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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Dream makes Grea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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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선도 다른 선이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범한 학생이 되기도 하고 남다른 인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남다른 시선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키웁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diagonal line을 닮고 싶습니다.

누 군 가 에 겐  직 선

누 군 가 에 겐  사 선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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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ECH 미국에는 CALTECH, 러시아에는 바우만공대가 

있다면 한국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이자 수도권 유일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SEOULTECH !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학문의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합니다.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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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ECH - New Dream
지난 1세기, 10만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산업을 위한 과학기술을 선도해 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분야를 융합,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21세기형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학과 인간의 꿈을 향한 SEOULTECH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1953 1989

1910. 04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

1931. 03 경성공립직업학교 개편, 아현동캠퍼스로 이전

1944. 03 경기공립공업학교 개편

1953. 03 경기공업고등학교 개편

1963. 03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교명 변경

1968. 03 국립으로 전환 (대통령령 제3411호)

1974. 03 경기공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1980. 03 공릉동캠퍼스로 이전

1981. 12  개방대학설치근거규정으로 교육법 개정

1984. 02 환경공학과,산업안전공학과,금형설계학과 신설

1987. 03 제3대 학장 이동희(李東熙) 박사 취임

1988. 03 서울산업대학 교명 변경

1989. 11 산업대학원의 전기공학과,화학공학과,기계설계학과 신설

1991. 03 제4대 학장 윤대병 교수 취임

1992. 03 산업행정학과,정밀화학과 신설. 제3공학부,

 제4공학부,인문사회자연학부 신설

 산업대학원의 산업공예학과 신설. 기숙사 완공

1993. 02 서울산업대학교 교명 변경

        03 자동차공학과,자동화공학과 신설

1994. 03 문예창작학과,사회체육학과 신설

        09 산업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신설

1995. 04 제5대 총장 최동규 박사 취임

        10 산업대학원 재료공학과 신설

1998. 04 공동실험실습관 개관

 외국어 교육원 개원

1999. 04 제6대 이진설 박사 취임

2000. 03 영어과, 문예창작학과,사회체육학과 주간신설,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교 학사학위공동운영과정 신설

 철도기술대학원 개원

1990. 03 제1공학부,제2공학부,조형학부 및 응용회화과 신설

        02 제9회 학사학위 수여식 거행

2001. 09  주택대학원 개원 / 대학조직 6대학 4처 1실 1국으로 개편

2002. 03  철도기술대학원을 철도전문대학원으로 전환(박사과정)

2003. 03  제7대 총장 이희범 박사 취임 / IT정책전문대학원 설립

2003. 09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설립

 에너지환경대학원 설치인가

2004. 09  제8대 총장 윤진식박사 취임

 서울테크노폴리스 추진센터 및 공학교육센터 신설

2005. 09  서울테크노파크 지정인가

 교육조직 4개 단과대학, 행정조직 3처 1국 8과로 개편

 신축도서관 개관

2006. 06 미래관 완공

2007. 03 제9대 노준형 총장 취임

 어학원 완공 / 제2기숙사 완공

2008. 03 NID 융합기술대학원 개원

2009. 12 100주년 기념관 준공

2010. 09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2011. 10 제10대 총장 남궁 근 교수 취임

2012. 03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

 교육조직 6개 단과대학, 행정조직 3처 1국 9과 4행정실로 개편

        06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신설

        08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술관 신설

        11 다빈치관 준공 

1982. 02 개방대학 설치 규정 신설

 (국립학교설치령 대통령령 10728호, 1982. 2.15 개정)

 경기공업개방대학 개교식 거행

 경기공업개방대학 신입생 모집공고

 초대 학장 경기공업전문대학 홍순철 학장 취임

 개방대학 설치 운영 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0786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경기공업전문학교 폐교

1983. 03 경기공업개방대학으로 일원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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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군 가 에 겐  직 선

누 군 가 에 겐  사 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시선이 인류의 역사를 바꿉니다.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대학.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으로 대학의 새 역사를 써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다른 내일을 만들

단 하나의 인재를 키웁니다.

SEOULTECH DREAM 2020

VISION        과학과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세계 속의 대학

GOAL        국내 10위, 아시아 50위, 세계 300위권 대학진입

3대 전략 방향

글로벌 융·복합 인재양성 / 세계 수준의 응용연구 역량 확보 / 수요자 중심의

대학 인프라 구축

11대 핵심 전략

맞춤형 교육 강화 / 국제화 역량 강화 / 우수학생 유치 / 최우수 인재 배출

연구성과 극대화 / 밀착형 산학협력 강화 / 최우수교수 유치 / 행정 선진화

안정적 재정 확보 / 사회적 평판도 향상 / 구성원 만족도 향상Only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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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군 가 에 겐  직 선

누 군 가 에 겐  사 선

총장님사진

Message from the President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1세기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메카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10년 4월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교 체제가 여러 번 변화되는 가운데 2012년부터는 서울 소재 유일의 종합국립대학

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6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캠퍼스 규모를 자랑하며 100년의 

역사 속에 함께 자란 울창한 수목들은 공원을 방불케 합니다.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수진, 과학적

이고 체계적 교육시스템은 이미 여러 공적인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공과대학·조형

대학·인문사회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정보통신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의 6개 단과대학과, 일반

대학원·산업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정책전문대학원·에너지환경전문대학원·NID전문대학원의 7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총 1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중앙일보가 시행하는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 교수진의 연구실적은 전국 15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교육부의 BK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대학 가운데 4년 연속 취업률 최상위권(1~3위)을 유지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긴밀

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네트워크, 캡스톤 디자인 등 실용적인 교육, 체계적인 인증 시스템, 산학협력선도

대학 사업(LINC)을 포함한 대형 재정지원사업 운영 등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은 평판도 및 사

회진출 부문에서도 1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지대한 대학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명문대학과 복수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 학술교류 네트

워크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중장기 발전계획인‘SEOULTECH DREAM 2020’을 토대로 2020년까지 국내 10위, 

아시아 50위, 세계 300위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

서 9단계나 급상승하여 23위에 랭크된 사실은 우리 대학의 거침없는 질주를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런 가속도를 늦추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무한 질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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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과 학 기 술  인 재 의  

절 대 가 치 를  키 웁 니 다

[absolute value : 절댓값]

실용·응용학문 분야를 이끄는 산학협력의 최정상!
현장밀착형 인재를 키우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 선정
서울과학기술대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이로써 창업지원 인프라(공간, 장비, 시설, 인력) 및 역량이 인증된 대학으로 정부재정 

지원을 받아,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과

학기술대 창업보육센터는 2000년도에 처음 문을 열고 현재 제1창업보육센터에 이어 제2창업

보육센터 건물을 완성하여 20개 기업이 100% 입주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선정(LINC사업 - 현장밀착형)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사

업)"지원대학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도 사업평가에 대해‘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

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양성과 기술

혁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속적

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앞

으로 대학과 기업이 하나 

되는 산학협력 선도모

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BK21플러스 사업 선정
2013년 11월, 교육부와 한국연구

재단이 선정하는 BK(Brain Korea)21 

플러스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되었습

니다. BK21플러스 사업은 기존 BK21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석ㆍ박사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로써

‘창조가치선도를 위한 과학기술ㆍ문화콘텐츠 기반의 컨버전스형 

심화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 분야의 연구지원을 받을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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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에 서  유 일 한  국 립 종 합 대 학 !

결 론 은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입 니 다

[therefore : 그러므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해 온 100년!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비상!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 소재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으로 현재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대학 중 하나입니다. 매년 신입생 입학성적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졸

업생의 취업률 등 사회진출도 양과 질 모두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이는 재학생들의 자부심으로 연결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본교를 선택

한 이유로 발전 가능성(32%), 높은 취업률(21%), 합리적 등록금

(19%)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100년의 실용교육 역사
561여 개 기관과 산학협정체결, 1,290여 개 

국·내외 기업 회원사와 가족 회사를 보

유한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첨단기술 

네트워크의 거점인 서울테크노파크 

조성 등 실용·응용학문 분야

의 선도적인 위치에서 산

학협력의 정상으로 

거듭나고 있습

니다.

5년 연속 4년제 대학 취업률 
전국 최상위

실용·응용 교육시스템과 산학협력을 통해 

사회수요에 발맞춘 맞춤식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2013년 취업률 조사결과 전국 4년제 일반대학(183개교) 

평균취업률 55.6%보다 11.6%가 높은 67.2%로 조사되어 매년 

취업률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데이터베

이스를 연계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취업률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

환경, 탄탄한 인프라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14 15



16 17

무 한 한  가 능 성 이  있 기 에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의  내 일 은

무 한 대 입 니 다

[infinity : 무한대]

국가가 지원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대학!
가능성이 자부심이 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008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되어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연구실적 

증가, 교육시설 확충, 혁신적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

과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 사

업을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해외 우수대학 

교류 프로그램, 해외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글로벌 경쟁

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12년에 이어 2013

학년도에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전형 유형 및 전형 시기를 

최대한 고등학교 일정

에 맞추고 있습

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

자원부가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

표브랜드 대학교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시상은 

한국리서치 주관으로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20~59세의 

시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계 

및 산업계 주요 심사위원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발표합니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는 대학교 부문 신설 첫해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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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군 가 에 겐  직 선

누 군 가 에 겐  사 선

항 공 사 진

당신이 꿈꾸는 미래, 그 이상이 자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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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 생 의  반 올 림,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입 니 다

# [sharp : 반음올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가 자라는 곳!
21세기형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 대학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전국 65개 공학교육혁신대학 중 6개 대학만이 선정되는 공학교육

거점센터 대학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참여대학의 혁신사업을 지원하며, 참여대학이 준비

하기 어려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대학의 혁신 성과를 DB화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웹 환경도 구축하게 되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거점센터로서 기획부터 

설계, 제작까지 종합적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테크노파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 등과 연합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부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약 18만 5천㎡에 5천여억 원의 예산을 투

입하여 미래형 산업기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서울테

크노폴리스로 명명).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협

력하여 나노, IT, 나노소재, 바이오 및 원자력 의료산업 등의 

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는 교내에 서울테크노파크를 건설하여 산업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산학밀착

형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여 개의 기업이 서울

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기술 및 연구개발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제융합프로그램 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산업영역 

간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융합’이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산업에서 요구하는 Global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제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외국대학의 복수학위 취득 - MSDE전공, ITM전공
MSDE(Manufacturing Systems & Design Engineering)전공은 

영국의 Northumbria University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학위 프로그

램으로 2학년부터 모든 강의 및 평가를 영어로 진행합니다. MSDE전공은 영국

대학에서 교육인증을 받은 생산시스템 및 설계분야의 전공과목을 교육하며, ITM(IT 

Management)전공은 IT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시스템공학 등의 전공과목을 

제공합니다. 일정요건을 이수하면 서울과학기술대와 Northumbria University에서 복수학위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대학의 복수학위 취득 - GTM(Global Technology Management)전공
미국의 Monclair State University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미국대학과의 

교과과정 상호 인정협정을 통해, 2학년 2학기부터 2년간 미국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서울과학기술대와 Monclair State University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GTM 

전공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교육 체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술경영에 특화한 

교육과정과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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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의  각 이  다 릅 니 다

인 재 의  내 일 이  다 릅 니 다

[angle : 각도]
글로벌 인재를 위한 최강의 국제화 시스템!
세계를 향한 꿈의 도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본부 STEP 프로그램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 및 우수학생 양성을 위해 TOEIC, TOEFL, 영어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어경시대회(STEP Contest)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총장상을 수여하고 해외 어학연수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 집중적인 영어 

학습을 하는 영어캠프(STEP Camp)는 영어에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기 중 무료로 

운영되는 방과 외 영어 장학프로그램(STEP Master)은 재학생 영어

능력 향상 및 영어능력 우수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 학술교류 및
해외 장학시스템
27개국 87개 대학 3개 기관과 학술교류협정

을 맺고 교수와 학생 등을 상호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교류장학금 등 해

외 장학시스템을 통하여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세계 유수 대학과 

복수학위협정을 맺고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UH프로그램)

        - 영국 University of Hertfordshire 
● 조형대학(모든 학과) - 미국 Montclair State University 

● 조형대학(시각예술 관련 학과) - 미국 School of Visual Arts
● 기술경영융합대학 MSDE전공, ITM전공 -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 기술경영융합대학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 미국 Montclair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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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안 의  나 를  발 견 하 는  기 회

서 울 과 학 기 술 대 학 교 에  있 습 니 다

[rest symbols : 쉼표]

최적의 교육환경부터 최상급 장학제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위합니다

자연 속의 그린 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불암산 기슭 약 51만㎡ 규모의 평지로 구성된 자연녹지 위에 

연못, 나무숲, 잔디 등이 어우러진 가운데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형 

캠퍼스’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캠퍼스가 벚꽃 

명소로 소개되고, TV드라마 및 영화촬영 장소로 선정되는 등 아름

다운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53%가 장학금 수혜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내 17개, 교외 36개의 

총 50여 개 종류의 장학금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학생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장학금액은 학생 등록금 대

비 약 39%로 전국 상위

권에 속합니다.

현대 감각의 편의시설 
생활관(기숙사)

학생들의 기숙시설인 생활관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생활하며 공부에 전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집입니다. 우리 대학 생활

관은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불암학사(166명), KB학

사(287명), 성림학사(1,210명)를 운영 중이며 전체 학생의 

13%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성림학사는 현대화된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상위권 규모의 기숙사입니다. 

또한, 900명 규모의 제4기숙사 건립이 확정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

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 25



26 27

머리는 지식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가슴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조형대학

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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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은 미래의 과학기술 및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함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전공지식 응용능력과 종합적 설계능력, 정보지식 습득능력과 국제화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춘 공학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실무교육 중심대학이다.

공과대학은 주로 기계계열학과와 건축건설계열학과로써 1개 학부(건축학부)와 5개 

학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외 4개), 6개 계약학과(기계설비공학과 외 5개), 1개

의 대학행정실이 있으며 교수 124명, 교직원 40여 명, 학생 5,978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공학교육의 전당이다. 4년제 공과대학이 배출한 인력은 40,000여 명으로 회사, 

연구소,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의 중견 인사로서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자정보공학과 미디어IT공학을 융합

하여 설립되었다. IT기술은 현대 사회의 모든 부분을 근본

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특히 전자, 통신, 방송, 멀티미

디어, 인터넷 등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전자 IT미디어공학과는 전자공학과 미디어IT

공학의 기초 전공 교육을 통하여 기본 소양을 배양하고, 전

자공학전공과 미디어 IT전공에서 각 분야의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고급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고도화된 IT 산업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 정보화 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컴퓨터공학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와 컴퓨터 소프트

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관리 등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2년에 정보처리과로 신설, 1983년 전자계산

학과로 변경, 2002년 컴퓨터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2명의 전임교수와 430여 명의 재학생

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공학인증 컴퓨터공학 심화

프로그램, UH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900명 이상의 학부 

졸업생이 IT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인류문명의 IT 

시대 전환으로 인해 취업 전망이 밝은 학과이다.

정보통신대학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과 IT 융합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전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매체공학과, 제어계측

공학과를 사회 수요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 구조로 체제 전환하여 현재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

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전공, 미디어IT전공), 컴퓨터공학과로 3개 학과, 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중심과 전공강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용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수요 지향적 공학교육체계를 추구하여 공학교

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산업 및 공공 현장에서 공헌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는 인류 생활에 필요한 전기공학과 정보화 사

회의 IT 기술을 연구하여 21세기 전기정보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전통적 영역인 전력 발생, 변환, 전송 기술 

및 전력 전자와 함께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

는 임베디드 시스템,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지능형 로봇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

오 공학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한 연구 

기관 및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다수의 교수들이 전공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고급엔지니어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는 교육 

체계 구축과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영역 확대

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IT미디어공학과
전자 IT미디어공학과는 고도화된 IT 산업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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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 기계공학 기초이론을 기본으로 제품디자인 / 생산 기술, 로봇, 

금형, NT / IT / BT, 전기·전자 및 제어기술, 컴퓨터, 재료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계산업, 정보통신 산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 로봇 산업, 

금형 산업, 운송 산업(자동차 / 항공 / 철도 등)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융합형 전문 설계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는 기간학문인 기계공학과 응용학문인 자동차공학으로 이루어진 

학과이다. 기계공학 분야는 에너지, 생산 등 기본 학문을 기반으로 항공기 설계기술, 마이

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을 이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바이오 기계 기술 등 첨단 기계공학

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차공학 분야는 기계 및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기존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형 첨단 자동차 분야와 그린 수송시스템 분야 등 그 영역을 지속

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안전공학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산업 활동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원인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

내어 이 위험이 어떻게 되어 사고로 이어지고, 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피해(사람이 사망

하고, 다치고 및 재산 손실 등)를 줄 수 있는가를 알아내어 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제어

하여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 및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는 학문 분야이며, 여기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은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근간이 되는 공학 분야로서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료를 개발·응용하는데 필요한 학문이다. 산업기술의 발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소재의 연구, 개발과 생산에 이바지할 전문기술인과 연구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이를 위해 금속을 비롯한 반도체와 세라믹 재료 등 각종 신소

재 물성 및 제조공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 교량, 도로, 터널, 하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유능한 건설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공학적 해석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배우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

도록 창의적 사고력, 인간과 자연을 위하는 환경 보존적 마음,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 및 실험 시설을 가지

고 있다.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공학은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실용학문으로서 공간구축에 직접적

인 관련을 가진 기술적인 분야이다. 건축분야의 공학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건축디

자인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건축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

함에 있어서 공학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전공분야는 건축구조 분야, 건축

시공 분야,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와 같이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강의를 행하

고 이와 아울러 실습 및 실험 교육을 통하여 졸업 후에는 건설업체, 설계 및 감리 전문업

체, 그리고 공무원 및 연구소 등과 같이 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우리나

라 건설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건축기술자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프로그램의 역사는 1910년 대학과 함께 시작되어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10년「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에서 목공과의 조가(造家)

교육으로 시작된 건축교육은 1912년「공립어의동간이공업학교」로 개편되면서 국내 최

초로 독립된 건축과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건축학교육이 4년제 대학교육의 체제를 갖춘 

것은 1982년 이후로, 대부분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건축공학과 체제로 운영되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건축(설계)학과 공학을 통합된 교육체제가 주종을 이루었으

나 본교에서는 이미 1991년 이래 건축학과 건축공학을 구분하여 교육해왔으며, 2002

년부터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건축학 과정을 5년제로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에 첫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8년 1월에 국내 대학 중 다섯 번째로 건축학인증 

획득 및 2012년에 2기인증(재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증된 건축학 5년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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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은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스포츠과학과, 안경광학과 등 6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과에서는 전통적인 과학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실생활과 산업에 밀착된 응용과학을 연구 교육하는 단과

대학이다. 에너지바이오대학 학생들은 각 전공에서 기초과학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실용성 있게 응용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며, 각 전공분

야에서 탄탄한 과학적 기초와 현장 적응능력을 가진 우수한 과학 인력이 되도록 교육받고 있다.

조형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디자이너 및 조형예술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학계에서도 조형디자인분야에서 우수한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굳혀왔다. 

아울러 지금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디자인 및 조형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조형대학에는 디자인학과(공업디자인프로그램, 시각디자인프로그램), 도자문화학과, 금속공예학과, 

조형예술학과의 4개 학과 2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 학과는 창조적인 조형능력과 더불어 국제적인 

감각과 지식을 갖춘 전문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국내외 공모전 수상을 비롯하여 높은 취업률 등의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학술대회 및 국제교류전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운영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학생교류 및 산학협동프로젝트프로그램 등

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최고의 학습 환경을 갖춘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전하였으며,

“Art & Design SEOULTECH”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형디자인 분야의 대학

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소비 및 인체의 

건강에 관련된 종합과학 분야를 교육시키고 있다.

정밀화학과
정밀화학과는 국가 주요사업인 정밀화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를 바탕

으로 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정밀 화학산업체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된 학과이다. 기초 원료를 출발물질로 하여 원료의 성능을 향상시

키고 기능을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화학분야로서 분자 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연구에 정밀한 과학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현대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기초생필품을 

비롯하여 첨단제품의 원재와 중간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제품생산에 활용되는 학

문이며, 신물질 창출·합성, 신공정개발 등 지식 집약화를 특성으로 한다. 정밀화학제품 

구성 및 응용은 계면활성제, 의약품, 반도체공정 세척제, 향료, 화장품, 안료, 도료, 접착제, 

고분자, 환경처리, 보건의료 등 다양하다.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과는 스포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의 증대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성장하는 첨단 스포츠산업과 스포츠과학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

요하게 됨에 따라 스포츠와 운동 지도 및 관리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있다. 

스포츠과학과의 교육과정은 스포츠 및 운동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전

문적 실기 기능 및 지도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기초로 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동작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동메커니즘의 이해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포츠과학의 

제반지식뿐 아니라, 운동 및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 심리, 생리, 경영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과학과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포츠 과학, 운동처방, 건강운동 심리, 여가 및 스포츠 경영, 스포츠

사회학 분야를 특성화하여 체계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였다. 체력 및 

운동심리의 진단 및 처방, 운동의 인체역학적 분석,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 및 여가 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토대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이론

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운동 및 스포츠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안경광학과
안경광학과는 국내 최초의 4년제 안경광학과로 1996년에 개설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소재의 유일한 국립대학교 안경광학과이다. 본 학과는 국민 안보건 의료에 이바지하고 안

경광학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인 안경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경

사란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안경 굴절력의 처방, 사위 및 사시 교정을 위한 처방 

등을 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본 학과의 재학생들은 기초학문, 교양학문 및 전

공학문의 체계적이고 연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실무 교육을 함께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심화된 외국어 및 창의성 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지도자적인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디자인학과
개별 학과로 존속되어온 시각디자인학과와 공업디자인학과가 

단일학과로 통합되어 학제간 연구와 디자인 영역의 복합적인 

교육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유 영역의 전문성을 살

리는 한편 새롭게 융합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도의 창의성과 지성, 감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창조적으로 생활문화 창출을 추구하는 

디자인학과의 비전은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다.‘세계 60대 

디자인학과 진입’을 목표로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내

실화'와 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성

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도자문화학과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며, 그중에서도 도자문화는 인류

의 탄생과 더불어 현재까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생활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자문

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창작이 요구된다. 도자문화학과

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문화 창조를 위해 

심화된 이론과 창의적인 조형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습득

하게 함으로써,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도자문화의 창출을 위한 

지도적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금속공예학과
금속공예학과는 21세기 공예와 디자인을 선도하는 전문적이

고 국제적이며 창의적인 공예 디자이너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패션리더로서의 주얼리 디자이너와 예술을 생활공간에 표현

하는 문화상품 디자이너 및 금속조형 디자이너를 육성한다. 또

한,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속공

예디자인을 세계에 전달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글로벌시대의 국

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예디자이너 양성뿐만 아니라 공예디자인 

관련 모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

하여 금속공예디자인 전반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며 통합적인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필요

로 하는 창조적인 금속공예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육성한다.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는 작가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실기의 

연마를 통해 미래의 미술전문가들에게 주어질 요구와 도전을 

예감하고 그것에 부응할 창의적 능력을 개발한다. 회화, 조각, 

판화 등의 전통적 매체와 비디오, 애니메이션, 사진 등 현대과

학기술이 제공한 첨단 매체를 아울러 습득하고, 미술이론을 통

해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한다.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이 같은 융합교육과정은 전 방위적 감각을 지닌 진취

적 예술가 및 우수한 미술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화공생명공학과
화공생명공학은 화학 및 생물제품의 제조공정을 능률적·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

세스의 계획 및 제조장치의 설계·건설·운전 등 중·대규모 이상의 화학 장치를 취급

하는 학문분야이다. 최근에는 지구 자원고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청정공정 개발, 정보 산업분야의 각종 핵심 부품재료 개발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명공학 분야 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플랜

트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정밀화학 및 플라스틱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반도체, 철

강, 자동차, 조선, 우주, 항공, 에너지, 환경 기술 등 수없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공학과
고도산업사회의 형성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각종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 대기, 폐기물, 지하수, 토양 등의 오염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의 고도화에 의하여 각종 새로운 물질이 합성되어 생태계에 

난분해성물질로서 잔존하여 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등 자연의 평형을 깨뜨리는 일

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역적인 것 

보다 범지구적인 것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상기온, 오존층파괴, 사막화 등은 수

질, 대기, 토양 등에 유기적으로 문제점을 유발하여, 환경 전체 분야에 있어서 이를 해결

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공학과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의 양성에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적응력을 갖추도록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생명현상을 이해시키는데, 이를 보건, 의료, 식품, 환경, 에너지 등

의 분야와 접목시키되 식물의 세포 융합이나 유전자 조작 등에 의하여 차원 높은 생명

현상을 규명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품종 및 향료나 생약 성분을 밝힘으로써 장래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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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영어과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우리 사회 각 분야 영

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뛰어난 영어능력과 국제 경쟁력, 창의

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열린 자세를 갖춘 인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학의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영어학, 

영미 문학/문화, 영어 교육학, 영한통번역에 대한 심화된 전공

지식을 연마케 하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학과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사회의 고도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이 

점차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 행정학과에서는 이러한 우

리 사회의 추세에 맞춰 전문적인 행정관리능력을 갖춘 해당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고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인사, 재무, 조직관리 등 행정학 

기초분야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점차 수요가 확

대되고 있는 전문적 행정분야-행정전산, 행정정보, 정보 관련, 

행정규제, 환경, 복지, 과학기술, 정책분석 등의 전문지식을 연

마케 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학과는 언어, 문학 분야의 산업 실용화가 절실히 요

구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중추적인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방송 드라마 등 창작 실력뿐만 

아니라 연간 수조 원 이상의 매출로 확산되는 광고,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에 투입될 현장실무 교육을 위하여 국어국문학의 

필수 지식과 교양 있는 인격형성으로 민족 문화의 토대 위에 

산업문화를 창달할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기초교육학부
기초교육학부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교양강좌들과 

수학·물리 강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역사, 철학, 사회과학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학·물리 등 공학도의 기초적 학문

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튜터제, 수준

별 분반제 등, 1학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

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College of Human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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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21세기 융합기술과 스마트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

더양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는 산업정보시스템

공학전공, MSDE전공, IT Management전공으로 나누어진다.

산업정보시스템전공은 뛰어난 교육역량(전국 9위)으로 국내

외 유명 공모전 및 경진대회와 취업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고 있다. MSDE전공과 IT Management전공은 영국 노섬브

리아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가 함께 운영하는 복수

학위 프로그램으로,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며 본교와 영국 

노섬브리아대학교의 학위를 함께 수여한다.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는 두 개의 전공 (경영학전공 / 글로벌테크노

경영전공)을 두고,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적 교육을 실행함으로

써 미래 글로벌 경영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두 전

공은 경영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창의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및 복수학위

제 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인재로서의 소양 함양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또한, 전공 교과목의 영어강의를 진행하여 학생

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제조업, 금융업, 서비

스업, 첨단 IT산업에 적합한 경영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테크노경영 전공은 미국 몽클레어 경영대학과 복수학

위를 운영하고 있어 복수학위를 희망하는 학생은 미국 몽클레

어 대학에서 2년간 수학하게 된다. 

인문사회대학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응용학문을 연구·교육하는 단과대학으로 순수 

학문의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학문의 응용과 실용화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유로운 연구 풍토 속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구열로 각 분야의 독특한 학문 세계를 섭렵하면서 

진리 탐구의 열망이 가득 찬 열린 소통의 장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리고 역사,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수학, 물리학 등의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교육을 토대로 하여, 지적 종합능력을 키워

주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을 교육하여 우리 사회를 선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있다.

기술경영융합대학은 폭넓은 학제적 지식기반 위에 국가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공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기술경영융합대학은 글로벌경영학과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로 구성된다.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는 산업정보시스템전공, MSDE(Manufacturing Systems & Design 

Engineering)전공, ITM(IT Management)전공으로 세분되며 첨단공학(IT, NT와 BT)과 경영

이 융합된 기술 분야에서 실용적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MSDE전공과 ITM전공은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경영학과는 경영학전공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GTM : Global Technology Management)

으로 세분되며 인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분야로 경영

연구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글로벌테크노경영 전공은 미국 몽클

레어 대학교와 복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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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전략으로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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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기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2012년에 

개원한 일반대학원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심층적 학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학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국책사업의 참여 확대로 교원의 연구력을 사회 공헌에 

활용하며, 세계를 향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학계열(석사) :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기계공학과 / 안전공학

과 / 제품설계금형공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신소재공학

산업대학원
1989년에 개원한 산업대학원은 5개 융·복합프로그램과 4

개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이다. 산·학 협동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과 산업현장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급변하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탁월한 두뇌와 연구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수 인재들을 위해 

타 대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학비로 보다 높은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 공학계열(석사) : 헬스케어-바이오의료 과학기술 융합프로그

램 / 안전재난 소방방재 프로그램 / 글로벌 프로젝터 매니지먼트 / 

생산기술융합프로그램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축과 / 식품공학과

・ 예·체능계열(석사) : 금속공예학과

・ 인문사회계열(석사) : 기술경영프로그램

과 / 자동차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축과 / 전기정보공

학과 / 전자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미디어IT공학과 / 화학공학

과 / 환경공학과 / 식품공학과

・공학계열(박사) : 안전공학과 /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

(융합협동 프로그램 / 신소재공학 프로그램 / 건설시스템공학 

프로그램 / 건축 프로그램, 전기정보공학 프로그램) / 바이오IT

소재 프로그램(융합협동 프로그램 / 전자공학 프로그램)

・자연과학계열(석사) : 정밀화학과 / 안경광학과

・예·체능계열(석사) : 산업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도예학

과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조형예술과 / 스포츠과학과

・인문사회계열(석사) : 경영학과 / 영어영문학과 / 문예창작학과

주택대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및 

기술력과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해 온 서울과

학기술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특화되고 전문화된 

주택대학원을 2001년에 공동으로 설립했다. 주택에 관한 이

론교육을 토대로 연구 참여교육, 현장교육을 거치는 입체적인 

교육으로 교육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며, 주택사업 및 문화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실험실습 및 연

구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및 연

구환경을 향상하고 있다.

・공학 석사 : 주택생산공학과 / 주택기획·디자인학과 / 주택환

경설비공학과

・경영학 석사 : 주택경영학과

・행정학 석사 : 주택개발ㆍ관리학과

Graduate School

Special Graduate Schools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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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산업 및 문화의 창달에 필요한 세계

수준의 원천·기반·핵심기술의 연구개발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서울

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바탕

으로 개설한 대학원이다. 공동 연구개발, 문화·서비스·경영 

및 직무능력의 재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철도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과 자기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며 철도분야

의 특화·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공학 석ㆍ박사 :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 철도전기·신호공학

과 / 철도건설공학과 / 철도시스템학과(계약학과)

・경영학 석ㆍ박사 : 철도경영정책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IT 분야 최고 전문가 육성’이라는 목표로 개원한 IT정책전문대

학원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공별 지도교수제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를 연계한 통합과정교육과 사례중심

교육을 통하여 독자적인 연구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

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정책 및 관리, 산업정보시스템, 방송 및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이끌어 나갈 석사 및 박사급 전문연

구자와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공학 석ㆍ박사 : 산업정보시스템전공 / 방송통신정책전공

・정책학 석ㆍ박사 : 공공정책전공 /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전문대학원으로 에너지 생산 및 보급,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관련 정책 개발 등 에너지·

환경 기술 및 에너지 정책 수립 능력을 갖춘 고급 에너지·환

경 기술·정책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관련 이론은 물론 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실무 중심형의 고급 에너지·환경 기술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최고의 권위자를 육성하여 우리 

사회와 국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공학 석ㆍ박사 : 신에너지공학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에너지

시스템공학과 / 에너지기계설비공학과(계약학과) / 에너지플랜

트공학과(계약학과) / 플랜트엔지니어링학과(계약학과)

・경제학 석ㆍ박사 : 에너지정책학과

NID융합기술대학원
NID융합기술대학원은 국가 성장 동력 확산을 위한 신 가치

창출(Value Creation)과 미래지향적 융합교육구현 및 지식

기반 창조산업의 Global Leader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그러므로 NID융합기술대학원은 산업간 융합, 네트

워크 간 융합, 인간과 IT 간의 융합 등 컨버전스 산업 및 상품

화 창출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원동력을 이룩하

게 된다. 따라서 NT(Nano Technology)·IT(Information 

Technology)·DT(Design Technology)에 의한 분야에서

의 광범위한 융복합 현상은 향후 새로운 유비쿼터스 국가사회 

정착 및 미래 산업견인과 과학기술 진보의 가속화와 같은 국가 

발전의 핵심 산업인력으로서의 중추적이며 견인 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학 석ㆍ박사 : 나노·IT융합프로그램 / 방송ㆍ통신융합프로그램

・디자인학 석ㆍ박사 : IT·디자인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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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24시간 꺼지지 않는 당신의 열정.

당신이 무엇을 꿈꾸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그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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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건평 : 14,177.36m²(4,207평) 

-  좌석수 : 1,878석

-  장서수 : 54만여권 

-  연속간행물 : 386종

-  시청각자료 : 18,520여건 

-  소장 D / B : 54만건

-  Web D / B : IEEE외 48종

-  도서관 협정기관 : 국회도서관 등

도서관 주요현황

부속시설

도서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 도서관은 1910년 4월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의 개교와 함께 

도서실로 업무를 시작하여 1963년 3월 도서관 발족과 2005년 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으며, 국내ㆍ외 단행본,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를 비롯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e-book, 동영상강좌 등의 풍부한 콘텐츠를 소장하고, 변화

하는 교육ㆍ학술정보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

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특성화를 위해 중앙도서관과 별관도

서관을 나누어 중앙도서관은 선진화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영상 및 학술지원서비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및 

어학능력을 위한 각종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별 강의도서, 정보조사지원 

서비스, 원스톱 이용자 통합 서비스 등 자료의 통합정보검색서비스를 도입하여 학교구성원

이 더 많은 연구 및 교육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별관도서관은 학생들의 편

의시설로써 쾌적한 연구ㆍ학습공간을 제공하고 1층 휴게실 쉼터와 300여 석의 24시간 열린 

열람실과 그룹스터디룸, 노트북실, 사물함 등으로 구성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전산원
정보전산원은 정보화 사회기반의 대학교육, 산학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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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운영, 공용소프트웨어 확보, 포털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학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내 주요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추진하고 구성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서버를 포함한 학내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학내·외부로부터의 정보화 자원 보호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화 자원 이용 및 보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신문방송사
신문사는 1963년 11월 25일 신문을 창간하여 연 16회 격주간 타블로이드판 16면을 7,000

부 발행하여 학내외에 배부하고 있다. 오프라인 신문 발행과 동시에 “인터넷신문”을 제작하여 

24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창작상을 공모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정의와 진실의 소리”를 추구하는 방송국은 1985년 발족하여 1987년 정식 개국했다. 우리 

대학 전역을 가청지역으로 하루 2차례 총 60분의 오디오방송과 하루 3차례 총 90분의 DID 

영상방송을 주5일 송출하고 있으며, 학내 주요 행사를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하고 매년 방송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문방송사는 대학 문화를 창달하고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며 학내 소식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교류본부 / 어학교육연구원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언어교육기관인 동시에 대학의 세계화를 

진두지휘하는 국제교류기관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국제화, 세계화

로 이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소양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국어 교육부터 대학 생활 및 졸업

까지 안내하고 있으면 세계 모든 나라의 인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국적 다문화 

캠퍼스를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기업가 마인드(Entrepreneurship) 제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특허교육캠프, 멘토런치, 원스톱 컨설팅 자문단 구성, 창업

동아리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 및 대학 전반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울테크노폴리스 추진센터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는 서울T·P사업 등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을 

총괄 담당한다.

있는 IT 신기술의 도입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학내·외 정보화 현안 해결

을 위해서도 학교를 대표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관
우리 대학 생활관은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총 3개 동으로 1인실, 2인실, 4인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학생 966명, 여학생 582명, 국제동 110명, 총1,658명 수용이 

가능하며, 교원과 교직원을 위한 단기 숙박 용도의 Guest Room 22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활관생을 위한 세미나실, 휘트니스 센터, 편의점, Cafe, 인터넷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은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교육 및 연구에 

공동활용하고 있으며,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습재료비 예산수립,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및 실험·실습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 등 대학의 실험·실습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여 실험·실습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인력개발센터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하여 종합인력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3개 팀으로 운

영되고 있다. 먼저 학생취업지원팀은 취업률 제고와 경력개발을 위한 종합서비스(취업정보제

공, 진로·취업 교과목, 리더스프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역량개발팀에서는 LINC

사업단(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과 연계하여 산업체 및 학생 등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인

력양성을 위한 각종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생활상담팀은 대학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당면문제의 해결과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제공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자기 성장의 

활로를 교육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성인들의 삶을 인격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최대한 신장시킴

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다.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teaching) 및 학습(Learning) 활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효율적인 

교육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e-Learning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수ㆍ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하여 보다 만족스럽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 및 강의

자료를 공유하여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공학

교육혁신의 전담기구이다. 2005년부터 공학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현재 공학계열의 12개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07년에 이어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공학교육혁신사업과 공학교육거점사업에 선정되어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및 참여대학의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학교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 또는 시제

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장 제공 및 경영, 정보, 마케팅, 기술지도 등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미술관
미술관은 다양한 전시 개최를 통해 현대미술의 경향을 소개하고, 문화예술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하고자 2013년에 설립되었다. 학내구성원 및 일반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감성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예술공간이다.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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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법인 및 기타
안전과학연구소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정밀기계기술연구소 (Institute of Precision Machinery Technology)

건설기술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on Technology)

생산기술연구소 (Institute of Production Technology)

구조공학연구소 (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ing)

전기정보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도시건축연구소 (The Institute of City & Architecture)

나노생산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Nano Manufacturing System)

의료전자연구소 (Institute for Biomedical Electronics)

에너지시스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Culture)

환경기술연구소 (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T융합기술연구소 (IT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U-CEM Research Studio)

건축기계설비연구소 (Architectural Mechanical Equipment Institute)

미래주거환경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Future Housing Environment)

산업기술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친환경자동차연구소 (Green Automobile Research Institute)

에너지환경연구소 (Energy&Environmental Technology)

좋은사회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Better Society)

청정기술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lean Technology)

나노·바이오연구소 (Institute of Nano-Bio Technology)

바이오센서연구소 (Bio Sensor Research Institute)

스포츠과학연구소 (Sports Science Center)

건강기능식품연구소 (Health&Functional Food Research Institute)

기능성식품나노소재연구소 (Functional Food Nano Material Institute)

화장품종합기술연구소 (Cosmetic R&D Center)

철도경영정책연구소 (The Railroad Management a Policy Institute)

제품개발연구소 (Institute for Product Innovation)

조형디자인연구소 (Institute of Art & Design)

한국문화디자인연구소 (Korea Culture Academy)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 연구소 (Center for Universal design Initiative)

뉴레일 연구소 (New Rail Institute)

한국도시철도연구소 (신교통연구소) (Light Rail Research Institute)

IT융합정책연구소 (Institute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The Design Institute of Scienc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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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감정·감식연구소 (Material estimation·investigation Institute)

미래융합소재연구소 (Research Instutitue for Future Convergence Materials(RIFCM))

디자인정보기술연구소 (Design Information & Technology Institute)

시각문화정보디자인연구소 (Research Center of Visual Culture & Information Design)

기초학문융합연구소 (Institute for the Convergence of Liberal Art and Sciences)

한국전통고유기술연구소 (Korean Traditional Proper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금형기술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Die and Mold(RCDM))

글로벌경영연구소 (Center for Management Studies)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2003년 9월 23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대, 지식

기반사회로의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의 역할과 그 

범주를 확대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1994년 4월 4일 재단법인 서울산업대학교 학술문화연구재단으로 설립되어 2004년 

7월 31일 재단법인 서울산업대학교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학의 구성원이나 동문, 학부모, 

외부인의 기부에 의하여 출연받은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도서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학생군사교육단 
풍부한 혜택들로 가득한 ROTC 제도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젊은 대학생

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라 할 수 있다. 복무기간 동안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축적하게 된다.

역사관 안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소통의 공간인 역사관을 마련하였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10년 4월 15일, 어의동(종로 5가 효제동)에서 개교하여 아현동 

캠퍼스로 옮겨 지금의 공릉동 캠퍼스에 자리 잡기까지 여러 차례의 학제 승격 및 교명 

변경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또한 자주적인 근대화를 모색하던 

대한제국 시기에 공업교육의 산실로 태동한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실습공장 준공,‘국

립’공업고등교육기관으로의 성장 및 종합대학으로의 도약 등 지난 백 년 동안 피어오른 

생생한 우리 대학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역사관은 100년의 역사와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화 및 공업교육의 선두주자로서 구성원

에게 자긍심 고취와 추억을 회상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년의 변화상>

・ 대한제국 시기에 공업교육의 산실로 태동하다. (1910∼1945)

・ 국내 최대 규모의 실습공장을 세우다. (1945∼1963)

・ 공업교육의‘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하다. (1963∼1980)

・ 공릉동으로의 이전과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다. (1980∼2010)

・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하다. (2010∼)

<역사관 장소, 개관시간>

・ 장소 : 대학본부 1층

・ 관람 시간 : 월～금 10:00～17:00(토, 일요일 국경일은 제외) 무료관람

과학의 꿈을 향한 한 걸음
인간의 꿈을 향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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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주요현황

●전면적 : 508,690㎡(15만4,000평)

●단과대학수 : 6개대학

●학과(부)수 : 24개학부(과)

●대학원수 : 7개(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구성원현황

・재학생 : 학부 10,188명, 대학원 1,257명
・교수 : 356명
・교직원 : 직원 246명, 조교 84명

공과대학
(5개학과,1개학부)

정보통신대학
(3개 학과)

에너지바이오대학
(6개 학과)

조형대학
(4개 학과)

인문사회대학
(3개 학과)

기술경영융합대학
(2개 학과)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주택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NID융합기술대학원

・정보전산원

・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종합인력개발센터

・기록관

・대외협력본부

・신문방송사

・국제교류본부

・어학교육연구원

・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 공학교육혁신센터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술관

교무처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처
・학생지원과

기획처
・기획평가과

사무국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예비군연대

산학협력단
・산학연구과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입학홍보본부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실

홍보실

・교수평의회

・안전과학연구소

・정밀기계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구조공학연구소 

・전기정보기술연구소

・도시건축연구소 

・나노생산기술연구소 

・의료전자연구소

・에너지시스템연구소

・환경기술연구소 

・IT융합기술연구소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건축기계설비연구소

・미래주거환경연구소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친환경자동차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청정기술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소

・바이오센서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건강기능식품연구소

・기능성식품나노소재연구소

・화장품종합기술연구소

・철도경영정책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조형디자인연구소

・한국문화디자인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연구소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뉴레일연구소

・한국도시철도연구소

・IT정책연구소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교통·환경시스템디자인연구소

・소재감정·감식연구소 

・미래융합소재연구소

・디자인정보기술연구소

・시각문화정보디자인연구소

・기초학문융합연구소

・한국전통고유기술연구소

・금형기술연구소

・도서관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학생군사교육단

총         장

교 무 회 의 전체교수회

대    학    원 부  속  시  설 연  구  시  설 법인 및 기타대         학 지  원  시  설교육기본시설대  학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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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Sunglim Dormitory

KB Dormitory

Buram Dormitory

성림학사

불암학사

KB학사

Sunglim Dormitory

KB Dormitory

Buram Dormitory

성림학사

불암학사

KB학사

Campu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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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안내

지하철 안내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 600m 도보 10분

학교 경유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안내
초록버스 : 1134번, 1135번, 1141번, 1147번, 1221번, 1224번, 1227번

마을버스 : 3번 (정문앞 하차), 13번 (교내 진입, 회차)

인천국제공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승용차 

인천국제공항 - 중구 연안동 - 신불IC - 내부순환로 - 북부간선도로 - 동부간선로 - 화랑로 - 태릉입구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중교통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원 성북행 공항버스 이용, 태릉입구역에서 하차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공릉역 하차, 1번 출구로 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셔틀버스 이용 학교 내부까지 진입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고속

방화대교

성산대교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영동대교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