구 업종, 보석감정사, 감정원, 공예

교육자, 큐레이터, 금속공예가등

조형예술학과 _
조형예술학과는 작가 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실기의 연마를 통해,

미래의 미술 전문가들에게 주어질 요구와 도전을 예감하고 그것에 부응할 창

의적 능력을 개발한다. 회화, 조각, 판화 등의 전통적 매체와 비디오, 애니메

이션, 사진 등 현대과학기술이 제공한 첨단 매체를 아울러 습득하고, 미술 이

론을 통해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는 전천후,

전방위적감각을지닌우수한예술가와미술전문가를배출하고자하는데있다.  

[졸업후진로]

현대미술작가, 공공미술분야, 미술이론분야, 미술기획, 미술경영분야, 광고홍

보및출판분야



기초교육학부 _  
기초교육학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강좌들, 수학·

물리 강좌들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역사, 철학, 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학 물리 등 공학도의 기초적 학문

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레시맨

세미나, 튜터제, 수준별 분반제 등, 1학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들을모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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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대학은지적종합능력을키워주는인문·사회과학분야의학문을교육하여

우리사회를선도할인적자원을공급하고있으며순수학문의교육뿐만아니라

그학문의응용과실용화교육에도힘을쏟고있다.

총4개분야로구성된인문사회대학은경영학과와행정학과등의사회과학분야와인문과학분야인영어과와

문학예술분야인문예창작학과그리고교양교육을담당하는기초교육학부로이루어져있다. 

인문사회대학 *

*

경영학과 _  
경영학은 경영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공학 등 관련학문에 대

한교육과정을폭넓게이수할수있어사회각계로진출할수있는학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미래형 경영

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새롭게 다듬어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

학과는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과 경영이 만나는 e-business경영학 석사과정

및 주택경영학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연구소 및 정부기관 등과

의교류를확대해나가고있다.

[졸업 후진로]

금융관련 회사, 회계법인, 광고·홍보관련 회사,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컨

설팅회사, 기타 일반기업, 정부기관 및 공기업,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직종

(선물 거래사, 금융설계사, 회계사, 보험계리인, 세무사, 경영지도사등)

영어과 _  
영어과는 실용영어 습득에 치중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각종 직업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영어뉴스 청취, 실무영어, 통

역, 번역, 무역영어 등 실용 영어를 중심으로 매학기 원어민 교수 수업을 10

여 명의 소단위 강좌로 개설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응용영어학과’석사 과정

을개설하여고급영어응용력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다. 또한 재학생

들의 실무영어 체득과 취업 알선을 위하여 현장실습과 인턴쉽 프로그램 등의

산업체와의교류를확대해가고있다. 

[졸업 후진로]

각종 산업체 및 정부기관의 해외관련 업무 담당자, 각급학교 및 학원 영어교

사, 다국적기업, 무역회사, 항공사, 여행사, 통역&번역가, 해외유학 및 이민

관련업체임직원

행정학과 _  
행정학과는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기반사회로의 전이, 분권화 및 세계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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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습이이루어지도록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졸업 후진로]

공무원, 공기업, 언론계,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기술개발관련부서

문예창작학과 _  
문예창작학과는 21세기 문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시·소설·희곡 등의 순수문학

창작은 물론이고 방송대본, 시나리오, 광고문안 등 영상매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교육을겸비하여차세대문화인력을양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졸업후진로]

작가(시인,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만화·게임 스토리 작가, 신문사 기자,

글짓기·논술지도강사, 출판사편집기자, 광고 카피라이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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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_  
1989년에 개원한 산업대학원은 31개 학과와 1개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이다. 산학협동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

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급변하는 새로

운 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탁월한 두뇌와

연구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수 인재들을 위해 타 대학

원과는비교할수없는저렴한학비로보다높은연구능력을배양하고있다.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안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정보산업공학과,

재료공학과, 자동차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토

목공학과, 구조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매체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산업디

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조형예술과, 금속공예학과, e-

business 경영학과, 응용영어학과, 사회체육학과, 문예창작학과

•학ㆍ연ㆍ산협동과정(건축ㆍ토목공학협동과정)

주택대학원 _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및 기술력과 산업사회에

서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서울산업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특화되고 전문화된 주택대학원을 2001년에 공동으로 설립했다. 주택에 관한

이론교육을 토대로 연구 참여교육, 현장교육을 거치는 입체적인 교육으로 교

육의완성도를극대화시키며, 주택사업및문화에관한분야별전문가를겸임

교수로 초빙하고, 실험실습 및 연구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

으로써교육및연구환경을향상하였다.

•공학석사 : 주택환경공학과/주택생산공학과/주택기획ㆍ디자인학과

•경영학석사 : 주택경영학과

•행정학석사 : 주택개발ㆍ관리학과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_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산업 및 문화의 창달에 필요한 세계수준의 원천ㆍ기반

ㆍ핵심기술의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서울산업대학교가 산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개설한 대학원이다. 공동 연구개발, 문화ㆍ서비스ㆍ경영 및 직무능

력의 재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철도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과 자기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며 철도분야의 특화ㆍ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

다.

•공학 석ㆍ박사 :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철도전기ㆍ신호공학과/철도건설공

학과

•경영학석ㆍ박사 : 철도경영정책학과

I T 정 책 전문대학원 _  
‘IT 분야 최고 전문가육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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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이끌어 나갈 석사 및 박사급 전문연구자와 최고관리자

를양성하는데교육목표를두고있다.

•공학 석ㆍ박사 : 산업정보시스템전공/방송통신정책전공/방송정보기술정책

학과(계약학과)

•정책학석ㆍ박사: 공공정책전공

에너지환경대학원 _  
에너지환경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와 환경관련 전문대학원으로

에너지생산및보급,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의효율적인활용, 그리고

관련 정책 개발 등 에너지ㆍ환경 기술 및 에너지 정책 수립 능력을 갖춘 고

급 에너지ㆍ환경 기술ㆍ정책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관련 이론은 물론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실무 중심형의 고급 에너지ㆍ환경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최

고의 권위자를 육성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

지하고있다.  

•공학 석ㆍ박사 : 신에너지공학과/자원환경공학과/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너

지안전공학과/가스공학과(계약학과)/에너지기계설비공학과(계약학과)

•경제학석ㆍ박사 : 에너지정책학과

N I D 융 합기술대학원 _  
NID융합기술대학원은 국가 성장 동력 확산을 위한 신가치창출(Value

Creation)과 미래지향적 융합교육구현 및 지식기반 창조산업의 Global

Leader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본 대학원은 산업간 융합,

네트워크간 융합, 인간과 IT간의 융합 등 컨버전스 산업 및 상품화 창출을 주

도하고 실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원동력을 이룩하게 된다. 따라서 NT(Nano

Technology)ㆍIT(Information Technology)ㆍDT(Design Technology)에

의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융복합 현상은 향후 새로운 유비쿼터스 국가사회

정착 및 미래 산업견인과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와 같은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인력으로서의중추적이며견인적인역할을담당하게된다.

•공학석ㆍ박사 : 나노ㆍIT융합프로그램/방송ㆍ통신융합프로그램

•디자인학석ㆍ박사 : ITㆍ디자인융합프로그램



중앙도서관 _
중앙도서관은국내외각종도서및학술연구에필요한자료들을수집정리하여교직원과

학생들의연구와면학에제공함으로써학문의전수와연구개발에이바지하고있다. 도서

관은 1910년 4월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의 개교와 함께 업무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

러 45만7천여권의장서와 35,870여종의 e-book, 702여종의국내.외 연속간행물및학

술지, 15,907점의 시청각자료, 해외전자정보중 16종의 전자저널, 11종의 웹 DB, 링킹서

비스 1종, 저널관리도구 1종, 2,446종의국내Web저널, 84종의국내웹 DB 등을보유하

고있다. 2004년말에완공된중앙도서관은연면적9,281m²(2,807평)의지상3층건물로

지상 1층에는 도서관 사무실과 세미나실, 서양서자료실, 정보처리센터가 위치하고 있으

며, 2층에는 동양서자료실, 참고/연속간행물실, 3층에는 멀티미디어실, 그룹스터디실, 일

반열람실을마련하여학생들에게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정 보 처리센터 _
정보처리센터는 정보화사회기반의 대학교육, 산학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인터넷 및 유·무선 캠퍼스 전산망 구축 운영,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및 일반행정정보

시스템구축운영, 공용소프트웨어확보이용, 인트라넷 구축운영등과관련한제반업

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학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내주요정보화사업을종합적으로계획·추진하고구성원들의정보화능력향상을지

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주요서버를포함한학내정보화자원의효율적이용과학내·

외부로부터의 정보화자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화자원 이용 및 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있으며, 빠른 속도로발전하고있는 IT 신기술의도입과전파를위해노력하고

있다. 또한각종학내·외정보화현안해결을위해서도학교를대표하여적극적인참여

와활동을하고있다.

공 동 실험실습관 _
공동실험실습관은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고가 첨단기자

재및시설을대학전체의공동실험실로지정하여학생들의실험실습은물론교수의연구

활동을지원함으로써실험실습설비및기자재의활용을높이고고가기자재의중복투자

를방지하여한정된교육예산의효용을높이고있다.

어 학 원 _
어학원국제화에대응할수있는외국어수행능력을배양하기위해각종언어교육및연

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어학원은 원어민 교수 15명을 채용하여 모든 영어시간을 원어로

수업하여서울산업대학교졸업생이면누구나영어로의사소통이가능하도록실용영어교

육을실시한다. 또한각종영어능력시험에대비하기위한 TOEIC 및 TOEFL 과정을운

영하여본교재학생들의어학능력향상및국제화에노력하고있다.

생 활 관 _
불암학사및KB생활관은학생들의면학을위한편의를제공학고규율과질서있는공동

생활로인격도야에많은기여를하고있으며, 현재남학생 251명과여학생 169명으로총

420명이 수용되어 있고, 외국인교수 22명이 생활하는 Guest Room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완공된 제3생활관은 현대화된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전체학생 12%에해당하는 1,210명을수용할수있는대규모생활관으로보다많은학생

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다. 

창 업 보육센터 _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

술개발또는시제품제작에필요한작업장제공및경영, 정보, 마케팅, 기술지도등창업

의성공률을높이고있다.

신 문 방송사 _
서울산업대학교신문사는 1963년 11월 25일, 본교의전신인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시절

‘경기공전신문’의창간으로부터면면히이어온교내제일의언론기관이며, 교육방송국은

1985년 3월 불암교육방송반(BBS)으로 발족, 1987년 정식 개국했다. 신문방송사는 학내

외뉴스, 학사, 학교행사, 학생과교수의논문을게재하고보다폭넓은교양, 건전한오락,

방송문화행사를통해올바른가치관및학문연구에기여한다.

평 생 교육원 _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제공으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기 성장의

활로를교육을통하여찾고자하는성인들의삶을인격적, 사회적, 직업적으로최대한신

장시킴으로써지역사회에봉사하는대학으로평생교육진흥에기여한다.

국 제 교류실 _
국제교류실은우리대학학생이선진해외대학에서수학할수있도록지도하여전문지식

및언어습득의기회를제공하고, 여러대학과의다양한교환학생및인턴십제도를통해

학생 개인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해외 유명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꾸

준히추진하여우리대학의국제적위상제고와학생및교수의해외학술교류지원의장

을넓혀가는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공 학 교육혁신센터 _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에서 전국 50여개

공학교육혁신대학중에서거점센터대학으로지정되어 2007년부터 5년간에걸쳐정부

로부터 20억원의 지원을 받아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및 참여대학의 혁신사업을 지

원하는등공학교육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홍 보실 _
홍보실은우리대학의홍보컨셉개발, 대내·외이미지홍보및입시홍보등 각종홍보

업무와소식지, 홍보책자, 홍보동영상등을제작하며, 대학홈페이지관리, 홍보위원회운

영, 홍보대사를관리운영하고있다.

교 수 학습 개발센터 _
교수학습개발센터는교수(teaching) 및학습(Learning)활동을위한지원서비스와효율

적인 교육방법 개선안을 통해 보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e-

Learning을 통해언제어디서나원하는교육서비스를제공받는기회를확대하고, 평생

교육의취지를살려교육의기회를제공한다.

1 0 0 주 년 기념사업 추진단 _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은 2010년 4월 15일 서울산업대학교의개교 100주년기념행사

를성공적으로거행하고새로운 100년을향한새로운비젼수립을위하여발족되었으며,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중심으로 8개 분과(기획, 편찬, 학술, 행사, 홍보, 건립, 모금,

역사기록) 위원회가다양한기념행사들을기획하여추진하고있다.

학생들의무한한잠재력을이끌어내기위해캠퍼스내에마련된

여러가지시설들은서울산업대학교만의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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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_
제품개발연구소(Institute for Product Innovation)

안전과학연구소(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정밀기계기술연구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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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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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영정책연구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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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디자인연구소(Corea Culture Academy)

건강기능식품연구소(Health & Functional Food Research Institute)

에너지환경연구소(Energy &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환경기술연구소(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기능성나노식품연구소(Functional Food Nano Material Institute)

IT융합기술연구소(IT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교통·환경시스템디자인연구소(The Institute of Transportation & Environment System Design)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연구소(Center for universal design initiatire)

물류기술연구소(Transport & Logistics in stitute)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Cultural Conterts Technology Institute)

U–건설관리공학연구소(U-CEM Research Studio)

건축기계설비연구소(Architectural Mechanical Equipment Research Institute)

좋 은 환경만들기 추진단 _
좋은환경만들기 추진단은 학내 환경보호 및 청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22일 부속기구로신설되어, 교내 환경보호와청결을위한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업무 추진, ‘환경보호 온라인신고센터’운영,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운영 등으로 전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교육 환경

을조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서 울 테크노폴리스추진센타 _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는 서울T·P사업등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전

반적인추진을총괄담당한다.

산 학 협력단 _
산학협력단은 2003년 9월 23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

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을 중심으로한 산학협력의

역할과그범주를확대하는데그설립목적이있다.

서 울 산업대학교 발전기금 _
1994년 4월 4일 재단법인 서울산업대학교 학술문화연구재단으로 설립되어

2004년 7월 31일 재단법인 서울산업대학교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

학발전기금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구성원

이나 동문, 학부모, 외부인의 기부에 의하여 출연 받은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실

험실습기자재, 도서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말

한다.

학 생 군사교육단 _
풍부한 혜택들로 가득한 ROTC 제도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젊은 대학

생들에게주어지는특별한기회라할수있다. 복무기간동안장교의신분으로전

공분야의실무를축적하게된다.

보 건 진료소 _
보건진료소는 모든 구성원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

상담, 질병예방, 응급처치, 진료의뢰 및 남·여 안정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있다.

취 업 정보실 _
취업정보실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생

진로상담 및 교내외의 취업,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강

좌의 운영, 취업관련 특강행사, 각종 자료집 발간, 교육 자료의 e-mail 발송, 기

업체 순방활동지원, 각종 취업관련상담등학생들의진로와취업에관련된업무

를실시하고있다.



NATURAL CAMPUS

Naturalism&

Environment
첨단기술을품고있는자연주의캠퍼스

•조직도및통계 •Campus map •위치도및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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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연구소

안전과학연구소

정밀기계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구조공학연구소

전기정보기술연구소

조형디자인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도시건축연구소

뉴레일연구소

IT정책연구소

철도경영정책연구소

나노생산기술연구소

의료전자연구소

청정기술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소

과학문화디자인연구소

에너지시스템연구소

바이오센서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한국문화디자인연구소

건강기능식품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환경기술연구소

기능성나노식품연구소

IT융합기술연구소

교통·환경시스템디자인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연구소

물류기술연구소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건축기계설비연구소

중앙도서관 6156

정보처리센터 6172

기록관 6906~7

생활관 6177

신문방송사 6203, 6208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7090

어학원 6244

평생교육원 6181

창업보육센터 6851

국제교류실 6028

공동실험실습관 6126

공학교육혁신센터 7092

홍보실 6133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 6154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7148

교수학습개발센타 7130

산학협력단 6136

(재)서울산업대학교발전기금 6154

(재)서울테크노파크 7090

학군단 6792산업대학원 6006~7

주택대학원 6555

기계공학과 6303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6351

안전공학과 6372

금형설계학과 6306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6465

신소재공학과 6637

자동차공학과 6334

건설공학부▶

- 토목공학전공 6501

- 구조공학전공 6582

건축학부▶

- 건축공학전공 6551

- 건축학전공 6562

전기공학과 6402

전자정보공학과 6452

컴퓨터공학과 6707

매체공학과 6427

제어계측공학과 6538

화학공학과 6601

환경공학과 6623

케이블방송정보학과(계약형학과)  6427

UNN(국제공동학위프로그램)  6932

식품공학과 6732

정밀화학과 6682

스포츠건강학과 6367

안경광학과 6225

교무과▶

교무팀 6029~30

학사지원팀 6020~3

학생민원센터 6220~1                           

입학관리과▶

입학관리팀 6018~6019
철도전문대학원 6012

IT정책전문대학원 6233

에너지환경대학원 6373

NID융합기술대학원 6670

경영학과 6477

영어과 6377

행정학과 6489

문예창작학과 6291

기초교육학부 6251

공업디자인학과 6667

시각디자인학과 6650

도자문화디자인학과 6618

금속공예디자인학과 6664

조형예술학과 6635

공예문화정보디자인학과(계약형학과)  6640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 6034

보건진료소 6038

취업복지과▶

장학복지팀 6036~7

취업정보상담팀 6942

총무과▶

총무팀 6045

경리팀 6050

관리팀 6054

시설과▶

시설총괄팀 6062

시설관리팀 6064

전기지원팀 6066

기계지원팀 6068

토목조경팀 6063

기획과▶

기획팀 6152~3

평가혁신과▶

평가혁신팀 6148~9
서울산업대학교통계

●전면적 : 509,311㎡(15만 4,000평)

●단과대학수 : 4개 대학

●학과(부)수 : 30개 학과

●대학원수 : 6개(특수대학원2, 전문대학원4)

●구성원현황

•재학생수 : 학부 12,764명, 대학원 1,219명

•교수수 : 302명

•교직원수 : 직원 222명, 조교 84명

※입시등학교제반사항에대한건의및민원사항이있을경우에는기획처평가혁신과(02-970-6048~9),

또는 교무처입시관리팀(02-970-6018~9)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총 장

비 서 실 6001

특 수 대 학 원

교 무 위 원 회

공 과 대 학 자연생명과학대학 교 무 처

학 생 처

기 획 처

사 무 국

조 형 대 학

인문사회대학

전 문 대 학 원

행 정 부 서 부 설 연 구 소 부속 / 지원시설 법인 및 기타대 학 원 대 학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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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지하철안내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 600m 도보 10분

스쿨버스이용안내

학기중 : 첫차 - 오전 8시 30분(공릉역 1번 출구)  막차 - 오후 9시(학교출발)

방학중 : 첫차 - 오전 8시 30분(공릉역 1번 출구, 5분 간격)

막차 - 오후 7시(학교 출발, 평일) *계절학기기간만운행

※운행중단 : 오후 2시 30분부터오후 4시 30분까지(문의 02-970-6086) 

학교경유시내버스(마을버스포함) 안내

초록버스 : 1134번, 1135번, 1141번, 1147번, 1221번, 1224번, 1227번

마을버스 : 03번

인천국제공항~ 서울산업대학교

승용차 인천국제공항 - 중구 연안동 - 신불IC - 내부순환로 - 북부간선도로 - 동부

간선로 - 화랑로 - 태릉입구역 - 서울산업대학교

대중교통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원 성북행 공항버스 이용, 태릉입구역에서 하차 7호선 지

하철을 이용하여 공릉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 서울산업대학교 셔틀버스 이용 학교 내부

까지진입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노원구공릉 2동 17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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