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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인사말]
2017 대학생활안내

2017학년도 신입생 여러분께,

오늘은 2,300여명의 새로운 서울과기대인을 맞이하는 매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시기에 실용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껴 1910년 고종황제의 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일으킨다는 국운융성(國運隆盛)의 염원을 담은 설립이념을 바탕 

으로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용 과학 교육을 통해 인간의 꿈을 세계 

속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에 나라가 세웠고 106년 동안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러한 과업에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종합 23위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는 전 세계 3,800개의 유명 대학 중 700위 순위권에 들었으며, 특성화 

대학분야 아시아 52위, 국내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 창업 활동은 전국 4위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은 물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도 전국 10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우리학교 취업률은 매년 최상위권에 있는 최우수대학이기도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교수님과 동료,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며 자기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곳입니다. 

대학은 성인으로서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어떤 방법 

으로 가야하는지 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등 방향과 방법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시간표를 어떻게 만들지, 과목별 숙제와 시험은 언제일지, 언제 

등록할지, 언제 군대에 갈지 등 모든 사항을 학교 또는 학과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하는 곳입니다. 이제 12년 동안 준비한 각자의 도화지 위에 여러분 미래의 밑그림을 

스스로 그려야하는 시간입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진로적성이나 심리적 고충은 인재개발원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군대문제나 장학금 등은 학생처를 통해서, 그리고 휴학, 복학, 
성적, 졸업 등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준비나 전문가 자격증을 

위한 SeoulTech 인재원 기숙시설도 준비되어 있으며, 학업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을 

만들어 구현해 볼 수 있는 창의공작실도 있고, 여러분이 학업 중에 기업체에서 실질적 경험을 하기 

위한 연수를 원하면 그것도 학점제로 수행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창업을 도전해 본다면 창업교육센터가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유연한 학사제도가 여러분의 꿈과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학년이 강한 대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학, 물리는 4학기제 운영을 통해 이공계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할 것이고, 영어 졸업 자격을 강화하여 글로벌화에 적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계와 동계학기를 통해 본인이 부족한 기초실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인문학, 예술, 공학이 

융합된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2학년에는 진로 및 

적성검사를 통해 한 번 더 본인에게 맞는 진로계획 수립을 돕고 있으며, 정규 교과과정 외에 각종 

동아리는 물론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도 폭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 ․창업 캠프와 외국어 교육, 자격증 강습, 그리고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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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실전 준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꿈 앞에 다가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으로 믿습니다.

남극탐험 도전에서 영국의 스콧대령이 실패하고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탐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사정에 적합한 방한복, 썰매, 식량저장 방법 등을 창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탐험가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본인의 지식과 경험만을 고집한 스콧은 실패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 아문센은 무사히 남극탐험을 마치고, 뒤에 오는 탐험가를 위해 장비와 식량을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리 준비하는 창의적 자세로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탐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과기대 신입생 여러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500만개가 줄어들고, 현재 직업의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에 의한 이성과 논리도 필요하지만 지능정보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감성적인 공감능력과 창의성이 점점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창업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를 획기적으로 이끄는 힘은 창의적인 도전 

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잡스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이들의 창의적인 도전, 창업정신이 

오늘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21세, 20세에 대학을 다닐 때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등의 대학에서는 우수한 사람이 회사에 취업하는 것 

보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들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창업회사가 

40,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인 기술창업이 여러분의 창창한 앞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학교가 여러분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서울과기대인으로서 760여명의 교직원과 2,300여명의 동기, 13,000명의 재학생, 
10만명의 동문 그리고 16만평의 캠퍼스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힘이 되어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밑그림을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은 일에 충실할 것과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작은 일도 일단 시작해야 위대한 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가능성을 

만들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넘어져도 젊음을 

무기삼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거대한 역사의 전환은 젊은이들에게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내 앞의 작은 일을 미래에 큰 일로 여기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고 나아가는 끈기를 갖기 바랍니다. 칭찬에 

우쭐하지도, 비난에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주위의 시선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념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그동안 여러분이 꿈꾸어 오던 대학생활이 막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꿈의 

날개를 펼치고 당당히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의 힘찬 도약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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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4.05.	 ·1학기 수업일수 1/3선

04.05.~04.07.	 ·제1차 졸업종합시험 원서접수(대학)

04.15.	 ·개교기념일

04.17.~04.21.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석사 : 3학기생,  
박사 : 4학기생) 및 지도교수 선정(대학원)

04.22.	 ·학위자격시험 실시(대학원)

04.24.	 ·1학기 수업일수 1/2선

04.28.	 ·제1차 졸업종합시험 실시(대학)

05.01.~05.08.	 ·2016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연구실적물 검토 결과
보고(대학원)

05.04.~05.10.	 ·1학기 수강신청 철회기간[공휴일 제외]

05.10.	 ·학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대학원)

05.12.	 ·1학기 수업일수 2/3선(군입대 성적)

05.15.~05.19.	 ·2016학년도 후기 학위논문심사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대학원)

05.19.	 ·제1차 졸업종합시험 합격자 발표(대학)

05.22.	 ·1학기 수업일수 3/4선

05.29.~06.16.	 ·학위논문 심사(대학원)

3 March 2017

4 April 2017

5 May 2017

연 도 학 사 내 용

03.02.	 ·1학기 개강 

03.02.~03.09.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토/일 제외]

03.20.	 ·학위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 시행공고(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학위논문심사 일정공고(대학원)

03.28.	 ·1학기 수업일수 1/4선

03.27.~03.31	 ·학위자격시험 원서접수(대학원)

2017학년도 학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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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6.08.~06.14.	 ·1학기 보강기간

06.19.	 ·학위논문심사결과 제출(대학원)

06.21.	 ·1학기 종강

06.21.~08.11.	 ·2017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대학) 
여름학기(미래융합대학)(일정 별도 공고)

06.21.~06.23.	 ·1학기 성적입력 기간

06.26.~06.28.	 ·1학기 성적정정 기간

06.26.~07.07.	 ·2017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모집공고(예정)(대학원)

07.03.~07.05.	 ·2학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대학)

07.03.~07.07.	 ·2016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대학원)

07.10.~07.14.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장바구니  
수강신청 기간(대학) 
복학원 접수기간(대학) 
2017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 학점교류 신청(일정 
별도 공고)

07.17.	 ·2017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합격자 발표(예정)(대학원)

07.24.~07.26.	 ·2학기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복학원 접수기간

08.21.~08.25.	 ·2학기 재학생·복학생 등록 및 휴·복학원  
접수기간

08.25.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6 June 2017

7 July 2017

8 August 2017

연 도 학 사 내 용



8

2017 대학생활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01.	 ·2학기 개강

09.01.~09.08.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토/일 제외]

09.11.	 ·학위자격시험(외국어 및 종합) 시행공고(대학원) 
2017학년도 전기 학위논문심사 일정공고(대학원)

09.25.~09.29.	 ·학위자격시험 원서접수(대학원)

09.27.	 ·2학기 수업일수 1/4선

10.12.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11.~10.13.	 ·제1차 졸업종합시험 원서접수(대학)

10.16.~10.20.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석사 : 3학기생,  
박사 : 4학기생) 및 지도교수 선정(대학원)

10.21.	 ·학위자격시험 실시(대학원)

10.30.~11.03.	 ·2017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연구실적물 검토 결과
보고(대학원)

10.31.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03.	 ·제1차 졸업종합시험 실시(대학)

11.06.~11.10.	 ·2학기 수강신청 철회기간

11.08.	 ·학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대학원)

11.13.~11.17.	 ·2017학년도 전기 학위논문심사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대학원)

11.16.	 ·2학기 수업일수 2/3선(군입대 성적)

11.20.	 ·제1차 졸업종합시험 합격자 발표(대학) 
임시 휴강일

11.24.	 ·2학기 수업일수 3/4선

11.27.~12.15.	 ·학위논문 심사(대학원)

9 September 2017

10 October 2017

11 November 2017

연 도 학 사 내 용



2
0
1
7
 대
학
생
활
안
내

9

2017 대학생활안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2.08.~12.14.	 ·2학기 보강기간

12.18.	 ·학위논문심사결과 제출(대학원)

12.21.	 ·2학기 종강

12.21.~02.09.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대학) 
겨울학기(미래융합대학)(일정 별도 공고)

12.21.~12.26.	 ·2학기 성적입력 기간

12.27.~12.29.	 ·2학기 성적정정 기간

12.25.~01.05.	 ·2018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모집공고(예정)(대학원)

01.02.	 ·시무식

01.03.~01.05.	 ·2018학년도 1학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대학)

01.08.~01.12.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장바구니 수
강신청 기간(대학) 
복학원 접수기간(대학) 
2018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 학점교류 신청(일정 
별도 공고) 
2017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대학원)

01.15.	 ·2018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합격자 발표(예정)(대학원)

01.22.~01.24.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복학원 접수기간

02.08.~02.23.	 ·2018학년도 신입학생 영어학력 테스트 
(2018학번 주간대상)(대학)

02.19.~02.23.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등록 및  
휴·복학원 접수기간

02.13.~02.24.	 ·2018학년도 신입학생 수학·물리학력 테스트 
(18학번 대상)(대학)

02.20.	 ·2018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대학)

02.23.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12 December 2017

1 January 2018

2 February 2018

연 도 학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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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과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기계.자동차공학과 김호경
다산관 201호

970-6301
프론티어관716호

970-6348

나. 행정실(다산관 101호, 103호)

○ 행정실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장 김태경 6170 - 공과대학 행정실 업무총괄

행정 

지원팀

팀장 김영하 6171 - 복무관리, 공과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담당

박은주 6172
- 예산편성 및 계약,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

- 출납한도액 신청, 법인카드 관리

문임숙 6173
- 교내연구비 업무, 연구교수

-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학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동현 6174
- 물품관리

-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귀속 신청 업무

교무 

행정팀

팀장 백광욱 6178
- 교무학생팀 업무총괄

- 공과대학 실험실습 지원 업무총괄

담당

고경민 6175
- 학적 및 수업에 관한사항, 졸업사정 관련 사항

- 교육과정 편성 및 합･폐강

정다연 6182
-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각종위원회 관리

- 공무국외 여행관련 업무, 조교 및 시간강사 관련

김경미 6183
- 학생 관련(장학･취업), 강사료 관리

- 계약학과 관련 업무, 국제교류 지원업무, 강의실관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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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지원팀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험실습 

지원팀

팀장 백광욱 6178 - 공과대학 실험실습 지원 업무 총괄

담당 박승호 6179
- 졸업작품전시회, SEOULTECH 지능로봇대회 업무

- 교육용 공동실험실 관리

전문 

실습관

최  린 6384 - 재료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양선규 7263 - 재료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양호석 7267 -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습 교육보조

정회준 7267 - 메카트로닉스 실험실습 교육보조

김기면 7265 - 전산해석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박정현 6304 - 자동차공학 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심경섭 6324 - 러닝팩토리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고호형 7262 - 러닝팩토리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김경섭 6324 - 러닝팩토리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윤용희 7266 - 기초역학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현지혜 7266 - 기초역학실험실 실험실습 교육보조

황의규 6579 - 건설시스템공학과 실험실습 교육보조

박주현 6582 - 건설시스템공학과 실험실습 교육보조

다. 학과장  

학 과(부)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김종형 6391 다산관 242호

기계･자동차공학과 김주한 6314 다산관 335호

안전공학과 박종일 6380 다산관 228호

신소재공학과 안효진 6622 프론티어관 808호

건설시스템공학과 윤석구 6515 대륙관 209호

건축학부 김영일 6557 아름관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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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과사무실

학 과(부) 직원명 담당 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자동화로봇프로그램 6351
프론티어관 904호

최은희 기계설계프로그램 6385

박효선 제품설계금형프로그램
6306,

6386
다산관 234호

기계･자동차공학과
박송이 기계프로그램 6303 다산관 301호

구희선 자동차프로그램 6334~5 프론티어관 704호

안전공학과 봉유리
교무･학생･대학원 

학생관련 전반 업무

6372,

6382
다산관 126-1호

신소재공학과 유인숙
교무･학생･대학원 

학생관련 전반 업무

6637

6613
프론티어관 804호

건설시스템공학과
김규연 교무･학생･대학원 

학생관련 전반 업무

6501
아름관 224호

신유진 6585

건축학부
이재성 건축공학전공 6551 아름관 312호

김수현 건축학전공 6563 무궁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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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전자IT미디어공학과 이성호 창학관 101호 970-6446 창학관 228호 970-6457

나. 행정실(창학관 102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장 박희정 970-6190 ○ 행정실 업무 총괄

팀장 최석준 970-6191 ○ 기획인사, 교무 및 학사

담당
김보영 970-6192 ○ 예산집행, 연구교수

윤성철 970-6193 ○ 물품 및 시설관리, 학생회관리

다. 학과장

학과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전기정보공학과 김중균 970-6404 미래관 522호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재상 970-6431 창학관 331호

컴퓨터공학과 박종혁 970-6702 미래관 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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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과사무실

학 과(부) 직원명 담당 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전기정보공학과

김수석 시설, 실험실습 총괄 6413

미래관 408호

유지훈 실험실습, 공실관 6470

문정엽 실험실습, 공학인증 6472

한  희 교무행정 총괄 6402

최인재 대학원, 장학 6538

박상진 학사 6539

이지연 공학인증, 산학협력 6471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전자공학

프로그램

임건선 물품, 시설, 실습업무 총괄 6453

창학관 207-1호김단비 실험실습 6481

심은솔 실험실습 6481

임  헌 교무행정, 대학원, 학사행정 6452

창학관 129호

서희영 학사행정, 장학, 취업 6480

윤은해 공학인증 6480

미디어

IT프로그램

박송희 교무 및 학사, 장학 6425

한미애 예산 및 기자재, 공간 6427

최정완 대학원 6425

컴퓨터공학과

정두환 학사행정, 실험실습 6707

미래관 315호김종복
공학인증, UH, 실험실습, 

대학원
6707

유예선 교무 및 학사행정 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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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이오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식품공학과 강성태 청운관 248호 970-6645 청운관 211-1호 970-6736

나. 행정실(창학관 102호)

직책 성  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장 박희정 970-6190 ○ 행정실 업무 총괄

팀장 서정두 970-6194 ○ 교무, 학사, 장학, 위원회 운영

담당 손재훈 970-6196 ○ 예산집행, 일반서무

다. 학과장

학 과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화공생명공학과 류기윤 970-6610 청운관 108호

환경공학과 김대근 970-6606 청운관 210호

식품공학과 김지연 970-6740 청운관 212호

정밀화학과 이동국 970-6692 청운관 221호

스포츠과학과 김영호 970-6275 무궁관 315호

안경광학과 박미정 970-6228 무궁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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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과사무실

학과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화공생명공학과

신호영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601

970-6680
청운관 103호

백광균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오선희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명혜진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환경공학과
김현갑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623

970-6683
청운관 131호

강원경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식품공학과

김제중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732 

970-6733
청운관 247호김이선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이진관 학사 지원

정밀화학과

김운겸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682

970-6689
청운관 318호신현진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김하경 일반화학 실험실습 지원

스포츠과학과
전용태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367

970-6368
무궁관 314호

주현재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안경광학과
박경민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970-6225

970-6226
무궁관 412호

김진우 학사 및 실험실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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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형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도예학과 이명아  다빈치관 225호 970-6235 다빈치관 130호 970-6687

나. 행정실(다빈치관 224호)

직책 성  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행정실장 최덕준 970-6750 ○ 행정실 업무 총괄

행정팀장 최영석 970-6201 ○ 분임회계 집행, 위원회 운영

주무관 정희순 970-6203 ○ 분임회계 지출 및 학생회지원

조교 조대원 970-6204 ○ 실험실습실 지원

학사팀장 유재설 970-6202

○ 학사 행정 
조교

양경희 970-6205

황원주 970-6206

다. 학과장

학 과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프로그램 김형준 970-6668 다빈치관 532호

시각디자인프로그램 이은실 970-6657 다빈치관 621호

도예학과 이정석 970-6661 다빈치관 129호

금속공예학과 최승욱 970-6699 다빈치관 340호

조형예술학과 한계륜 970-6644 다빈치관 731호

라. 학과사무실

학과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디자인학과
장현수 공업프로그램 970-6667 다빈치관 501호

이민선 시각프로그램 970-6650 다빈치관 601호

도예학과 구자문 학사,행정지원업무 970-6618 다빈치관 101호

금속공예학과 박기복 학사,행정지원업무 970-6664 다빈치관 301호

조형예술학과 장성욱 학사,행정지원업무 970-6635 다빈치관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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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문사회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기초교육학부 양영균
어의관 204호

970-6536
어의관 224호

970-6273

나. 행정실(어의관 206호)

직책 성  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장 최덕준 970-6750  ○ 행정실 업무 총괄

팀장 박영호 970-6751  ○ 분임회계 집행 및 관리, 기획, 위원회 운영

담당 송명희 970-6752  ○ 교무, 학적, 수업, 장학, 서무

다. 학과장

학 과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영어영문학과 정혜진 970-6269 어의관 426호

행정학과 윤홍근 970-6339 어의관 220호

문예창작학과 김미도 970-6293 어의관 219호

기초교육학부 김영순 970-6263 어의관 322호

라. 학과사무실

학과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영어영문학과
고명자 행정 지원 업무 970-6378

어의관 402호
박희래 학사관리 지원 업무 970-6377

행정학과
양영희 행정 지원 업무 970-6490

어의관 211호
구영진 학사관리 지원 업무 970-6489

문예창작학과
서세나 학사관리 지원 업무 970-6291

어의관 212호
이지영 행정 지원 업무 970-6292

기초교육학부
강지혜 학사관리 지원 업무 970-6251

어의관 229호
윤진아 행정 지원 업무 97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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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경영융합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경영학과 류근옥
무궁관 811호

970-7275
무궁관 905호

970-6496

나. 행정실(무궁관 813호)

직책 성  명 전화번호 담당 업무

실장 최덕준 970-6750 ○ 제3행정실 총괄

팀장 박성기 970-6753 ○ 행정팀 업무･회계 관장

담당 전영희 970-6754 ○ 행정실 제반업무 담당

다. 학과장

학 과 학과장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글로벌융합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홍정식 970-6474 프런티어관 616호

MSDE전공 권혁동 970-6359 무궁관 817호

ITM전공 안재경 970-6479 프런티어관 613호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박성용 970-6422 무궁관 906호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이상욱 970-6439 무궁관 519호

라. 학과사무실

학과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글로벌융합

산업공학과

송미자
산업정보시스템전공

970-6465 
프런티어관 603호

김지혜 970-6482

백나리
MSDE 전공

970-6932
무궁관 814호

조문희 970-7277

조윤정 ITM 전공 970-7279 프런티어관 604호

경영학과

이효진 경영학전공 970-6477
무궁관 513호

유소연 경영학전공 970-6488

김미래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970-7284 무궁관 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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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융합대학

가. 학장

학과 성명 학장실 연구실

건설환경융합공학과 김성곤
창학관 309호

☎970-9780

아름관 329호

☎970-6571

나. 행정실(창학관 309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실장 김태경 970-6170 행정실 업무 총괄

팀장 박성혜 970-9781 학습지원실(행정팀) 업무 총괄

담당

김정은 970-9783 예산편성 및 계약, 지출 결산

홍재화 970-9782 물품 및 기자재 관리

이소영 970-9784 교과과정 편성 및 홈페이지 관리

백승아 970-9785 입시 및 홍보, 일반서무 업무

장지현 970-9786 학사 업무 및 강사료 관리

다. 학과장

학과 성명 전화번호 연구실 위치

융합학과

융합기계공학과 주원종 970-6340 프론티어관 1015호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오순택 970-6576 아름관 328호

웰니스융합학과 김현수 970-6299 무궁관 311호

문화예술비즈니스학과 신재협 970-6659 다빈치관 338호

영미문화콘텐츠학과 강동호 970-6250 어의관 332호

벤처경영학과 노용진 970-6423 무궁관 510호

계약학과

건축산업학과 김민경 970-6558 무궁관 330호

기계설비공학과 김주한 970-6314 다산관 335호

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 오상근 970-6559 아름관 217호

플랜트엔지니어링학과 성재용 970-6398 다산관 334호

건축환경설비공학과 김영일 970-6557 아름관 304호

시각문화융합디자인학과 나성숙 970-6649 다빈치관 632호

철도시스템공학과 박영일 970-6352 프론티어관 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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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 신청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9)

가. 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학기당 최소 한 강좌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 철회 시에도 최소 한 강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은 19학점이다. 19학점에는 재수강 학점을 포함하며, 현장실습

학점･진로설계 ․ 봉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매 학년도 최대 취득학점은 37학점이다. 37학점에는 재수강 학점이 포함되며, 계절학

기･현장실습･진로설계 ․ 봉사활동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평점평균 3.75이상자는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⑤ 초과학점 및 계절학기, 진로설계, 봉사활동,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48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과학점 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

① 초과학점의 신청 및 정정은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 

② 초과학점 신청대상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③ 수강신청 정정은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추가는 

한계학점까지 가능하다.

다. 신입생 수강신청 절차

1) 2017년 수강신청 일정

가) 신입생 : 2017. 2월 중

나) 편입생 : 2017. 2월 중

2) 수강신청 절차

① 수강신청

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eoultech.ac.kr/)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전용페이

지] 배너 클릭



Ⅱ 학
사
 안
내

27

Ⅱ. 학사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ⅱ)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학번 : 수험번호, 비 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시간표 검색 ⇨ 과목 선택 ⇨ 저장

     ※ 매학기 소정기간에 대학 및 학과(부)에서 수강지도

     ※ 두 번째 학기 수강신청부터는 수강신청전용시스템의 장바구니에 수강할 강좌를 미리 담아 두었다

가 본 수강신청 기간에 일괄 또는 개별 과목 수강신청 가능

②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저장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입생의 교양 교과목 이수

① 교양교과목은 아래 <편성표>와 같으며,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통필수 및 영역별필수 수강신청 유의사항

ⅰ) 기초교양(공통필수교과목)인 SW역량 및 글쓰기와논리역량은 1학년 과정, 

취창업진로설계는 2학년 과정에서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창의와 인성역

량 · 영어관련 교과는 졸업이전까지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ⅱ) 핵심교양인 영역별필수교과는 졸업이전까지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 표 > 교양교과목 편성표

구분
주야

별

기초교양(공통필수)

(주간10학점, 야간7학점)

핵심교양(영역별 

필수)(9학점)

학문기초 

교과목
교양선택

2017년

신입생

주간

 창의와인성역량(2학점)
*창의적사고, 삶의윤리학, 고전속의인성, 인간과공동체 (택1)

1~3영역

각 영역별

1과목 반드시

이수

학과별

지정

과목

※체육, 외국어, 기타

영역으로 분류 개설

되며 수업시간표상 

이수구분란에 

  <교선>으로 표시

※졸업시험대체교과목  

  (졸업학점 미포함.)

 - 영어쓰기의기초

 - 영어읽기의기초

 - 영어말하기의기초

 글쓰기와논리역량(2학점)
*글쓰기와의사소통, 논리와사고 (택1)

 국제화역량(3학점)
*실용영어읽기와쓰기, 고급실용영어읽기와쓰기 (택1, 2학점)

*실용영어회화(1), 고급실용영어회화(1) (택1, 1학점)

 SW역량(2학점)
*Computational Thinking

 취업역량(1학점)
*취창업진로설계

야간

 

 창의와인성역량(2학점)
*창의적사고, 삶의윤리학, 고전속의인성, 인간과공동체 (택1)

1~3영역

각 영역별

1과목 반드시

이수

학과별 

지정

과목

 글쓰기와논리역량(2학점)
*글쓰기와의사소통, 논리와사고 (택1)

 국제화역량(3학점)
*실용영어읽기와쓰기(2학점)

*실용영어회화(1), 일본어회화(1) (택1, 1학점)

※ 공통필수 및 영역별필수교과는 수강신청화면의 수업시간표 이수구분란에 <교필>로 표시되며 1,2학기로 나누

어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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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프로그램명(전공명)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심화 프로그램

기계디자인금형공학심화 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자동차공학심화 프로그램

4) 미분적분학(1), 물리학및실험(1), 실용영어회화(1) 교과목 수강

① 수강신청기간에 미분적분학(1), 실용영어회화(1)로 신청 → 수능성적, 내신성적 및 

별도의 학력테스트 결과로 반편성하여 수준별(영어교과 : 고급, 실용, 기초) 수업으

로 진행된다.

물리학및실험(1) 신청 → 학력테스터 결과로 반편성후 수준별(심화, 기본) 수업으로 

진행

② 반편성 결과 안내

- 미분적분학(1) : 미분적분학(1)/대학기초수학으로 분반되며, 기초교육학부 수학

전공 홈페이지(http://math.seoultech.ac.kr/)를 통해 안내한다.

- 실용영어회화(1) : 고급실용영어회화/실용영어회화(1)/영어말하기의기초로 분반

되며,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http://language.seoultech.ac.kr)를 

통해 안내한다.

- 물리학및실험(1) : 심화 / 기본으로 분반되며, 기초교육학부 물리전공 홈페이지

(http://phys.seoultech.ac.kr/)를 통해 안내한다.

③ 수학 ․ 물리 ․ 영어 력테스트 : 신입생은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일정 및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시 험 안 내 시 험 일 정

수학 http://math.seoultech.ac.kr/
2017. 2. 15.(수) ~ 2.28.(화) / 토,일제외

(2.3(금) 10:00부터 예약 실시)

영어 http://language.seoultech.ac.kr 2017. 2. 13.(월) ~ 2. 24.(금)

물리 http://liberal.seoultech.ac.kr 2017. 2. 20.(월) 10:30 ~ 11:10

5) 공학교육인증 이수 안내

① 대상 :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주간 신입학생 중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② 공학교육개설 현황

ⅰ) 공학인증심화 프로그램 (9개학과 11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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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프로그램명(전공명)

건설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정보통신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정보공학심화 프로그램

전자IT미디어공학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심화 프로그램

  

ⅱ) 공학교육인증 공통 졸업요건

구분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졸업요건 일반 졸업요건

교

과

과

정

학칙 및 학사관리 시행세칙의 졸업요건 충족

학칙 및 학사관리 시행세칙

의 졸업요건 충족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MSC 30학점 이상(단, 전산학은 6학점 이내 인정 함)

심화전공 54학점 이상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 학점 포함)

   ※ 단,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은 BSM 18학점 이상, 컴퓨터 ․정보(공)학 주제 60학점 이상 이수

   ※ 그 외 공학인증심화 프로그램별로 제시한 공학인증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함.

③ 공학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관련

- 공학프로그램의 목적과 교육기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학교육과정의 기술적 내

용을 보완하는 전문교양 교과목 10학점 이상 이수 

- 공학프로그램과 관련된 수학, 기초과학, 컴퓨터 관련 교과목(MSC 과목: Mathematics, 

Science, Computer)을 30학점 이상 이수. 단, 컴퓨터 관련 교과목은 6학점 이내

- 공학프로그램 전공과목을 54학점 이상 이수하며, 그중 설계관련 과목은 전공분야

별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학점 포함

- 단,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은 수학, 기초과학 관련 교과목(BSM과목 : Basic 

Science and Mathematics)을 18학점 이상, 컴퓨터 ․ 정보(공)학 주제 교과목을 60점 

이상 이수

④ 공학인증 필수 선-후수 이수체계 준수

-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필수 선-후수 이수체계 

준수

- 수강신청 전 장바구니제도를 통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장바구니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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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를 미준수할 경우, 프로그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수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 

⑤ 포트폴리오 관리

- 모든 학생은 학부사무실에서 학생 포트폴리오 파일(학생능력개발 및 학생지도 매

뉴얼)을 교부받아 재학 중 본인 스스로 작성/관리

- 포트폴리오는 대학 전 과정의 교육적 성과인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활동과 경험

을 기록하는 일종의 이력서(resume) 역할

-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는 귀한 자료이며, 본인 스스로 수시로 작성

(현재 포트폴리오의 기재사항이 대부분 학기별로 구분되는 만큼 학생들은 매학기 

종료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Term project 산출물, 설계자료, 졸업 작품 산출물 등 본인이 참여한 과제의 주요 

자료를 생성 즉시 정리 보관

- 포트폴리오는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관리해야 취업, 상급학교 진학, 유학 등에 효

과적으로 활용 가능

⑥ 지도교수 상담

- 인증프로그램의 학생은 프로그램 소속 지도교수가 지정되며, 프로그램의 교육목

표 및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지속적인 상담 필요

- 상담은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시점에 공고

- 수강신청 장바구니제도에서 공학인증 필수 선-후수 교과목이 지정되어, 선수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후수 교과목을 수강 가능

- 학생의 필요 때마다 지도교수, 혹은 프로그램 소속 교수의 상담 가능

- 상담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참(예, 3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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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화면 보기]

#1.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eoultech.ac.kr/) 수강신청 배너 클릭

신입생 수강신청

#2.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

수험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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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4.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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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문의처 : 재무과 관리팀(대학본부 2층, 970-6128)

가. 등록과 시기

1) 시기 : 1학기 등록일은 2월 말경, 2학기 등록일은 8월 중순경

2) 절차

등록금 고지서 
교부 

→ 등록금 납부 →
등록금 영수증은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학생보관용 

영수증 혹은 납입증명서로 대체 

인터넷출력 학교지정수납처
납입증명서: 인터넷증명발급, 팩스민원발급, 학생회관 

무인발급기 통해 가능

※ 유의사항

①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재학생은 제적되며(등록기간 중 휴학허가를 받은 재학생 제외) 신

입생은 합격 취소

② 전액면제 장학생일 경우에도 필히 등록하여 영수증 교부 

③ 휴학하여 복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허가를 받은 후 등록

나. 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다만, 교내 장학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제외)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

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별 표] 

반환사유발생일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후~60일까지

학기개시일부터
 60일후~90일 까지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날

반환금액
등록금의 5/6 

해당액
등록금의 2/3 해당액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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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전공 및 복수전공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4)

가. 이수자격, 신청서 제출, 이수학점, 이수연한

구  분 부 전 공 복 수 전 공

이수자격 -2학년부터 신청(33학점이상) - 2학년부터 신청(33학점이상)

신청서

제출

-매 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정

해진 기간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매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이수학점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

목을 21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39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모두 이수

-교육과정 적용 : 허가 학년도

-복수전공 졸업시험 통과

이수연한 -소속 학과(부)의 졸업때 까지 -복수전공의 소정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나. 이수취소 : 학기 개시후 2개월 이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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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과정의 이수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4)

가. 설치학과

대  학 학  과 승인인원 비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1명

에너지바이오대학
정밀화학과 2명

식품공학과 4명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4명

도자문화학과 1명

금속공예학과 2명

조형예술학과 2명

합    계 16명

나. 이수 대상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 신입학 한 주간학생으로 

한다.

다. 신청시기 및 선발방법

① 신청시기는 2학년 1학기 말이다. 

② 선발은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학과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교직적성 .인성검사 등)

에 의해 선발한다.

라. 이수학점 및 자격증발급

①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은 50학점(기본

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신소재, 정밀)는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자격증 발급은 졸업요건을 갖춘 자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

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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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구분(수업)의 변경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9)

가. 학습구분변경

①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여 학습하는 것

② 이 경우 입학 당시 학적은 그대로 유지

③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④ 신청방법 :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습구분변경 승인신청서를 학부(과)에 제출

나. 전체학습구분 변경

① 변경대상 및 허가

- 직장에 신규로 취업한 학생

- 직장 근무시간이 변경된 학생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학부(과)장이 인정한 학생

② 유의사항 : 재학 중 한 차례만 허가

다. 일부학습구분 변경

① 변경대상 및 허가

- 졸업학점에 필요한 교과목이 졸업 학기의 해당 학습구분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지난 학년의 미 취득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나 해당 학습구분에 강의시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복학생이 복학 후 새로 적용 받아야 할 교육과정상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나, 해당 

학습구분에서는 강의시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학부(과)장이 학생의 정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의사항 :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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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절학기의 신청 및 수강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8)

가. 개설 및 신청학점

① 계절학기의 개설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개설하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

②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

나. 계절학기의 수강과목

① 야간교과목

② 학부(과)에서 개설 요청한 교과목(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는 미개설)

③ 외국어 자격시험 대체 교양교과목

        ※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및 인턴십 교과목은 학점취득 당해 학기 수료 또는 졸

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졸업사정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

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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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 성적 및 출석 인정 관련서류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8)

가. 시험

1) 시험 중 부정행위자 처리 

성적은 해당 교과목 F처리

감독관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보고

2) 정기평가 결시자의 추가시험 

해당과목 시험 전에 불참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추가시험 :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실시

나. 성적

1) 평가

정기평가는 학기말에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수업기간 

중 수시로 실시

2) 성적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 종합하여 평가

학점인정 : D⁰이상

3) 성적등급의 부여

학사과정 교과목의 성적등급

① A⁺ : 10% 이하              ② A⁰ 이상 : 30% 이하 

③ B⁺이상 : 50% 이하          ④ B⁰ 이상 : 70% 이하

4) 출석인정 관련서류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학생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상고 : 5일 이내

입원 치료 : 실 소요기간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포함) :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출석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5) 성적의 열람 

매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이수성적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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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사 경고 및 자퇴･제적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8)

가. 학사경고

1) 대상 및 시기

- 대상 :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

- 시기 : 매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시점(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사경고 대

상 성적에 포함하지 아니함)에서 경고 대상으로 선발한다.

2) 학사경고 통보 및 수강학점 제한

① 학사경고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및 소속 학과(부)장과 지도교수에게 통보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수강 신청한 학점 

제한 가능 

나.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사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단, 환불받을 등록금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 당연제적

①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미복학) 제적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미등록) 제적

③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제적

라. 학사제적

① 연속하여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 

2회)은 제적하며,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

한 학생 제외

②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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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학･복학 및 제증명 관리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6~7)

가. 휴학구분 

① 일반휴학은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 ․ 출산휴학이 있으며 질병은 4주 진단 이상의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학사유서. 관계증명서를 

제출

②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 방문하여 원본으로 직접 제출

③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된 경우는 임신･출산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④ 창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휴학시기 및 기간 

① 매 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되, 등록기간 이후의 휴학신청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부

득이한 경우(질병, 군 복무 등)에 허가

② 일반휴학 및 일반휴학연기원은 인터넷으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통합정보시스템) 

③ 일반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

학기 이하

④ 입대휴학은 실역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되, 학기중복으로 인한 경우는 그 다

음 학기까지 휴학 가능

⑤ 임신･출산･육아의 휴학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학생은 3년)이내

다. 휴학제한 

신･편입학과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 복무. 질병 등 불

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라. 복 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이 복학을 원할 때에는 매 학기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가능

② 복학할 때의 구비서류는 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 받았을 경우 귀향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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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증명 관리

① 개요: 학생들의 각종 증명발급, 개인마다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 상이

②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및 주말은 발급 불가

③ 제증명 발급 방법

구   분 위    치 운   영   시   간 이용   방법

증명자동

발급기
제2학생회관 2층 

(월∼금)

09:00 ~ 21:00(학기중)

09:00 ~ 18:00(방학중),

공휴일 및 주말은 발급 불가

본인이 직접 이용

FAX

민원증명
주민센터

(월∼금) 09:00 ~ 18:00,

공휴일 및 주말은 발급 불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인터넷

증명발급
학교홈페이지 연중무휴

학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증명발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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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입학 및 전부(과)

연락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6)

가. 재입학

1) 자격 및 절차

① 대상 : 자퇴 및 제적된 자 (단, 학사제적된 자의 재입학 신청은 학사제적 1년 후로부터 가능)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소속 학부

(과)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

2)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군복무 중 제적된 자에 한함) 1부.

3) 학점인정 

①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재학시 이전에 취득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F학점 포함) 단,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교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학부(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재입학생이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학 허가 취소

나. 전부(과)

1) 자격 및 절차

① 대상 : 신입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2학년(33~64학점), 3학년(65~97학점)학생

(단, 재학 중 1회에 한함)

② 전과 신청시기는 학점 취득 후 매 학기 개시 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주･야간 상호 전과 및 같은 모집단위(동일 학과군)내에서의 전과 불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전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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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타 대학 등 학점교류

연락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8)

가.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1) 학점교류 가능 대학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목포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KC대, 한국

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홍익대

2) 수강신청 방법 

① 학점교류를 원할 때에는 타 대학 학점교류학과의 교육과정(강의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수강할 교과목 목록을 소정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② 인정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단, 재학 중 4개 학기동안 총 1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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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문의처 : 국제교류본부(어학원 115호, 970-9221~2)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8)

가. 대상 

교환학생, 자비파견학생, 연수생(어학연수 및 해외인턴)

나. 신청절차

①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수학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국제교류본부에 신청한다.

※ 본교(총장, 단과대학장, 학과장)에서 선발한 교환학생은 수학신청서 작성 생략

  - 교환학생 선발방법 : 교환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 국제교류 선발 외 단과대학 개별 선발의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본부에 파견전 사전 알림

② 국제교류본부 확인 후 출국

③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 및 교과목 이수

④ 귀국 후 학점인정신청서 작성후 국제교류본부에 제출 → 국제교류본부에서 검토하

여 학과장(학과행정실)에게 통보 → 학과장(학과행정실 담당자)은 학과의 단위평가

위원회 심의 거쳐 교무처장(학사지원과)에게 학점 인정 요청 → 등록금 납부(자비

파견학생, 연수생)

※ 교환학생은 선발계획에 의해 우리 대학 등록금 면제(2017년 1학기 기준, 변동 가능)

다. 수학기간

최대 1년(단, 연수생으로서 외국의 산업체에서 인턴으로 연수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범

위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라. 인정학점 

① 교환학생･자비파견학생 : 매 학기 최대 19학점, 1년간 최대 37학점

(*편입생은 35학점, 2019년 편입생부터 32학점)

② 어학연수생 : 매 학기 최대 6학점, 1년간 최대 12학점

③ 현장실습, 인턴 연수생 : 1학기 6학점, 총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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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적처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등급은 "PASS"로 표기한다.(평점 평균 산출

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명, 해외대학명, 교과목명, 학점, 성적 등은 병기한다.

바. 유의사항

- 국외 수학(연수) 기간동안 재학생 신분 유지

- 파견학기 등록금 관련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성적우수 장학금 & 국가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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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

문의처 : 국제교류본부(어학원 115호, 970-9221~2)

가. 교류대학

학과별로 학술교류협정체결 대학

나. 신청절차

① 복수학위 지원서를 작성하여 개설대학 행정실에 제출

② 국제교류본부 승인 후 출국

③ 매학기 본교 및 해외대학 등록금 납부(*양교의 학술교류협정체결에 따름)

④ 귀국 후 복수학위 결과보고서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⑤ 교류대학취득학점인정신청서 작성→소속 학부(과)･전공의 장에게 제출→학부(과)･
전공의 장은 학과의 단위평가위원회 심의→국제교류본부에서 검토하여 총장 승인

→학사지원과에서 학점 인정

다. 인정학점

최대 70학점 이하(*양교의 학술교류협정체결에 따름)로 한다.

라. 학위수여 

양교의 졸업학점 취득 및 졸업요건 만족 시 학위를 수여한다. 단, 복수학위 이수 학생의 

졸업사정은 졸업 마지막 학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고, 졸업 30일전까지 최종성적

이 통보된 학생에게 우리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며, 그 이후에 성적이 통보된 학생에 대해

서는 다음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마. 복수학위 운영 학과 

운영 학과 교류 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MSDE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ITM

GTM 미국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형대학 미국 School of Visual Arts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University of Hertfordshire

일반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Rose Hulman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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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봉사학점(사회봉사단)

문의처 :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2학생회관 2층, 970-6045)

가. 사회봉사단의 목적과 구성

① 주변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를 실시하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점

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고, 이들을 사회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봉

사를 하도록 한다.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공

동체의식과 이웃사랑의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은 봉사단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개인적인 봉사활동 또는 매학기 개설되는 사회봉사교과목을 수강신청･등록하고 해

당 교과목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한다.

나. 사회봉사 교과목의 운영

① 개설 교과목명은 봉사활동1, 봉사활동2로 구성하고, 매학기에 개설하고 각각 1

학점으로 하고, 총 2학점을 인정한다.

② 계절학기를 제외한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 21학점 및 매학년도 취득학점 4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이수구분은 교양선택이며, 재학 중 봉사활동1 및 봉사활동2 2개 과목을 모두 

이수할 수 있으나, 봉사활동2는 봉사활동1 이수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④ 1개 학기별 이수시간은 30시간이며, 1일 최대 이수가능시간은 5시간만 인정된다.

⑤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는 P(Pass) 또는 F(Fail)로 하고, 평점평균 성적 산출에서는 제

외된다.

다. 봉사활동기관(학기별 안내)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클릭) ⇒ 봉사교과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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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졸업 종합시험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5)

가. 신청시기 및 합격기준

매 학년도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합격기준: 학사관리규정<별표 3>

나. 응시대상자 :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114학점 이상)

복수전공은 33학점(편입생은 35학점, 2019년 편입생부터 32학점) 이상

             ※ 취득학점+수강신청학점 

다. 제출서류

① 외국어 : 외국어자격시험 23개월 이내 성적표 원본 ｢TOEIC, TOEFL(iBT),
TOEFL ITP, TEPS, 신HSK, JLPT 등｣    

② 전공 : 졸업논문, 졸업작품, 졸업필기시험, 자격증 등(학부(과)에서 지정)
※ 외국어성적표, 자격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표 1>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별표 3> 학사관리규정)

교과 시험과목 만점
합격기준(2012년 이후 입학생)

영어과, 글로벌경영학과 그 외학과

교
양

영
어

TOEIC(어학교육연구원
모의TOEIC 포함)

990 650점 이상 600점 이상

TOEIC Speaking
(어학교육연구원모의TOEIC 

Speaking포함)
200 120점 이상 110점 이상

OPIc(어학교육연구원모의OPIc) AD IL 이상

TOEFL(iBT) 120 68점 이상 62점 이상

TOEFL ITP 120 507점 이상 487점 이상

TEPS 990 539점 이상 483점 이상

IELTS Band9 Band 5

대체교과목

영어과 그 외 학과

 9학점 이상 이수자
 - 영어쓰기의기초
 - 영어읽기의기초
 - 영어말하기의기초
 - 선택과목3학점(졸업학점 인정)

 6학점 이상이수자
 - 영어쓰기의기초
 - 영어읽기의기초
 - 영어말하기의기초

이수대상 : 이수희망 학생

수료생 : 해당 입학년도에 지정된 영어쓰기의 기초, 
         영어읽기의 기초, 영어말하기의 기초

중국어  신HSK 5급이상

일본어   JLPT N2급이상, JPT 시험 600점 이상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중급) 이상

대체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2)
 *이수대상 : 외국인 재학생

전
공

전공교과목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전공 총득점의 60%(240
점) 이상인 자

논문, 실험실습, 실기(작품, 설계) 각 학과 심사기준에 의해 합격, 불합격 판정

   ※ 자국어를 외국어교과 응시과목으로 접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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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졸업 및 조기졸업

문의처 :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대학본부 3층, 970-6035)

가. 졸업에 필요한 학기 및 학점

①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신입생은 8개 학기 130학점(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70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6개 학기

(건축학전공은 8개 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 학점은 70학점(3학년 편입생은 35학점, 경영학과 편입생

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며, 2019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32학점이상으로 한다.

나. 졸업 학점 미인정 교과목 

① 동일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편입학생 중 저학년(1, 2학년)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입

학 후 구 교육과정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으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 교육과정에서 

저학년(1, 2학년)으로 된 경우와 학부(과)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로 저학

년(1, 2학년) 교과목을 졸업학점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③ 타 학부(과)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중 매 학기 주간 입학생은 9학점, 야간 

입학생은 3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복수(부)전공자, 

공동운영 교육과정 이수 학생, 타 학부(과) 전공 인정 교과목 이수 학생, NIT관련 

전공 교과목 이수자 및 야간과정이 폐지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타 학부(과)에 편성

된 교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유사대치 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④ 교양선택 체육영역교과를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졸업시험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교과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Co-op프로젝트(1) ․ (2) ․ (3) ․ (4)를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조기 졸업

① 6개 학기(건축학전공은 8개 학기)에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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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위수여 30일 이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칙 제11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칙 제78조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

은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라. 졸업유예

① 신청자격은 학칙 제82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다. (단, 조기졸업신청자는 제외)

② 유예기간은 1년(2개 학기) 범위 내로 한다.

③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에 하며, 추가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에 한다.

④ 졸업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⑤ 졸업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사망,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로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해당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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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기 현장실습 및 Co-op 프로그램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제2학생회관 3층, 970-6858/6834)
홈페이지 : http://internship.seoultech.ac.kr

e-mail : internship@seoultech.ac.kr / co-op@seoultech.ac.kr

가.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 운영 안내

①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대

학과 기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②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은 학부(과)에서 3,4(5)학년 전공 선택 혹은 전공 필수 교

과목으로 개설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방학 중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된다.

③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의 시기는 1,2학기 또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 할 수 있

다.(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 교과목은 계절

학기 일반 강좌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 시 졸업학점에 반영 가능) 

④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은 1학점당 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 4주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참여학생은 일일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성적에 반영된다. 

⑥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 실시에 다른 전반적인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해

당학부(과)의 지도를 받아 실시한다.

나. Co-po(장기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안내

① Co-op(Cooperative Education, 코업)이란 학생들이 학부 과정 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전공에 관계되는 산업체에서 기업의 실제 업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일정 수준의 보수도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도 취득하는 제도이다. 

② 본 프로그램은 현장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기제로 운영한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ship.seoultech.ac.kr)에서 참가학생 이력서 작성, 

참여기업모집 등 선발과정을 진행한다.  

④ 선발학생은 근무기간 동안 주간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성적에 반영된다. 

⑤ 코업 교과목은 코업 1~4, 코업프로젝트 1~4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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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       고

3 1 전선
코업 1    

코업 프로젝트 1

6

12
-코업1~4 순서 관계없이 해당 학기 교과목 수강 

-본 교과목은 학과(부) 개설(전공과목) 

-코업 A+, A, B+...F 점수제

코업프로젝트 Pass/Fasil 점수제

-코업 수강시 코업 프로젝트 과목 자동이수

-코업 1~4는 졸업학점에 들어가며, 코업프로젝트 

1~4는 졸업학점에 들어가지 않음

  (단, 등록금은 코업 1~4에 한 해 납부 함)

3 2 전선
코업 2

코업 프로젝트 2

6

12

4 1 전선
코업 3

코업 프로젝트 3

6

12

4 2 전선
코업 4

코업 프로젝트 4

6

12

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안내

① IPP형 일학습병행제란 졸업 후 학생의 불필요한 스펙쌓기, 기업의 입직자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조기 

양성하기 위한 최적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훈련 제도이다.

② IPP형 일학습병행제 훈련대상은 4년제의 대학의 재학생(학습근로자)으로서 1년 이

상 구성된 NCS기반 신직업자격 교과과정(off-JT 훈련)을 이수하는 한편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훈현 프로그램(OJT 훈련)에 참여한다.

③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신직업자격 교과과정(off-JT 훈련)은 

현장훈련 프로그램(OJT 훈련)에 필요한 이론 수업을 이수하는 것으로 전공선택에 

해당되며 현장훈련 프로그램(OJT 훈련)단계를 위해 필수이다.

④ NCS기반 신직업자격 교과과정(off-JT 훈련)과 현장훈련 프로그램(OJT 훈련)을 이수

한 학생은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 취득 그리고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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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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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성적우수 장학금(교내장학금)

어의 장학금(교내장학금)

교내근로 장학금(교내장학금)

능력향상 장학금(교내장학금)

능력인증 장학금(교내장학금)

능력향상 인센티브 장학금(교내장학금)

공로 장학금(교내장학금)

봉사 장학금(교내장학금)

법정 장학금(교내장학금)

외국인 장학금(교내장학금)

국제교류 장학금(교내장학금)

고시반 장학금(교내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교내장학금)

기타 장학제도(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푸른등대기부 장학금(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지급기준

정부학자금 대출 제도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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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우리 대학의 전체 학생수는 15,000여명입니다. 장학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학제도 전반에 대해 개개인별로 대면하여 안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장학안내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모든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에서 게제되고, 필요시에는 SMS로 연락이 됩니다. 수시로 학교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장학금이란?

○ 감면장학금이란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감면하여 주는 장학금을 말하며, 

등록금 전액 면제부터 수업료 면제까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감면하는 금액이 차이

가 있습니다. 

○ 여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Ⅰ유형 및 Ⅱ유형, 다자녀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사랑드림 장학금이 있으며, 교내 장학금으로 성적우수 장학금, 어의 

장학금, 봉사 장학금, 법정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국제교류 장학금이 있습니다.

□ 현금장학금이란?

○ 현금장학금이란 학생들의 학업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 현금 장학금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하는 능력향상 장학금, 능력인증 장학

금, 공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의 교육, 행정 등의 각종 업무 보조에 종사하고 장학

금을 수령하는 근로 장학금, 재학 중 각종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적립하는 마일리

지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장학금, 그리고 고시반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이란?

○ 국가장학금이란 높은 수준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대책, 반값등록금 일환

으로서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

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장학제도입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

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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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사랑드림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 장학금은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직전학기의 이수학점과 성적에 제한

을 두고 있습니다. 즉 국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일정한 학점과 성적을 유지해야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장학관리 메뉴를 적극 활용하자

○ 통합정보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면 학사메뉴에 수업관리, 등록관리, 장학관리, 졸업관

리 등 대학생활 중에 필요한 학사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 개인의 장학정보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사 → 장학를 클릭하면 

장학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장학금 적립내역은 마일리지 

장학조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 장학금 지급 등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은행 계좌정보는 통합정보시스템

에서 학생들이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지니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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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우수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본 장학금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성적 우수장학금과 재학 중 면학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 입학전형 시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1) 신입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가. 수시 일반전형 성적우수 장학금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 공 통 >

▷ 실기전형 : 학생부 및 실기점수 50% 반영

▷ 실기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 : 최종단계 점수 반영

▷ 인원산정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최초합격자에 한함

▷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단과대학별 모집인원

의 상위 1% 이내인 자 

▷ 전공우수자, 자기추천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1% 이내인 자 

o 입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상위 3% 이내인 자 중 최초합격자

▷전공우수자, 자기추천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3% 이내인 자

o 입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의 70%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상위 5% 이내인 자 중 최초합격자

▷전공우수자, 자기추천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 전형 : 입학성적 총점이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5% 이내인 자

o 입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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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시 일반전형 성적우수 장학금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 공 통 >

▷ 모집군간 대학별/모집단위별 통합 순위 산정방법

 - 각 모집단위별 최종단계 전형 총점 적용

  · 반영 총점 : 1,000점

 - 주간과 야간은 동일 모집단위 적용

▷ 최초 합격자에 한함.

▷ 대학별 1위 (단, 공과대학은 2위까지 인정(총7명))

 - 기준 : 대학별로 전형총점이 높은 자

 - 동점자는 선발기준(동점자 처리순위)에 따름

* 단,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학기당 평점

평균 B
000
(3.0)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o 4년(8학기)간 등록금 전액

o 5년제인 경우는 5년(10학기)지급

▷ 모집단위별 일정순위 합격자

 - 동점자는 선발기준(동점자 처리순위)에 따름

 - 정원 80명 이상인 학과(전공) : 1위~4위

 - 정원 50명 이상인 학과(전공) : 1위~3위

 - 정원 50명 미만인 학과(전공) : 1위~2위

* 단,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학기당 평점

평균 B0(3.0)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o 입학년도 1년(2개학기)간

등록금  전액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상위 10% 이내
o 입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의 70%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상위 25% 이내
o 입학년도 1학기 입학금, 

  수업료의 30%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 장학금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자

○ 자연계열 : 수학“가”,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

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

○ 인문계열(문예창작학과 제외) :수학“나”, 영어, 국어와 탐구  영

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

○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

균)이 모두 1등급

○ 조형대학 :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모두 1등급이거

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이 모두 1등급 

* 단,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학기당 평점평균 3.75이

상, F학점이 없는 경우

※ 선발인원 : 위 장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우리대학교 자체 

기준인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성적 순으로 자연계열 2명, 

인문계열 1명, 예체능계열 1명을 선발함.

※ 계열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o 등록금 전액

o 생활관 무료 이용

o 생활보조금(300,000원) 지급

  단, 4년제는 4년(8학기) 

      5년제는 5년(10학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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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 장학금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
○ 자연계열 : 수학“가”,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

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6등급 이내

○ 인문계열(문예창작학과 제외) : 수학“나”,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
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6등급 이내

○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3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 
○ 조형대학 : 국어, 영어,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이 모두 2등급 이내

이며 3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이거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이 모

두 2등급 이내이며 3개영역 합이 5등급이내
* 단,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7학점 이상, 학기당 평점
평균 3.75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 선발인원 : 위 장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우리대학교 자체 기
준인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성적 순으로 자연계열 30명, 인문
계열 10명, 예체능계열 10명을 선발함.

※ 계열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o 등록금 전액

  단, 4년제는 4년(8학기)
  5년제는 5년(10학기) 지급  

2)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가.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 A등급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5학점이상, 

평점평균A
0
(4.0)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o 등록금 전액

▷ B등급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5학점이상, 

평점평균B
+
(3.5)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o 수업료 + 기성회비 50%

▷ C등급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5학점이상, 

평점평균B
0
(3.0)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o 수업료 5%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관리지침에 의거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점차 처리 등 

각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 자체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미래융합대학의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나.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절차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생은 학생처 장학복지팀에서 학과별 인원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 학과에서는 장학금관리지침 및 학과 자체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다른 장학금(국가유공자, 어의, 봉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장학금, 교외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이중수혜자로 탈락됨)됩니다.

    ※ 단, 학생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가능(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면 

반드시 타장학금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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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신입생

편입생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장
o등록금 전액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득1분위

A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수혜자 o수업료 30%

B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o수업료 전액

C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o수업료 70%

 - 소득2분위~3분위

A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수혜자 o수업료 50%

B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o수업료 전액

C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o수업료 50%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장

A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수혜자 o수업료 70%

B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o수업료 70%

C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o수업료 50%

3. 어의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본 장학금은 생활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면학분

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장학금이며, 국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의 차등감면(3분위이하), 성적 등으로 인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하

여 성적에 따라 차등감면,  여러 사정으로 장학금 수혜가 필요하여 지도교수 추천이 있

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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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3급이상 장애인(본인,부모)

A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수혜자 o수업료 50%

B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o수업료 70%

C등급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o수업료 50%

 - 기타 가계곤란자 중 

교수 추천자

 (8분위이하 학생만 추천가능)

A등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자 o수업료 30%

B등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o수업료 50%

C등급

국가장학금 Ⅱ유형 비수혜자 중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이상

o수업료 30%

□ 참고 사항

- 어의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하며, 이 소득분위를 

바탕으로 어의장학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어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I, II유형의 지급상황에 따라 매년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 타 장학금 중복수혜는 금지되어 있으며, 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합니다.

-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합니다.

- 기타 가계곤란자중 교수 추천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부학생은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제출서류

○ 선발 공고 : 5월중, 11월중

○ 공고 장소 : 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자격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공지사항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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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내근로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대학이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튜터, 행정보조 등의 근로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 종류

○ 튜터 장학생 :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기초교양과목에서 후배 또는 동급생의 학습을 

도와주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 행정인턴 장학생 : 장기간 정해진 부서에서 업무를 보조하면서 월정액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 행정근로 장학생 : 교내의 행정부서, 과사무실 등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제도.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구분 선 정 기 준 및 근 로 시 간 지 급 내 역 비고

튜터

▷ 대상자: 후배 또는 동급생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선정된 재학생

 - 성적기준: 해당학과별 운영지침 관리

 - 학기중 2개 분반 담당, 계절학기중 1개 분반 담당

o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행정

인턴

▷ 대상자: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기근무(1년이상) 가능한 자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근무시간 적용

o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행정

근로

▷ 대상자: 교내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 시간제 : 월 60시간 근무 / - 전일제 : 월120시간 근무

  ※ 방학중 인원감축운영

o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 중도교체(또는 결근)시 일할계산(실제근무일수/정상근무일수), 개인계좌로 입금

※ 근로장학금 지급금액은, 매년 초(1월중) 장학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 3월부터 적용한다.

단, 행정근로의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확정한 교내근로장학금 단가금액이, 최저임금 고시금액보다 작을 

경우, 익년도 1, 2월의 교내근로장학금 단가금액을 최저임금 고시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 근로 장학생 선발 절차

○ 행정인턴 및 튜터, 행정근로 장학생

- 학생처장이 매학기 시작 전에 부서별 근로장학생 인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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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에서는 필요한 근로장학생 모집요강을 공고

-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

- 해당부서장은 지원 학생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선발

- 해당부서장은 선발 학생 추천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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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력향상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대학교육의 세계화, 국제화로 인하여 어학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 혹은 소양으로서 요

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학년 학생들의 어학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학금으로,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겸비하였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개요

본 장학제도는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기간에 1회 수혜가 가능하며 장학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장학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 자격기준

○ 성적기준으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점평균이 3.5(B+)이상 

(F학점이 없을 것)이상인 학생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 영어성적 기준

과목

과별 영어 성적 기준

영어영문학과
스포츠
과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MSDE, ITM전공)

그 외학과 및 MSDE 
2010이전 입학생

TOEIC 800점이상 700점이상 800점이상 750점이상

TOEIC Speaking 140점이상 130점이상 140점이상 140점이상

TOEIC Writing 150점이상 140점이상 150점이상 140점이상

TOEFL(CBT) 227점이상 197점이상 227점이상 210점이상

TOEFL(iBT)  86점이상  71점이상  86점이상  77점이상

TOEFL(PBT) 567점이상 527점이상 567점이상 547점이상

TEPS 637점이상 555점이상 637점이상 594점이상

IELTS Band6.5 Band6 Band6.5 Band6

OPIC IM3 IM1 IM3 IM2



64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참고 사항

○ 장학금 수혜는 1, 2학년 재학 중 1회로 한정합니다. 

○ 본 장학금은 장학생선정 및 지급규정 제10조(이중수혜금지)의 예외로 하여 현금 장학

금으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원이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인원 

및 금액이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1순위는 평점평균 우위 자, 2순위는 영어성적 

우위자, 3순위는 취득학점 우위 자 순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1인당 지급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영어성적기준은 우리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것에 

한정합니다. 단, 휴학기간 동안에 취득하고, 복학하여 제출한 성적에 대해서는 인정

합니다. 

□ 기타 사항

○ 선발 공고 : 11월 또는 12월

○ 공고 장소 : 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 공지사항

○ 제출 서류

  - 능력향상장학생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어학 성적표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통장(본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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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인증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고학년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되는 전공관련 국가자

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학제도로서, 본 장학제도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 등의 기본적인 조건에 기사 자격증취득, 어학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장학개요

본 장학제도는 3,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0만원의 장학

금액을 지급하며,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 자격기준

가. 공통 기준：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 F학점이 없고 평점평균이 3.7이상자

나. 개별 기준

1) 전공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기사 이상)로 영어능력 우수자

   - 영어능력우수 기준 : TOEIC 800점, TOEFL (iBT 86점, CBT 227점, PBT 567점),

TOEIC Speaking 140점, TOEIC Writing 150점,

TEPS  637점, OPIc IM3 등급, IELTS Band 6.5 이상 

   - 전공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에 한하며 민간자격증과 해외자격증은 제외한다

2) 외국어 실력 우수자

   - 영어 : TOEIC 900점, TOEFL 618점(iBT 102점, CBT 254점), TEPS 770점,

TOEIC Speaking 160점, TOEIC Writing 170점, OPIC AD, IELTS 

Band 7.5 이상

   - 일어: JPT 740점 이상

   - 중국어: 신 HSK 5급 이상  

    ※ 공통기준을 만족시키고, 개별기준 중에서 한 분야를 충족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 참고 사항

○ 장학금 수혜는 3, 4학년에 재학 중 1회로 한정합니다. 



66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 능력인증장학금은 장학생선정 및 지급규정 제10조(이중수혜금지)에 대하여 예외로 

하며, 현금장학금으로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매년 일정한 금액의 예산이 책정되어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학생 선

발인원 및 금액이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을 초과할 경우 1순위는 TOEIC, TOEFL, TEPS 등 영어성적 우위자, 성적 우위 

자, 2순위는 평점평균 우위 자, 3순위는 취득학점 우위 자 순으로 합니다. 필요시 1

인당 지급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어학능력 및 기타 자격기준은 우리대학교 3․4학년 재적 중 취득한 것에 한정합니다.

□ 공고 및 선발

○ 선발 공고 : 5월 또는 6월, 11월 또는 12월

○ 공고 장소 : 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 공지사항

○ 제출 서류

  - 능력인증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장학생 자격기준 증빙서류 각 1부.

  ※ 자격증 및 어학 성적표 등은 원본과 사본 각각 제출,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하며,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한 

경우에는 미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통장(본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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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능력향상인센티브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어학능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제도로서, 저학년(1,2

학년)에 능력향상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능력향상 장학금을 수혜한 

이후,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수준의 어학능력 향상을 유도하여 국제화로 인한 학생의 역

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 장학개요

본 장학제도는 능력향상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중 단기간 내 영어능력 향상자에게 1인

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발합니다. 

□ 자격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이상이며 평점평균 3.5(B+)이상

○ 능력향상 장학금 수혜시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2년내 향상도에 따라 지급 

○ 영어성적

과목 1년 이내 2년 이내 비고

TOEIC 50점이상 100점이상

TOEIC Speaking 10점이상 20점이상

TOEIC Writing 10점이상 20점이상

TOEFL(CBT) 15점이상 30점이상

TOEFL(iBT) 8점이상 16점이상

TOEFL(PBT) 20점이상 40점이상

TEPS 40점이상 80점이상

IELTS 0.5등급 1.0등급

OPIC 1등급 2등급 (IM1, IM2, IM3, IH, AL 등급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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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로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갈고 닦은 재능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대학을 홍보하

거나 알리는 공로를 세운 경우, 이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재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마련된 장학제도입니다. 기술․ 체육․ 예능․ 외국어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각종대

회 및 전시회 등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기타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

급합니다.

□ 자격요건

가. 대회 수상자

▷ 대상자 :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 광역시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이 주최(주관, 후원)

하는 기술․체육․예능․외국어분야 등의 대회 및 전시회에서 수상한 자 또는 이에 준

하는 대회로서 중앙일간지 및 방송에 보도된 대회에서 수상한 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상장 및 표창 사본 1부.(해당자)

       ※ 등위표시 : 등위표시가 숫자(1등, 2등, 3등)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자(대상, 금상, 은상 등)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등위표시 증빙서류 추가 첨부

▷ 성적기준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B0(3.0)이상 

▷ 공적제한 : 우리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 얻어진 공적으로 표창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예,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로에 대하여 우리대학 재학 중 장관상을 수상하는 

경우는 제외됨.).

나. 고시 합격자

1) 최종합격자 : 사법․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 제출서류 : 합격증

2) 1차합격자 :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시험 1차 합격자

   ▷ 제출서류 : 확인서

   ▷ 성적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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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분야 장려 자격증 합격자

▷ 대상자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시험 1차/

최종 합격자

▷ 제출서류 : 확인서

▷ 1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 1회에 한함.

▷ 성적기준 : 없음 

□ 장학금액 

○ 국내․국제대회 1등 수상 : 1,000,000원

○ 국내․국제대회 2등 수상 :  600,000원

○ 국내․국제대회 3등 수상 :  400,000원

○ 고시최종합격자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고시 1차 합격자 : 2,000,000원

○ 특정분야 자격증 1차/최종 합격자 : 1,000,000원

 ※ 단체 수상은 인원수별로 개인수상 장학금의 50% 수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유의사항

○ 수상경력은 동일 건으로 기 수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교내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 재학 중 공로장학금 수혜는 3회까지 가능하다.

□ 공고 및 선발

○ 선발 공고 : 5월 또는 6월, 11월 또는 12월

○ 공고 장소 : 학교 홈페이지 장학안내 공지사항

○ 제출 서류 : 공로분야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공지사항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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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봉사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우리 대학의 학생자치기구 등에서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공로를 격려하고, 미래에 조직을 견인하는 리더쉽 배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제도입니다.

□ 장학 공통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 C⁺(2.5)이상

기구명

지 급 구 분(단위 명)

수업료 +
기성회비

기성회비
수업료 +

기성회비70%
수업료 +

기성회비50%
수업료 +

기성회비30%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총학생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8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10

학생복지위원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졸업준비위원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5

교지편집실 회장   1 부장급 이상 6

학군단 대대장 1 중대장 2

대대장

중대장참모

소대장

2

2

8

2

대

학

학

생

회

공과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미래융합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정보통신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에너지바이오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조형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인문사회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기술경영융합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학과 학생회 학생회(부)장 72

신문방송국
편집장/

국장
2 부장 8 차장 10 정기자 10

홍보대사(어우미) (부)회장 2 홍보대사 14

<봉사장학금 지급기준> 

※ 학과학생회 학생 (부)회장 봉사장학금은 학부(과)별, 전공별 1명 지원(계약학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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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정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 (국가유공자 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교육보호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손)자녀 수업료 등을 면제합니다.

○ (새터민 장학금) 새터민 장학금은 새터민 및 새터민 자녀에 대하여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보조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원합니다.

□ 장학개요

구분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국가유공자

▷ 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지방보훈청,보훈지청 발급)

 - 신․편입생: 해당자

 - 재학생: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  

단, 본인은 성적제한이 없음

등록금 전액

새터민

▷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제출서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발급)

 - 신․편입생: 해당자

 - 재학생: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

단,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

만인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참고사항: 수업료면제 등에 관한 안내 사항

○ 수업료 면제기한은 대학교가 정한 수업연한까지이며, 4-2학기까지 8학기가 수업연한

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8학기 등록 후 면제혜택이 중단되며, 학점제의 경우에는 168

학점에서 중단됩니다.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학교 재학(등록)한 학기만 

포함합니다.

○ 신입생이 아닌 대학 재학 중간에 신규 보훈장학을 등록한 학생이라도, 실제 면제받는 

이전학기도 수업연한에 포함됩니다. 즉 학교가 정한 수업연한 이후에는 당해 대학에

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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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대학 경쟁력 강화 및 대학평가의 국제화 지수 반영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마련된 장학금으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 자격요건

구분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신입생

편입생

TOPIK 4등급 + 서류심사 B 또는 TOEFL ibt 기준 80이상 

+ 서류심사 B
o 수업료 50%

TOPIK 5등급 + 서류심사 B 또는 TOEFL ibt 기준 90이상 

+ 서류심사 B
o 수업료 전액

TOPIK 6등급 + 서류심사 A  또는 TOEFL ibt 기준 100이상 

+ 서류심사 A
o 수업료+기숙사비 전액지원

재학생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공통

1학년

평점평균 C0(2.0)이상

- TOPIK 4급 이상,

  KLPT 4급 이상,

  TOEFL iBT 80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인 어학성적 

소지자에 한함

o 수업료 50%

평점평균 C+(2.5)이상 o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B0(3.0)이상 o 수업료 전액+기숙사비 전액지원 

2학년

평점평균 C+(2.5)이상 o 수업료 50%

평점평균 B0(3.0)이상 o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B+(3.5)이상 o 수업료 전액+기숙사비 전액지원

3,4학년

평점평균 B0(3.0)이상 o 수업료 50%

평점평균 B+(3.5)이상 o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3.8 이상 o 수업료 전액+기숙사비 전액지원

※ TOEFL(CBT 213, PBT 550, IBT80),TOEIC 780, IELTS 6, TEPS 557

※ TOEFL(CBT 233, PBT 577, IBT90),TOEIC 850, IELTS 6.5, TEPS 680
※ TOEFL(CBT 250, PBT 597, IBT100),TOEIC 900, IELTS 7, TEPS 780

□ 시험성적표 제출

○ 제출대상 :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으로 외국인장학금 대상자

○ 제출기간(예정) : 1학기는 12월 중에  2학기는 7월 중에 제출

      ※ 공인영어성적 제출은 전공이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학생만 해당

○ 제출방법 : 시험성적표 사본(원본 지참)을 장학복지팀으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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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교류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국제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우리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 장학개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8조(납입금의 면제)및 제24조의 8(우수외국인 교육 프로

그램 운영)에 의거 국외 교류대학 파견 교환학생 및 본교 수학 ALEP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교환학생프로그램, 복수학위프로그램 등 학술교류협정으로 선정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또는 우리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학생 

o 등록금 전액

o 체류비용 일부

※ 교환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국제교류본부 공고문 참조



74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13. 고시반장학금(교내장학금)

□ 목적 

대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학제도이며, 5급 공채

(행정고시, 기술고시)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국가공인자격시험(변리사, 공

인회계사, 세무사)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고시반에서 부합하는 소정의 시험 또는 적격

자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고시반의 구성 및 지원내용

○ 고시반의 구성 : 행정·외무고시반, 기술고시·변리사반, 공인회계사·세무사반으로 구분

하여 운영

○ 고시반에 소속되어진 학생들에게 특정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단장

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 개별 학습공간(열람실 등), 기숙장소(2인1실), 생활관 식비 지원(재학생)

     ※ 인재원 입소 후 1차 합격한 자는 숙,식비 지원

  - 필요시에 고시에 필요한 각종 공용의 정보를 제공(자료 및 특강, 모의테스트 등)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선 정 기 준 지 급 내 역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모집(장학생수준)하고, 학기별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 선발기준 : 인재개발원 고시반 선발 기준에 따름
 o 생활관 식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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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일리지장학금(교내장학금)

□ 목 적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 취업준비활동 및 봉사활동 등의 

활동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경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급하는 장학금입니다.

□ 마일리지 장학금 적용 및 평가영역

1. 윤리적인재(인문, 소통영역) : 봉사활동 및 민주시민 소양함양, 리더십 개발 분야 등.

2. 실천적인재(전공, 글로벌역량) : 교과/비교과, 경력개발 분야 등.

3. 창의적인재(창의, 융합역량) : 학교행사 참여 등.

※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장학제도/재학생 교내장학금/마일리지 

장학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일리지 적립방법

○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헌혈증이나 행사 참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 마일리지 지급항목 및 기준에서 주관부서에서 해당 학

생 명단 확인 후 마일리지 일괄부여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일

괄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 마일리지 장학금의 지급

○ 학부 재학생(수료생,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에 한하여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마일리지 점수는 재학 중 최대 2000마일,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마일 당 

1,000원씩 환산하여 마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예) 250마일리지 × 1,000원 = 250,000원

○ 마일리지는 학기단위로 적립되며 100마일(10만원)을 넘기면 10마일(1만원) 단위로 

500마일(5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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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80마일리지 적립 : 신청불가, 마일리지는 다음 학기 이월

       2. 125마일리지 적립 : 120마일리지 신청가능(잔여 5마일은 다음 학기 이월)

       3. 600마일리지 적립 : 최대 500마일리지 신청(잔여 100마일은 다음 학기 이월)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적립한 마일리지를 장학금으로 지급 신청하는 기

회는 매학기 1회이며, 학기성적 확정 이후인 방학 중입니다(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 

확인).

○ 마일리지 지급항목 및 지급기준은 매 학기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분야 마일리지 항목

봉사활동 및 

민주시민 

소양함양

헌혈봉사(1회에 10마일 재학중 100마일 내 인정), 봉사활동: 학점봉사(봉사활동 과목 이수

자), 교내봉사(장애인, 유학생 등의 도우미봉사 교내각종 행사 보조 및 지원 요원, 교내/외 

입학관련 본교 홍보호라동 및 자유학기제 참가, 창업교육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서포터

즈 활동), 해외봉사(재난지역구호활동, 해외복지시설 등), 국내봉사(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

한 봉사활동), 선행(선행 및 효심에 의하여 읍면동장이상의 표창자)

리더십 개발

총학생회 및 단과대(회장, 부회장, 집행부), 과(전공) 학생회장 및 부회장, 학생복지위원회ㆍ
동아리연합회ㆍ졸업준비위원회(회장, 부회장, 집행부), 교지편집실(회장, 집행부), 분과별 

동아리회장, 신문/방송사(편집장, 국장, 부장, 차장, 정기자), 학생군사교육단(대대장, 중대

장, 참모), 홍보대사, 리더십교육(SEOULTECH 리더스 프로그램 수료자)

교과활동
성적우수 및 향상(평점평균 4.0이상 취득, 직전학기 대비 0.50~0.99상승, 직전학기 대비 

1.00~1.49상승, 직전학기 대비 1.50~2.00상승), 현장실습(인턴, CO-OP 등, 시간당 1마일)

비교과 활동

교환학생, 학교행사참여(학교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각종 강연회, 강좌, 워크숍, 세미나 참

석, 종합인력개발센터, 교수학습센터, 공학인증센터 등 교내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프로그

램, 교내 행사로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 참관), 

교외행사참여(전공관련 학회, 협회,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강좌, 세미나 등에 참석, 

교외 행사로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작품전, 발표회, 공모전, 경진대회  등 참관), 

Withus 프로그램 활동(참여율 90% 이상)

경력개발

취업준비활동: 취업 스타디(동아리) 활동(참여율 90% 이상), 취업특강(기업설명회 등) 참석

(1회당 10마일), 클리닉, 적성검사 참여, 교내 취업, 진로, 면접, 창업, 현장실습캠프행사(1일

당 10마일), 취업 및 창업관련 교과목 이수자,   인턴 활동: 해외인턴십 수료, 자격증 취득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기사자격증, 산업기사(링

크사업단에서 개설한 자격취득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어

학습활동

어학능력개발(교내 모의TOEIC, 영어경시대회 등 응시), 어학프로그램참가(STEP Beyond 

수료, 토익 명품반 수료, STEP Master 수료, e-Learning Program 수료, English Tutor 정

기학습활동 참여), 어학 프로그램 성적우수자

<표> 마일리지 장학제도에서 마일을 적립시켜 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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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장학금(교내장학금)

□ 특성화 장학금

○ 목적 : 대학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으로서 참여 실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자

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 대학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재학생 중 참여 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특성

화 사업 분야 연구책임자로부터 장학 추천을 받은 학생

○ 지급내역 : 특성화 사업별 요청금액

□ 총장장학금

○ 목적 :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

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 범위내 지급

□ 학과평가 장학금

○ 목적 : 학과평가지원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각 학과에서 장학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 학과평가지원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각 학과에서 장학 추천을 받은 학생

○ 지급내역 : 학과평가결과에 따라 각 학과에서 요청하는 금액

□ 글로벌인재양성 및 해외봉사활동 장학금

○ 목적 :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서의 국위선양을 위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

한 장학금

○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 학생처에서 수립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계획」에 의함

□ 형제자매 장학금

○ 목적 : 2인 이상의 형제/자매/남매가 우리대학에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

○ 선정기준 : 우리대학에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2인 이상의 형제/자매/남매 중 1인으로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점 이상, 평점평균 B0(3.0)이상

○ 지급내역 : 수업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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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가장학금 I, II 유형

□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가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
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급

< ‘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소득

분위

국가장학금

대학자체

노력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기초

520만원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520만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1분위

2분위

3분위 390만원

45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9~10분위

□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기준 8분위 이하 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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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학생 선택 적용 불가)

□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금액은 매년 결정하며, 년도에 따라 지원금

액이 다름

※ [참고] 2017년 국가장학 I유형 학생 개인별 연간 지급금액

구분 소득분위 연간 최대지원금액(만원) 학기당 지원금액 (만원)

Ⅰ유형

기초생활수급권자 520 260

1분위 520 260

2분위 520 260

3분위 390 195

4분위 286 143

5분위 168 84

6분위 120 60

7분위 67.5 33.75

8분위 67.5 33.75

Ⅱ유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I유형 운영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주) 1. 기준지원액 年520만원

2.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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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 II유형 지원대상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정의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파악가능한 자 

○ 2016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구분 선발기준

｢가｣
군

1.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추천대상자 중 소득분위 0분위 ~ 8분위 이하인 자

2.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한국장학)재단거절상태가 아닌 자

3.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추천거절상태가 아닌 자

4.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장학금액을 차감한 실질적 등록금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나｣
군

1.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추천대상자 중 소득분위 0분위 ~ 2분위 이하인 자

2.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한국장학)재단거절상태인 자

3. 국가장학금 II유형 ｢가｣군과 국가장학금 I유형을 모두 수혜 받지 못하는 자

4.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00만점의 69점1) 이상인 자 (F학점 포함)

5.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장학금액을 차감한 실질적 등록금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6. 재학 중인 자 (휴학생 제외)

※ ｢나｣군은 ｢가｣군 선발자에게 지급 후 남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다｣
군

1. 국가장학금 II유형 장학생 추천대상자 중 소득분위 0분위 ~ 10분위 이하인 자 

2.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부터 소득분위별 학생 수의 합에 지급가능금액을 나눈 값이 10만원 이

상인 소득분위 이하에 속하는 자

3.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00만점의 69점 이상인 자 (F학점 포함)

4. 등록금 범위 내 지원 장학금액을 차감한 실질적 등록금 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5. 재학 중인 자 (휴학생 제외)

※ ｢다｣군은 ｢나｣군 선발자에게 지급 후 남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인센티

브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1. 각 군별 선발자는 각 군 내 선발기준(1. 2. ..)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함.

2.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3. 초과학기자, 이연자, 등록금 미완납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수혜 불가.

  - 초과학기자 : 해당 학기가 최대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인 학생

  - 이연자 : 이전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그 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한 후에 복학한 학생

  - 등록금 미완납자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1) 4.5만점의 1.79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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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 II유형 지원금액(2016년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가｣군 지급 기준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금액 = W

소득분위 인원 차등비율 비례수식 개인별 지급액

0 A

110% (A+B+C) * 차등비율 M * 차등비율1 B

2 C

3 D

100% (D+E+F) * 차등비율 M * 차등비율4 E

5 F

6 G

90% (G+H+I) * 차등비율 M * 차등비율7 H

8 I

합계 S - T -

▣ 1인당 기준금액 M = W/T

가. 인원은 ｢가｣군 선발기준에 충족하는 각 소득분위별 학생 수이다.

나. 합계(S)는 소득분위별 대상인원수의 합(A+B+C+D+E+F+G+H+I)값이다.

다. 1인당 기준금액(M)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금액(W)을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대상인원수와 차등비율

을 곱한 값의 총합(T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대상인원수( ) * 소득분위별 차등비율))으로 나눈 값

(W/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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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나｣군 지급 기준

▣ 국가장학금 II유형 ｢가｣군 지급 후 잔액 = $

소득
분위

인
원

개인별
지급액

개인별 지급액 산출 기준

0

s $/s

가.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액의 70% 이내로 함.

나. 개인별 최대 지급액은 국가장학금 1차 지급 후 잔액($)의 범위 내에서 차감됨

다. 국가장학금 ｢가｣군 지급 후 잔액은 긴급 지원(제12조)이 승인된 경우에 긴급 지

원 승인액만큼 차감함

1

2

※ 인원(s)은 ｢나｣군 선발기준에 충족하는 학생 수이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가장학금 II유형 ｢다｣군 지급 기준

▣ 국가장학금 II유형 ｢나｣군 지급 후 잔액 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인센티브 = w

소득
분위

인
원

1인당 기준금액(m)
기준소득분위

결정

개인별지급액
(예 : 기준소득분위가 

3분위인 경우)

0 a = w/a

※ (m-100,000)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가장 가까운 

소득분위를 

기준소득분위로 결정

w/(a+b+c+d)
1 b = w/(a+b)

2 c = w/(a+b+c)

3 d = w/(a+b+c+d)

4 e = w/(a+b+c+d+e)

5 f = w/(a+b+c+d+e+f)

6 g = w/(a+b+c+d+e+f+g)

7 h = w/(a+b+c+d+e+f+g+h)

8 i = w/(a+b+c+d+e+f+g+h+i)

9 j = w/(a+b+c+d+e+f+g+h+i+j)

10 k = w/(a+b+c+d+e+f+g+h+i+j+k)

가. 인원은 선발기준 ｢다｣군에 충족하는 소득분위별 학생 수이다.

나. 국가장학금 II유형 ｢다｣군의 지급은 기준소득분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국가장학금 ｢나｣군 지급 후 잔액 또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인센티브(w)는 긴급 지원이 승인된 경우에 

긴급 지원 승인액만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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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자녀(셋째아이이상) 국가장학금

□ 목적

대학등록금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

담을 경감해주고, 다자녀 가구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93. 1. 1 이후 출

생자, 미혼) 1~4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학생 선택 적용 불가)

□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금액은 매년 결정하며, 년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 2017년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84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18. 국가근로장학금

□ 목 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

등한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제도이며, 재학 

중 전공 관련 및 다양한 직업 세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현장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 신청자격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

고자, 영주권자 제외)로서 직전학기 성적 C0학점(70/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이 소득 7분위 이하가 대상입니다.

□ 선발순위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상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의 제출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 접수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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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규모 및 근로시간

○ 지원금액

  - 교내근로 : 시급 8,000원, 교내의 행정부서 혹은 대학, 과에서 근무

  - 교외 및 전공산업체 : 시급 9,500원, 교내입주업체(서울테크노파크 또는 창업보육센

터 등), 전공 관련 교외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인정시간 이하로 결정

  - 주간 교육과정 : 주 20시간 이내

  - 야간 교육과정 및 방학기간 중 : 주 40시간 이내(부서배정 인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절차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

서류
1)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명의 가

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www.minwon.go.kr

- 동 주민센터

선택

서류

장애인증명서
2) - 본인명의 장애인증명서(원본) : 초1회

만 제출
- 온라인 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3)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 www.minwon.go.kr

-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4)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배우자,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신청 완료 후 다음 날(토, 일, 공휴일 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후 2일에 확인 가능)

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

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제출기간 (신청

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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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 목적

우수 청소년 인재를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핵심 인재군을 육성하

고, 해당 학분분야의 발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기간은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8학기)까지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한다.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를 포함(성적미달 횟수포함)한다.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로하며 기타 징수금은 제

외)의 전액을 지원한다. 단‚ 기존 2008∼2009년도 선발된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금은 

등록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를 지원한다.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

원하며, 학기당 180만원을 지급한다. 

  - 지원 자격 :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재단 요청시 제출)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

(2009년부터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

□ 지원자격

1)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 신청 대상 :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7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7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제외 대상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

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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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 ‘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AㆍB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2)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

  ○ 선발 대상

    - 입학당시 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으로 선정되지 않은 재학생으로 자연과

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

발·추천된 자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3)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 성적우수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4.5만점(3.30이상/4.3만점)

    * 직전학기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산출 가능한 정규학기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소수점 첫째자리이하 절사)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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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푸른등대기부장학금(국가장학금)

□ 목 적

한국장학재단에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하여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하고,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

된 장학금입니다. 

□ 성적 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신청대상

○ - (1차) 가계소득*(50) + 성적(50), 5배수 선발

      * ’17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 (2차) 자기소개서(100)+ 수상실적**(5): 기부처(2인) 및 재단(1인), 총 3명

      ** 게임 및 IT 관련 전국 단위 대회의 수상실적(대학교 입학 이후에 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분위 > 성적 > 연장자

□ 장학생 심사

○ 등록금/생활비 지원 유형 구분 없이 1학기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계속장학생은 제외

구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소득분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실기평가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백분위 성적 및 이수학점, 학적상태, 수혜횟수 등 심사

   ※ 생활비 지원 유형은 최대수혜학기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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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외장학금 지급기준

□ 목적

○ 교내 장학금 이외의 각종 교외단체 및 회사, 개인이 우리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

급하는 장학금

□ 장학생 선정기준

○ 장학단체에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

○ 장학단체에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C+)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학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정

□ 장학생 선정절차

○ 장학생 배정

  - 학과, 전공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학과에 배정

  - 학과, 전공 등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학과별 수혜률을 감안하여 배정

○ 장학생 추천 및 선정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부(과)장은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학생처장에게 제출

  - 학생처장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총장이 선정

□ 장학생의 자격상실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 휴학을 하였을 경우

○ 장학금을 이중수혜 하였을 경우, 다만 교외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

지 아니한 경우 예외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장학단체의 자체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기타 장학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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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 1599-2000

□ 사업개요

○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자)복학예정인 대

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

요액 전액 및 생활비)대출 지원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만35세 이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
    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
    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만55세 이하

□ 신청접수

○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 신청절차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대출신청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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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

회 제공

□ 지원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사전 접수 2016. 11. 17. ~ 2016. 12. 30.

재학생 및 신입생1차 신청 및 서류제출 2017. 01. 02. ~ 01. 05.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2017. 02. 20. ~ 02. 24.

특별 추천 2017. 02. 01. ~ 02. 10.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2017. 02. 13. ~ 02. 24.
대학 계좌

2차 융자 실행 2017. 03. 27. ~ 04. 07.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

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 · 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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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주간 교양 교육과정

1. 편성의 개요

☞ 교양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양과목을 학문관심영역(이하 “영역”이라 함)으로 분류

하여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을 정하여 

편성한다.

  ○ 모든 교양교과목은 영역별로 분류하며,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을 도모한다.

  ○ 필수과목의 지정이나 기타 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가. 기초교양(공통필수 교과목)

○ 창의와인성역량, 글쓰기와논리역량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 창의와인성역량 교과목 : 창의적 사고, 삶의 윤리학, 고전속의 인성, 인간과 공동체

- 글쓰기와논리역량 교과목 : 글쓰기와의사소통, 논리적 사고

○ 국제화역량인 교양영어(영어, 영어회화)는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 SW역량인 Computational Thinking은 정보통신대학에서 주관 운영한다.

○ 취업역량인 취창업진로설계 및 봉사활동은 학생처에서 주관 운영한다.

나. 핵심교양(영역별 교양 교과목)

○ 1 - 3 영역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다. 학문기초 교과목

○ 단과대학별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하여 각 학과별로 23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필수로 

편성할 수 있다.

○ 학문기초 교과목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에 

따라 단과대학(또는 학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강사 

선임 및 시간 배정 등 강의와 관련된 기본 사항)를 기초교육학부에 매 학기 전달한다.

○ 단과대학(또는 학과)은 학문기초 교과목을 운영할 책임교수를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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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양선택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기존에 개별 학과가 의뢰하여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의   경우도 2010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가 주관 운영한다. 기초교육학부는 

강사 선임이나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학과에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과목의 

성격 상 특정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과목을 운

영한다. 이런 경우 해당 과목의 강사 및 운영에 관한 기초 사항을 매 학기 기초교

육학부에 제출한다.

○ 외국어영역은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3. 교양필수 교과목

가. 기초교양(공통필수 교과목)

학과 역량
교과목
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전

체

학

과

창의와

인성

역량

100978 창의적사고 (Creative Thinking)

2 2 0 택1
100975 삶의윤리학 (Ethics of Life)

100976 고전속의인성 (Personality in the Classical Works)

100977 인간과공동체 (Human and Community)

글쓰기와

논리 

역량

1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택1

100979 논리와사고 (Logical Thinking)

국제화

역량

100450

100451

실용영어읽기와쓰기 (Practica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고급실용영어읽기와쓰기 (Advanced Practica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2 2 0 택1

100770

101026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고급실용영어회화(1) (Advanced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1 2 0 택1

SW역량 101037 Computational Thinking 2 2 0

취업역량 100935 취창업진로설계 (Career Design) 1 1 0

합  계 10 11 0

※ 상기교과목 중 창의와인성역량 및 글쓰기와논리역량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가능하며, 

국제화역량 택1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불가함(동일지정 과목임)

※ 기술경영융합대학 : 기술경영융합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



96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택1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필및교선
101022 물리학및실험(1,일반)

3 2 2 택1
101024 물리학및실험(1,심화)

교필및교선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2

교필및교선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택1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필및교선
101023 물리학및실험(2,일반)

3 2 2 택1
101025 물리학및실험(2,심화)

나. 핵심교양(영역별 교양필수)

영 역
교과목
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공학 비고

1영역
(사상과
문화)

100764
100643
100766
100865
100864

현대사회와철학 (Modern Society and Philosophy)
현대사회와윤리 (Ethics in Modern Society)
현대문화론 (The Theory of Modern Culture)
문학적상상력 (Literary Imagination)
생명과인간 (Life and Human Beings)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인증
인증
-
-

인증

택1

2영역
(역사와
문명)

100639
100829

100762
100861
101018

역사와인간 (History and Human Beings)
동서문명의교류 (Interaction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한국사의재조명 (Korean History)
현대예술의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과학기술과문명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
인증

인증
-

인증

택1

3영역
(인간과
사회)

100798
100799
100831
100784
101019

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Society)
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Politics)
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Economy)
현대메가트렌드 (Contemporary Society and Megatrends)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인증
인증
-
-

인증

택1

※ 상기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가능하며, 공과대학·정보통신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은 공학 “인증”표기 교과목 중 택1

※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테크노경영프로그램 : 학문기초 교과목인 동양문명의이해(100813)를 2영역 대체 교과목

으로 인정함

다. 학문기초 교과목

○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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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2

교필및교선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1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교필및교선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2

1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100504 공학기술과경영 2 2 0

2
교필및교선 1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3
1 교필및교선 100325 과학기술과지식재산권 2 2 0

2 교필및교선 100981 R&D특허전략의이해 2 2 0

4 1,2 교필및교선 100956 공학도를위한소프트스킬

○ 정보통신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택1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필및교선
101022 물리학및실험(1,일반)

3 2 2 택1
101024 물리학및실험(1,심화)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2

교필및교선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택1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필및교선
101023 물리학및실험(2,일반)

3 2 2 택1
101025 물리학및실험(2,심화)

교필및교선 100790 일반화학및실험 3 2 2

2

1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101046 프로그래밍언어 3 2 2

2
교필및교선 1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101047 소프트웨어응용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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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이오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택1
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필및교선
101022 물리학및실험(1,일반)

3 2 2 택1
101024 물리학및실험(1,심화)

교필및교선 100791 화학및실험(1) 3 2 2

교필및교선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교필및교선 100506 생리학 2 2 0

교필및교선 100507 생물학(1) 2 2 0

2

교필및교선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택1
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필및교선
101023 물리학및실험(2,일반)

3 2 2 택1
101025 물리학및실험(2,심화)

교필및교선 100792 화학및실험(2) 3 2 2

교필및교선 1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100508 생물학(2) 2 2 0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교필및교선 100351 환경과인간 2 2 0

교필및교선 100951 생물학(1) 3 3 0

2 2 교양필수 100705 보건학 2 2 0

○ 조형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174 평면조형 2 1 2

교필및교선 101033 소프트웨어의활용 2 1 2

2 교필및교선 100178 입체조형 2 1 2

2

1 교필및교선
100509 미술사

3 3 0 택1
100511 디자인사

2 교필및교선
101034 디자인심리와색채

2 2 0 택1
101035 20세기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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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교필및교선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교필및교선 100529 동양고전읽기 3 3 0

교필및교선 100962 사회과학개론 3 3 0

2

교필및교선 1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교필및교선 100594 문학의세계 3 3 0

교필및교선 100259 법학개론 3 3 0

○ 기술경영융합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101022 물리학및실험(1,일반)

3 2 2
택1

MSDE전공101024 물리학및실험(1,심화)

교필및교선

100165 미분적분학(1)

3 3 0
택1

산업정보시스템전공

MSDE전공, ITM전공100816 고급미분적분학(1)

교필및교선 100500 컴퓨터 2 1 2
산업정보시스템전공

ITM전공

교필및교선 100193 Principles of Economic:Micro 3 3 0 경영학전공

교필및교선 100194 경영수학 3 2 2 글로벌테크노

경영전공교필및교선 100518 신화의세계 3 3 0

2

교필및교선
101023 물리학및실험(2,일반)

3 2 2
택1

MSDE전공101025 물리학및실험(2,심화)

교필및교선
100166 미분적분학(2) 

3 3 0
택1

MSDE전공100817 고급미분적분학(2)

교필및교선 100194 경영수학 3 3 0 경영학전공

교필및교선 100193 Principles of Economic:Micro 3 3 0 글로벌테크노

경영전공교필및교선 100813 동양문명의이해 3 3 0

2
1 교필및교선 100195 법의이해 3 3 0 글로벌테크노

경영전공2 교필및교선 100196 기후변화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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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인문학

전학년 1,2 100813 동양문명의이해(Understanding of Eastern Civilization) 3 3 0

전학년 1 100814 서양문명의이해(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lization) 3 3 0

전학년 1,2 100782 서울의역사와문화(History and Culture of Seoul) 3 3 0

전학년 1 100553 지식의세계(Introduction to Human Knowledge) 2 2 0

전학년 2 100780 철학과예술(Philosophy and Art) 3 3 0

전학년 1,2 100323
한국근현대사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 3 0

전학년 1,2 100696 한국의사상과윤리(Korean Philosophy and Ethics) 3 3 0

전학년 1 100331 현대문화와사상(Philosophy and Modern Culture) 3 3 0

전학년 1,2 100783 현대서양의형성(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3 3 0

전학년 1,2 100516 서양고전읽기(Reading Western Classics) 3 3 0

전학년 1,2 100518 신화의세계(Understanding Mythology) 3 3 0

전학년 1,2 100529 동양고전읽기(Reading Eastern Classics) 3 3 0

전학년 1,2 100594 문학의세계(Understanding Literature) 3 3 0

전학년 2 100781 생명의과학,생명의 철학(Science of Life) 3 3 0

인문학

전학년 1 101008 철학적사고연습(Philosophical Thought Practice) 3 3 0

전학년 1 100966
현대중국과동아시아(Historical study on the contemporary 

China in the East Asia)
3 3 0

전학년 1 1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Chiness Character and Sentenses) 3 3 0

전학년 1,2 100959 발표와토론(Presentation & Debate) 3 3 0

전학년 1,2 100958 읽기와쓰기의즐거움(Joy of Reading & Writing) 3 3 0

전학년 2 100633 생활속의언어(Language of life) 3 3 0

전학년 1 100985
현대사회와정치철학(Modern Society and Political 

Philosophy)
3 3 0

전학년 2 100986
21세기의철학적이해(Philosophical Understanding of the 

21st Century)
3 3 0

전학년 1,2 100987 실전한국사(Practice of Korean History) 3 3 0

전학년 1 100988
한국고중세사산책(Understanding of Ancient-Middle Ages 

Korean History)
3 3 0

전학년 2 100989 세계지역사특강(Topics in Regional Studies) 3 3 0

전학년 1 100990 갈등과분쟁의세계사(Conflicts and Wars in History) 3 3 0

전학년 2 100991 영화와세계사(Film and World History) 3 3 0

4. 교양선택

○ 인문학, 사회/시사, 과학/기술, 취업/산학연, 예술, 외국어, 체육, 봉사/기타 영역의 교과

목은 교양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체육관련교과는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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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2 100996 문화와정신분석(Culture and Psychoanalysis) 3 3 0

전학년 2 100997 성과사랑의역사(History of Love and Sexuality) 3 3 0

전학년 1,2 100999 종교와문화(Religion and Culture) 3 3 0

전학년 2 100633 생활속의언어(Language in Daily Life) 3 3 0

전학년 1,2 101016 자연과학과인문학(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3 3 0

사회/

시사

전학년 1 100785 대중문화와사회(Popular Culture and Society) 3 3 0

전학년 2 100800 미디어로보는세상(Media and Society) 3 3 0

전학년 1,2 100778 영화로읽는세상(Movie and Society) 3 3 0

전학년 1,2 101013 진보와보수(Social Thoughts and Ideologies) 3 3 0

전학년 1 100954 산업과경제(Industry and Economics) 3 3 0

전학년 2 100596 세계화와국제정치(Globalization and World Politics) 3 3 0

전학년 2 100590 오늘의한국사회(Contemporary Korea Society) 3 3 0

전학년 1,2 100539 현대국제관계론(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전학년 1,2 100595 현대정보사회와인터넷(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ternet) 3 3 0

전학년 1,2 100524 대중문화의이해(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3 3 0

전학년 2 100259 법학개론(An Introdution to Law) 3 3 0

전학년 1,2 100962 사회과학개론(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 3 3 0

전학년 1,2 100342 여성학(Women’s Studies) 3 3 0

전학년 1,2 100180 심리학(Phychology) 3 3 0

전학년 2 100698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3 3 0

전학년 2 100823 인터넷과윤리(Internet Ethics) 2 2 0

전학년 1 100992 분단과통일(Korea's Division and Reunification) 3 3 0

전학년 2 100994 복지국가와현대사회(Welfare State and Modern Society) 3 3 0

전학년 1 100995 신문으로읽는시사(Current Affairs in News Papers) 3 3 0

전학년 1 101014 인권의이해(Current Affairs in News Papers) 3 3 0

전학년 2 101015 금융의이해(Understanding Finance) 3 3 0

과학/

기술

전학년 1 100933 대학기초수학(Pre-Calculus) 3 3 0

전학년 12 100688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3 3 0

전학년 1,2 100591 선형대수(Linear Algebra) 3 3 0

전학년 1,2 101006 벡터해석(Vector Analysis) 3 3 0

전학년 2 101007 복소해석(Complex Analysis) 3 3 0

전학년 2 100960 수학의세계(Mathematical World) 3 3 0

전학년 1,2 100961 통계의활용(Practices in Statistics) 3 3 0

전학년 2 100787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3 3 0

전학년 1,2 100690 확률과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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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100786 현대과학과인류문명(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3 3 0

전학년 1,2 100351 환경과인간(Environment and Human) 2 2 0

전학년 1,2 100506 생리학(Physiology) 2 2 0

전학년 1,2 100503 기술과디자인(Technology and Design) 3 3 0

전학년 1,2 100502 일반생물학(General Biology) 3 3 0

전학년 1,2 100360 식품과건강(Food and Health) 3 3 0

전학년 1,2 100500 컴퓨터(Computer)) 2 1 2

전학년 2 100982
통계패키지활용을위한자료분석실습(Data Analysis with 

Statistical Package)
3 3 0

전학년 1,2 100983 별과우주(Stars and Universe) 3 3 0

전학년 1,2 100984 현대물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Modern Physics) 3 3 0

전학년 1 101000 공학의역사(The History of Engineering) 3 3 0

전학년 2 101001 소프트웨어의세계(The World of Software) 3 3 0

전학년 2 101002 건강과질병(Health and Illness) 3 3 0

전학년 2 101017 과학기술과철학(Science and philosophy) 3 3 0

취업/

산학연

전학년 1,2 100956 공학도를위한소프트스킬(Softskils for Engineers) 3 3 0

전학년 1,2 100776 공학도를위한학습전략(Learning Strategies for Engineers) 3 3 0

전학년 1,2 100777
공학도를위한리더십과커뮤니케이션(Leadership&Communi

cation Skills for Engineers)
3 3 0

전학년 1,2 100325
과학기술과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Patenting)
2 2 0

전학년 1,2 100693 직업과삶(Vocational Ethics) 2 2 0

전학년 1,2 100775 인간과공학윤리(Human Being and Engineering Ethics) 3 3 0

전학년 1,2 100504 공학기술과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2 2 0

전학년 1,2 1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Technical report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전학년 1,2 100932 취업과진로(Career & Work) 2 2 0

전학년 1,2 100963 기업가정신과리더십(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s) 2 2 0

전학년 1,2 100964 회계학개론(Introducion to Acconuting) 3 3 0

전학년 1,2 100965 발명기법과특허의이해(Presentation & Debate) 3 3 0

전학년 1,2 100598 디자인과지식재산(Design & Intellectual Property) 3 3 0

전학년 1,2 100700 증권투자의이해(Understanding Stock Investment) 3 3 0

전학년 1,2 100981
R&D특허전략의이해 (R&D Understanding the Patent 

Strategy)
2 2 0

예술 전학년 1,2 100955
건축과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and 

Societ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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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100957 도자공예(Ceramics) 3 2 2

전학년 1,2 100326 연극의이해(Understanding Play) 3 3 0

전학년 1,2 100327 영화의이해(Understanding Movies) 3 3 0

전학년 1,2 100934 음악의이해(Understanding of the music) 2 1 2

전학년 1,2 100695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 3 0

전학년 1,2 100597 한국의조형문화(Art Culture of Korea) 3 3 0

전학년 1,2 100750 한국의현대미술 (Korean Contemporary Art) 3 3 0

전학년 1,2 100980 기초회화(Basic painting) 2 1 2

전학년 1,2 100998 대중음악의이해(Understanding of Popular Music) 3 3 0

전학년 1,2 101003 패션과문화(Fashion and Culture) 3 3 0

전학년 1,2 101048 미술치료(Art Therapy) 2 2 0

외국어

전학년 1,2 100277 영어짧은글쓰기 (English Short Composition) 3 3 0

전학년 1,2 100278 영어에세이쓰기 (Essay Writing) 3 3 0

전학년 1,2 100211 일본어(1) (Japanese1) 2 2 0

전학년 1,2 100212 일본어(2) (Japanese2) 2 2 0

전학년 1,2 100440
영어프리젠테이션(레벨4)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Level4)
2 2 0

전학년 1,2 100441
영어프리젠테이션(레벨5)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Level5)
2 2 0

전학년 1,2 100442
영어프리젠테이션(레벨6)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Level6)
2 2 0

전학년 1,2 100443 영어토론(레벨4) (Discussion Skills in English Level4) 2 2 0

전학년 1,2 100444 영어토론(레벨5) (Discussion Skills in English Level5) 2 2 0

전학년 1,2 100445 영어토론(레벨6) (Discussion Skills In English Level6) 2 2 0

전학년 1,2 100446
프로젝트를통한영어의사소통(레벨4) (Projects for English 

Communication Level4)
2 2 0

전학년 1,2 100447
프로젝트를통한영어의사소통(레벨5) (Projects for English 

Communication Level5)
2 2 0

전학년 1,2 100448
프로젝트를통한영어의사소통(레벨6) (Projects for English 

Communication Level6) 
2 2 0

전학년 1,2 100534 프랑스어(1) (French1) 2 2 0

전학년 1,2 100536 프랑스어(2) (French2) 2 2 0

전학년 1,2 100101 독일어(1) (German1) 2 2 0

전학년 1,2 100102 독일어(2) (German2) 2 2 0

전학년 1,2 100682 중국어(1) (Chinese1) 2 2 0

전학년 1,2 100683 중국어(2) (Chinese2)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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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100311 영어청취연습 (English Listening Practice) 3 3 0

전학년 1,2 100258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3 3 0

전학년 1,2 100425 영어독해연습 (English Reading Practice) 3 3 0

전학년 1,2 100426 시사영어독해 (English Reading : Current Issues) 3 3 0

전학년 1,2 100427 기본영문법 (Basic English Grammar) 3 3 0

전학년 1,2 100428 실용영문법 (English Grammar in Use) 3 3 0

전학년 1,2 100431
아랍어와문화이해(1)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1)
2 2 0

전학년 1,2 100432
아랍어와문화이해(2) (Understanding Arabic Language & 

Culture2)
2 2 0

전학년 1,2 100968 영어문단쓰기(English Paragraph Writing) 3 3 0

전학년 1,2 100973 무비토크(Movie Talk) 3 3 0

체육

전학년 1,2 100154 테니스 (Tennis) 2 1 2

전학년 1,2 100155 탁구 (Table Tennis) 2 1 2

전학년 1,2 100156 농구 (Basketball) 2 1 2

전학년 1,2 100157 골프 (Golf) 2 1 2

전학년 1,2 100147 볼링(1) (Bowling1) 2 1 2

전학년 1,2 100148 볼링(2) (Bowling2) 2 1 2

전학년 1,2 100712 운동과건강 (Motion and Health) 2 2 0

전학년 1,2 100345 수상스키 (Water Ski) 2 0 4

전학년 1,2 100346 스키와스노우보드 (Ski and Snowboard) 2 0 4

봉사
전학년 1,2 100796 봉사활동(1) (Social Work1) 1 0 0

전학년 1,2 100797 봉사활동(2) (Social Work2) 1 0 0

○ 졸업시험 대체교과목 : 해당학기 평점 및 졸업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영 역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 실습

졸업시험

대체교과

100970 영어쓰기의기초 (English Writing Fundamentals) 2 2 0

100971 영어읽기의기초 (English Reading Fundamentals) 2 2 0

100967 영어말하기의기초 (English Speaking Fundamentals) 2 2 0

100943 외국인을위한한국어(1) (Korean 1 for Foreign Students) 3 3 0

100944 외국인을위한한국어(2) (Korean 2 for Foreign Students) 3 3 0

※ 외국인을위한한국어(1),(2)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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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야간 교양 교육과정

1. 편성의 개요

☞ 교양교육 교육과정은 모든 교양과목을 학문관심영역(이하 “영역”이라 함)으로 분류

하여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양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을 정하여 

편성한다.

○ 모든 교양교과목은 영역별로 분류하며, 영역간의 균형 있는 교육을 도모한다.

○ 필수과목의 지정이나 기타 이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가. 기초교양(공통필수 교과목)

○ 창의와인성역량, 글쓰기와논리역량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 창의와인성역량 교과목 : 창의적 사고, 삶의 윤리학, 고전속의 인성, 인간과 공동체

- 글쓰기와논리역량 교과목 : 글쓰기와의사소통, 논리적 사고

○ 국제화역량인 교양영어(영어, 영어회화) 및 일본어회화는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나. 핵심교양(영역별 교양 교과목)

○ 1 - 3 영역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다. 학문기초 교과목

○ 단과대학별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하여 각 학과별로 23학점 범위 내에서 교양필수로 

편성할 수 있다.

○ 학문기초 교과목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목에 

따라 단과대학(또는 학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자료(강사 

선임 및 시간 배정 등 강의와 관련된 기본 사항)를 기초교육학부에 매 학기 전달한다.

○ 단과대학(또는 학과)은 학문기초 교과목을 운영할 책임교수를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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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양선택 

○ 기초교육학부에서 주관 운영한다. 기존에 개별 학과가 의뢰하여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의 경우도 2010학년도부터는 기초교육학부가 주관 운영한다. 기초교육학부는 

강사 선임이나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학과에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과목의 

성격 상 특정학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학과가 과목을 운

영한다. 이런 경우 해당 과목의   강사 및 운영에 관한 기초 사항을 매 학기 기초교

육학부에 제출한다.

○ 외국어영역은 어학교육연구원에서 주관 운영한다.

3. 교양필수

가. 기초교양(공통필수 교과목)

학
과

역량
교과목
코드

교 과 목 명
학
점

이
론

실
습

비
고

전

체

학

과

창의와

인성 

역량

200978 창의적사고 (Creative Thinking)

2 2 0 택1
200975 삶의윤리학 (Ethics of Life)

200976 고전속의인성 (Personality in the Classical Works)

200977 인간과공동체 (Human and Community)

글쓰기

와논리 

역량

200761 글쓰기와의사소통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택1

200979 논리와사고 (Logical Thinking)

국제화

역량

200450 실용영어읽기와쓰기 (Practical English Reading and Writing) 2 2 0

200770

200821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1)

일본어회화(1) (Japanese Conversation1)
1 2 0 택1

합  계 7 8 0

※ 상기교과목 중 창의와인성역량 및 글쓰기와논리역량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가능하며, 

국제화역량 택1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중복취득이 불가함(동일지정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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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교양(영역별 교양필수)

영 역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1영역

(사상과

문화)

200764

200643

200766

200865

200864

현대사회와철학 (Modern Society and Philosophy)

현대사회와윤리 (Ethics in Modern Society)

현대문화론 (The Theory of Modern Culture)

문학적상상력 (Literary Imagination)

생명과인간 (Life and Human Beings)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택1

2영역

(역사와

문명)

200639

200838

200839

200861

201018

역사와인간 (History and Human Beings)

동서문명의교류 (Interaction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한국사의재조명 (Korean History)

현대예술의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Art)

과학기술과문명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택1

3영역

(인간과

사회)

200798

200799

200841

200784

201019

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Society)

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Politics)

경제의이해 (Understanding Economy)

현대메가트렌드 (Contemporary Society and Megatrends)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

3

3

3

3

3

3

3

3

3

0

0

0

0

0

택1

다. 학문기초 교과목

○ 공과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793 물리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21 화학(1) 3 3 0

2

교필및교선 200166 미분적분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794 물리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522 화학(2) 3 3 0

교필및교선 200502 일반생물학 3 3 0

교필및교선 200503 기술과디자인 2 2 0

교필및교선 200351 환경과인간 2 2 0

2

1
교필및교선 200690 확률과통계 3 3 0

교필및교선 200504 공학기술과경영 2 2 0

2
교필및교선 2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 2 2 0

교필및교선 200690 확률과통계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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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인문학

전학년 1,2 200813 동양문명의이해(Understanding of Eastern Civilization) 3 3 0

전학년 1,2 200814 서양문명의이해(Understanding of Western Civillization) 3 3 0

전학년 1,2 200553 지식의세계(Introduction to Human Knowledge) 2 2 0

전학년 1,2 200323
한국근현대사의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 3 0

전학년 1,2 200696 한국의사상과윤리(Korean Philosophy and Ethics) 3 3 0

전학년 1,2 200331 현대문화와사상(Philosophy and Modern Culture) 3 3 0

전학년 1,2 200516 서양고전읽기(Reading Western Classics) 3 3 0

전학년 1,2 200518 신화의세계(Understanding Mythology) 3 3 0

전학년 1,2 200529 동양고전읽기(Reading Eastern Classics) 3 3 0

전학년 1,2 200594 문학의세계(Understanding Literature) 3 3 0

전학년 1,2 201008 철학적사고연습(Philosophical Thought Practice) 3 3 0

○ 인문사회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761 사회과학개론 3 3 0

행정학과

환경행정전공
교필및교선 200165 미분적분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21 화학(1) 3 3 0

교필및교선 200516 서양고전읽기 3 3 0 영어영문학과

2
교필및교선 200259 법학개론 3 3 0

행정학과

환경행정전공

교필및교선 200524 대중문화의이해 3 3 0 영어영문학과

○ 기술경영융합대학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시   간

비 고
이론 실습

1
1 교필및교선 200293 경제학원론(미시) 3 3 0 경영학과

경영학전공2 교필및교선 200294 경영수학 3 3 0

4. 교양선택

○ 인문학, 사회/시사, 과학/기술, 취업/산학연, 예술, 외국어, 체육, 봉사/기타 영역의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이수할 수 있다.(체육관련교과는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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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200966
현대중국과동아시아(Historical study on the 

contemporary China in the East Asia)
3 3 0

전학년 1,2 200692 생활한자와기초한문(Chiness Character and Sentenses) 3 3 0

전학년 1,2 200959 발표와토론(Presentation & Debate) 3 3 0

전학년 1,2 200958 읽기와쓰기의즐거움(Joy of Reading & Writing) 3 3 0

전학년 1,2 200633 생활속의언어(Language of life) 3 3 0

전학년 1,2 200987 실전한국사(Practice of Korean History) 3 3 0

전학년 1,2 200999 종교와문화(Religion and Culture) 3 3 0

전학년 1,2 201016 자연과학과인문학(Natural Sciences and Humanities) 3 3 0

사회/

시사

전학년 1,2 200150 신문으로보는세상(Newspaper and Society) 3 3 0

전학년 1,2 200578 한국사회론(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 3 0

전학년 1,2 200149 영화로읽는세상(Movie and Society) 3 3 0

전학년 1,2 201013 진보와보수(Social Thoughts and Ideologies) 3 3 0

전학년 1,2 200954 산업과경제(Industry and Economics) 3 3 0

전학년 1,2 200596 세계화와국제정치(Globalization and World Politics) 3 3 0

전학년 1,2 200158 오늘의한국사회(Contemporary Korea Society) 3 3 0

전학년 1,2 200539 현대국제관계론(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전학년 1,2 200595
현대정보사회와인터넷(Information Society and the 

Internet)
3 3 0

전학년 1,2 200524 대중문화의이해(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3 3 0

전학년 1,2 200259 법학개론(An Introdution to Law) 3 3 0

전학년 1,2 200962 사회과학개론(Introduction to the social science) 3 3 0

전학년 1,2 200342 여성학(Women’s Studies) 3 3 0

전학년 1,2 200180 심리학(Phychology) 3 3 0

전학년 1,2 200698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3 3 0

전학년 1,2 200824 인터넷과윤리(Internet Ethics) 2 2 0

과학/

기술

전학년 1,2 200933 대학기초수학(Pre-Calculus) 3 3 0

전학년 1,2 200688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3 3 0

전학년 1,2 200162 선형대수(Linear Algebra) 3 3 0

전학년 1,2 200687 현대선형대수(Linear Algebra) 3 3 0

전학년 1,2 200960 수학의세계(Mathematical World) 3 3 0

전학년 1,2 200685 현대수치해석(1)(Numerical Analysis1) 3 3 0

전학년 1,2 200686 현대수치해석(2)(Numerical Analysis2) 3 3 0

전학년 1,2 200961 통계의활용(Practices in Statistics) 3 3 0

전학년 1,2 200690 확률과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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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200941 현대과학과인류문명(Modern Science and Civilization) 3 3 0

전학년 1,2 200351 환경과인간(Environment and Human) 2 2 0

전학년 1,2 200503 기술과디자인(Technology and Design) 2 2 0

전학년 1,2 200502 일반생물학(General Biology) 3 3 0

전학년 1,2 200360 식품과건강(Food and Health) 2 2 0

전학년 1,2 200500 컴퓨터(Computer) 2 1 2

전학년 1,2 200983 별과우주(Stars and Universe) 3 3 0

전학년 1,2 200783 현대서양의형성(Contemporary History of the West) 3 3 0

전학년 1,2 200984 현대물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Modern Physics) 3 3 0

전학년 1,2 201017 과학기술과철학(Science and Philosophy) 3 3 0

취업/

산학연

전학년 1,2 200693 직업과삶(Vocational Ethics) 2 2 0

전학년 1,2 200504 공학기술과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2 2 0

전학년 1,2 200505
공학보고서와발표(Technical report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전학년 1,2 200932 취업과진로(Career & Work) 2 2 0

전학년 1,2 200963 기업가정신과리더십(Entrepreneurship and Leadershis) 2 2 0

전학년 1,2 200964 회계학개론(Introducion to Acconuting) 3 3 0

전학년 1,2 200965 발명기법과특허의이해(Presentation & Debate) 3 3 0

전학년 1,2 200700 증권투자의이해(Understanding Stock Investment) 3 3 0

예술

전학년 1,2 200955
건축과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Architecture and 

Society)
3 3 0

전학년 1,2 200196 연극의이해(Understanding Play) 3 3 0

전학년 1,2 200197 영화의이해(Understanding Movies) 3 3 0

전학년 1,2 200934 음악의이해(Understanding of the music) 2 1 2

전학년 1,2 200695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 3 0

전학년 1,2 200750 한국의현대미술 (Korean Contemporary Art) 3 3 0

외국어

전학년 1,2 200211 일본어(1) (Japanese1) 2 2 0

전학년 1,2 200212 일본어(2) (Japanese2) 2 2 0

전학년 1,2 200441
영어프리젠테이션(레벨4) (Presentation Skills in English 

Level4)
2 2 0

전학년 1,2 200444 영어토론(레벨4) (Discussion Skills in English Level4) 2 2 0

전학년 1,2 200447
프로젝트를통한영어의사소통 (레벨4)(Projects for English 

Communication Level4)
2 2 0

전학년 1,2 200534 프랑스어(1) (French1) 2 2 0

전학년 1,2 200536 프랑스어(2) (French2) 2 2 0

전학년 1,2 200101 독일어(1) (German1) 2 2 0



Ⅳ 교
육
과
정
 안
내

111

Ⅳ. 교육과정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역
개설현황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전학년 1,2 200102 독일어(2) (German2) 2 2 0

전학년 1,2 200682 중국어(1) (Chinese1) 2 2 0

전학년 1,2 200683 중국어(2) (Chinese2) 2 2 0

외국어

전학년 1,2 200311 영어청취연습(English Listening Practice) 3 3 0

전학년 1,2 200258 실용영어(Practical English) 3 3 0

전학년 1,2 200425 영어독해연습(English Reading Practice) 3 3 0

전학년 1,2 200427 기본영문법(Basic English Grammar) 3 3 0

전학년 1,2 200428 실용영문법(English Grammar in Use) 3 3 0

전학년 1,2 200968 영어문단쓰기(English Paragraph Writing) 2 2 0

전학년 1,2 200973 무비토크(Movie Talk) 3 3 0

체육

전학년 1,2 200154 테니스(Tennis) 2 1 2

전학년 1,2 200155 탁구(Table Tennis) 2 1 2

전학년 1,2 200156 농구(Basketball) 2 1 2

전학년 1,2 200157 골프(Golf) 2 1 2

전학년 1,2 200147 볼링(1)(Bowling(1)) 2 1 2

전학년 1,2 200148 볼링(2)(Bowling(2)) 2 1 2

전학년 1,2 200712 운동과건강(Motion and Health) 2 2 0

전학년 1,2 200345 수상스키(Water Ski) 2 0 4

전학년 1,2 200346 스키와스노우보드(Ski and Snowboard) 2 0 4

봉사
전학년 1,2 200796 봉사활동(1)(Social Work1) 1 0 0

전학년 1,2 200797 봉사활동(2)(Social Work2) 1 0 0

○ 졸업시험 대체교과목 : 해당학기 평점 및 졸업인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영 역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론 실습

졸업시험

대체교과

200970 영어쓰기의기초(English Writing Fundamentals) 2 2 0

200971 영어읽기의기초(English Reading Fundamentals) 2 2 0

200967 영어말하기의기초(English Speaking Fundamentals) 2 2 0

200943 외국인을위한한국어(1)(Korean 1 for Foreign Students) 3 3 0

200944 외국인을위한한국어(2)(Korean 2 for Foreign Students) 3 3 0

※ 외국인을위한한국어(1),(2)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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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교직 교육과정

1. 교직과목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

학점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0

400213

400212

400211

400311

400312

400310

400414

400316

400315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정책과학교현장

 교육역량과수행공학

 생활지도및상담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0

0

0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

4

3

1

1,2

2

교직

교직

교직

400413

400412

400317

 특수교육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2

2

2

1

2

2

2

0

0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학교현장실습 2 0 4 4주

1~3 1,2
교선

교선

100796

100797

 봉사활동(1)

 봉사활동(2)

1

1

0

0

0

0

30시간

30시간

계 30 25 6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모두 이수해야 함. 

(봉사활동 내용은 반드시 교육봉사이어야 함)

교직과목 이수학점 기준(입학기준 : 선발년도-1)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목 20학점(필수이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

○ 2009학년도 이후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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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과목

☞ 아래의 표시과목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며, 2016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선발자)까지는 디자인, 공예 → 디자인·공예, 화공 → 화공·섬유로 표시교과가 적용됨.

가. 교과교육영역 

학과명 표시과목 교과목코드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신소재공학과 요업

161001 전선 공업교육론 3

공업계열161002 전선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161003 전선 공업교과교수법 3

정밀화학과 화공

161001 전선 공업교육론 3

〃161002 전선 공업교과논리및논술 3

161003 전선 공업교과교수법 3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118154 전선 농산업교육개론 3

118158 전선 농산업(식품가공)교육논리및논술 3

118164 전선 농산업(식품가공)교재연구및지도법 3

디자인학과 디자인

165023 전선 디자인논리및논술 3

165024 전선 디자인교수법 3

165025 전선 디자인교육론 3

도예학과 공예

165026 전선 공예논리및논술 3

165027 전선 공예교수법 3

165028 전선 공예교육론 3

금속공예학과 공예

165026 전선 공예논리및논술 3

165027 전선 공예교수법 3

165028 전선 공예교육론 3

조형예술학과 디자인

165023 전선 디자인논리및논술 3

165024 전선 디자인교수법 3

165025 전선 디자인교육론 3

나. 기본이수과목 

학과명 표시과목
교육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신소재공학과 요업

공업교육론 161001 공업교육론 3 필수

결정구조학 114201 결정학개론 3

택7

내화물공학 114286 세라믹상평형 3

요업재료 114448 파인세라믹스 3

요업물리 114185 전자재료 2

유리공학 114355 비정질재료 2

요업공정 114310 세라믹공정 3

분체공학 114447 세라믹합성 3

요업원료학 114279 나노재료합성 3

소  계 9개 교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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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표시과목
교육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식품공학과 식품가공

농산업교육개론 118154 농산업교육개론 3 필수

유기화학
118212 생물유기화학(1) 3 

택1
118217 생물유기화학(2) 3 

식품미생물학
118470 식품미생물학(1) 3 

택1
118474 식품미생물학(2) 3

식품가공 118472 식품가공학(1) 3 

택4

농산물가공 118476 식품가공학(2) 3

식품재료학 118493 식품재료학 3

식품화학 118495 식품화학(2) 3

식품위생 118516 식품안전및법규 3 

식품저장 118234 식품저장학및응용 3 

소  계 11개 교과 33

정밀화학과 화공

공업교육론 161001 공업교육론 3 필수

화공양론 125310 화공양론(1) 3 필수

공정제어 125312 공정제어 3 필수

물리화학 125012 물리화학 3

택1반응공학 125313 반응공학(1) 3 

화공열역학 125500 화공열역학 3

유기화학 125205 유기화학(1) 3 필수

무기화학 125301 무기화학(1) 3 필수

기기분석 125507 기기분석 3
택1

공업분석화학 125503 분석화학(1) 3

소  계 10개 교과 30

디자인학과 디자인

디자인교육론 165025 디자인교육론 3 필수

색채학 185202 색채와드로잉 3 필수

스케치기법 185201 기초드로잉 3 필수

디자인제도 185185 디자인CAD 3

택3
컴퓨터그래픽 185160 컴퓨터2D표현 3

3D모델링 185161 컴퓨터3D표현 3 

그래픽디자인 185015 그래픽디자인 3 

제품디자인 185019 ID(1) 3

택1
시각디자인 185020 편집디자인 3

가구디자인 185188 가구디자인 3

웹디자인 185039 웹인터페이스디자인(1) 3

소  계 11개 교과 33



Ⅳ 교
육
과
정
 안
내

115

Ⅳ. 교육과정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과명 표시과목
교육부

고시 교과목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도예학과 공예

공예교육론 165028 공예교육론 3 필수

기초소묘 115506 도자장식(1) 3 필수

기초조형 115370 조형도사(1) 3 필수

금속공예 116520 금속공예의비전 3 필수

도자공예 115367 공예도자(1) 3 필수

재료학 115051 도자재료 3

택2

제품디자인 115507 Ceramic Design Studio(1) 3

디스플레이 115188 Ceramic Coordination(1) 3

공예실습 115517 Introduction to Ceramic I 3

공예제도 115502 컴퓨터그래픽 3 

소  계 10개 교과 30

금속공예학과 공예

공예교육론 165028 공예교육론 3 필수

기초소묘 116255 기초금속공예(1) 3 필수

기초조형 116150 컴퓨터프로젝트(1) 3 필수

금속공예 116520 금속공예의비전 3 필수

도자공예 115302 공예도자(1) 3 필수

공예제도 116519 공예의이해 2

택3
제품디자인 116156 스튜디오2(1) 3

공예실습 116525 금속공예디자인1(1) 2

디스플레이 116160 트렌드디자인론1(1) 3

소  계 9개 교과 25

조형예술학과 디자인

디자인교육론 165025 디자인교육론 3 필수

색채학 185202 색채와드로잉 3 필수

스케치기법 119028 드로잉(1) 2 필수

조형 119253 조소(1) 3 필수

컴퓨터그래픽 119026 평면(1) 2 선택

영상디자인 119515 무빙이미지(1) 3 필수

그래픽디자인 119341 판화(1) 3 필수

시각디자인 119517 사진과표현(1) 2 필수

제품디자인 119503 오브제(1) 2 필수

소  계 9개 교과 23

※ 학과별 지정과목을 7과목(분야), 21학점 이상 이수

   - 2016학년도 입학자(2017학년도 선발자)는 지정된 기본이수교과 중 7과목 21학점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2018학년도 선발자)부터는 비고란의 “필수 및 택” 교과대로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화공, 요업)관련학과 : 신소재공학과, 정밀화학과는 각 학과 별로 개설된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을 별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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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09학년도 이전 교직이수예정 승인 학생 적용(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필수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2

400213

400210

400211

400310

400311

400312

 교육사회학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7과목

14학점

교과교육

3

3,4

3

3

1

1

2

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313

400415

400314

400416

 공업교육론

 농업교육개론(식품공학과)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농업교재연구및지도법(식품공학과)

2

2

2

2

2

2

2

2

0

0

0

0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교육실습 2 0 4 4주

계 20 18 4

※ 교과교육영역에서 식품공학과는 농업교육개론과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 교직과목 - 2010학년도 이후 ~ 2013학년도 이전 교직이수예정 승인 학생 적용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필수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

학점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2

400213

400210

400211

400310

400311

400312

 교육사회학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3

4

1

2

교직

교직

400413

400412

 특수교육의이해

 교사론

2

2

1

2

2

0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교육실습 2 0 4 4주

1~3 1,2
교선

교선

100796

100797

 봉사활동 1

 봉사활동 2

1

1

0

0

0

0
60시간

계 22 17 6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모두 이수해야 함.

(봉사활동 내용은 반드시 교육봉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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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과목 - 2014학년도 이후 교직이수예정 승인 학생 적용(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필수이수)

영역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이수

학점
비고

이론 실습

교직이론

2

2

3

3

3

3

3

3

3

3

1,2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교직

400210

400213

400212

400211

400311

400312

400310

400414

400316

400315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정책과학교현장

 교육역량과수행공학

 생활지도및상담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0

0

0

0

0

0

0

0

0

0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

4

3

1

1,2

2

교직

교직

교직

400413

400412

400317

 특수교육의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예방및학생의이해

2

2

2

1

2

2

2

0

0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 1 교직 400410  학교현장실습 2 0 4 4주

1~3 1,2
교선

교선

100796

100797

 봉사활동(1)

 봉사활동(2)

1

1

0

0

0

0

30시간

30시간

계 30 25 6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봉사활동(1), 봉사활동(2) 모두 이수해야 함.

(봉사활동 내용은 반드시 교육봉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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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기타 교육과정

가. 학군/학사후보생 양성과정

구분 학년 학기 이수구 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수학점)이론 실습

안 보 학

이    론

1,2,3 
1 일반선택 500100 국가안보론 2 2 0

이수학점 없음

2 일반선택 500110 전쟁사 2 2 0

2,3,4
1 일반선택 500200 북한학 2 2 0

2 일반선택 500210 리더십 2 2 0

3 1,2 일반선택 500300 무기체계 2 2 0

4 1,2 일반선택 500400 지휘통솔 2 2 0

군 사 학

3
1 일반선택 500310 군사학(1) 2 0 4

8학점 이상 이수
2 일반선택 500320 군사학(2) 2 0 4

4
1 일반선택 500410 군사학(3) 2 0 4

2 일반선택 500420 군사학(4) 2 0 4

합 계 20 12 16 8학점 이상 이수

※ 일반 학생은 군사학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나. 인재개발원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 고
이론 실습

3 1,2 일반선택 500501  역량개발전략론 2 2 0

3 2 일반선택 500502  창의적문제해결 2 2 0
  

다. 창업지원단(창업교육센터)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 고
이론 실습

3 1,2 교양선택 101038 창업과4차산업혁명 2 2 0 창업101

3 1,2 교양선택 101039 글로벌혁신과리더십 2 2 0 창업102

3 1 교양선택 101042 Design Thinking 3 3 0 창업201

3 1 교양선택 101043 사회적혁신과문제해결 3 3 0 창업202

3 1,2 일반선택 500532 창업과지식재산권 3 3 0 창업301

3 1,2 일반선택 500518 마케팅창업전략 3 3 0 창업302

4 1 일반선택 500522 창업실습(1) 3 0 0 창업303

4 2 일반선택 500523 창업실습(2) 3 0 0 창업304

3 1,2 일반선택 500534 창업프로세스분석 3 3 0 창업401

3 1 일반선택 500530 글로벌창업 3 3 0 창업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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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교과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이론 실습

3 1,2 교선 100435 외국인을위한한국언어와문화의이해 2 2 0
〔글쓰기와논리역량〕

택일

3 1,2 교선 100009  외국인을위한한국명문읽기 2 2 0
〔사상과문화-1영역〕

택일

3 1,2 교선 100437  외국인을위한한국어프리젠테이션 3 3 0
〔역사와문명-2영역〕

택일

3 1,2 교선 100436 외국인을위한한국어표현 3 3 0
〔인간과사회-3영역〕

택일

3 1,2 교선 100438  외국인을위한한국어글쓰기 3 3 0

  

※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이수 가능한 과목임       

마. 외국에서 수학(연수)한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일반선택 500504 외국대학 이수 과목(2)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일반선택 500531 외국대학 이수 과목(3)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일반선택
500505

500506

해외인턴십(1)

해외현장실습(1) 중 택1
2학점 12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07

500508

해외인턴십(2)

해외현장실습(2) 중 택1
4학점 24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09

500510

해외인턴십(3)

해외현장실습(3) 중 택1
6학점 36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1 해외어학연수(1) 2학점 12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2 해외어학연수(2) 3학점 180시간 이상

일반선택 500513 해외어학연수(3) 6학점 360시간 이상

바. 국내 타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인정 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일반선택 500514  타 대학 이수과목(2)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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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자치기구

□ 연락처

기구명 전화번호 위치 비고

총학생회실 970-7010~12 제1학생회관(37호관) 224호

동아리연합회 970-7022 제1학생회관(37호관) 221호

학생복지위원회 970-7023 제1학생회관(37호관) 213호

총졸업준비위원회 970-7019 제1학생회관(37호관) 201호

교지편집위원회 970-7020 제1학생회관(37호관) 401호

공과대학 학생회 970-7044 다산관(2호관)지하 001호

정보통신대학 학생회 970-7037 창학관(3호관) 401호

에너지바이오대학 학생회 970-7050 청운관(6호관) 212호

조형대학 학생회 970-7055 다빈치관(39호관) 221호

인문사회대학 학생회 970-7061 어의관(40호관) 103호

기술경영융합대학 학생회 970-7015 무궁관(57호관) 801호

※ 총동문회 525-3581, 970-6956 (100주년 기념관 2층)

가. 총학생회의 설립목적

총학생회는 회원의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시민 자질 함양과 대학문

화 창출을 통한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며 사회와 민주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

나. 총학생회의 권리와 의무

총학생회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총학생회

의 민주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에 대하여 학교당국의 

관계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전문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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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학생회의 구성과 기능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칙 1장(총칙) 6조에 의해 학생총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학

대회,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집행국,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교

지편집위원회, 총졸업준비위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과 학생회로 구성

단, 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단체는 전학대회를 통해 신고, 승인을 받아 회칙에 

의거한 권리를 보장 가능

라. 상설특별기구

1) 총졸업준비위원회

총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과 사회진출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기구이며, 본회의 각

과 졸업준비위원장과 졸업이 가능한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

2) 러비편집위원회

전체 학우 중에서 자치내규에 의해 발탁된 자로 구성되며, 교지의 제작을 통해 바른 

학생의식이 홍보를 담당하는 상설기구, 교지발간을 위한 업무 및 홍보를 담당하며, 

독자성과 전문성으로 편집권,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

마. 선거

1) 본 회의 회원은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2) 피선거권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부총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 하며, 회원 1/5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선거방법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공동 입후보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보통, 

직접, 비 , 평등의 원칙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며,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 본회 재적인

원 40%이상의 투표에 2/3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4) 임기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연임이 불가하며 임기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보궐선거는 잔여 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한하여, 30일 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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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동아리

문의처 : 동아리연합회(제1학생회관 221호, 970-7022)

가. 동아리 안내

대학생활의 중심은 학문을 갈고 닦고, 연구를 해가는 것이지만, 인격 형성에 있어서는 

과외 활동에서도 배울 것이 많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성, 끼를 살리면서 방

과외의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든지 집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일은 다시없는 귀중한 체험이 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활동함으로

써 더욱 보람찬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대학에서는 동아리방을 제공하는 등 중앙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45개 중앙동아리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앙동아

리 외에 단과대학동아리, 학과동아리가 있으며, 해당 단과대학 해당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중앙동아리 등록 절차

① 등록기간 공고(동아리연합회)

② 등록서류 배부(동아리연합회)

③ 등록서류 취합(동아리연합회)

④ 등록서류 제출(학생처 학생지원팀)

다. 행사 허가 절차

① 행사계획서 작성제출(동아리연합회)

② 행사계획서 접수, 결재, 허가(학생처)

③ 각부서 협조 요청 및 확인

④ 행사진행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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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명
연번 동아리명

동아리방 위치
목적

호관 호실

공연
분과

(12)

1 그레이무드 제1학생회관 3층 327 밴드악기를 다루고 팀을 이뤄 공연을 하는 모임

2 스누토 제1학생회관 3층 316 오케스트라 합주를 하는 모임

3 열혈무군 제1학생회관 2층 205
춤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향하고 함께 즐길수 
있는 모임

4 소리사랑 제1학생회관 3층 325 대중가요를 부르는 통키타 음악인의 모임

5 세마치 제1학생회관 3층 326
해비매탈 음악을 사랑하여 정기 콘서트를 통해 발표하는 

모임

6 어울음 제1학생회관 3층 323 클래식 키타를 통한 정서함양과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7 해방풍물패 제1학생회관 3층 305 풍물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8 통일아침 제1학생회관 3층 313 민중가요를 사랑하며 민중가요 보급에 앞장서는 모임

9 어의실험극회 제1학생회관 3층 317 창조,실험정신과 아름답고 신선한 연극을 위한 모임

10 IM 제1학생회관 3층 324 방송 댄스를 주로 추는 모임

11 랩스타 제1학생회관 3층 323-1 랩을 좋아하는 동호인의 모임

12
UPT동아리
(합창, 공연분과)

제1학생회관 3층 310 합창 모임

봉사
분과
(4)

13 RCY 제1학생회관 3층 322-1 적십자 활동을 하는 모임

14 새앎터 제1학생회관 3층 305-1 빈민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운동에 관여하는 모임

15 유스호스텔 제1학생회관 2층 229
건전한 대학 여행 문화의 풍토조성과 자연보호를 위한 
모임

16 인액터스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3호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모임

사회
분과

(2)

17 근현대사사랑회 제1학생회관 2층 204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모임

18 죽산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4호
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농업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모임

전시

창작
분과
(4)

19
어의영화패

(맑은그림)
제1학생회관 3층 320-1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영화를 제작하고 감상하

는 모임

20 실천미술회 제1학생회관 3층 312 미술의 전반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임

21 어의사진반 제1학생회관 3층 308 사진예술의 추구와 사진기술을 습득하는 모임

22 그림랑 제1학생회관 3층 311 미술분야의 한 부분으로 만화그림을 그리는 모임

종교
분과
(6)

23 예수전도단 제1학생회관 3층 314
참다운 지성의 진리탐구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배출을 목

적으로 하는 모임

24 I.V.F 제1학생회관 3층 302 문서 사역을 통한 지성사회의 복음화 모임

25 불교학생회 제1학생회관 3층 320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현하는 모임

26 C.C.C 제1학생회관 3층 304 복음을 전하며 신앙부흥 집회등을 하는 모임

27 C.A.M 제1학생회관 2츨 207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공동체 

모임

라. 중앙동아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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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명
연번 동아리명

동아리방 위치
목적

호관 호실

28 가톨릭학생회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1호 성지순례 및 봉사활동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모임

체육
분과

(11)

29 라이더스 제1학생회관 3층 315 자전거를 통한 회원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한 동아리

30
볼링반
(KOBO)

제1학생회관 2층 205 볼링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31 농구반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3호 농구를 통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는 모임

32 사격반 제1학생회관 3층 319 사격을 통한 심신을 단련하는 모임

33 야구부 제1학생회관 2층 217 야구를 통한 체력증진 및 타 대학과의 교류

34 스키반 제1학생회관 2층 206 스키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하는 모임

35 테니스반 테니스장
테니
스장

테니스를 통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모임

36 수중탐사반 제1학생회관 3층 318
잠수기술을 배양하고 수중 자원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모
임

37 축구동호회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4호 축구로 회원건강과 친목 교류 및 학교발전 모임

38 산악반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7호
도량을 갖춘 인격의 형성과 산악보급의 기술향상을 위한 
모임

39
e-sports
동아리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0 롤, 하스스톤, 도타 등 게임유져를 즐기는 모임

무예
분과
(3)

40 해동검도 제1학생회관 3층 309 건전한 정신과 육체로 인간관계를 형성 무도인

41 태권도반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6호
태권도를 통해 심신수련과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모
임

42 어의검우회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15호 검을 통해 도를 닦음으로서 인격수양을 하는 모임

학술
분과
(8)

43
발명개발
연구회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7호 발명풍토 조성과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모임

44 TIME연구회 제1학생회관 2층 208 영어를 사랑하며 실력배양에 노력하는 모임

45
컴퓨터

연구회
제1학생회관 2층 219

정보산업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정보개발, 발표를 목

적으로 하는 모임

46 일본어회화반 제1학생회관 2층 203 일본어 실력배양에 노력하는 모임

47 ITEM 제1학생회관 2층 211
청년실업 40만 시대에 실력있는 젊은 사업가를 양성하
는 모임

48 영어회화반 제1학생회관 2층 218 영어 실력배양에 노력하는 모임

49 시리우스 제1학생회관 3층 303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을 관찰하는 모임

50
DC작곡
동아리

종합운동장 
동아리관

5호 각자 원하는 작곡생활(미디, 음악 등)을 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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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진료

학교생활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

교내 마을버스 노선

교내 차량 출입 및 주차

어학 능력 향상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등

도서관 안내  및 이용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e-mail 등

생활관(기숙사)

취업

학생 생활 상담 

성평등 상담센터

Seoultech인재원(고시원) 안내

응급 상황과 휴식

알아두면 편리한 건물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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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증 발급

문의처 :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2학생회관 2층, 970-6045)
홈페이지: http://smartcard.seoultech.ac.kr

가. 학생증의 기능

① 모바일 학생증 기능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학생증 앱 설치 후 사용가능

② T-money 기능으로서 서울･경기버스, 지하철 이용 가능

③ 금융･전자화폐 기능으로서 체크(현금)카드, T-money 충전으로 교내 복지시설 이용 

가능

④ 도서관이용기능으로서 도서관출입통제, 도서대출및반납, 열람실 좌석예약･배정 등 

가능

⑤ 교내 무인경비시스템 출입기능으로서 공휴일, 야간 건물 출입 시 사용 가능

나. 학생증의 신규발급

1) 일반 학생증

① 순수학생증(단일기능): 신･편입학 후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

② 체크카드기능 학생증(복합기능) : 신･편입학 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2) 모바일 학생증

- 신･편입학 후 앱스토어에서 학생증 앱 

다운로드

- 스마트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비 번호

재발급 후 부여된 ID/PW 입력 후 사용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캠퍼스 홈페이지 공지: 

(http://smartcard.seoultech.ac.kr)

3) 발급대상 : 등록금 납부가 완료된 재학생에게만 발급 가능  *휴학생 발급 불가

다. 학생증의 재발급(분실, 훼손 등)

① 순수학생증은 농협(제2학생회관 2층)에서 수수료 5000원 지급후 학생지원팀 방문

② 체크카드기능 학생증은 농협(제2학생회관 2층)에서 본인 보안사항 입력과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지급 후 학생지원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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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병사(군입대)

문의처 :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2학생회관 2층, 970-6045)

-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희망자는 접수 후 신청결과를 출력하여 통지서를 꼭 확인 바랍니다.  

가. 2017년도 징병검사 대상 

- 19세가 되는 남자(1998년 출생자), 199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 징병검사 연기사유

가 해소된 자

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 이행 풍토 조성을 위

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

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징병검사 대상 : 1998년생 대한민국 남자

2) 징병검사 기간 : 2017. 1.23. ~ 11.29.(토･일요일, 공휴일 등 제외)

3) 접수일자 : 연중 매월 초

4)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 민원신청→징병검사

[본인선택]
※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희망자 : 일자 선택

※ 본인 주소지 외 타 지방병무청 검사희망자 : 일자 및 장소 선택

    (대학(원)생, 직장인, 학원생 등 사유 선택 및 소재지 입력)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접수 가능

다. 징병검사 유의사항

- 징병검사 일자를 신청하지 않고 오시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1일 수검 인원

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학이후 등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접수해야 

본인이 원하는 일자로 선택 가능하다.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아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게 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기타 문의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 : ARS 1588 - 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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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예비군

문의처: 예비군연대(2학생회관 3층, 970-6083~84)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대학생 신분 전환 시 즉시 예비군 대원으로 신고

가. 예비군 편성(향군법 3조의2)

- 예비군은 거주지 또는 직장 단위로 지역/직장 예비군에 편성

-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성(예비군 실무편람)

     ※ 대학직장예비군에 직권 편성(대학생, 대학원생)

나. 편성대상

-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현역･상근 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

원･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당해 연차 : 복무를 마친 해
     ※ 예비군편성 : 8년차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자, 기타 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자

     ※ 대학직장예비군 : 교수, 대학원생, 병무청에서 예비군에 편성한 대학생

다. 예비군 대원 신고 요령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 접속 ⇨ 과기대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예비군

⇨ 예비군 대원신고 ⇨ 군번, 전화번호(2개입력) 

⇨ 저장 (※ 미등록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않음)

② 대학생 등록과 동시 신속히 예비군 대원 신고하여 개인 불이익 예방

다. 교육훈련

① 대학직장예비군(연간8H) (단위 : 시간)

구분 계
동 원
훈 련

동미참 
훈  련

향방기본
훈련

향방작계
훈련

소 집
접 검

예 비
시 간

신규 전역자( 간부 / 병 ) 160 160

 병･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60 8 152

동원미지정자

7  -  8년차 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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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직장예비군 및 지역예비군 : 18H ~ 36H (단위 : 시간)

구분 계
동 원
훈 련

동미참 
훈  련

향방기본
훈련

향방작계
훈련

소 집
접 검

예 비
시 간

신규 전역자 (간부 / 병 ) 160 160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5-6

년차

동원지정자 160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160 8 12 140

7  -  8년차 160 160

간

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  -  8년차 160 160

③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자): “위” 내용 중 향방기본훈련 8시간

- 기준 : 대학생 신분(등록)시부터 적용

④ 대학직장예비군 미편성시 해당지역/직장에서 연차별, 유형별 훈련 최소 18시간부터 

최대 36시간 또는 동원훈련(2박 3일) 실시

⑤ 대학생 신분(입학, 편입, 복학 등)이전 거주지 지역동대에서 1차 보충훈련부터 부과

한 훈련 무단 불참 후 대학직장예비군 신고 및 편성시 미이수 훈련 시간, 대학에서 

추가부과 실시

- “예”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동미참 훈련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24H)후 

복학시(미이수시간 24시간 부과)

⑥ 교육장소: 의정부시 호원교장(1호선 망월사 역 하차)

라. 예비군 법규위규자 처리(처벌규정)

벌 칙 조 항 위   규   내   용 벌        칙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자

∙임무수행 미 이행자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7항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하는 

자(제5조 4항)

∙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10항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훼손시킨 자(제6조

의2 3항)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수령거부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11항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 허위 조작자(제5조 2항, 제

6조 3항)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훈련 무단 불참 처벌 :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법적 제재(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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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 및 진료

문의처: 보건진료소(2학생회관 2층, 970-7119)
홈페이지: http://health.seoultech.ac.kr

모든 구성원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상담, 응급처치, 진료의뢰 

및 남･여 안정실 운영 등 건강서비스 제공 

가. 주요 서비스 내용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학생 건강검진 사항

∙ 응급처치 및 진료의뢰에 관한 사항 

∙ 건강상담 및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 지정병원 운영

나.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다. 홈페이지 안내

∙ URL : http://health.seoultech.ac.kr
     ※ 홈페이지 찾기 : 우리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 → 부속시설 → 보건진료소

∙ 콘텐츠 : 응급정보, 상담코너, 이메일상담, 성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AED) 사용방

법 (동영상), 학생건강검진 예약 등.

라. 지정병원 안내

∙ 지정병원명 : 원자력의학원(☎ 970-2114)

∙ 진료혜택

- 외래 및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 급여의 10% 감면, 입원수속 등 진료상 편의 제공

- 응급환자의 경우 선 치료 후, 사후에 진료비 정산

- 학교요청시 의사추천, 파견진료, 상담, 건강강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초과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분할 

납부 편의 제공

- 교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의 무상이용 등.



Ⅵ 대
학
생
활
   배

133

100

Ⅵ. 대학생활 100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학교생활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보험 청구)

문의처: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2학생회관 2층, 970-6045)

학교 내에서 생활하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학교에서 가입한 ‘경영자 배상책임보

험’의 보험회사에서 서류심사 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가. 보상대상 및 범위

1) 경영자 배상책임 보상범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신･편입생 및 대학원생이 학교행사 중 사고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2) 구내치료비 보상범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이 교내에서 학교업무로 인한 우연한 사고(학교경

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

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

단,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고의, 전쟁, 내란, 소요, 지진으로 입은 신체

장애,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등)는 제외

나. 담보지역

1)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대한민국

2) 구내치료비 특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내

다. 기타 행정사항

1) 사고 후 처리요령

- 병원진료 및 치료 후 학생지원과로 보험금(치료비)청구

        ※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진료비 지급

2) 보험금(치료비) 청구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사고경위) 1부   ※ 수업시간에 사고로 인한 것은 수업관련 출석확인서류 첨부

- 상해자의 학생증사본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 의료보험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치료비 영수증 1부   

  ※ 청구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진단서 1부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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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내 마을버스 노선

문의처: 총무과 총무팀(대학본부 2층, 970-6086~7)

가. 교내 운행 안내

1) 마을버스 : 노원 13번

2) 운행 노선 

① 운행 노선 : 석계역 ↔ 서울과기대 붕어방 

② 학내 노선 : 정문 ⇌ 다산관 ⇌ 붕어방 ⇌ 다산관 ⇌ 주차 로터리

3)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0  

    ※ 학생편의를 위해 마을버스회사에서 08:30~10:30까지 임시버스 2대 추가 증차 운행

4) 환승

① 공릉역 : 지하철 2번 출구 버스정류장

② 석계역 : 지하철 1번, 6번 출구 버스정류장 

나. 정문 경유 노선 안내

- 지선버스(초록버스) : 1141번, 1224번, 1227번

- 마을버스 : 노원 03번

다. 창의문 경유 노선 안내

- 지선버스(초록버스) : 1132번, 11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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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내 차량 출입 및 주차

문의처: 총무과 총무팀(대학본부 2층, 970-6086~7)

가. 교내 출입 안내 

1) 정문 : 1일 24시간 연중무휴

2) 창의문 : 07:00∼23:00(야간 폐쇄)

나. 차량등록 및 정기주차권 발급 안내

1) 신청대상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학부생 중 장애학생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

2) 구비서류(대학원생, 학부생)

- 정기이용자 등록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기업체 소유 차량인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1부(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장애인수첩 등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 1부(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본인에 한함)

- 사유서(학부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차계약서(리스차량에 한함)

3) 정기주차 발급 신청 대상 차량

가) 본인 또는 배우자 차량   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차량

다) 본인의 형제자매 차량    라) 본인의 재직 기업체 소유 차량(재직증명서 첨부)

4) 주차장 요금

- 학기당 60,000원

5) 기타 안내

① 매 학기 초, 정기주차 발급안내 홈페이지에 홍보

- 학교홈페이지 ⇨ 정보/민원서비스 ⇨ 대학공지사항

② 정문에서 창의문으로, 창의문에서 정문으로 단순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 1,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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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학 능력 향상

문의처: 어학교육연구원(어학원 1층, 970-7203~04)
      홈페이지: http://language.seoultech.ac.kr

재학생을 위한 정규교육과정과 정기적인 언어능력평가 외에 각종 무료 어학특강프로그

램을 개설 운영

가. 교양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 Ⅲ. 교육과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수준별 이수 체계

기초반 실용반 고급반 면제

영어쓰기의

기초*

영어말하기

의기초*
실용영어읽

기와쓰기

실용영어

회화1

고급실용영

어읽기와

쓰기

고급실용영

어회화

TOEIC 

860점

TOEIC 

Speaking 

160점실용영어

읽기와쓰기

실용영어

회화1

4과목, 8시간 2과목, 4시간 2과목,4시간 면제

   ※「영어쓰기의기초」,「영어말하기의기초」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불포함

2)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면제 제도

영역 대상과목 면제기준 면제학점/시간

독해
실용영어

읽기와쓰기

. TOEIC 860점 / TEPS 771점

. TOEFL iBT 96점 / IELTS 7.0

필수2학점면제/

2시간

회화 실용영어회화1

. TOEIC Speaking 160점

. OPIc Speaking Intermediate-High

. 어학교육연구원 영어말하기시험 Level 6

필수1학점면제/

2시간

- 인정되는 시험의 범위 : 공인시험 및 어학교육구원 시행 모의 외국어 시험

- 면제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교양필수]만 면제되고,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

큼 다른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졸업학점을 채워야 함.

- 면제신청 기간 및 방법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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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학 능력향상 프로그램 

1) 외국어 능력평가 실시

- 응시대상 : 전체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희망자

- 시험종류 : 

  . 모의 TOEIC : 연 10회 

  . 모의 OPIc : 연 4회

  . 모의 TOEIC Speaking : 연 4회

  . TOEFL ITP(기관토플) : 연 4회  (※ 교환·파견학생 지원시 인정)

  . 공인 TOEIC Speaking : 수시 

  . 공인 OPIc : 월 2회

- 시험일정 및 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일정 참고, 교내 지정고사장에서 응시

- 응시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드림장학마일리지(30마일리지) 제공

       ※ 졸업종합시험 중 교양교과를 외국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가능

2) English Clinic 운영

- 영어전담교수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영어와 관련된 개인별 문제점 해소 및 영어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학습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 운영대상 :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

- 상담분야 : Writing(영작문), Conversation(영어회화), Presentation(발표기법)을 비롯

하여, Pronunciation(영어발음), Test-preparation(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대비 및 스터디 전략), Interview(영어인터뷰 및 영문이력서 작성) 등

3) English Tutor 프로그램 운영

- 영어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Tutor'로 선발하여 후배 또는 동료 학생들의 학습을 도

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선발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B+(3.5) 이상(또는 영어관련 교과목 A0이상 3과목 

이수)인 영어능력우수자(TOEIC 850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점수 취득)중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학생

- 활동내용 : 교양필수영어교과목(실용영어읽기와쓰기, 실용영어회화1) 수업지원, 

보충학습지도, 공동시험 업무지원

- 주 8시간(사전에 지정된 시간에 튜터실에서 대기)

- 장학금 지급내역 : 학기 140만원 (※ 월 단위로 분할 지급)

4) International Coffee Hour 운영

- 원어민 교육전담교수의 지도하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 교수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

와 언어를 교환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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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 

- 참석대상 : 우리 대학 한국어 연수생, 외국인 교환학생 및 유학생, 내국인 재학생 

및 타문화 및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주요활동내용

구분 행사내용

How do you spell your name?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고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친목을 도모하기

Decorate a mug with your own 

design.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친구들의 메시지로 나만의 독특한 머그잔을 디자

인하여 SeoulTech에서의 추억을 기념하기

Send postcards to your hometown. 
SeoulTech에서의 외국인 친구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찍어 인화한 후 엽

서에 실어 고향에 보내기

Flavors of the World 내･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요리한 각 나라의 대표 음식들을 경험 

다. 어학교육연구원 시설안내 

구분 주요시설 비고

주요시설
회화강의실(12실), 일반강의실(14실), 대형강의실(2실), 어학테스트실(3실)  

영어상담실(1실), 영어튜터실(3실)

편의시설 영어북카페  ※ 학기중 평일 12:00~17: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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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 영문명

미국

그랜드밸리주립대 /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라마대 / Lamar University

메다이대 / Medaille College

몽클레어주립대 / Montclair State University

오하이오대 / OHIO University

사우스이스턴루이지애나 / Southeastern Louisiana University

하와이주립대(KCC) / Kapiolani Community Collegeat Hawai‘i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 State University of NewYork at StonyBrook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칼 폴리 포모나 /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

미시건공대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하와이주립대(웨스트오하우) / University of Hawai ì-West O`ahu
사우스다코타대학 /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퍼듀 카루멧캠퍼스 / Purdue University, Calumet

9.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등

문의처: 국제교류본부(어학원 115호, 970-9221~2)
홈페이지: http://global.seoultech.ac.kr

e-mail: oia@seoultech.ac.kr

가. 국제교류본부 소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외국

대학과 자매결연 추진, 학생 및 교수의 활발한 해외교류 등 국제교류 전반에 걸친 

업무를 주관 및 지원 

- 2016년 12월 현재 46개국 200개교 8기관과 MOU 체결

- 외국인학생 유치 및 입학 안내, 외국인학생 학사지도 및 상담

- 외국대학 홍보 및 안내, 외국대학의 자료수집 및 관리

- 국제학생증 발급, 국제학생회 관리

- 한국어연수 및 영어특강 프로그램 운영, 기타 국제교류업무 지원

- 해외파견 및 초청 교환학생 선발 및 관리

나. 장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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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 영문명

SVA (School of Visual Arts)

로렌스공대 / Lawrence Tech

로체스터대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아이오와대 / University of Iowa

휴스턴대 / University of Houston

콜롬비아 콜롬비아 에아핏대학 / Universidad EAFIT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공과대학 / Santo Domingo Institute of Technology

아르헨티나 UNNOBA / Universidad Nacional del Noroeste de Buenos Aires

멕시코 UASLP / Universidad Autonoma De San Luis Potosi

독일

마인츠응용과학대 / Th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ainz

울름공과대학 / Ul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잉골슈타트대 / Technische Hochschule Ingolstadt

함부르크공대 / Ham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칼스루헤공대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Karlsruhe

콘스탄츠공대 / Konstanz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핀란드

메트로폴리아대 / Helsinki Metropo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미켈리공대 / Mikkeli University of Appied Sciences

투르크공대 / Turk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하가헬리아공대 /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라펜란타대학 /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하메공대 / HAMK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카렐리아공대 / Kar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포르투갈
포르토대 / University of Porto

포르토공대 / Instituto Superiorde Engenhariado Porto

러시아
바우만공대 / Bauman Moscow State Technical University

고등경제대 / The Higher School of Economics

스페인

알칼라대 / University of Alcal　

코미야스 가톨릭대학 / Comillas Pontifical University

마드리드공과대 / Universidad Polit　cnicade Madrid

엘리사바대학교 / ELISAVA BARCELONA School of Design and  Engineering

말라가대학교 / University of Mal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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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 영문명

프랑스

ESIEA대학 / École supérieure d'informatique, électronique, automatique

레오나르도다빈치대 / Pole universitarie Leonard de vinci

ECE Paris / Ecole centrale d'electronique

캉노르망디대학교 /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PSA / Institut Polytechnique des Sciences Avancees

ESME Sudria / ESME Sudria Engineering School

Telecom SudParis  

INSA Toulouse

영국

앵글리아러스킨대 / Anglia Ruskin University

노섬브리아대 / Northumbria University, Newcastle

글래스고칼레도니언대하교 /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터키

이스탄불공대 /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

할리치대 / Halic University 

외즈예인대 / Özyeğin University

체코 체코공대 /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

덴마크
덴마크북부대 / University College of Northern Denmark

오르후스대 / Aarthus University

이탈리아 에우로뻬오 디자인대 / Instituto Europeo di Design

스위스
취리히공과대 /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제네바경영대 / The Geneva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HEG)

노르웨이 스타방게르대 / University of Stavanger

벨기에 호웨스트대학 / Howest, University College West Flanders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대 / Amsterdam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한즈공대 / 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오스트리아 포어아를베크공과대학 / Vorarlbe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리투아니아 빌뉴스대학교 / Vilnius University

호주
스윈번대 /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맥쿼리대 / Macquarie University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국립대 / Universitas Indonesia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과학대 / Universiti Sains Malaysia

말레이시아공대 /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테일러스대 / Taylor'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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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 영문명

태국
실파곤대 / Silpakorn University

치앙마이대 / Chiang Mai University

일본

무로란공업대학 /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

토요하시기술과학대 /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기후대 / Gifu University

도쿄전기대 / Tokyo Denki University

니가타대 / Niigata University

중국

화중과기대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서안외사대 / Xi'an International University

서북대 / Northwest University

서안번역대 / Xi'an Fanyi University

대련이공대 / 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동남대 / Southeast University

우한이공대 / Wuhan University of Technology

산동대(위해) / Shandong University, Weihai

베이징공상대 / Beijing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

경덕진도자대 / JINGDEZHEN CERAMIC INSTITUTE

광저우미술대 /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연변과기대 /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하얼빈이공대 /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절강공업대 / 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중국지질대학(우한) /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Wuhan

하북미술대학 / Hebei Academy of Fine Arts(HBAFA)

화북이공대학 / North Chin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호북공업대학 / Hubei University of Technology

홍콩 링난대학교 / Lingnan University

대만

대만과기대 /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립타이페이기술대학 /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echnology

대만국립정치대 /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운림과기대 / National Yunl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용화과학기술대 / Lunghw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카이난대 / Kainan University

대만국립중흥대 / National ChungHs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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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학명 / 영문명

조양과학기술대 / Chaoyang University of Technology(CYUT)

국립장화사범대 / National Changhua University of Education 

위안지대학교 / Yuan Ze University

필리핀
필리핀국립대 /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산토토마스대 / University of Santo Tomas(UST)

베트남

하노이국립토목대학 / National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 Hanoi

베트남국립자연대학(하노이) / VNU University of Science

미엔쭝토목대학교 / MienTrung University of Civil Engineering(MUCE)

인도 인도공과대학(구와하티) /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Guwahati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기술대 / Kazakh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Named after K. Satpaev

잔기르칸대학교(WKATU) / Zhangir Khan West Agrarian-Technical University

우즈베키스

탄

타슈켄트정보기술대 / 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TUIT)

타슈켄트건축대학교 / Tashkent Institute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이집트 베니수에프대학교 / Beni-Suef University

17개국 124개교

※ 장학혜택: 
- 우리 대학 등록금 면제 -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일부 영어권 대학 등록금 납부)
- 파견지역에 따라 국제교류장학금 차등 지급 - 선발시기별 국제교류본부 및 대학 홈페이지 확인 필수

다.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1)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재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TOEIC, TOEFL, 영어회

화, 중국어회화 등의 비정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설･운영

2)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한국과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고, 한국어과정 수료 후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위해 통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설

마. 시설안내 

구분 주요시설 비고

주요시설 컨퍼런스홀(1실), 강의실(22실), 대형강의실(1실), 스터디실(1실)

지원시설
외국인학생 상담실, 국제학생회실, 국제회의실, 강사대기실(어학상담실겸)

※ 학기중 평일 10:00~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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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서관 안내  및 이용 방법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이용자 지원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학 구성원의 연구･학습･문화 활동과 이용자 원

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해 정보 제공

가. 보유장서 및 자료

약 67만권의 장서와 15,000여종의 전자책(오디오북 포함), 307종의 국내･외 연속간행물, 

23,000여점의 시청각자료, 71개 학회 150여종의 학회지, 21종의 전자저널, 21종의 데이터

베이스패키지 등 보유

나. 주요시설 및 기능

 중앙도서관

∙ 지상3층 건물로 1층 사무실, 2층 동양서자료실, 북카페 3층 멀티미디어실, 미디어 

라운지, 참고 및 연속간행물실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별관도서관은 학술정보관리시스템, RFID시스템, 출입관리시스템, 좌석관리

시스템, 통합모바일 앱서비스, 전자책서비스 등이 연동된 통합형 전자도서관이다.

- 중앙도서관 자료실별 안내

 동양서자료실 205호(☎02-970-9042)

∙ 동양서자료실은 국내 단행본, 강의도서, 희망도서, 신착도서, 추천도서 등으로 구성

하여 운영

 멀티미디어실 301호(☎02-970-9038)

1) 정보검색 PC, 노트북, DVD영화, 오디오 감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복합

문화공간

2) 협정기관 전자원문서비스, dCollection 학위논문 검색

3) 국내외 학술DB의 교외접속서비스 제공으로 연구 활동 편의 지원

4) 어학강좌, 공무원강좌, 온라인 백과사전 등 E-learning학습 서비스 지원

 참고/연속간행물실 306호(☎02-970-9039) 

∙ 국내외 연속간행물 및 학회지, 법전 ․ 사전 ․ 연감 등의 참고자료, 학위논문, 신문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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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저널 및 웹DB 이용법 안내

∙ 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협력기관에 의뢰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별관도서관

별관도서관은 24시간 개방형 열람실,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학생휴게실, 그룹스

터디실, 동양서 보존 자료실, 서양서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 별관도서관 자료실 및 일반열람실

 서양서 자료실 101호(☎02-970-9044) 

별관 서양서자료실은 1층에 국외 단행본 도서를 소장 및 운영 

 별관 자료실 101호(☎02-970-9044) 

별관 동양서자료실은 1-4층으로 단행본 도서를 소장 및 운영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그룹스터디실, 휴게실

열람실은 24시간 개방형열람실,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휴게실, 그룹스터디실로 

구성

다. 이용시간

 중앙도서관

건물별 층별 실 별

운영시간

학기중  (방학중)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중앙

도서관

2F 동양서자료실 09:00∼21:00 (18:00) 09:00∼13:00 (휴무)

휴무
3F

멀티미디어실 09:00∼21:00 (18:00)

휴무

참고/연속간행물실 09:00∼21:00 (18:00)

스터디실 09:00∼21:00 (18:00)

별관

도서관 

1- 4 F 동양서 보존 자료실 09:00∼18:00 (18:00)

1 F 서양서자료실 09:00∼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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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실 이용시간

건물별 층별 실 별 운영시간 비  고

별관

도서관

1 F

휴게실 09:00~24:00

노트북열람실
00:00∼24:00 

- 연중 24시간 개방

(명절 제외)일반열람실 

2 F

별관스터디실 09:00~2400

노트북열람실
06:00∼24:00 

일반열람실

    (단 임시휴관일, 대출 및 열람시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변경 할 수 있다.)

라. 대출 및 반납

 대출권수 및 기간(학생증과 신분증 제출)

- 학부생 : 5책 10일

- 대학원생, 비전임교원, 조교, 직원 : 10책 30일

- 전임교원 : 20책 90일

 반납 및 대출연장

∙ 대출한 책은 기일 내 반납 또는 반납기일 이전에 1회 대출연장이 가능하고, 반납 

일이 휴(관)일일 때는 익일에 반납 

  ※ 대출연장과 대출된 도서 예약하기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My Library→대출현황→대출도서 연장
 도서관홈페이지→소장자료 검색→도서제목 클릭→소장정보의“예약”클릭→확인

 연체에 대한 제재

∙ 연체시 연체일수 × 3배일수

∙ 도서 연체시 대출중지 및 반납시까지 도서관 이용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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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합정보시스템, e-mail 등

문의처 : 정보전산원(중앙도서관 1층, 9053/9059/9065)

학사업무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학부, 대학원, 공학인증 등)운영을 비롯하여 통합

홈페이지, 캠퍼스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웹-메일 서비스, 학내PC 통합관리 

등 학생교육, 학술연구 및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지원

가. 포털 서비스 및 사용방법(정보화기획팀, ☎ 970-9053)
- 서울과기대 구성원을 위한 웹사이트로 권한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인증 

하는 곳이며, 통합정보시스템, 웹메일, e-Class 등 20여개의 학내 정보시스템을 사용 

권한별 단일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학사공지, 자유게시판 외 Q&A, 벼룩시장, 분실물센터 등 학내 게시판을 통합관리한다.

- 장학, 등록, 성적조회 등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나의 즐겨찾기에 즐겨 찾기할 수 

있다.

- 신편입생 경우 비 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로 초기화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포털 로

그인 후 상단 마이페이지>비 번호변경에서 비 번호 변경 필요함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는 포털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 찾기에서 이메일 인증이나 휴대폰인증으로 

임시 비밀번호 발급됨

나. 수강신청전용시스템 및 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개발팀, ☎ 970-9059)
○ 웹 수강신청 방법

- 포털 로그인 화면에서 수강신청하기

[학교 홈페이지 → 과기대포털 바탕화면→ 수강신청(학부)

        ※ 패스워드는 포털시스템 동일

- 포털 로그인 후 수강신청하기

[학교 홈페이지 → 과기대포털로그인 → 연계시스템> 수강신청전용시스템(학부)]

대학원생은 포털로그인 → 연계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대학원)]

○ 학부생 모바일 수강신청 방법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IOS는 앱스토어 → ‘스마트캠퍼스’ 검색 → ‘스마트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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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선택하여 설치 및 실행 → 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를 검색하여 선택하고, 학번과 

패스워드(포털시스템과 동일)입력 후 로그인]

다. 무선인터넷(정보인프라팀, ☎ 970-9064, 9065)
○ Seoultech dream (학교 WIFI)

- 무선 단말의 기종이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wifi 설정하기에서 “Seoultech_dream”선택

- 인터넷 접속한 후 포털시스템의 아이디와 비 번호 입력 후 사용

○ T wifi zone (SK텔레콤)

- 무선 단말의 기종이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wifi 설정하기에서 “T wifi zone”선택

- 인터넷 접속한 후 인증철차를 거친후 사용(LG U+, KT 가입자도 가능)

○ 교내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건물

건물번호 건물명 건물번호 건물명

1 대학본부  37 제1학생회관 

2 다산관 38 어학원

3 창학관 39 다빈치관

4 혜성관 40 어의관

6 청운관 51 100주년기념관

8 창조관 52 제2학생회관 

10 제1파워플랜트 53 공간사랑채 

14 도예관 54 아름관 

31 창업보육센터 55 체육관 

32 프론티어관 56 대륙관 

33 하이테크관 57 무궁관 

34 중앙도서관 59 학군단

35 중앙도서관별관 60 미래관 

36 수연관 62 평생교육원 

     ※ 무선인터넷 사용가능 건물에서도 일부 음영지역에서는 무선인터넷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라. e-mail 계정발급(정보인프라팀, ☎ 970-9064, 9065)

○ 웹메일 가입 방법 

[학교 홈페이지 → 웹메일 → ID등록(화면아래) → 이름과 학번, 패스워드를(포털시스

템과 동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한 후 ID등록 화면에서 사용할 e-mail 아이디와 패스

워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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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메일 용량은 1G이며 시스템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메일 계정을 광고 및 스팸 발송 등으로 악용 시에는 관리자에 의해 계정이 정지  

또는 삭제 가능

마. 프로그램 자료실(정보인프라팀, ☎ 970-9065)
○ 대여 절차없이 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설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실행모듈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되는 SOD(Software On Demand)방식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 접속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로그인 화면 →  프로그램자료실(아이디와 비 번

호는 별도입력이 필요 없음) → 팝업화면 (팝업차단 시 화면이 보이지 않

으므로 해제하여 사용)]

   ※ 학내에서만 사용가능, windows8 지원 불가.

No 프 로 그 램 명 동시 사용자수 No 프 로 그 램 명 동시 사용자수

1 Adobe Acrobat 9.0 20 7 Adobe illustrator 10 20

2 Adobe Acrobat 10.0 20 8 나모 웹에디터 FX 30

3 Adobe Premiere pro 10 9 Visual Studio 6 pro(MS) 10

4 한글 2007 100 10 Dream weaver MX6.1 intellicad

5 한글 2010 100 11 EXTEND_V6 photoshop CS2

6 ECMiner2 100 12 FLASH_MX office 2007

바. 모바일앱 사용방법(정보화기획팀, ☎ 970-9054)

○ 기능 

- 서울과기대 모바일 서비스는 웹과 앱의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로는 대학 소개, 대학/대학원 소개, 교내연락처 검색, 입학 안내, 게시판을 통한 대

학광장, 대학생활, 정보서비스 안내가 제공되며 e-Class, 학생증, 수강신청, 도서관, 

웹메일, 학사일정, 식단안내, 뉴스레터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수강, 성적, 장학, 등록, 시간표 

조회 등 을 제공한다. ID(학번), 비 번호(포털 비 번호 동일)

○ 접속방법  

-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IOS : 앱 스토어 검색 후 설치

앱 명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캠퍼스(개발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우리대학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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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활관(기숙사)

문의처 : 생활관(KB학사 B동, 970-9143~44)

가. 생활관 입사 신청 절차

① 생활관 사생 선발모집 안내문 숙지 

    ※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참고

② 생활관 입사 신청 (*입사지원: 생활관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③ 합격자 발표

④ 호실 선택 및 생활관비 납부(각자 부여된 은행가상계좌로 납부)

⑤ 건강검진서(폐결핵감염 유무 확인용 흉부 X-ray) 제출

⑥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나. 생활관 사생의 선발 

1) 선발기준

- 신입생(수시, 정시), 학부생, 편입생, 대학원생으로 구분 후 배정 인원 선발

- 지원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많을 경우 성적순 선발

(신입생: 입학성적, 재･복학생: 직전학기 평점, 대학원생: 재적연학 순)

- 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 학점이 높은 순 선발

- 성적 및 학점이 동일할 경우 원거리 거주자 거리 비례 선발

- 2학기 잔류가능조건 2가지 동시 충족 시 1년 거주 가능

(조건1) 1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조건2) 1학기 평점 3.2 점 이상

2) 우선입사대상자 

① 외국인, 장애인(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학생 중 생활관장이 인정

하는 학생)

② 입학당시 생활관비 장학 혜택 대상자(장학 혜택 규정 충족 시 가능)

③ Seoultech인재원 합격자

④ 재외국인 입학전형 신입생(입학년도 1학기에만 우선입주 대상자임)

3) 입사자격 제한

①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②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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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염병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④ 휴학생(방학중 제외)･수료생･졸업생

다. 기숙 시설현황

구분 인실 실수 수용인원 면적 비고

불암학사 남학생동 일반 2인실 83실 166명 14.5㎡ 　

KB학사

A동 여학생동 일반
2인실 82실 164명 12.6㎡　 　
3인실 1실 3명 12.6㎡ 　

B동
여학생동 일반

2인실 54실 108명 12.6㎡　 　
3인실 1실 3명 12.6㎡　 　

장애인실 장애인 2인실 2실 4명 25.9㎡　　 　

성림학사

*국제동

(외국인학생)

남학생동
일반 4인실 198실 792명 32㎡　 　
장애인 2인실 4실 8명 32㎡ 　

여학생동
일반 2인실 148실 296명 20㎡ 　
장애인 1인실 4실 4명 20㎡　 　

국제동

일반 1인실 50실 50명 24㎡　 　
일반 2인실 20실 40명 36㎡ 　
일반 4인실 5실 20명 48㎡ 　

양명학사 대학원생(남) 일반 1인실 19실 19명 13㎡ 　
Seoultech인재원 인제원생 일반 2인실 14실 28명 　

총 수용인원(장애인실 포함) 1,705명 *100% 선발

라. 편의시설 안내(*명절 휴무)

시설명 운영시간 전화번호 이용금액 비 고

휘트니스
평일

06:00-09:00

02)949-7748 월 44,000원
3개월, 6개월

각 10%, 20% 할인
12:00-23:00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휴무

다목적체련실 프로그램별로 운영 010-9004-0310
월33,000원

~ 월55,000원

시중 사설센터 

요금의 80%적용

세탁편의점 평일
08:00-14:00

02-949-7756 유료
17:00-20:00

CU
(편의점)

평일 06:00-24:00

02)949-7765 학내 매점요금휴일/방학 08:00-24:00

시험기간 06:00-03:00

Cafe Platanus
평일 09:00-22:00

02)973-7923 유료
주말･ 공휴일 10:00-18:00

탁구장 09:00~20:00 무료

공동세탁실 상시 개방
세탁세재 

개별준비

성림학사 

남･여동별 1층

자판기 - 학내 자판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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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업

문의처: 인재개발원(2학생회관 3층, 970-9001~05)
홈페이지: http://snut.njob.net 
e-mail: job@seoultech.ac.kr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가. 취업관련 교과목 개설운영

① ｢진로설계｣교과목(1학점 교양필수 1학년 1학기): 대학생활을 계획적으로 설계･운영

해가는 능력 배양, 자기 이해를 통해 적합한 진로 및 직업 탐색, 직업세계 이해를 

통한 직업정보 탐색 능력 배양

② ｢취업과 진로｣교과목(2학점 교양선택 3학년 2학기): 최신 취업동향 및 정보 제공,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 결정 및 직업선택 능력 부여, 올바른 자기발견의 기회부여 

및 취업경쟁력 확보

③ ｢역량개발 전략론｣교과목(2학점 일반선택 3학년 2학기): 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인관계, 시간관리,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Success Motivating(성공동기 부여)을 

통해 성공 성취능력 배양,  Self-Coaching 능력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Career Road 

Map 작성

④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교과목(2학점 일반선택 3학년 2학기): 기업 경영 환경 이해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의 중요성 , OJT 및 취업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배양, 창의적 

문제해결과 직무와의 연관 관계 등

나. 취업특강 행사 등

① 상·하반기 공채 특강: 최근 기업 채용동향(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중견 및 중소기업 이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관련 직무 특강

② 입사서류 클리닉: 기업 입사지원 시 제출할 입사서류의 수정 및 보완, 전문강사 초청 

단체클리닉 및 학생취업지원팀 상시 개별클리닉 운영

③ 온라인 입사서류 클리닉: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별 입사서류 클리닉 운영

④ 면접 컨설팅: 취업면접 대비 개인별 1:1 컨설팅 실시, 면접에 대한 자신감 함양

⑤ 캠퍼스 리쿠르팅/기업설명회/채용상담: 우수기업에게 우리 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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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학생들에게는 기업채용정보 제공

다. 취업･진로 프로그램 운영

① 취업캠프 

- 고학년 대상 전공별 맞춤형 취업준비 교육

- 집중 합숙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취업관련 내용 전달

- 직무적성검사,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 제공

② 공기업멘토링 프로그램: 공기업 재직 멘토를 통한 공기업의 취업 노하우 및 자료 전수

③ 동문멘토링 프로그램: 산학연관 취업정보 제공과 학과 선배 멘토의 취업 노하우 전수

④ 집중취업컨설팅: 공개채용대비 취업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취업전략 수립

⑤ 직무적성검사(GSAT) 대비교육 및 모의테스트: 대기업채용동향 이해 및 전략 수립, 

직무적성검사 대비 모의시험 및 영역별문제풀이를 통한 집중훈련, 삼성그룹 및 대

기업 면접전형 이해 및 전략 수립

⑥ 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직무이해 교육과 (외국계

기업) 직무체험을 제공

라. 취업관련 시스템 운영

① 홈페이지: 실시간채용정보(추천 및 공개채용), 아르바이트정보, 자기소개클리닉, 

이력서클리닉, 취업현황 등

② 일자리 카폐

-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실시간 채용정보 제공

- 설치장소: 제2학생회관 2층 쉴 휴

③ 셀프면접시스템: 셀프면접기(Simulator)를 통해 컴퓨터 가상면접관과 1:1 면접기회 

상시제공, 면접스킬 향상 및 반복 면접훈련 기회제공

④ Job Cafe: 취업상담 Zon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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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생 생활 상담 

문의처 : 인재개발원(2학생회관 3층, 970-9006/9008)
홈페이지: http://counsel.seoultech.ac.kr 

e-mail: sun714@seoultech.ac.kr, acho0413@seoultech.ac.kr

가. 개인상담

①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갈등과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 상담 실시

② 절차

개인상담을 원할때 → 신청 → 접수 면접 → 상담 진행

･전화신청: 970-9006,08

･방문: 2학생회관 303-2호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시간 약속

･주1회/

비밀보장

나. 심리검사

① 종류 : MBTI 성격유형검사, Holland 흥미검사, 직업･직무검사 등

② 절차

집단심리검사 → 집단심리검사 실시 →  집단심리검사 해석

･ 개별검사해석(비밀보장)

개별심리검사 → 심리검사 실시 →  심리검사 해석

･ 수시로 접수

다. 집단상담

①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집단

상담 실시

② 절차

홍보 → 접수 → 집단 상담 실시 

라. 정신건강 특강

진로, 대인관계 향상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특강 운영

마. 기타 안내

학생생활연구 발간(연 2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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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평등 상담센터

가. 폭력 피해 사건 접수

① 교내 구성원 간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 접수

② 절차

사건발생 → 신고 → 사건 조사 → 심의 의결 → 합의 및 징계

･전화 : 970-9006, 08

･방문 : 2학생회관 303-2호

나. 폭력 피해 상담 및 가해자 교정 교육

① 사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개인 상담

② 사건 가해자에 대한 성인지력 교정 교육 및 심리 상담

다.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4가지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조성

② 대상: 본교 교원, 직원, 재학생(연 1회 이상)

라.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교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판단여부 가해조치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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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eoultech인재원(고시원) 안내

가. 수용인원: 28명

나. 구성: 행정 ․외무고시/기술고시 ․변리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지원사항

① 정기상담 제공

- (행정 ․ 외무고시) 매월 1~2회 학업상황 점검

- (기술고시 ․ 변리사) 1차합격자(변리사 1)개별지도 및 매월 1회 단체상담

- (공인회계사 ․ 세무사) 1차합격자(회계사 1, 세무사 4) 개별지도 및 단체상담

② 1, 2차 시험대비 특강 제공

- (행정 ․ 외무고시) 우리대학 행시 합격자 특강(1차 시험 대비)

- (기술고시 ․ 변리사) 현직 기술고시 및 변리사 초청 특강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수험생 취약과목 특강(외부 전문 강사)

③ 인터넷 강의 및 모의고사 제공

- (인터넷 강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에 대한 인터넷 강의 제공

-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지 구입 및 제공

④ 모집: 년 2회 모집(3월, 8월) 신입생 및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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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응급 상황과 휴식

긴급구조 119 등을 활용하여, 학교는 물론 외부에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응급상황

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를 때

학생처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제2학생회관 212호, 970-7118~9)

나. “의식이 없는 위급한 환자 발견 시” 대처요령

1) 대처요령 순서

의식 확인 ⇨ 119 신고 ⇨ 자동제세동기(AED)요청 ⇨ 흉부압박(30회) ⇨ 기도개방 

후 인공호흡(2회) ⇨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

2) 주의사항

① 119에 신고할 때에 위치와 전화번호 정확하게 말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신 분

은 위 순서대로 하기   ※ 인공호흡을 모르는 경우 흉부압박만 시행

② 응급처치를 잘 모르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119에 전화해서 응급처치 방법을 지

시대로 따라하고, 학내에서는 다른 학생이 보건진료소로 전화(970-7118~9)

다. 부상으로 치료나 소화제 등이 필요할 때 

학생처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제2학생회관 2층 970-7118~9)

라. 몸이 불편하여 쉬고 싶거나 운동 후에 샤워하고 싶을 때

1) 잠간 쉬고 싶을 때

① 여학생 휴게실 : 제1학생회관 2층

② 여학생 안정실 : 제2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소 내 여자안정실

③ 남학생 안정실 : 제2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소 내 남자안정실 

2) 간단히 샤워하고 싶을 때 

① 체육관 : 1층(남･여샤워실), 2층(남･여탈의실)

② 기계공장 : 1층(남자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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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알아두면 편리한 건물 및 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편의시설 안내

가. 제1학생회관 안내

∙ 건물 번호 : 37

∙ 1층 안내 : 제1학생식당, 카페, 쉼터, 매점, ATM기(국민은행, 농협)

∙ 2층 안내 :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화방, 세미나실, 여학우쉼터, 각 중앙동아리방, 

총졸업준비위원회

∙ 3층 안내 : 동아리연합회, 각 중앙동아리방 

나. 제2학생회관 안내

∙ 건물 번호 : 52

∙ 1층 안내 : 제2학생식당, 매점, 서점, 우체국

∙ 2층 안내 : 학생지원과, 보건진료소, 농협, 안경원, 복사실, 쉴 휴 

∙ 3층 안내 : 학생처장실, 학생부처장실, 종합인력개발센터, 상담실, 생활협동조합사무

실, 예비군연대본부, 다목적강의실, 세미나실

다. 은행 및 우체국관련 업무를 보고 싶을 때

∙ 우편취급국 안내 : 제2학생회관 1층

∙ 농협중앙회 위치 안내 : 제2학생회관 2층

∙ 국민은행 위치 안내 : 100주년기념관 1층

라. ATM기 설치장소 

∙ 학생회관, 다산관(농협, 국민은행 )

∙ 제2학생회관(농협, 우체국)

∙ 대학본부(농협,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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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성적증명서, 연말정산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발급 안내

∙ 제2학생회관 2층 민원발급기기에서 가능(970-6220~1)

∙ 학교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인터넷증명서발급” 클릭

∙ 가까운 동사무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G4C)”를 이용하여 신청

바. 주소 및 영문성명이 변경되어서 수정하고 싶을 때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대학원)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되어 변경하고자 할 때

∙ 성명 정정은 호적초본,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대학본부 

3층 학사지원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귀중품(지갑, 핸드폰 등)을 잃어 버렸을 때

∙ 학교홈페이지 학생질문함에 등재 또는 중앙도서관 2층 수위실 옆 보관함 확인 및 

문의(970-6106)

자. 안경을 맞추거나 복사나 구두수선을 하고 싶을 때

∙ 제2학생회관 2층 : 안경원, 복사실

∙ 중앙도서관 별관 앞 : 복사실, 구두수선

차. 교수님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알고 싶을 때

∙ 소속학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세요(E-Mail 주소는 학과홈페이지)

카. 학교에서 택배를 받고 싶을 때

∙ 제1학생회관 2층 총학생회를 방문 또는 문의(970-7011~2)

타. 학교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하고 싶을 때

∙ 대학본부 2층 총무과를 방문 또는 전화(97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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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학생회관 2층 학생세미나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

∙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위원회를 방문 또는 문의(970-7023)

하. 학생회관 3층 어의소극장을 사용하고 싶을 때

∙ 학생회관 3층 동아리연합회를 방문 또는 문의(970-7022)

거. 국제학생증을 발급받고 싶을 때

∙ 어학원 1층 국제교류본부를 방문 또는 문의(970-9221~2)

너. 기타 편의 및 복지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 학생지원 편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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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문의처 : 제4행정실(대학원 2층, 970-6791,6796)

일반대학원, 4개의 전문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2개의 특수대학원(산업대학원, 주택도시대학원) 운영

□ 대학원별 현황

대학원 개원 과정 학과 연락처

일반대학원
2012.3.1.

석사
29개 학과(*계약학과 포함)

1개 융합협동과정 970-6794

박사 12개 학과 및 2개 융합협동과정

홈페이지 http://gsp.seoultech.ac.kr/

특수

대학원

산업대학원
1990.3.1. 석사

5개 프로그램 및 3개 학과

*3개 공개강좌
970-6794

홈페이지 http://gsi.seoultech.ac.kr/

주택도시대학원
2001.3.1. 석사 6개 학과(*계약학과 포함) 970-6794

홈페이지 http://gsh.seoultech.ac.kr/

전문

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2000.3.1. 석･박사 7개 학과(*계약학과 포함) 970-6798

홈페이지 http://gsrst.seoultech.ac.kr/

IT정책전문대학원
2000.3.1. 석･박사 4개 전공, 2개 계약학과 970-6795

홈페이지 http://itpolicy.seoultech.ac.kr/

에너지환경대학원
2004.3.1. 석･박사 8개 학과(*계약학과 포함) 970-6798

홈페이지 http://energy.seoultech.ac.kr/

나노IT디자인융합

대학원

2008.3.1. 석･박사 석사 : 4개 전공, 박사 : 3개 전공 970-6795

홈페이지 http://nid.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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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본부 총괄

부서명 과명 팀명 주요 업무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 교원 및 조교 인사관리, 시간강사, 학칙, 강의평가

학사지원과 학사지원팀 수강신청, 휴･복학, 졸업, 제증명 발급, 졸업식

학생처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 입학식, 학생증, 사회봉사, 상해보험, 학생자치기구

장학복지팀 장학금, 학자금, 학생복지, 장애학생 

보건진료소 건강, 진료

기획처 기획평가과
기획팀 대학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팀 대내･외 평가 업무, 대학정보공시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 감사, 보안, 직원 복무, 규정관리, 주차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인사팀 직원인사, 직원 성과평가, 교육훈련, 4대보험

재무과
경리팀 예산편성･집행･결산

관리팀 등록금 수납 및 반환금 송금

시설과

시설총괄팀 시설기획 및 시설확충사업 관리 등

시설관리팀 시설사업업무 및 학내 시설관리업무(건축분야)

전기지원팀 전기 및 통신시설, 전기･통신 분야 시설관리

기계지원팀 냉난방, 급배수 등 기계설비분야 시설관리업무

토목조경팀 토목 및 조경 관련 업무

예비군연대 - 학생 예비군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산학협력팀 산학협력 협정, 지식재산권, 계약학과, 연구소

회계팀 산학협력단 회계, 직원 급여

기술사업화팀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지원과
연구기획팀 연구기획, 연구교수 선발, 연구장려금

연구지원팀 교내･외연구 지원(계약, 연구비 집행), 연구서류 관리 

감사팀 연구비 감사, 연구윤리, 보안, 산학협력단 전산

입학관리본부
입학과 입학관리팀 입학전형관리(요강, 공고, 시험, 사정, 합격자 발표)

입학과 입학전형팀 학생부종합 전형, 입시홍보, 입시정책연구

홍보실 홍보팀 홍보계획 수립 및 개발, 각종 홍보책자 발간

※ 음영 표시는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부서이며 세부사항은 Ⅱ. 학사안내, Ⅴ. 대학생활 100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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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시설 총괄

부서명 주요 업무

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도서구입 및 대여, 국내외 전자저널, 학술DB, 웹DB, 

정보전산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e-mail,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생활관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 생활관생 선발, 생활관 운영･관리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 교육, 기자재 확충, 수리 및 정비, 실험 안전 관리

인재개발원 진로선택 지원, 취업지원, 학생생활상담, 현장실습지원

기록관 우리대학 문서관리,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대외협력본부 발전기금 모금 및 재단운영, 대외기관 등 교류협력활동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안전, 학생안전, 실험실습실(연구실) 안전 관리

※ 음영 표시는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부서이며 세부사항은 Ⅱ. 학사안내, Ⅴ. 대학생활 100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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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시설 총괄

 

부서명 주요 업무

신문방송사 대학신문 제작, 대학방송 제작･송출, 창작상 공모, 방송제 개최

국제교류본부 국제협정, 외국인 유학생, 교환학생, 외국어(한국어)교육, 국제학생증 

어학교육연구원
교양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외국어 능력평가 실시, 공인 외국어 시험센터 

운영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역량과 학습역량 향상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회에서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ABEEK에서 보증

창업보육센터 예비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를 대학에 입주시켜 사업화 지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산학연계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산학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 총괄, 특허캠프, 특강, 멘토런치, 서포터즈, 창업동아리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발굴, 학업지원, 학내시설개선, 장학 및 취업 연계 지원

미술관 교내 작품 등 미술품 전시, 미술품 및 미술자료 수집･보존･관리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강좌 운영, 재교육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재단법인 설립 및 산업기술단지 시행자 지정 관련업무

성평등상담센터 성희롱 ․ 성폭력 예방

※ 음영 표시는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부서이며 세부사항은 Ⅱ. 학사안내, Ⅴ. 대학생활 100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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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군사 교육단(ROTC)

문의처: 학생군사교육단(59번 건물, 970-9274)
홈페이지 : http://www.armyofficer.mil.kr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 

기업체에서 지성, 조직관리 경험,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는 ROTC출신 선호

가. 왜 ROTC를 선호하는가?

ROTC제도는 바로 입단과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그룹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

다. 함께 생활해 나가는 동기나 선후배는 물론, 이미 사회 곳곳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

는 17만 여명이 넘는 동문 선배들과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여 사회생활의 가장 큰 재산

인 ‘폭넓은 인간관계’를 얻게 됩니다. 또한 후보생들은 재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사

훈련을 받고 실질적인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관학교나 일반 입대자보다 좀 더 유리

한 위치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동안에는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축척하게 되며, 전역 후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 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92.3.1 ~ ’00.2.28일 출생자 )

- 학군사관 58기(남, 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

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추천된 자

- 학군사관 59(남) : 4년제 대학 1학년(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학년 1학기만 다니고 휴학 중인 학생 중 2학기 복학하는 자

     *2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학생은 2018년도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

- 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2.0) 이상자로 신청학점의 80%이상 취득자

     *성적부진으로 1회 이상 유급자는 선발 제외

-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에 의거 군 병원의 최종 판정결과가 3급 이상자

- 군 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하지 아니한 자

단, 신병/성적으로 인한 퇴교자는 제외



Ⅶ 학
교
 조
직
 및
 부
서
 안
내

167

Ⅶ. 학교 조직 및 부서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 교육, 복무기간

- 대학교 3,4학년 생활간 군사교육 병행 / 임관 후 2년 4개월 복무(육군간부 중 최단기)

구 분

교내교육 입영훈련

3학년 4학년 계
기초

군사훈련
3학년

하계훈련
동계훈련

4학년
하계훈련

내 용
매학기 화, 목 

각 2시간
12주 2주 4주 2주 4주

라. 선발방법

1) 학군사관 58기(2학년)

1차 선발 2차 선발 최종 선발

필기고사, 대학성적

  인성검사
→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 신원조회 결과 반영

종합득점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예비 30%

 

2) 학군사관 59기(1학년)

1차 선발 2차 선발 최종 선발

필기고사, 고교내신성적

인성검사
→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인성검사
→ 신원조회 결과 반영

종합득점 순 선발

선발정원의 200% 선발정원의 150% 선발정원

  ※ 최종 예비합격자 미선발(포기 인원 발생시 익년 선발) 

3) 선발 일정

내   용 일   정 기간 장   소

지원 접수 ’17.3.2. ~ 3.31. 4주 학생군사교육단

필기고사 ’17. 4. 1. 1일 학생군사교육단

1차합격자 발표 ’17. 4. 21. 1일 학생군사학교(인터넷/개별통지)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17. 4. 24. ~ 5. 19. 4주 학생군사교육단, 지정 군 병원

2차합격자 발표 ’17. 6. 9. 1일 학생군사학교(인터넷/개별통지)

신원조회 ’17. 6. ~ 8. 10주 육군기무사령부

최종합력자발표 ’17. 8. 18. 1일 학생군사학교(인터넷/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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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수능
(내신)

필기고사
(국사포함)

대학성적
체력
검정

면접
평가

신체/인성/
신원조회

58기 1,000 200 200
100

(대학성적)
100 400 합･불

58기 여 1,000 200 200
100

(대학성적)
100 400 합･불

59기 1,000 200 200
100

(고교내신)
100 400 합･불

5) 세부 선발방법

가) 필기고사(400점 / 300점) 

- 지적능력검사 : 언어/논리력, 자료해석, 공간지각, 지각속도

- 국사 : 역사왜곡, 근･현대사

- 직무성격 검사, 상황판단 검사 : 기질적 특성 / 대인관계 역량 등

나) 체력검정 : 3개 종목(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구 분 계 1.5(1.2)km 달리기 윗몸일으키키(2분) 팔굽혀펴기(2분)

배 점 100 50 30 20

다) 면접평가 : 4개 시험장

마. 지원서 접수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www.armyofficer.mil.kr에 접속하여 개인별 접수 

                     ※ 반드시 인터넷 접수 후 학생군사교육단(건물번호 59호)방문 서류 접수 

2) 학군단 제출 서류(최초 지원시)

- 지원서 1부(인터넷 출력 → 세부사항 기록 후 제출)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1부

- 대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1학년 제외)

- 칼라사진 2매(3×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추가 제출서류(1차 합격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모 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본인 기준의 증명서 제출)

- 신원진술서 3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사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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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평가관련 추가 서류 제출

-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및 자격증 원본제출

바. 대우 및 복지혜택

-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과 더불어 장교 양성과정을 동시에 교육

-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 및 2년간 매월 교보재비 지원

- 군 숙소, 병원, 휴양시설, 면세매점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3,5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 각계각층의 ROTC 선후보생들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대학 및 학군단 각종 행사시 초청 / 예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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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실험실습관

   문의처 : 공동실험실습관(혜성관, 970-7231/7235)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팀과 실습･연구지원팀으로 구성

가. 조직도 및 담당 현황

관장

실험.실습 운영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실험. 실습 교육지원
행정지원

실험.실습실 확충 및 성능개선

교육지원팀 실습연구지원팀

X-선분석실 미세구조분석실
투과전자현미경실 소재신뢰성평가실    
액체핵자기공명분광실 시제품제작실
고체핵자기공명분광실 물성분석실
분광분석실       미량분석실
항온항습&낙뢰실험실 정밀가공센터
고속액체분리분석실   PC실 1~9
Plasma분광분석실    일반물리실험실Ⅰ~Ⅴ
주사전자현미경실    사진영상실
디지털디자인Lab 건설구조실험실

구분 주요업무 담당 연락처 e-mail

교육지원팀 행정지원 복영민 970-7231 mybok@seoultec.ac.kr

실습･연구지원팀 교육･연구 지원 강태욱 970-7235 ktwo@seoultech.ac.kr

나. 주요 업무

1)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계획 및 예산 수립,  국고, 기성회계, 발

전기금 전입금 등에 의한 기자재 확충사업 수행, 실험･실습설비기준 수립 등, 실험･실
습재료비 운영, 기성회계 실험･실습재료비 예산 수립 및 배정, 실험･실습기자재 수리 

및 성능개선,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및 성능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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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습교육 환경개선사업 : 실험･실습실 교육 환경개선, 대학공용 컴퓨터 강의실 

노후 컴퓨터 교체, 실습테이블, 의자, 환기식시약장 등 부대비품 정비 및 구입, 실험･
실습실 명패 등 교체

3)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활용관리 : 실험･실습실 관리 및 운영실태 자체점검, 신규도입 

고가 기자재 활용관리 자체점검

4) 실험･실습기자재 정보화 : 보유 기자재 DB화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매체를 통한 보유 

기자재의 정보 공유 추진(안내책자, 홍보 동영상 CD 등)

5)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운영 : 기초 및 공동분야 교과목 실험･실습교육 지원, 첨단정

고가기자재 공동활용 및 사용 교육 지원, 교수 및 대학원생, 타 기관에서 의뢰한 분

석, 가공 및 시제품 제작 수행, 보유 기자재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 및 교류, 첨단정

고가기자재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저변 확대, 실험실 운영요

원의 교육･훈련 실시

6)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공용장비센터 운영 및 지원 ⇒ 
상호 보완적 기능 수행, 산･학･연 연계를 위한 분석, 가공 및 시제품 제작 업무 수행 등

7) 기타 : 첨단정 고가기자재와 연계한 우리 대학교의 홍보 지원 ⇒ 위상 및 이미지  제

고에 기여

다. 공동실험실습관의 실험실 운영

1) 이용자격

① 본교의 학부(과)로서 해당 대학장이 제출한 공동실험･실습실 이용계획서에 의거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시간표에 확정된 해당 대학 및 학과

② 실험･실습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본교의 교직원 

③ 대학원 지도교수의 확인을 필하고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대학원생

④ 소속학부(과)장의 확인을 필하고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학생

⑤ 타기관의 연구자로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연구자

2) 이용절차

① 해당 대학장은 매 학기 개시 6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소속학부(과)의 

다음 학기 공동실험･실습실 이용계획서를 공동실험실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

동실험실습관장은 실험･실습시간표를 작성하여 해당 대학(학과)의 시간표 편성 전

에 통보한다.

② 공동실험실습관의 실험･실습실 이용시는 사용 후 반드시 실험･실습일지에 의거 사

용결과를 나타내어 강의 실적 및 공동실험실습관의 실험･실습실 활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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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실험실습관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실험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이

용 2일 전에 공동실험실습관 이용신청서에 의거 해당실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 고가기자재(연구기자재 포함)를 사용하여 실험 및 분석연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기기이용신청서에 의거 해당실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기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재료비 등 실험분석 요금 납부는 별도의 규

정에 따른다.

⑤ 공동실험실습관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이용신청 시 서식 작성 생략

3) 이용시간

①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단, 소정의 절차

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으면 사용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가) 하절기(3월~ 10월) : 09:00 ~ 22:30     단, 하기방학 중 : 09:00 ~ 17:30

(나) 동절기(11월 ~ 2월) : 09:30 ~ 22:30     단, 동기방학 중 : 09:30 ~ 16:30

② 기기 사용시간

(가) 하절기(3월~ 10월) : 09:00 ~ 18:00     단, 하기방학 중 : 09:00 ~ 17:30

(나) 동절기(11월 ~ 2월) : 09:30 ~ 18:00     단, 동기방학 중 : 09:30 ~ 16:30

4) 이용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관장은 공동실험실습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퇴실을 명 할 수 있다.

① 허가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때

② 공동실험실습관 업무 분위기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5) 운용방법

① 공동실험실습관에서의 실험･실습 교과운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직접 수행하고, 

해당실 담당자는 적극 협조한다.

②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습의 운영에 있어 다음의 우선 순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공동실험･실습 및 관련 업무

(나) 교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산학공동연구 및 산업체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동실험･실습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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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문방송사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며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지식과 교양의 증진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며 학풍을 진작시키고 학내 소식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달

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신문사 : The SeoulTech Times

1) 홈페이지 주소 : http://times.seoultech.ac.kr

2) 페이스북 주소 : press@seoultech.ac.kr

3) 위치 및 연락처

편집실 다산관 003호 편집장실 다산관 011호 ☎ 970-9174～6

4) 수습기자 모집

- 기간 : 매 학기 초

        ※ “서울과기대신문” 및 포스터와 현수막,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대상 : 신문, 사진, 편집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

- 혜택1 : 기사 및 사진, 편집디자인 등 신문 제작의 기본적인 실무 경험과 호기심을 

실천에 옮겨 직접 풀어나가는 법 학습

- 혜택2 : 일련의 과정을 완료한 기자에게는 봉사장학금 수여

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방송국 : The SeoulTech Broadcasting System(STBS)

1) 홈페이지 주소 : http://stbs.seoultech.ac.kr

2) 페이스북 주소 : stbs@seoultech.ac.kr

3) 위치 및 연락처

구분 위치 구분 위치 연락처

국원실  다산관 007호 오디오 편집실  다산관 006-2

☎970-9177～8오디오스튜디오  다산관 006 영상편집실  다산관 008

오디오기계실  다산관 006-1 영상스튜디오  다산관 009

3) 수습국원 모집

- 기간 : 매년 초

        ※ 방송국 홈페이지, 정규방송, 페이스북, 학내 포스터 및 현수막 확인

- 대상 : 방송에 관심있는 재학생

- 혜택1 : 최신식 장비의 오디오 및 영상 관련 실무 학습 및 각종 취재 및 기사 작성 

등 다양한 경험 습득(제작부, 아나운서부, 보도부, 기술부)

- 혜택2 : 일련의 과정을 완료한 기자에게는 봉사장학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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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안전관리본부

문의처 : 재난안전관리본부(대학본부, 970-9118/9119)

1. 목 표

가. 우리대학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계획 및 시스템의 구

축‧운영체제 확립

나. 예상되는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제고 및 피해 최소화 도모

다.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정적 재난대응 체계 유지

2. 각 센터 소개 

가. 재난안전관리센터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교육부

의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확정하여 재난분야에 대한 안전을 추진 및 

시행

나. 학생안전센터 : 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처리를 실시 

다. 실험실습안전센터 : 대학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의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를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가입, 안전교

육 및 건강검진 실시

3. 각 센터별 주요 업무

가. 재난안전관리센터 

(1) 국가 재난 관리 총괄 추진업무

(2) 시설안전관리 점검업무

(3) 재난, 화재 및 사고 등 발생 시 신고

나. 학생안전센터

(1) 학생건강 · 안전관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 학교보건․급식․환경질환(황사․폭염)

- 실무대응 매뉴얼 관리(감염병/혈액)

- 학교 감염병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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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안전 예방 관리

-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연수

  • 대학본부(행정부서),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

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용 및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 대학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대학 입학 전 신입생과 재학생 등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로 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므로 단과대학 측이 주관하여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점검 

- 기 타

  • 교내 각종 학생자치행사 안전사고(축제,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등)

  • 교내 각종 사고(골절, 타박상, 낙상, 폭행, 자살 등)

  • 교외 단체활동 안전사고(농촌봉사활동, 학술답사, MT, 수련회 등)

다. 실험실습안전센터 

(1) 연구활동 종사자(대학생 / 대학원생)를 위한 안전

-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실험실습 안전센터는 대학 내 연구실 중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

스 등의 노출 위험이 있는 연구실에 대하여 특별 관리 하고 연구실의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대학 내 보건진료소와 협조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1회이상/1년)을 외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

-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 정기교육 : 연구활동 종사자  on/off 라인 교육 진행(반기별 6시간 이상)

  • 신입생 안전교육 : 연구활동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2시간이상)   

- 연구실 안전점검 

종 류 
내 용

일상점검 정기점검

점검대상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ㆍ 대학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을 위하

여 설치된 연구실 

ㆍ 연구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 된 후 연구

를 재개하려는 연구실

점검 내용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전기․
가스․ 약품․병원체 등의 이상유무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점검

당해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의 물리화학적 ․기능적 결함 여부 점검

점검방법 외부육안검사 및 점검장비를 사용한 점검

점검시기 1회/일 1회 이상/년

   ※ 우리대학은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음(정기점검도 정밀안전진단 형식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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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수학습개발센터

연락처 : 교수학습개발센터(100주년기념관 4층, 970-9051~54)
홈페이지: http://ctl.seoultech.ac.kr

e-class 홈페이지: http://eclass.seoultech.ac.kr

교수-학습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e-class 운영, 강의자료[KOCW(Korea Open Course Ware)] 공개로 교수역량과 

학습역량 향상 제고

가. 교수･학습법 세미나

- 교수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법 노하우와 사례 제시를 통한 관

련 지식･기술･태도 습득 기회 제공

- 학습법 전문가 초빙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나. 학습컨설팅

- 학습전략 프로그램 제공

다. withUS 프로그램 지원

-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 능력 강화

- 협동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및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구분 내용

학습

동아리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협력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학문적 관심사를 공유하는 선/후

배, 동료간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 해당 학문분야의 전공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부생 4명 이상의 동아리

(공모전, 연구논문, 전공관련 자격증 등)

▪지원기간: 6개월 내외

튜터링

▪매학기 학부생의 기초교양과목 능력 향상을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 튜터: 관련교과목 성적우수자로서 담당교과목 A
+
 이상인 학부생

  ･ 튜티: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 및 외국인학생

▪지원기간: 1학기, 2학기

라. 이러닝 교육 지원 및 콘텐츠 개발

- 정규 사이버강좌 개발(학내 정규 수업에 활용)

-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강의자료공개(KOCW)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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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학교육혁신센터

가. 공학교육인증 이란?

○ 공학교육의 발전 및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법 고취를 목적으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에서 추진하는 인증제도

○ 해당 프로그램(전공)을 이수한 졸업생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실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증해 주는 인증제도로 인증된 프로그램 졸업생은 공학

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ABEEK에서 보증하는 개념

○ 교육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진단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Demand Driven Education)과 학습성과(Program Outcomes)를 중시하는 공학교육에 중점

○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체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순환적 자율 개선형 공학교육 모델을 지향

○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교육과정의 개편 및 체계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적어도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운

영결과를 토대로 인증 여부가 결정

사업체
(공학 현장)

공학교육
인증원

공학계열
(프로그램)

구성원의 요구
(산학자문위원회)

인증요구사항
졸업생

인증

신입생

생산력 제고
경쟁력강화

 <그림 >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과 공학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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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학교육인증의 필요성

○ 공학인증 추진을 통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체계화 실현

○ 해당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함으로

써, 기업체가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졸업생들을 선호하게 되어 취업에 실질적 효과

○ ABEEK이 Washington Accord(공학사 학위 상호인정 협약)에 가입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학도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유학이나 해외 취업 시 학사 학위 질 인정

○ 교수-학생간의 상시 지도체제 구축

○ 삼성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인성정보계열사, STX그룹, 동국제강그룹, 다우기술계열

사, 한솔그룹 계열사, 대덕전자계열사, LS그룹 등에서 서류 전형 우대

특히, 삼성그룹은 공학인증이수자의 경우 SSAT 면제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 프로그램

학과명 프로그램명(전공명)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심화 프로그램

기계디자인금형공학심화 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자동차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설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심화 프로그램

건축학부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정보통신

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정보공학심화 프로그램

전자IT미디어공학과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 프로그램

에너지바이오

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공학심화 프로그램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심화 프로그램

라. 공학교육인증 관련 참조 SITE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공학인증] 메뉴 (http://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icee.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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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보육센터

연락처 : 창업보육센터(100주년기념관 3층, 970-9203,9092)
e-mail: stbic@seoultech.ac.kr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이내의 신규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시제품 제작 지원

가. 보육시설 현황

건물구분 제1창업보육센터(31번 건물) 제2창업보육센터

연면적 1,067.16㎡(26개실) 840.2㎡(7개실)

보육실면적 544.06㎡ 280.8㎡

보육실면적
(총33실)

13.66㎡(1개), 21.6㎡(2개), 22.59㎡(2개), 23.18㎡(1개), 29.96㎡(1개), 

30.2㎡(2개), 31.5㎡(1개), 37.3㎡(2개), 42.21㎡(7개), 43.2㎡(5개), 45.4㎡(2개),

46.52㎡(1개), 50.9㎡(2개), 63.6㎡(2개), 64.8㎡(1개), 104.34㎡(1개)

 ※ 공용실 : 회의실 2개, 접견실 1개

나. 입주 자격 및 기간

1) 입주자격

① 입주형태 : 창업기업 사업 활동을 위한 보육실로 주사업장이 우리대학교의 창업보

육센터에 소재하여야 함              

② Nano, IT, microsystems Packaging 업체 

③ 관련설계 SW 중심의 회사   

④ 관련부품 소재, Unit 및 Module 업체

⑤ 관련 소규모 생산업체(장비중량 400㎏중/ ㎡이하)

⑥ 일반부품 소재 및 제조 장비분야의 전문 업체 또는 일반 업체 

⑦ 창업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로 보육기술사업화 희망자  

⑧ 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

     ※ 자격제한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본사는 외부에 있고, 연구소 등만 창업보육센터에 위치하는 

업체,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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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기간: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심의를 통해 1년 단위 연장계약 체결, 최대3년)

3) 입주부담금 

၀ 입주보증금 : ㎡당 95,000원

၀ 운영관리비 : ㎡당 9,500원 * 12월 선납

၀ 입주관리비 연차별 차등징수제 운영(연장계약 시 1년마다 10% 인상) 

၀ 전기요금, 난방비, 수도세, 경비 등 실비 부담, 계약기간 연장 시 학교발전기금 기탁

다. 입주기업 지원 내역

၀ BI 보육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경비 일부 지원

၀ BI 보육기업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경비 일부 지원

၀ 센터장과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또는 분야별 세미나 개최

၀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 보유 기자재 장비사용료 일부 지원

၀ 입주자의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 

၀ 창업자 경영 애로사항 자문 등 행정적 지원

၀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일부 지원 

၀ 시제품 제작비 일부 지원

၀ 기술벤처 인증, 필요 운전자금･융자 지원 알선

၀ 언론매체 홍보경비 및 카탈로그 제작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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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비고 이수구분 교과목 개요

창업과 

4차산업혁명
창업 101 교양선택

◦ 4차산업혁명이 가져다 주는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 이
해를 바탕으로 진로와 창업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지는 고민하는 과목임. 산업의 변화 이해, 미래의 산업과 
트렌드 분석 등을 학습하며, 이를 진로와 창업에 연계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목임 

글로벌 혁신과 

리더십
창업 102 교양선택

◦기업가만이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가정신은 필요함. 
이에 다양한 범위의 이해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으로 기업
을 일으킨 실제 기업가의 초청 특강 등을 통한 생생한 실
제사례 간접경험을 전하고자 함

12. 창업지원단(창업교육센터)

연락처 : 창업교육센터(수연관 2층, 970-9151)
e-mail: qhadha@seoultech.ac.kr

가. 개설강좌

가. 설립목적 

서울과학기술대는 2012년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을 계기로 창업교육을 시작

하였지만, 서울과학기술대만의 독창적인 창업교육 Brand Name를 가지고 있다. 브랜드명은 

티움(TE:UM)으로 'The Entrepreneurship University Member' 의 약자이며, 'Entrepreneurship

을 틔우는 새싹' 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움을 틔우고, 창업 마인드

를 심어 주고, 그들의 잠자고 있던 도전의식을 깨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한

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에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교양 및 일반선택과목

뿐만 아니라 연계전공을 통해 창업학 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원까지 연계

되도록 창업교육과정을 체계화 하였다. 특히,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 및 대학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의 멘토런치, 원스톱 컨설팅 자문단 구성, 창업동아리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앙트프러너 티우미 등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저희 창업교육센터는 Entrepreneurship 전파의 중심으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예비창업자의 Entrepreneurship이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할 것이다.

나. 강좌개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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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비고 이수구분 교과목 개요

Design Thinking 창업 201 교양선택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툴인 디자인 씽킹
툴을 학습하여, 창업 및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용해 보는 
과목임. 인간중심의 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제 구현
하는지를 학습하는 과목임 

사회적 혁신과 

문제해결
창업 202 교양선택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를 통한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창업 할 수 있는 
창업 실무 학습

창업과 

지식재산권
창업 301 일반선택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시제품(프로토타입)까지 
만들고, 이를 특허로 출원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함

마케팅창업전략 창업 302 일반선택

◦사업기회의 탐색, 아이디어의 생성, 제품컨셉의 개발, 마
케팅전략의 수립, 사업수익성 분석, 제품의 개발, 제품의 
출시 등으로 구성된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중 핵심요소인 
마케팅전략의 수립과 사업수익성분석에 대한 거의 현실적
인 경험을 얻게함

창업실습 창업 303 일반선택
◦창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대학내 창업학사제도 

구축을 통하여 창업을 실시한 학생들의 학습목표 달성을 
통해 학점을 부여하고자함

창업프로세스

분석
창업 401 일반선택

◦창업과정을이해하는과목으로사업아이디어발굴연습,사업
아이디어타당성검토,창업을위한자금조달준비및사업계획
서작성들을학습하는과목임 

글로벌창업 창업 402 일반선택

◦글로벌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창업을 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창업 이후 단계적인 글로벌화 전략 수립에 도
움을 주고자 함. 전통적인 ‘내수성장 후 해외진출' 등 단계
적으로 진행하던 글로벌화 전략과는 달리,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품개발, 해외 투자유치 및 판로 
확보 등 창업과 글로벌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강
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 교육 및 사업내용

1) CEO특강-창업가(기업가)역량강화

- CEO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도전 정신 함양

- 강연회 개최와 홍보를 통한 학교 및 센터 인지도 상승

- 교내 학생들에게 Entrepreneurship 확산

2) START-UP COACH 전문가 특강

- 영역별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

- Entrepreneurship 확산 뿐 아니라 차별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 마인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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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런치

- 매회 각 분야 전문가 및 CEO 10명과 학생의 그룹별 멘토링 진행

- 관심분야의 멘토(전문가)로부터 경력개발 및 노하우 공유 가능

- 학생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현식 가능한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역량 함양

4) 앙트러너 티우미 선발 및 운영

-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Entrepreneurship을 학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앙트프러너(기업가) 티우미로 선발

- 연2회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 목표

5) 창업동아리 선발 및 지원

-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구성되고,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교내 학생 누구

나 지원 가능

- 2016년 심사를 통하여 선발 된 창업동아리 총 45팀

- 활용 공간/예산 지원/1:1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 제공

6)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자문단 구성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 및 학생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 멘토 연결을 통해 맞춤 서비스 지원

7) 창업경진대회

-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발굴

-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

라. 연락처 및 위치

□ 위치 : 수연관(36번건물) 건물 2층 창업교육센터 208호

□ 전화번호 : 970-9151~2 / 팩스: 970-9154 / 메일: qhadha@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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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장실습 지원 센터

문의처: 현장실습지원센터(2학생회관 3층, 970-6834/6858) 
      홈페이지 : http://internship.seoultech.ac.kr

      Email : co-op@seoultech.ac.kr / internship@seoultech.ac.kr

현장실습(단기 및 Co-op)을 통해 우수한 학생과 역량 있는 기업을 서로 연결하여 학

생들은 현장업무능력을 개발토록하고, 기업은 동기 부여가 높은 우수인력을 활용함으

로써 학생-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개설

가. 주요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세부내용

단기 현장실습
(단기 인턴십)

• 목적 :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양성

• 내용 : 매 학기 및 계절학기 진행 

• 대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 사업 추진 방법 또는 과정

  교과목 개설 후 참가학생 모집 및 기업유치→학생-기업 매칭→수강신청→
오리엔테이션 실시→현장실습 실시→성적평가

• 기타사항 

  - 단기 현장실습(단기 인턴십) 교과목 수강생(3,4학년) 중 4주 160시간 이상 현장

실습 실시 학생에 한 해 일비 및 상해보험 지원 

Co-op
(장기인턴십)

• 목적 :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현장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 내용 : 매 학기 진행 

• 대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 사업 추진 방법 또는 과정

  교과목 개설 후 참가학생 모집 및 기업유치→학생-기업 매칭→수강신청→
전문가스킬워크숍 개최(사전교육) →Co-op 실시→성적평가

기타 프로그램

• IPP 일학습병행제 이론 교과목 운영

• NCS 기반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스킬 교과목 운영

• 산업체 기업탐방  

• 현장실습(인턴십) 체험 수기 공모전

• CEO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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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실습(단기 및 Co-op) 매칭 방법

- 단기 현장실습(단기인턴십) 및 Co-op(장기인턴십)의 학생-기업매칭은 현장실습지원

센터 홈페이지(http://internship.seoultech.ac.kr)에서 실시

- 매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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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문의처: 발전기금(대학본부 4층, 970-9263~4) 
홈페이지: http://fund.seoultech.ac.kr

e-mail: sfund@seoultech.ac.kr

가. 설립목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은 1994년 설립된 뒤 많은 대학 구성원, 동문, 기업 등에서 

기부금 납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모아진 발전기금은 우리대학교 재학생을 위

한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대학교의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수학생 발굴을 위한 Seoultech인재원 건립

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등 발전기금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부는 자신의 가치를 높

이는 투자’라는 점에서 발전기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전기금

은 대학발전을 위한 귀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나. 주요 지원사업

- 재학생의 장학사업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 Seoultech인재원 건립 등의 교육 ․ 연구시설 확충

- 도서 및 연구 기자재의 확보

- 국내, 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대학문화 및 체육 활동 지원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다. 기금후원방법

- 방문납부 : 발전기금 사무실(대학본부 407호)로 방문하여 약정서 작성 및 납부

- 무통장 납부 : 농협(1203-17-000514), 국민은행(063-01-0325-080),

신한은행(234-05-003953), 우리은행(437-017023-13-001)

- 자동이체(CMS)납부

- 기탁방법 : 기부자께서 후원하시고 싶은 분야를 선정하여 일시･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납부 가능하며, 유가증권 및 자산 출연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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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자 예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금 이상을 기부하신 분들께는 기부자예우 

기준에 의거 다양한 증정품과 세제상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기부금액 별 예우사항 

구 분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오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총장

명의

감사장 ○ ○ ○ ○ ○ ○ ○
감사패 증정 ○ ○ ○

지정 강의실 등 기부자 

명의 각인
○ ○ ○

지정건물 기부자 명의 

각인
○ ○

출연자 명의의 

기금명칭부여
○ ○

무료 주차증 발급 2년 5년 7년 10년 평생 평생

기념품 증정 ○ ○ ○ ○ ○
도서관 평생회원증 

발급
○ ○ ○ ○

달력 및 연하장 발송 3년 5년 7년 10년 15년 평생 평생

대외언론 매체 홍보

(희망자에 한함)
○ ○ ○ ○ ○

기타 공통지원 혜택

- 출연금 세제 감면 영수증 발급 - 대학 간행물 및 소식지 발송    

- 대학문화 행사시 초청 - 홈페이지 기부자 명단 게재

- 기부자 명패 이름 각인(100주년기념관)    

※ 우리대학 문화, 체육시설 이용시 예우사항 ( ○ : 무료 , △ : 협의 후 결정)

구 분

기부 금액별 감면율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연 2회)
오천만원 이상

(연 3회)
1억원 이상
(연 4회)

100주년 대강당 △ △ ○ ○ ○
종합 운동장 △ △ ○ ○ ○

체육관 △ △ ○ ○ ○
테니스장 △ △ ○ ○ ○
참조 사항

 1. 총 사용료가 발전기금 납부금액의 50% 초과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2. 1주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할수 있다.(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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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술관

   문의처: 미술관(다빈치관 2층, 970-6215) 
      홈페이지: http://art.seoultech.ac.kr 

가. 설립목적 및 역할

글로벌 시대에 예술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3년에 서울과

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설립

①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현대미술 경향 소개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위상 재고

③ 학생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독려하며 학습효과 높임

④ 지역사회 미술문화 교육의 장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제공

나. 연혁

- 2013.05.01. 미술관 개관식 

- 2013.06.13. 서울시 미술관 등록

다. 이용안내

- 위치 : 다빈치관 2층 216호

- 관람시간 : 평일 09:00~18:00

- 관람료 : 무료

- 대관 문의 및 예약 : 970 – 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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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 지원 센터

   연락처: 장애지원센터(2학생회관 2층, 970-6054)
      e-mail : kyung@seoultech.ac.kr

가. 설립목적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및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제 구축

- 개인적･환경적 장애로 인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인적･물적 편의를 제공하여 교내의 학습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의 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나. 주요 교육 및 사업 내용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과 생활지원을 통한 교육권 확대

- 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편의 제공

- 장애학생에 대한 교내의 학습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90

2017 대학생활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문의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2학생회관 3층, 970-9135) 
      홈페이지: http://coop.seoultech.ac.kr 

가. 설립목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3년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생활공동체입니

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운영되며, 잉여금은 모두 학내 구성원들

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생협은 학내 매장 운영을 통해서 대학원 구성원들이 학내에서 필

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생필품을 질 좋은 제품으로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

으며,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통해 올바른 소비와 친환경적인 학내 문화를 지향합니다.

나. 매장 현황  

구 분 식당 매점 카페 구내서점 문구 화방 복사실

1학생회관 O O O 0

2학생회관 O O O 0 O O

무궁관 O

도서관 O O

다. 생협 가입방법

- 방문가입 : 생협사무실 및 생협매장(식당,카페) 방문하여 가입

- 온라인가입 : 홈페이지(coop.seoultech.ac.kr) 접속 후 조합원 가입

- 농협(301-0128-2488-91) 예금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원 1인1구좌 이상 출자(1구좌 : 10,000원)

-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라. 조합원혜택

- 마일리지 적립 : 식당 및 카페 이용시 3% 적립 또는 카페 쿠폰 발행

- 매장 아르바이트 구인 시 조합원 우선 채용

- 생협의 각종 특별 판매 행사에 조합원 우대 혜택 부여

- 생협 장학금 지급(예정) : 조합원 중 선별하여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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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기준일 :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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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연락처(행정부서, 후생복지시설)

행정부서
(☎국번: 970번)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교
무
처

교무팀 6023~29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9124~29 국제
교류
본부

국제교류팀 9212~23

학사지원팀 6033~38
입학
관리
본부

입학관리팀 6835~40

학
생
처

학생지원팀 6043~46
입학전형팀 6843~52 어학

교육
연구원

사무실 9184~86

장학복지팀 6051~55

홍보실 6992~94 교양외국어상담 7203~04
보건진료소 7118~19

정보
전산원

정보화기획팀 9052~55 평생교육원 9192기
획
처

기획팀 6063~66

평가팀 6071~76
시스템개발팀 9057~62 교수학

습
개발센

터

교수학습지원팀 9252~53

사
무
국

총무팀 6091~95
정보인프라팀 9064~65

e-러닝지원팀 9251,54인사팀 6111~16

생활관 9141~45경리팀 6121~26
공학교

육
혁신센

터

인증팀 9231~32
관리팀 6127~33

공동실험
실습관

교육지원팀 7231~33

혁신팀 9233~35시설총괄팀 6141~43
실습연구지원팀 7235~37

시설관리팀 6144~46
창업보육센터 9092,9203

종합인력
개발센터

학생취업지원팀 9001~05전기지원팀 6147~49

창업교육센터 9151기계지원팀 6151~53
학생생활상담팀 9006,9008

토목조경팀 6154~55
현장실습지원센터 6834,58기록관 9161

예비군연대 6082~84
대외협력본부 9263~64

장애학생지원센터 6054

산
학
협
력
단

산학협력팀 9084~85
재난안전관리본부 9118, 9119

미술관 6215회계팀 9088~90

도서관

정보지원팀 9031~33
기술이전
사업화팀

9086,9123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9263~64정보정리팀 9034~36

연구기획팀 9098,9102
정보봉사팀 9037~39 학생군사교육단 9274연구지원

1팀
9096~99

신문
방송사

사무실 9171
노원과학영재교육원 9281연구기원

2팀
9094~95 편집실 9174~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9135~37감사팀 9132 국원실 9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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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국번: 970번)

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위치 비고

후생복지시설

생활

협동

조합

사무실 9135~37 52번건물(제2학생회관) 3층

제1식당 6915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제2식당 6919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1카페 7198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2카페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무궁관카페 57번건물(무궁관) 1층

북카페 34번건물(도서관) 1층

제1복사실 6913 수연관 중앙도서관사이건물 1층

제2복사실 6914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제1매점 979-3938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제2매점 977-3937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서점 6916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문구 6916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화방 948-3939 37번건물(제1학생회관) 2층

우체국 6911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농협 6923~24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국민은행 3296-5082 51번건물(100주년기념관) 1층

안경원 6918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미용실 974-6242 37번건물(제1학생회관) 지층

구두수선 수연관 중앙도서관사이건물 1층 구두, 열쇠, 우산 수리

정문정산소 6109

창의문정산소 6110



학교사랑 소액 선한 기부 운동





 SEOULTECH 가족클럽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  교직원 ,  학부모 ,      

일반인들이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1구좌(1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학교사랑  

소액  선한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

작은  사랑 ,  깊은  뜻 ,  큰  희망

미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창업을  지원합니다 .

차세대  산업혁명  분야  연구를  지원합니다 .

재단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됩니다 .

SEOULTECH 가족클럽에  참여하여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대학  발전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의미있게  사용됩니다 .

네 이 밍

뉴 스 레 터

기념품  증정

그  밖의  혜택

:  모든  기부자님의  성명은  본교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등재됩니다 .

:  모든  기부자님께  SeoulTech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

:  모든  기부자님께  클럽  회원증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

:  클럽  회원증을  소지하신  분은  대학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

  ※  대학  시설  :  도서관 ,  100주년  기념관 ,  체육관 ,  종합스타디움 ,  세미나실 ,  예식장  등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클럽  회원  예우

클럽 소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문으로서, 직원으로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부를  시작합니다 .  힘든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학업에  노력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배님들 ,  나  그리고  후배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하여  

학교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

 SeoulTech 가족클럽  발전기금이  학생들의  창업지원 ,  연구지원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발전의  초석으로써  100년  뒤  세계  일류대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학생으로  그리고  직원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SeoulTech 가족  클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의  

작은  사랑이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하며 ,  늘  후원하겠습니다

가입 스토리



  지난  10년간  근무하면서  바라본  서울과기대는  학생들의  교육과  경험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변모하는  서울과기대의  모습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서울과기대  가족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100년의  역사도  학생들과 ,  교수 ,  직원들의  삶이  더욱  풍족해지는  

서울과기대  공동체를  희망합니다 .

 인생의  반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직한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발전상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나온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학교  사랑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마음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들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대학 ,  우리  동문은  보험이었고 ,  대들보였으며 ,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였습니다 .  우리대학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  대학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공유하면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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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공동체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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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가입 방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검색

02-970-9263, 9264

02-970-9265팩스

전화 010-6444-9264휴대폰

sfund@seoultech.ac.kr이메일

홈페이지 http://fund.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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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
(SeoulTech 가족 클럽 발전기금, 개인용)

기 부 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급 희망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 공개 직위              □ 공개

본교와의
관    계

동문 □
대학교 대학(원)

학과 입학연도

교직원 □ □ 교수   □ 강사   □ 직원   □ 조교

학부모 □
자녀명 입학연도

대학(원) 학과

일반인 □

기부금 
용  도

 □ 재단위임         □ 장학지원  □ 창업지원  □ 연구지원  
 □ 교육기자재 확충  □ 시설확충  □ 학술교류  □ 문화․홍보
 □ 학과발전기금     □ 기타 (                     )
 ※“기타”란에 상세용도, 후원부서명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단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목적기부금의 10%를 공제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기금으로적립합니다.

약정 구좌
 □ 평생후원 1,000구좌  □ 특별후원 (   )구좌
 □ 30구좌  □ 10구좌  □ 5구좌  □ 3구좌  □ 1구좌
 ※ 1구좌 매월 1만원 25일 자동이체

약정 기간
 □ 평생후원  
 □ 20년후원  □ 15년후원  □ 10년후원  □ 5년후원  □ 3년후원
 ※ 1천만원 이상 일시금 기부자는 평생회원으로 등록

납부방법
 □ CMS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교직원 급여이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세내용 뒷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상세내용 뒷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세내용 뒷면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 □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 

  위와 같이 SeoulTech 가족 클럽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기부를 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귀하

<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기부자 예우
￭ CMS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금 수납

수집·이용 할 항목

￭ 기부자 예우
  성명, 소속, 직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CMS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금 수납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소속, 직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동의한 날부터 자동이체 종료일 후 5년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기부금 수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한 날부터 자동이체 종료일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기부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영수증 
발급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208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아니합니다. 

수집·이용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 영구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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