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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형 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릉동 캠퍼스는 과거 서울대

학교 공과대학 부지였던 유서 깊은 캠퍼스로, 서울

소재 대학 중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큰 규모를 자랑

합니다. 불암산 기슭 약 51만m2 규모의 평지로 구

성된 자연 녹지 위에 연못, 나무숲, 잔디 등이 어우

러져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형 캠퍼스로 사

랑받고 있습니다. 교내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자연하천을 정비하고, 가로수길을 개선하

여 한결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교육인프라 투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까지 12개의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최신

식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국제 규

격의 종합운동장 건립에 이어 2017년 900명 규모

의 제4생활관, 2018년 260억 원 규모의 Techno 

Cube를 준공했으며, 2020년에는 약 1,000억 원

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상상관을 신축하였

습니다. 학생 수 기준 교사시설 비율도 77%에서 

142%로 두 배나 상승하였습니다.

너른 자연 속

캠퍼스에서 

학생도 지역사회도 

함께 행복합니다

학생 복지시설 업그레이드

캠퍼스 환경 개선과 함께 학생 복지 공간 조성도 조

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330m2

의 널찍한 공간에 학생들의 문화쉼터인 북카페를 

개관하였고, 국제 규격의 풋살장, 숲속의 다목적 

작은 운동장 등의 여가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

생들에게 더욱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

고 있습니다. 기숙시설 면에서는 2015년 기숙형 

고시원에 이어 2017년 900여 명 규모의 제4생활

관을 신축하여 총 수용인원 2,600여 명으로 재학

생의 23%를 수용할 수 있어 서울 소재 대학 중 최

상위권을 자랑합니다. 생활관에는 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카페 등 다양한 편의 공간도 마련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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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어갈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업교육 분야에 강점을 

보이며,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전국 종

합대학 중 16위, 국립대학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교육 및 성과 부문에서 창업교육 비율(1위),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10위), 교육여건 부문에

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6위), 교수연구 부

문의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7위) 지표가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8관왕 석권 및 주요 사업 

최우수 A등급 획득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평

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형 사업들을 수주하며 

내실을 톡톡히 다지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

업,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대학일자리플러

스센터(대형) 사업, 디지털 인재 양성 혁신공유대

학 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국립대학육

성사업,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예

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

업들을 추진하여 최신 교육·연구시설 확충, 장학

금 지원, 차별화된 교육·연구지원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교육부 대학혁

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각

각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립종합대학의 자부심,

공신력 있는 

대외 평가 실적으로 

말합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3년간 149.1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자기주도 졸업설계의 교육 혁신, 연구

역량 국제화의 연구 혁신, 산학중심 허브의 산학협

력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학평가에 이름 올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

가 발표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 2016년 순위권에 

처음 진입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 QS 세계대

학 학문분야별 순위 ‘석유공학분야’ 국내 1위(2년 

연속), 세계 101-151위를 기록하며 해당 분야 교

육·연구 역량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임을 입증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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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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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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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취업 및 창업 특화 프로그램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취업진로본부의 알찬 프로

그램과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

로 취업과 창업 실적 통계조사에서 매년 최상위권

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지원

센터를 통해 4~8주간의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

십) 및 4~6개월간의 장기현장실습(Co-op)에 참

여하여 취업과 진학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21년 취업률(조

사기준일: 2021.12.31.)은 67.2%로 전년도 취업

률에 비하여 3.4%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창업지원단의 창업교육센터에서 개설하여 운

영하는 창업강좌, 창업특강, 그리고 다양한 청년창

업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창업교육비율 1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실용, 응용학문의 리더십으로 

기업이 원하는 

현장에 강한 

인재를 키웁니다

창업연계전공제 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이 창업 관련 부·복

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창업연계전공 학위뿐만 아니라 창업지원단의 다

양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적인 창업 

노하우를 습득하여 준비된 예비 창업자의 길로 나

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도전적인 열정에 

부합하도록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 학점제 등 창

업친화적인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ne-Stop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창의와 도전을 기반으로 기

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융합

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성공적인 양질의 취·창업을 위한 기업체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새로운 생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Entrepreneur로의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창업교육-활동-사업화를 

위한 One-Stop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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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80% 이상의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연간 장학금 지급액

은 312억 원, 등록금 수입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61.8%로, 2022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록금 대

비 장학금 지급률’ 지표에서 6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전 세계 61개 국, 311개 대

학, 7개 기관과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

수와 학생 등을 상호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

제교류장학금 등 다양한 해외 장학 시스템을 통하

여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국제 융합 프로그램 운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융합형 특성화대학의 강점을 

글로벌화하여 다양한 국제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와 공동 운영하는 MSDE(Manufacturing 

System & Design Engineering)학과와 산업공학

과 ITM(IT Management)전공의 국제 학위 프로

그램,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학교(Monclair State 

University)와 공동 운영하는 GTM(Global Tech-

nology Management)전공 국제 학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대학과 복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경영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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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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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GAN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 

Our Dream, 
Your Future

VISION
인간을 위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창의의 SeoulTech

대학 이념

조국과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대학

교훈

성실・창의・협동

SeoulTech 3대 교육목표

창의 교육, 인문 교육, 실천적 전공 교육

Goal

2026~2030년

국내 10위권, 

세계 300위권 진입

2022~2025년

국내 15위권 진입

5대 전략 방향, 15대 전략 과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산학협력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 지원

지속 성장을 위한

대학 운영 체계 구축

•  새로운 미래를 여는   

튼튼한 학사제도 구축

•  EPiC 핵심역량기반  

교과 및 비교과 교육 내실화

•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력 개선

•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우수 인재 확보

•  맞춤형 지원을 통한   

단계별 연구 역량 향상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화 브랜드 제고

•  산학연계를 통한  

공유협업 강화

•  지역사회 기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국립대 책무 이행

•  학생 행복을 위한   

맞춤형 대학생활 지원

•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밀착형 취업 지원

•  상상이 미래를 만드는   

핏스톤 창업 지원

•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열린 조직문화 형성

•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감형 행정 혁신

•  미래를 선도하는   

차세대 인프라 구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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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정보통신대학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에너지바이오대학

College of Energy and Biotechnology

조형대학

College of Art and Design

인문사회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기술경영융합대학

College of Business and Technology

미래융합대학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ward Future

창의융합대학 

College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Studies

교양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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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 미래의 과학기술 및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배출을 교육목

적으로 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전공지식 응용 능력과 종합적 설계 능

력, 정보지식 습득 능력과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갖춘 공학도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실무교육 중심 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주로 기계계열 학과와 건축건설계열 학과로서 1개 학부(건축학부)와 5개 

학과(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외 4개), 2개 계약학과(건축기계설비공학과 외 1개), 1

개의 대학행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 139명, 교직원 40여 명, 학생 5,00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공학교육의 전당입니다. 공과대학이 배출한 인력은 40,000여 명으로 

기업, 연구소, 정부 및 그 산하기관의 중견 인사로서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발전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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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 기계공학 기초이론을 

기본으로 제품디자인/생산기술, 로봇, 금형, NT/

IT/BT, 전기·전자 및 제어기술, 컴퓨터 재료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계산

업, 정보통신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산업, 로봇산

업, 금형산업, 운송산업(자동차/항공/철도 등)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융합형 전문 설계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을 양성합니다.

기계・자동차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기계·자동차공학과는 기간 학문인 기계공학과 응

용학문인 자동차공학을 함께 연구합니다. 기계공

학 분야는 에너지, 생산 등 기본 학문을 기반으로 

항공기 설계기술, 마이크로 전자 기계 시스템을 이

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바이오 기계 기술 등 첨단 

기계공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동차공학 분야

는 기계 및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기존 자동차는 물

론 미래형 첨단 자동차와 그린 수송 시스템 등 포

괄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양

성합니다.

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산업 활동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고, 사고에 의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예측함

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안전공학과는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

도록 돕는 안전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합니다.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신소재공학은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공학 분야

로서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재료

를 개발·응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금속을 비롯한 반도체와 세라믹 재료 등 각종 신소

재 물성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기술 발

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소재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이바지할 전문기술인과 연구 인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건설시스템공학과는 교량, 도로, 터널, 하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계

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

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유능한 건설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교

육 및 실험 시설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

회기반시설의 공학적 해석과 설계에 적용할 수 있

는 기초이론과 함께 창의적 사고력과 사회적 책임

감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gram,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공학은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

한 실용학문입니다.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환경 

및 설비 분야 등 건축 전반에 대한 교육과 실습, 실

험 교육을 통하여 건축 분야의 공학적인 전문 지식

과 건축디자인의 기본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이론

과 실제를 겸비한 건축인을 양성합니다. 졸업생들

은 건설업체, 설계 및 감리 전문업체, 정부 및 연구

소 등에서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Architecture Program, 

School of Architecture

건축학부 건축학 프로그램은 1910년 국내 최초

로 목공과의 조가(造家) 교육으로 시작되었으며, 

1912년부터 국내 최초로 독립된 건축과를 운영하

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건축(설

계)학과 공학이 통합된 교육체제가 일반적이지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91년부터 건축학과 건

축공학을 구분하였고, 2002년부터는 국제 기준에 

따라 건축학 과정을 5년제로 개편 운영하며 2007

년 첫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국제적으로 인

증된 건축학 5년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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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대학 

Colle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정보통신대학은 정보통신과 IT 융합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교

육 목표 아래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전기공학과・전자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매

체공학과・제어계측공학과를 사회 수요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 구조로 체제 전환하

여 현재 전기정보공학과ㆍ전자공학과ㆍ스마트ICT융합공학과ㆍ컴퓨터공학과 등 4개 학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 지식 정보화사회에서 요구하는 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과 전공 강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용적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육성

하고 있으며, 수요지향적 공학교육 체계를 추구하여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산업 및 공공 현장에서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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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전기정보공학과는 인류 생활에 필요한 전기공학과 

정보화 사회의 IT 기술을 연구하여 21세기 전기정보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전통적 영

역인 전력 발생, 변환, 전송 기술 및 전력 전자와 함께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임베디

드 시스템,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지능형 로봇에 관

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

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응용 분야로 그 범

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한 연구 기관 

및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다수의 교수들이 전공 능

력과 인성을 겸비한 고급엔지니어를 양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과는 교과과정 첨단화를 통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

과입니다. 전자공학 기반의 여러 전공 교과목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HW 및 SW 플랫폼기술 

마이크로디그리 과정과 연계하여,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최첨단 IT 산업 분야의 다양

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융합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스마트ICT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Smart ICT Convergence 

Engineering

스마트ICT융합공학과는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을 기반으로 VR·AR 실감미디어와 스마트 시스

템 분야의 융복합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VR·AR 실감미디어 기술

과 인공지능, 5G/6G를 포함한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등 미래 스마트 융합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첨단학과입

니다. 스마트ICT융합공학과는 차세대 핵심 인재 양

성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스템 분

야의 R&D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하

드웨어, 시스템을 아우르는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미래 지능형 사회의 중심에 있는 컴퓨터공학과는 

고도화된 ICT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의 전문

적인 지식을 학습합니다.

 미래정보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컴퓨터공학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와 컴퓨터 소프트

웨어 및 시스템 개발·운영·유지관리 등 컴퓨터

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보

안, 5G, 증강현실(AR),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SW를 배우고 연구하여 

미래 SW 중심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터

전이며 이러한 과학기술로 인류애의 꿈을 키워나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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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이오대학 

College of Energy 
and Biotechnology

에너지바이오대학은 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안경광학

과・스포츠과학과 등 6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학과에서는 전통적인 과학 분야인 

물리・화학・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실생활과 산업에 밀착된 응용과학을 연구 

교육하는 단과대학입니다. 에너지바이오대학 학생들은 각 전공에서 기초과학을 실제 문

제에 적용하여 실용성 있게 응용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며, 각 전공 분야에서 탄탄한 과

학적 기초와 현장 적응 능력을 가진 우수한 과학 인력이 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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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화공생명공학은 화학 및 생물 제품의 제조공정을 

보다 능률적·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제조장치 설계·건설·운전 등을 연구하

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

속가능한 청정공정 개발, 정보산업 분야의 핵심 부

품 재료 개발 및 생명공학 분야 등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플랜트 엔지니어

링, 석유화학, 정밀화학 및 플라스틱 등의 산업뿐 

아니라 섬유,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우주, 항

공, 에너지, 환경기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

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우리가 사는 고도 산업사회는 에너지 사용량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화, 각종 산업문명의 발달 등으로 

인해 물, 대기, 폐기물, 지하수, 토양 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 또한 심각한 상

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범지구적

인 관심사가 되었고, 이상 기온, 오존층 파괴, 사막

화 등은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유기적 문제점을 유

발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습니다. 환경공학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

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 양성

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식품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공학과는 보건, 의료,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다

양한 분야를 접목하여 세포 융합이나 유전자 조작 

등을 활용하여 차원 높은 생명 현상을 규명하고, 

생산성이 높은 품종 및 향료나 생약 성분을 밝힘으

로써 장래의 농업이나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인

재를 양성합니다. 식품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소비 및 인체의 건강에 관련된 종합과학 분야를 체

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세계화, 정보화, 산업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킵니다.

정밀화학과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정밀화학과는 국가 주요 사업인 정밀화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초 및 응용 연구를 바탕으로 고급 전

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밀화학산업체에 필요한 기

술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초 원료 연구에

서 출발하여 원료의 성능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분자 설계기술 및 공정기술 연구에 매

진함으로써 현대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기초 생필

품을 비롯하여 첨단 제품의 원재와 중간재에 이르

기까지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도록 합니다. 

신물질 창출·합성과 신공정 개발 등 지식 집약화를 

특성으로 하며, 정밀화학제품 구성 및 응용은 계

면활성제, 의약품, 반도체 공정 세척제, 향료, 화장

품, 안료, 도료, 접착제, 고분자, 환경처리, 보건의

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Department of Sports Sciences

스포츠과학과는 스포츠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의 증대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성장하고 있는 

첨단 스포츠산업과 스포츠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의 교육과정은 스포츠 및 운동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실기 기능 및 지

도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

학을 기초로 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또

한 운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스포

츠과학의 제반 지식과 함께 스포츠와 관련한 사회, 

심리, 생리, 경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을 배양합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 운동처방, 건강운동 심

리, 여가 및 스포츠경영, 스포츠사회학 분야를 특

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강의와 실

습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Optometry

안경광학은 시력 교정을 위한 광학, 시기해부생리

학, 재료학 등의 이론 학문과 시기능, 굴절검사 등

을 포함하는 임상 학문뿐만 아니라 눈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학, 안질환, 약물학 등의 학문을 모두 아

우르는 보건의료계열의 융합학문입니다. 안경광

학과는 국내 최고의 안경광학과라는 위상에 걸맞

게 전문 지식을 갖춘 시력교정 전문가 배출과 함께 

관련 산업체에서 활동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경광학 연구 분야 및 관

련 학계, 안경사 및 검안사 등의 안경광학, 산업 분

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최고의 인재들을 배

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경광학 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부생 전원이 연구

설계, 수행 및 논문 발표 등 일련의 과정 이수를 통

하여 주도적 연구자로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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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대학 

College of Art 
and Design

조형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디자이너 및 조형예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우리나

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전통 있는 대학입니다. 국내는 물론이며 국제적인 경쟁

력 또한 갖춘, 디자인 및 조형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대학입니다. 

조형대학은 창조적인 조형 능력과 더불어 국제 감각과 지식을 갖춘 전문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국

내외 공모전 수상을 비롯하여 취업 및 창업에서 뚜렷한 교육 성과를 내고 있으며, 대학

교육협의회 주관의 디자인 학문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조형대학은 2018년에 한국디자인학회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에서 각각 국제학술대

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 우수 대학과 국제 대학 교류전 및 학생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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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류의 문화생활과 환경

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예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와 창작이 요구되며, 도예학과에서는 이러한 시

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예술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심화된 이론과 창의적인 조형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습득하게 함으로써,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도

자 문화의 창출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예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Metal Art & Design

금속공예디자인학과는 21세기 공예와 디자인을 

선도하는 전문적이고 국제적이며 창의적인 공예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패션산업을 이끌

어가는 주얼리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예술을 생활

공간에 표현하는 문화상품 디자이너, 금속조형 디

자이너를 육성하며,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예디자이너 양성을 통해 전통과 문화가 조

화된 금속공예디자인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합

니다. 이를 위해 금속공예디자인 전반에 관한 이론

과 기술의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며 통합적인 연구

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금속공예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

고, 공예디자인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

니다.

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s

조형예술학과는 작가정신 함양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실기의 연마를 통해 미래의 미술 전문가들

에게 주어질 요구와 도전을 예감하고 이에 부응할 

창의적 능력을 개발합니다. 회화, 조각 등의 전통적 

매체와 비디오, 애니메이션, 사진 등 현대 과학기술

이 제공한 첨단 매체에 대해 습득하고, 미술 이론을 

통해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배양합니

다.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전방위적 감각을 지닌 진취적 예술가 및 우수한 미

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Design

고도의 창의성과 지성, 감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

고 창조적으로 생활문화 창출을 추구하는 디자인

학과의 비전은 글로벌 우수 디자인 인재 양성입니

다.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내실화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시행합

니다.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Industrial Design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은 고도의 창의성과 

지성, 감성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의 창출을 추구하

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할 디자인

을 실천하기 위해 과학, 예술, 인문학의 지식과 기

술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를 통

해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 감성이 풍부한 조형 

능력,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이끌 창의력을 

지닌 역량 있는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Visual Communication Design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은 급변하는 과학기

술과 정보매체의 발달에 적응하는 풍부한 감성과 

이지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미래지향적인 전공

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내외 교류를 통

하여 기술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감성

과 창조성을 갖춘 능동적인 시각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예학과

Department of Ceramic Art & Design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며 그중에서도 도예

는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생활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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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대학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사회대학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학문을 연구・교육하는 단과대학으로 

각 학과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 및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

고, 다양한 전공을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 컴퓨터 실습실, 어학실, 시청각

실, 교양자료실, 첨단강의실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문사회대학은 자유로운 연구 풍토 속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구열로 각 분야의 

독특한 학문세계를 섭렵하면서 진리 탐구의 열망이 가득 찬 열린 소통의 장으로 이루어

진 곳입니다. 학생들의 지적 종합능력을 키워주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을 

연구・교육하여 우리 사회를 선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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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우

리 사회 각 분야 영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뛰어난 

영어 능력과 국제경쟁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열린 자세를 갖춘 인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인문학의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영

어학, 영미문학·문화, 영어교육학, 영한 통번역에 

대한 심화된 전공 지식을 연마하게 하는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의 고도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

정 기능이 보다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전문적인 행정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목

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사, 재무, 조직관리 등 행정

학 기초 분야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전문적 행정 분야인 통

계분석, 행정정보, 행정규제, 환경, 복지, 과학기

술, 정책분석 등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예창작학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문예창작학과는 언어, 문학 분야의 산업 실용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방송 드라마 등 창작 실력뿐만 아

니라 광고,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에 투입될 현장

실무 교육을 위하여 국어국문학의 필수 지식과 교

양 있는 인격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토

대 위에 산업문화를 창달할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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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융합대학 

College of 
Business and 
Technology

기술경영융합대학은 폭넓은 학제적 지식기반 위에 국가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

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술경영융합대학은 산업공학과, MSDE학과, 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공학과는 산업정보시스템전공, ITM전공으로 세분되며 첨단공학과 경영이 융합된 

기술 분야에서 실무적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MSDE 

학과는 생산시스템 및 설계공학 분야에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와 국제 복수 학

위 제도를 운영하며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경영학전공

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으로 세분화되어 인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경영

학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로 경영연구를 적용하여 창의적인 역량을 지닌 인재

를 양성합니다. MSDE학과와 ITM전공은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

전공은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학교(MSU) 및 피츠버그 주립대학교(PSU)와 복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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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공학과는 2018년 중앙일보 학과 평가에서 

‘상’등급(5위권 내외)에 선정되어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업공학과는 각

각 산업정보시스템전공과 ITM전공으로 분리 모

집합니다. 산업정보시스템전공은 데이터 사이언

스 중심의 산업공학교육 모델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

습니다. 또한 IT 및 데이터사이언스, 비즈니스 분

석, 생산·물류 최적화의 세 개 분야에 특화된 교

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TM전공은 IT와 경

영의 융합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

대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ITM전공은 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와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과목이 영어 강의로 진행될 뿐 아니라, 해당 대

학에서 수학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MSDE학과

Department of MSDE

MSDE(Manufacturing System & Design 

Engineering)학과는 전통 기계공학 분야부

터 NT(Nan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ET(Energy Technology) 분야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스마트 생산

시스템 설계를 주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

다. MSDE학과의 생산시스템 및 설계공학(MSDE) 

교육과정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전기·전자공학, 

Nano·MEMS, 산업공학의 융합교육을 실시하며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

초로 해외 대학(영국 노섬브리아 대학교)과 교육

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복수학위(Dual Award) 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는 두 개의 전공(경영학전공·글로벌테크

노경영전공)을 두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경영 인재를 양성합니

다. 특히 두 전공은 경영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창의적 의사결정 능력 배양을 강

조하며 다양한 국제교류 및 복수학위제 운용을 바

탕으로 글로벌 경영 인재로서의 소양 함양에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전공 교과목을 영어 강의로 진행

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고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첨단 IT 산업에 적합한 경영 인재

를 배출합니다. 특히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은 미

국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경영대학 및 피츠버그 주

립대학교 경영대학과 복수학위제를 운영하여 희망 

학생은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또는 피츠버그 

주립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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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대학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ward 
Future

미래융합대학은 창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의 이론과 실무응용방법을 연구하고 교

육하며 도덕적 품성과 사회수요 맞춤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양질의 대학교육을 받기

를 희망하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융합

적 학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재직자의 수업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4학기제로 운영되며, 학업 

성취 극대화 방안으로 TBL 수업방식을 도입하고,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하여 실험실습

교과 등의 출석 수업은 주말 및 야간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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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Convergence 

Engineering�

융합기계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기계장비들의 자동화, 무인화, 인공지능화 등

의 기술구현을 위한 융복합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

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년의 학

사과정 동안 기계공학의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IoT

기술 접목을 위한 전기, 전자 제어분야의 전문지식

을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은 1학년의 공학 기본과정을 거쳐 2학년 

과정에서는 기계공학의 기초 이론역학을 학습하

게 되며, 3, 4학년 과정에서는 제품설계, 창의융합

설계, 캡스톤디자인 등의 응용 설계 교과목 학습을 

통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설계능력을 함양하게 됩

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 관리, 

플랜트 공학, 디자인 공학,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

한 전공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건설환경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융합공학과는 도로, 교량, 철도, 터널, 공

항, 항만, 수로 및 댐 등 사회기간산업의 계획, 설

계,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ㆍ내외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하수도, 폐

수처리, 대기오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 관

련 사업을 다루며, 이는 주변의 여러 인접학문들과 

결합하면서 미래의 인류 문명을 이끌어갈 기반적 

학문입니다. 또한, 건설환경융합공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일과 학습을 병행

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

하는 미래지향적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사회 수요 

맞춤형 융합학과입니다.

�헬스피트니스학과�

Department of Health and Fitness

헬스피트니스학과는 현대인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연구하

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스포츠 및 건강 관련 전

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화문화와 현대인들의 욕

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과학

적이며 실용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

을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학생들은 과학적인 기반

에서의 신체구조,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 영

양학, 생리학, 스트레스 관리, 여가 및 레크리에이

션, 스포츠경영, 건강운동심리, 운동심리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문화예술학과�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문화예술학과는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화’라는 핵

심가치를 중심으로, 기초이론과정에서 문화/예

술/디자인/경영/방송기획, 재료 기술에 이르기까

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합니다. 본 학과에서는 

문화예술경영 전문 인재 양성 교육, 문화예술 기

업 기반 조성 교육, 문화 예술 산업의 혁신 체제 구

축교육, 글로벌 문화예술 전문 인재 양성 교육으로 

미술, 공예, 디자인 등 창조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융합형 전문 예술인 및 경영인 그리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어과�

Department of English 

영어과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국제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언어교육과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영어관련 전공 교육을 제

공합니다. 전인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 사회, 경

영, 경제, 예술 분야의 교양과목을 통한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신장시켜주는 동시에 영어문법, 

영어 명문 읽기, 영어 청취 등의 영어강좌를 통하

여 학생들의 일반 영어 능력을 길러줍니다. 더 나

아가 심화된 영어과 전공 영역의 연마를 위해 영어

학, 영미문학, 영어교육학, 영한 통·번역 등의 전

공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경영학과�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벤처경영학과는 창의적인 사고와 국제적 안목, 실

무역량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의 개발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조직

운영과 사람관리,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운영, 

재무관리, 마케팅관리, 회계 관리, 정보관리, 국제

무역과 국제경영, 창업론 등 다양한 경영학 이론들

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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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대학 

College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Studie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무에 대한 성격이 보다 전문

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학습자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

만 아니라 융합형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

합형 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인공지능응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

에너지융합학과로 이루어진 첨단 학문 분야 중심의 단과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

양한 첨단 융합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융합교육을 선도하는 단

과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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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입니다. 지능형반도체공학과에서는 소자, 설계 

및 제조공정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고 차세대 반

도체 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

무 지향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공지능, 5G, 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으로 인해 

첨단분야에 일어나는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

에 ‘지능형반도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성장형 

교육을 통해 기초공학지식의 응용력을 함양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글로벌 엔지니어 역량을 

갖춘 국내외 최고 수준의 지능형 반도체 인재 양성

을 목표로 META(Meet Theory and Application) 

교육을 실현하는 학과로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에너지융합학과

Department of Future Energy 

Convergence

미래에너지융합학과는 급변하는 에너지산업 환

경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첨단 에너지기술 개

발을 선도할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

벌 에너지 전환, 정부 에너지 정책(그린뉴딜 등), 기

업들의 RE100 선언 및 ESG경영 확대 등 늘어나는 

에너지 분야 수요에 맞춰 에너지 기술에 대한 공학

적 전문지식과 사회과학적 소양과의 연계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공학도를 넘어 에너지 부문을 선도

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춘 융합형 공학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

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 정착을 위

한 첨단 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술에 초점을 두어 미래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인공지능응용학과

Department of Applied Artificial 

Intelligence

2020년 신설된 인공지능응용학과는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가 가져야 하는 인

공지능 기술과 윤리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가르칩

니다.

인공지능응용학과 학생들은 1, 2학년에 인공지능

의 기초 및 핵심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3학년부터 

인공지능 모델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등 인

공지능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를 통해 인공지능을 사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준비된 인재를 육성합니다.

또한 AI 이외에 학습자의 관심 분야(소프트웨어, 

기계, 로봇, 환경, 전자, 반도체, 바이오, 신소재, 디

자인, 건축, 화학, 인문, 경영)를 복수전공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응용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인공지능응용학과에서는 학문적 소양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턴십 및 우수 대학과의 공동학위과

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능형반도체공학과

Department of Semiconductor 

Engineering

지능형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위

한 최첨단 인공지능소자(Artificial Intelligent 

Semiconductor Device), 시스템-인-패키징

(System-in-Packaging), 특히 차세대 이종소자

집적화(Heterogeneous Integration)를 다루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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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교양대학은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기초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입니다. 

교양대학은 소관하는 교양교육 및 학문기초 영역의 학문분야에 따라 인문사회교양학부, 자

연과학부, 융합교양학부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영역의 교양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역

사, 철학, 문화,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수학, 물리학, 컴퓨

터 등 전공과 관련된 기초적 학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양대학은 다양한 구성만큼이나 다양한 학문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구 풍

토 속에서 각 분야의 독특한 학문세계를 섭렵하면서 진리 탐구의 열망이 가득 찬 열린 소통

의 장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철학, 역사,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문학, 예술, 수학, 

물리학 등의 폭 넓고 깊이 있는 교양교육을 토대로 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선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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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교양학부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사회교양학부는 기초교양 영역인 논리적 글

쓰기와 인성 강좌를 비롯하여 사상과 문화, 역사와 

문명, 인간과 사회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핵심교

양 강좌를 운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을 체험하

고 자신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도록 많은 교양선택 

교과목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시

민적 역량과 자질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자연과학부

School of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부는 이공계열 및 사회과학 계열 전공 학

습의 기본이 되는 수학 및 자연과학 영역의 강좌들

을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학문기초 교양강좌 외에

도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

적-분석적 사고와 추론능력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양학부

School of Convergence

2022년 여름에 신설된 융합교양학부는 창의융합

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고 관리

합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과학과 기술’(4영역), 예술과 기술의 경계에서 새

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술과 미래’(5영역) 

분야의 다양한 핵심교양 및 교양선택 교과목을 제

공합니다. 그 외에도 기초교양 교육과정의 ‘창의’ 

영역 교과목과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융합교양’이라는 기치 아래 전통적인 학

문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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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1 공학계열  Engineering

2 자연과학계열  Science

3 예・체능계열  Art and Physical Education

4 인문사회계열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특수대학원

Special Graduate Schools

1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2 주택도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전문대학원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1 철도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Railway

2 IT정책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3 융합과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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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Graduate School

기존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2012년에 개원한 일반대학

원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심층적 학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

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

합니다. 또한, 국책사업의 참여 확대로 교원의 연구력을 사회 공헌에 활용하며, 

세계를 향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 석·박사

•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기계공학과

• 안전공학과

• 기계정보공학과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신소재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건축과

• 전기정보공학과

• 전자공학과

• 스마트시티공학과(박)

• 인공지능응용학과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에너지기술·정책학과

• 컴퓨터공학과

• 스마트ICT융합공학과

• 화공생명공학과

• 환경공학과

• 식품공학과

• MSDE학과

• IT융합공학과

• 의공학-바이오소재융합협동과정

• 나노바이오융합공학과

자연과학계열 석·박사 • 정밀화학과 • 안경광학과

예·체능계열 석·박사

• 산업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학과

• 도예학과

• 금속공예디자인학과

• 조형예술과

• 스포츠과학과(석)

인문사회계열 석·박사

• 경영학과(석)

• TESOL학과(석)

• AI경영학과(석)

• 문예창작학과

• 인문경영학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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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Special 
Graduate Schools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1989년에 개원한 산업대학원은 5개 융·복합 프로그램과 1개의 학과를 개설

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입니다. 산학협동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한 연구 인력 양성과 산업현장 종사자를 위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이론과 지식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두뇌에 연구 능력은 있

으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수 인재들을 위해 타 대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렴한 학비로 수준 높은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공학 석사

• 글로벌안전공학과

•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학과

• 생산기술융합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공공관리·기술정책학과(계약학과)

경영학 석사 • 기술창업MBA학과

공학 또는 경영학 석사• 빅데이터AI경영정보학과

주택도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 및 기술력과 산업사

회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 노하우를 

결합하여, 특화되고 전문화된 주택대학원을 2001년에 공동으로 설립했습니

다. 주택에 관한 이론교육을 토대로 연구 참여교육, 현장교육을 거치는 입체적

인 교육으로 교육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주택사업 및 문화에 관한 분야별 전

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실험실습 및 연구를 위해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

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공학 석사
• 건축환경·설비공학과

• 건축공학과

• 건축학과

경영학 석사 • 주택도시경영학과

공학 또는 행정학 석사 • 도시부동산개발학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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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공학 석·박사

•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 철도전기·신호공학과

• 철도건설공학과

• 철도안전공학과

•  글로벌철도시스템학과(계약학과)

경영학 석·박사 •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Railway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산업 및 문화 창달에 필요한 세계 수준의 원천·기반·핵

심 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내 유일의 철도 종합 연구기관인 한

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개설하였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문화·서비스·경영 및 직무능력의 

재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철도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신기술 습득과 자기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며 철도 분야의 특화·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공학 석·박사

•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  국방과학융합학과

• 에너지화학공학과

• 에너지환경공학과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계약학과)

•  과학기술정책융합학부(계약학과)

경제학 석·박사 • 에너지정책학과

융합과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융합과학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전문대학원으로 

에너지 생산 및 보급,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관련 정책 개발 등 에너지·환경 기술 및 에너지 정책 수립 능력을 갖춘 고급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론은 물론 현장 

적응 능력이 있는 실무 중심형의 고급 에너지·환경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연구 업적이 탁월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학 석·박사 •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정책학 석·박사
• AI공공정책전공

•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디자인학 석·박사 • IT디자인융합전공

IT정책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 최고 전문가 육성’이라는 목표로 개원한 IT정책전문대학원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공별 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제를 연

계한 통합과정 교육과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하여 독자적인 연구 능력과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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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를 이끌어나갈 석사 및 박사급 전문 연구자와 최고 관리

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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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Facilities

1  도서관  Library

2 재난안전관리본부  Offi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3 정보전산원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4 생활관  Student Housing

5 공동실험실습관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s 

6 미래전략본부  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부속시설

Affiliated Organizations

1 신문방송사  Center for Press and Broadcasting

2 국제교류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3 사회교육개발원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4 미술관 SeoulTech Museum

5 인권센터  Center for Human Rights

6 창업지원단  Seoultech Startup Support Foundation

7 취업진로본부  Office of Career Development

8 장애학생지원센터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9 진로지원센터 Center for Career Support

10 학생상담센터  Center for Student Counseling

11 ST나눔공헌단  SeoulTech Community Engagement and Social Change Corps

12 현장실습지원센터  Center for Cooperative Education

13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Center

교육혁신처

Office of Educational Innovation

1 교육혁신실 Division of Educational Innovation

2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3 교양교육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in Liberal Arts Education

법인 및 기타

Foundations and Other Campus Organizations

1 산학협력단  Research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SeoulTech Foundation

3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4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  SeoulTech Holding Co., ltd.

5 혁신공유대학사업단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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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Facilities
연건평 14,177.36m2(4,207평)

좌석수 1,921석

장서수 81만여 권

전자정보원 61패키지

연속간행물 247종

도서관협정기관 국회도서관 등

도서관 주요현황 (2023. 2. 1.기준)

도서관

Library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910년 4월 

공립 어의동실업보습학교의 개교와 함께 도서실로 

업무를 시작하여 1963년 3월 도서관 발족, 2005

년 현 중앙도서관을 개관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왔으며, 국내외 단행본, 연속간행물, 시청

각자료를 비롯하여 학술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e-book, 동영상 강좌 등의 풍부한 콘텐츠를 소장

하고, 변화하는 교육·학술 정보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

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특

성화를 위해 중앙도서관과 별관도서관을 나누어, 

중앙도서관은 선진화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서관으로 

영상 및 학술지원 서비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및 어학 능력을 위한 각종 동영상 등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별 강의 도서, 정

보조사지원 서비스, 원스톱 이용자 통합 서비스 등 

자료의 통합정보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여 학교 구

성원이 더 많은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별관도서관은 학생들의 편의시

설로 쾌적한 연구·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1층 휴게

실 쉼터와 300여 석의 24시간 열린 열람실, 그룹

스터디룸, 노트북실, 사물함 등으로 구성하여 최적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Offi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 교수, 연구원,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

고 쾌적한 연구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조직적이

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안전 활동을 전개해 대학 내 연구 자원(인적·물적)

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

화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실험실 안전관리, 소방안

전,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캠퍼스 안전을 위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

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연구실 안전문화 확

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보전산원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전산원은 정보화사회 기반의 대학교육, 산학

연구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인터넷 

및 유·무선 캠퍼스 전산망 구축 운영, 학사행정정

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KORUS 운영, 공용 소프트

웨어 통합 관리, 포털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제

반 업무를 담당하며, 대학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학내 주요 정

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추진하고 구성원들

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주요 

서버를 포함한 학내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학내·외부로부터의 정보화 자원 보호를 위해 효

율적인 정보화 자원 이용 및 보호 정책을 수립, 시

행하고, IT 신기술의 도입과 전파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각종 학내외 정보화 현안 해결을 위

해서도 학교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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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Student Housing

생활관은 ‘불암학사’, ‘KB학사’, ‘성림학사’, ‘수

림학사’, ‘누리학사’, ‘창명학사’ 총 6개동과 ‘게스

트룸’으로 총 2,565명(남학생1,410명,여학생

1,045명, 국제동 110명, 게스트룸 22명)을 수용

할 수 있으며,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은 세미나실, 방음실, 피트니스 센터, 

편의점,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동실험실습관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s

공동실험실습관은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효율

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교육 및 연구에 공동 활용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습

재료비 예산 수립,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여 실험·실습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미래전략본부

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

미래전략본부는 우리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수립·추진하여 글

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

평가인증, 언론사 대학평가, 세계대학평가(QS, 

THE),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등 각종 대외평가를 

이행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부속시설

Affiliated Organizations

신문방송사

Center for Press and Broadcasting

신문사는 1963년 11월 25일 신문을 창간하여 연 

15회 격주간 타블로이드판 12면을 7,000부 발행

하여 학내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문 

발행과 동시에 ‘인터넷신문’을 제작하여 24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창작상을 공

모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의 소리’를 추구하는 방송국은 1985년 발족하

여 1987년 정식 개국했습니다. 우리 대학 전역을 

가청 지역으로 하루 2차례 총 60분의 오디오 방송

과 하루 3차례 총 90분의 DID 영상 방송을 주5일 

송출하고 있으며, 학내 주요 행사를 실시간 방송으

로 중계하고 매년 방송제를 개최합니다. 신문방송

사는 대학 문화를 창달하고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며 학내 소식 및 공지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

여 건전한 학내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교류처는 국제화 교육에 발맞추어 대학의 세계

화를 진두지휘하는 국제교육기관으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국제화, 세계화로 

이어지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

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다양한 국제화 프

로그램 제공,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 추진, 학생 및 

교수의 활발한 해외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의 다

양성과 전공 심화 및 문화적 다양성 향상에 이바지

하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부터 문화 공

유 및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직원 등의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규교육과정과 정기적 언어 능

력 평가 등 어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시야를 갖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개발원

Center for Continuing Education

사회교육개발원은 지식 정보화시대에 발맞춘 다양

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인

격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미술관

SeoulTech Museum

미술관은 다양한 전시 개최를 통해 현대미술의 경

향을 소개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학내 구성원 및 일반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

회를 제공하는 감성교육의 장으로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예술 공간입니다. 

인권센터 

Center for Human Rights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

등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교육 및 캠

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구성원에게 각종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결정하여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고충 상담, 전문기관으로의 의뢰 

등 구성원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안

내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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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처

Office of Educational 
Innovation

창업지원단

Startup Support Foundation

창업지원단은 학생, 동문, 교원 및 일반인 대상 (예

비)창업자에게 창업교육부터 아이템 발굴,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의 창업성장을 목표로 설립되었습

니다. 창업지원단은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

하여 교과, 비교과(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 

교육지원과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

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업교육

센터, 창업사업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메

이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창업교육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창업교육센터는 21세기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될 창

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친화적 학사

제도를 통해 대학 전반의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2�창업보육센터

Center for Business Incubation

창업보육센터는 유망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

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공간 및 시설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성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

으며, 창업준비 단계인 1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soho room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는 창업준비부터 창업실행, 투자유치까지 창업 전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언제나 창업기업

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진로본부

Office of Career Development

취업 역량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과목(취창업진로설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입사할 회

사를 물색하고 취업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

Center for Cooperative Education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단기 현장실습 및 국내외 장

기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한 학생과 역량 있는 기업

을 서로 연결하여 학생들은 현장 업무 능력을 개발

토록 하고, 기업은 동기부여가 높은 우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학생-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로지원센터

Center for Career Support

진로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목표 설

정과 수행을 돕고자 대학생활에서 겪는 진로 의사

결정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진로상담, 흥

미·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검사, 다양한 전공 

기반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Support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과 개별

성을 고려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동 지

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각종 학습보조기기·보

조공학기기 지원, 수강신청 지원제도, 대학생활 상

담 및 취업 관련 정보 안내, 장애 이해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 

Center for Student Counseling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

활과 적응, 성장을 위해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 심리검사,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나눔공헌단

SeoulTech Community Engagement and 

Social Change Corps

서울과기대 ST나눔공헌단은 ‘조국과 인류의 미래

에 기여하는 세계 속의 대학’이라는 교육 이념 아

래 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2019년 설립되어 해외 봉사, 국내 봉사, 봉사동아

리 활동 및 봉사교과목 등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

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 활동,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연구·정보 제공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양성

을 위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융합교육 활성화, 역

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

육혁신처는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

의 노력 차원으로 2021년 1월에 대학교육혁신원에

서 격상되어 운영 중이며, 산하에 교육혁신실, 교수

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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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기타

Foundations and 
Other Campus Organizations

산학협력단

Research an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2003년 9월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확대와 지식기반 사

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 

지원, 산학연 협력 기반 및 네트워크 조성 등의 산

학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그 범주를 확대하

고 있습니다.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SeoulTech Foundation 

1994년 4월 설립된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

기금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

을 위하여 대학 구성원, 동문, 기업을 대상으로 다

양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학, 시설 확충, 

도서, 연구기자재 확보 등에 사용됩니다.

학생군사교육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학생 중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2년간 대학 생활과 군사훈

련을 병행하며 대학졸업과 동시에 문무(文武)를 겸

비한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3월(육

군)과 2022년 1월(공군)에 창설된 서울과기대 학생

군사교육단은 대학의 풍부한 혜택을 바탕으로 유능

하고 강인한 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

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혁신공유대학사업단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Center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은 지역간·대학간 교

육격차 해소 및 국가 수준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체

계 구축을 통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 

SeoulTech Holding Co., ltd. 

2018년 6월 설립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

는 서울과기대의 창의적 자산을 토대로 자회사에 

투자, 육성하여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역

할을 수행합니다.

교육혁신실 

Division of Educational Innovation

교육혁신실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체계적인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편,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 체계를 운영·지원하여 

더 좋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

험을 유도할 수 있는 EPiC 졸업요건 운영, 융합교

육 활성화를 위한 디스커버리학기와  연계융합전

공 및 학생설계전공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

대에서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Teaching) 및 학습

(Learning)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법과 학습법을 연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흥하

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LMS시스템 

(e-Class, STOC)을 구축하여 질 높은 교육 환경

을 조성하고 있으며, e-Learning을 통해 언제 어

디서나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이러닝 콘텐츠 및 강의 자료 공유를 통해 폭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연구센터

Center for Research in Liberal Arts 

Education 

교양교육연구센터는 교양대학과 협업하여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교

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외부 컨설팅, 정책

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선을 통해 학생들

이 필요로 하는 교양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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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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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선호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1910년 4월에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로 설립되어 지난 113년간 국가와 사회 발전

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로, 실사구시의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국 국립대학 중 최상위권 순위를 기록하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국

립대학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서울 소재 유일의 국립종

합대학교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공학, 인문 그리고 예술을 아우르는 고등교육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2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창업교육 비율 1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6

위,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7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10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

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 인류를 위해 미래의 꿈을 창조하는 세계 속의 대

학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공생 발전하는 수도권 국립종합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며 교

수와 학생의 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소통과 섬김의 자세로 ‘기업이 선호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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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4.15.
• 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 개교

1931.03.
• 경성공립직업학교 개편

1944.03.
• 경기공립공업학교 개편

1953.04.
• 경기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1963.03.
•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교명 변경

1974.03.
• 경기공업전문학교 교명 변경

1979.03.20.
•  경기공업전문대학(야간대학 병설) 개편

• 초대 학장 홍순철 박사 취임

1981.10.01.
• 경기공업전문대학을 개방대학 실험대학으로  

 문교부 지정

1982.02.17.
•  경기공업개방대학 개교, 26개 학과 설치

• 초대 학장 경기공업전문대학   

 홍순철(洪淳澈) 학장 겸임

1982.12.31.
• 경기공업전문대학 폐교

1983.03.30.
• 제2대 학장으로 김호근(金浩根) 박사 취임

1983.06.01.
• 교육차관 기자재 순회점검지도관리소 개소

1987.03.21.
• 제3대 학장으로 이동희(李東熙) 박사 취임

1988.03.01.
•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서울산업대학으로  

 교명 변경(대통령령 제1407호 88.2.24.)

1989.03.01.
• 산업대학원 개원, 대학방송국 신설

1910
1990
1990.03.01.
• 3학부제 편제(제1공학부, 제2공학부, 조형학부)

1991.03.21.
• 제4대 학장 윤대병(尹大炳) 교수 취임

1992.03.27.
• 6학부제 재편제(1공학부, 2공학부, 3공학부,  

 4공학부, 조형학부, 인문사회자연학부)

1993.03.01.
• 서울산업대학에서 서울산업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4.04.04.
• 학술문화연구재단 설립 

1995.04.01.
• 제5대 총장 최동규(崔東奎) 박사 취임

1997.03.01.
• 외국어교육원 개원

1998.05.01.
• 대학 영문을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로 변경

1999.03.17.
• 사회교육원 설립 인가

1999.04.01.
• 제6대 총장 이진설(李鎭卨) 박사 취임

113년의 
역사,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학문과 교육의 산실입니다

46
47

HISTORY OF SEOUL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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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03.01.
• 철도기술대학원 개원

2000.04.14.
• 90주년 개교 기념식 개최

2001.03.01.
• 주택대학원 개원

2001.09.01.
• 대학 조직 6개 학부 4처 1실 1국으로 개편

• 대학본부 준공

2002.03.01.
• 철도전문대학원 및 IT디자인대학원 개원

2003.03.01.
• IT정책전문대학원 개원

2003.04.21.
• 제7대 총장 이희범(李凞範) 박사 취임

2003.09.23.
•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2004.03.01.
• 에너지환경대학원 개원

2004.03.26.
• 제8대 총장 윤진식(尹鎭植) 박사 취임

2004.09.23.
•  서울테크노폴리스추진센터 및    

공학교육센터 신설

2004.12.27.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설립 인가

2005.07.01.
• 교육조직 4개 단과대학으로 개편,   

행정조직 3처1국 8과로 개편

2005.11.25.
• 서울테크노파크 기공식 및    

NITU연합대학 출범식

2006.01.04.
•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속기관으로 신설

2006.01.18.
• NITU 운영·이수 협정 체결

2007.10.16.
• 제9대 총장 노준형(盧俊亨) 박사 취임

2008.03.01.
• NID융합기술대학원 개원

2020.01.01.
•  부총장 명칭 변경(연구산학부총장 → 연구기획

부총장)

• 기획처 산하 부속시설로 미래전략본부 신설

• 인재개발원을 취업본부로 명칭 변경

• 평생교육원을 사회교육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2020.05.18. 
• 인공지능응용학과 신설 

2020.08.30. 
• 미래전략본부를 총장 직속 지원시설로 개편 

2021.01.08. 
• 디스커버리학기 운영 신설

• 졸업자격인증제 신설

• 메이커스 칼리지를 창의융합대학으로 명칭 변경

•  에너지환경대학원을 융합과학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대학일자리지원단 신설

• 진로상담센터 신설

•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학생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처로 확대 개편

• 입학관리본부를 입학처로 확대 개편

• 대학교육혁신원을 교육혁신처로 확대 개편 

2021.02.25.
• 일반대학원에 학부제 도입 

2021.03.30.
•  창의융합대학에 첨단학과 신설(지능형반도체공

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2021.07.02.
• 사회봉사단을 ST나눔공헌단으로 명칭 변경 

2021.09.01.
• 대학원혁신본부,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신설 

2022.01.01.
•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 취업본부를 취업진로본부로 명칭 변경

2022.07.01.
• 교양대학 신설

2010
2010.09.0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교명 변경

2011.10.16.
• 제10대 총장 남궁근(南宮槿) 박사 취임

2012.03.0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 전환 개교

• 일반대학원 개원

•  교육조직 6개 단과대학으로 개편,   

행정조직 1국 3처 9과 개편 및 4개 행정실 설치

2013.04.22.
• 교수평의회 출범

2014.03.01.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2015.11.09.
•  제11대 총장 김종호(金鍾浩) 박사 취임

2016.02.29.
• 부총장제(교육부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도입

•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

2016.03.01.
•  NID융합기술대학원을 나노IT디자인융합  

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16.09.01.
•  평생교육단과대학을 미래융합대학으로   

명칭 변경

• 창업지원단 신설

2016.12.28.
• 주택대학원을 주택도시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  대학교육혁신원 및 교육정책연구센터 신설

• 성평등상담센터 신설

2017.02.28.
• 교양교육연구센터 신설

2017.07.03.
•  국제교육본부 신설

2019.03.05.
• 대학평의원회 설치

2019.11.22.
• 제12대 총장 이동훈(李東勳) 박사 취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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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기타

산학협력단 

(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

연구시설

3D프린팅융합기술연구소 나노생산기술연구소 스마트건축기술연구소

AI・반도체연구소 뉴레일연구소 스마트생산기술연구소

IoT융복합기술연구소 뉴미디어영상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IT융합기술연구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식품바이오연구소

IT융합정책연구소 도자문화산업연구소 안전과학연구소

NDT실증연구센터 디자인정보기술연구소 에너지융합연구센터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디지털혁신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메타버스경영연구소 열유체융합연구소

건설미래인재연구소 미래기계기술연구소 우리문화콘텐츠연구소

건축공간리질리언스연구소 미래융합소재연구소 유니버설디자인이니셔티브연구소

건축기계설비연구소 미래주거환경연구소 응용화학연구소

교통투자정책기술연구소 반도체융합연구소 의료전자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방호안전연구소 전기정보기술연구소

기능성바이오소재연구소 분말기술연구소 정밀기계기술연구소

기초학문융합연구소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제품개발연구소

총장

대학평의원회 전체교수회 교수평의회 교무회의 재정위원회

법인 및 기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구기획부총장

기획처 기획평가과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

대학혁신사업추진단 (교육기본시설) 도서관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국제교류처

연구처 연구산학과 사회교육개발원 철도아카데미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교육부총장

교무처 교무과 

학사지원과

학생처 학생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입학처 입학과 

교육혁신처 교육혁신실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연구센터

(교육기본시설) 정보전산원

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안전관리센터

학생안전센터

실험실습안전센터

미술관

인권센터

ST나눔공헌단

48
49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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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          
NI ZATION

총장

 지원시설(8개)  부속시설(15개)

지원시설 및 부속시설 표기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융합과학대학원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주택도시대학원

4행정실

법인 및 기타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대학

공과대학 5개 학과, 1개 학부  

정보통신대학 4개 학과  

에너지바이오대학 6개 학과  

조형대학 4개 학과  

인문사회대학 3개 학과  

기술경영융합대학 3개 학과  

미래융합대학 6개 학과, LiFE사업단

창의융합대학 3개 학과  

교양대학 3개 학부  

1~3행정실   

사무국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 

예비군연대

대학원혁신본부

미래전략본부 IR센터

대외협력본부

홍보실

기록관

신문방송사

학생군사교육단 육군학생군사교육단

공군학생군사교육단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좋은사회연구소 첨단공예기술연구소 한국전통고유기술연구소

차세대에너지소재연구소 청정기술연구소 화장품종합기술연구소

철도소재부품융합연구센터 친환경자동차기술연구소 환경기술연구소

철도연구소 한국디자인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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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56

54

60

61

59

58

57

57-A

SEOUL TECH

CAMPUS MAP

1 대학본부 40 어의관

2 다산관 41 불암학사

3 창학관 42 KB학사

4 제2창업보육센터 43 성림학사

5 혜성관 44 협동문

6 청운관 45 수림학사

7 서울테크노파크 46 누리학사

7-A 어린이집 47 창명학사

8 창조관(대학원) 51 100주년기념관

10 파워플랜트 52 제2학생회관

11 붕어방(연못) 53 상상관

12 어의천 54 아름관

13 정문 55 체육관

14 도예실습실 56 대륙관

30 SeoulTech어린이집 57 무궁관

31 창업보육센터 57-A 무궁관-A(무궁관남관)

32 프론티어관 58 제2파워플랜트

33 하이테크관 59 학군단

34 도서관/정보전산원 60 미래관

35 도서관 별관 61 창의문

36 수연관 62 Techno Cube

37 학생회관 63 축구장

38 국제관 64 남문

39 다빈치관 65 향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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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TECH DIRECTIONS

➐ 공릉(서울과학기술대)역

➐ 하계역

중계주공단지

미아삼거리

태릉・화랑대

영동대교

상계동

의정부・상계동

의정부

중계시영1단지

성수대교

월계동

➊ 월계역 ➊ 광운대역 ➊➏ 석계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랑천

인천국제공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승용차

인천국제공항 - 인천시 중구 연안동 - 신불 IC - 내부순환도로 - 북부간선도

로 - 동부간선도로 - 화랑로 - 태릉입구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중교통

•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원 성북행 공항버스 이용, 태릉입구역에서 하차

•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공릉(서울과학기술대)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03번 및 13번을 이용

지하철

7호선�

공릉(서울과학기술대)역�

2번�출구

도보 10분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5분 소요)

1호선,�6호선�석계역

1번,�4번,�6번�출구

마을버스 03번, 교내 경유 마을버스 13번 이용 

(15분 소요)

버스

지선버스(초록버스) 1136번, 1141번, 1224번, 1227번

마을버스�03번

•  노선: 석계역(1, 4, 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문 - 하계동

• 운행시간: 첫차 05:30, 막차 00:10

교내�경유�마을버스�13번

•  노선: 석계역(1, 4, 6번 출구) - 공릉역(2번 출구) -  

서울과기대(교내: 정문 - 다산관 - 붕어방 - 다산관 -  

주차로터리)

• 운행시간: 첫차 05:30, 막차 00: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방화대교

강변북로

성산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원자력병원

동산정보산업고교
현천중학교

대진고등학교

경기기계공고 정문

후문

52 VISITOR’S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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