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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기계설계로봇공학과 대학원 프로그램은 정밀기계시스템 및 전자제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융합기술 분야를 이끌어가
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본 대학원은 첨단기계설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첨단기계설
계 분야는 intelligent design, CAD/CAM/CAE,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micro-manufacturing, 에너지공학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메카트로닉스 분야는 로봇공학, 기계전자시스템, 첨단 제어 및 자동화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졸업생은 자동차, 반도
체장비 등 첨단기계 및 생산시스템의 설계, 제작의 기계 분야와 로봇, 메카트로닉스, 제어 등의 로봇자동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기계공학과
최근의 기계공학은 전통적인 생산공학(Manufacturing Engineering)과 에너지공학(Energy Engineering)의 바탕위에 컴
퓨터공학(Computer Technology), 마이크로 전자기계시스템 (Micro Elector Mechanical System), 바이오 기계기술 (Bio 
Mechanical Technology), 레이저기술(Laser Technology), 환경공학(Environment Engineering) 등과 융합되어 새로운 
공학분야를 창출함으로써 첨단 과학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본 기계공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특성화된 실험실
에서 전공 교수의 지도아래 첨단 실험기자재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 또는 산학 연계된 과제
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기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안전공학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산업현장은 정밀화, 자동화, 대형화되어 산업재해 또한 다양하며 시스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현장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어 분석·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위험을 제거 또는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단 유사시 피해를 극소화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안전전문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공학과는 안전관리특론, 기계안전설계특론, 전기방폭특론, 화재위험성평가, 건설안전설계특론, 정전기공학특론, 산업보
건학특론, 사무실인간공학, 폭발방지공학 등 여러 안전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각 분야에 유능하고 인간미 넘치는 안전전문가
를 양성하는데 있다.

 기계정보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대학원 과정은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관련한 연구와 교육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제조의 핵심 기술인 금형 
기술을 기초로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제조’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성공적인 제품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공학 분야
를 연구하며, 아시아 최고의 제품 설계 및 제조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다. 성공적인 제품의 설계와 제조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제품의 기능과 형상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 제품의 구조와 기구적 설계를 위한 기계공학, 적
절한 재료 선택을 위한 재료 과학, 가능한 제조 방법의 선정과 제조 공정 설계를 위한 제조공학 등의 다양한 공학 분야가 요구
된다. 복잡하고 긴 제품의 설계, 제조, 생산 공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제어, 관리하기 위한 산업공학, 경영, 경제 등
의 분야도 요구된다. 기계정보공학과는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교육하며, 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의 국내 산업 구조는 빠르게 선진화, 세계화되고 있다. 제조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도적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기계정보공학과는 아시아의 제조 산업 발전을 견인할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아시아 최
고의 제품 설계 및 제조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아시아 각국의 제품 설계,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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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우리는 현재 모바일 인터넷의 등장과 소셜미디어 이용의 보편화로 인해 폭증하는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원천 및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의 필수 요소가 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
로 생성되어 기존의 방식으로 저장, 관리 및 분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자료를 의미하며 빅데이터 기술은 이러한 빅데
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및 활용의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모든 첨단 기술을 포함한다.. 공공 및 민간 부분에
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
룰 수 있는 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
산업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역량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종합적 
해결 능력을 갖춘 분석 전문가,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역량을 갖춘 비즈니스 전문가, 그리고 빅
데이터 선도 기업과의 공동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소재공학과
국내는 물론 온 세계의 격동 속에서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발달은 이에 부응하는 신소재 및 첨단소재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
청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 및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공학 인재를 배출하고, 공
학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여 보다 양질의 인력과 소재를 공급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분야의 연구가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재개발을 위한 여러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동차공학과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 디자인 등의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여 개발 및 생산되는 제품으로 그 기술 수준이 나라의 기술 수
준을 가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로 고용 창출 및 기술 파급효과가 여타 산업과 비교해 매우 크다. 본 학과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무가 잘 조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공학
도를 육성·배출하고 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기능과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반기계공
학 및 전기 전자공학 등 기본 교육을 학습하고, 동시에 각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CAD, 구조해석, 유동해
석, 열전달문제해석, 실험 및 제어용 등)를 교육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발전 추세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론과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충분한 실험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함으로써 높은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차량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자동차관련연구소, 차
량 검사업체, 자동차정 비업체, 손해사정인분야, 교통안전진흥공단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건설시스템공학과
자연 중심적이고 인간과 친화력을 가진 친환경적인 인프라 사회기반 구조를 선도하는 “신개념 고품질의 토목기술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자연보존과 개발환경의 조화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문명 발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안
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갖도록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는 일련의 제반 지식을 함양하는 첨단 
건설시스템 교육의 장이다. 현재, 본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신개념의 대학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특성
화된 연구 분야별로 전문가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분야별로 세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
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전문 전임교수들의 의욕에 찬 교육열과 세계화에 걸맞는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의 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고급 연구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 개발된 특성화, 세분화,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활
용은 우수한 고품질의 인력 양성 및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동시에 질적은 물론이고 양적으
로도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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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건축공학
건축공학은 인간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창조를 위한 실용학문이다. 건축분야의 공학적인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건축설계
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건축공학인의로서의 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 공학적인 교육에 중점
을 둔다. 국제적인 경쟁력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학
건축학전공(석사과정)에서는 4년제 및 5년제 건축학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우수한 전문 
건축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UIA 국제기준에 맞추어진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스튜디오 방식을 준용한 건축설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건축계획과 이론, 역사, 비평, 주택과 도시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전공교과를 지도하고 있다.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4년제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해외대학과의 공
동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한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본 대학에 설치된 산업대학원 및 주택대학원과 유기적인 협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전기정보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는 인류 생활에 필요한 전기공학과 정보화 사회의 IT 기술을 연구하여 21세기 전기정보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
성하는 학과이다. 전통적 영역인 전력 발생, 변환, 전송 기술 및 전력 전자와 함께 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지능형 로봇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미래 신성장 
동력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공학, 인공지능 응용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
고 있다. 국내외 유수한 연구 기관 및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다수의 교수들이 전공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고급엔지니어를 양
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는 미래의 정보화 사회와 고도 산업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 핵심 학문분야인 컴퓨터, 정보통신, 전자파, 반도체, 
제어 및 신호처리,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전공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도의 실무능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 과학기술자의 육성을 목표로 이론, 시뮬레이션, 실습의 삼위일체 교육
을 통한 실용학풍을 실현하고 있으며, 통신 및 전자파, 지능시스템, 컴퓨터 및 VLSI 시스템설계, 반도체 및 집적회로 설계의 네 
가지 전공분야를 설정하고 각 전공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 및 연구를 중점수행하고 있다. 전자공학과는  교육 및 연구 중점분
야의 산업체 경력과 우수한 연구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을 갖추고 문제 해결 위주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 연구 수행을 통해 이
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자공학 분야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정보화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기반구조를 책임질 학과로, 인간중심의 사고를 지향하며 행복 추구를 위해 컴
퓨터와 관련된 학문과, 기술 등을 교육하고 연구하며 생활에 접목시켜 가는 학과이다. 첨단정보산업 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심오한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미래 IT정보화 산업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컴퓨터 공학 분야의 창조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적 인재 발굴과, 컴퓨터 시스템의 운용, 유지, 관리 분야 등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IT미디어공학과
IT미디어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는 IC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VR·AR 실감미디어와 스마트 시스템 분야의 
융복합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VR·AR 실감미디어 기술과 인공지능, 5G/6G를 포함한 ICT 기술
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등 미래 스마트 융합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첨단학과이다. IT미디어공
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는 차세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스템 분야의 R&D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을 아우르는 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23학년도 1학기에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학과명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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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공생명공학과
미래의 인류복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천연자원의 적절한 활용뿐만 아니라 보다 새로운 에너지의 확보 및 환경 친화적 청
정공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0여년동안 화공생명공학과은 화학·물리·생물 및 수학 등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물질 및 에너지 변환을 위한 최적의 공정 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응용 학문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복지 증진에 크게 공
헌하여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공생명공학은 석유화학·화학 비료·에너지·고분자·정밀화학, 반도체 제품 등의 개발 및 생산 
분야와 생명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 화공생명공학화학공학은 정보 산업분야의 각종 핵심 부품소재, 생명 공학
적 신물질의 합성 및 대량생산, 신에너지 및 환경과 조화된 청정공정의 개발 등으로 학문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21
세기를 맞이하여 화공생명공학과는 인류복지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며, 지구 자원 고갈에 대비한 지속적인 산업발전 분
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공학과
고도산업사회의 형성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화, 각종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한 물, 대기, 폐기물, 지하수, 토
양 등의 오염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의 고도화에 의하여 각종 새로운 물질이 합성되어 생
태계에 난분해성물질로서 잔존하여 동식물에 위해를 끼치는 등 자연의 평형을 깨뜨리는 일들이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역적인 것 보다 범지구적인 것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상기온, 오존층파괴, 
사막화 등은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유기적으로 문제점을 유발하여, 환경 전체 분야에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환경공학과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전
문가의 양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식품에 관한 기초 이론과 생명공학의 과학적인 문제
를 탐구하여 국내외 식품공학 관련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식품공학에서는 식품화학, 식품미생물, 식품분석, 
기능성식품학, 식품공정공학, 식품생화학, 식품품질관리 등의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영양소, 각종 기능성 생리활성 성분을 공급하는 식품에 관한 물리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건강에의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최신 기술을 실험 실습과 병행하여 학습한다. 
식품공학은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을 기본으로 하여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을 포괄하는 종합과학으로 건강을 위한 생명, 유전, 
오믹스, 전자 등을 모두 응용하는 첨단 바이오 과학이다. 또한, 미래의 주요 먹거리라고 대두되는 바이오산업 중 주요하게 가
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첨단과학분야이다.
본 전공에서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소재 개발, 신규 식품공정 개발, 빅데이터 기반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 위해인자 
검출 등 첨단학문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사 과정에서는 첨단 식품공학 및 생명공학에 필요한 기초 이론과 식품 및 생명공학 산업에 필요한 핵심과학 및 
응용기술을 강의하며, 대학원에서는 첨단식품공학과 생명공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식품 및 생명공
학을 선도한다.

 정밀화학과
미래의 인류복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천연자원의 적절한 활용뿐만 아니라 보다 새로운 에너지의 확보 및 환경 친화적 청
정공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0여년동안 화학공학은 화학·물리·생물 및 수학 등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물
질 및 에너지 변환을 위한 최적의 공정 내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응용 학문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학공학은 석유화학·화학 비료·에너지·고분자·정밀화학 제품 등의 개발 및 생산 분야와 생명산업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 화학공학은 정보 산업분야의 각종 핵심 부품재료, 생명 공학적 신물질의 합성 및 대량생산, 
신에너지 및 환경과 조화된 청정공정의 개발 등으로 학문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화학공학과는 
인류복지 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며, 지구 자원 고갈에 대비한 지속적인 산업발전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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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고도의 창의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바탕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생
활문화 창출을 추구하는 학과이다.여기에서 산업디자인은 양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능, 재료, 구조, 가공기술, 경제성, 심미성 등
의 요구를 조형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는 디자인 분야를 말한다. 특별히 산업디자인학과에서는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굿 디자인의 계획적인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디자인에 관련된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등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통합적, 학제적 관점에서 교양과 사고력을 기르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감성이 풍부한 조형
력 그리고 디자인 이노베이션에의 실천력을 지닌 유능한 공업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시각디자인학과
 우리사회가 국제화,개방화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 에 부응하고, 또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에 중점을 둔다. 이론 및 실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의 다양한 정보와 메
시지를 보다 창의적, 실제적인 시각정보로 재창출케 함을 목표로 한다.

 도예학과
한 민족의 전통 문화 중 가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도자 문화에 그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도
예문화의 발전과 생활 속에 자리하여 대중문화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도예를 통한 인간생활 및 환경
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심화된 이론과 창의적인 조형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 습득케 함으로써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도예문화
의 창출에 위한 지도적 인력 양성에 목적을 둔다.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일반대학원 금속공예디자인학과는 전통적인 금속공예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금속공예디자인의 이념을 재정립하여 현재 트렌
드에 맞게 발전시키며, 급변하는 산업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하여 창조적인 전문 금속공예디
자이너를 양성시키는데 그 교육목표를 둔다.

 조형예술과
조형예술과는 작가 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 및 실기의 연마를 통해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주어질 요구와 도전을 예감하고 
이에 부응할 창의적 능력을 개발한다. 철저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의 배양,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열린 창작, 미술계와
의 역동적 교류를 통한 현장믹찰형 교육과정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전방위적 감각을 지닌 진취적 예술가를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의 일반대학원은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경영 조직을 창의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경영전문가와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대학원은 전문적인 전공지식의 습득과 실제적 연구방법 습득에 주안점을 두는 교육을 
지향한다. 일반대학원은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정보/서비스운영관리의 5개 세부분야로 구분된다. 학생들은 재
학기간 동안 균형 있게 경영학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재
학 중 학습한 전문 경영지식과 연구방법론 등을 바탕으로 경영전문분야의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TESOL학과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TESOL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을 지칭한다. TESOL은 학문적 영역으로서 언어학, 응용언어학, 영어교육,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언어 교육과 학습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본 TESOL 석사학위 프로그램은 교사로서 뿐만 아
니라 연구자로서 영어학, 영문학, 영미문화의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교수진의 연구 분야가 영어교육, 영어학, 영한 
통·번역, 영미소설, 영미희곡, 이론 및 비평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과 교육과정을 통해, 본 석
사프로그램은 TESOL 분야 중 학습자의 관심영역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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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창작학과
우리문학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학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창의적인 문예창작양성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언어 문학 분야의 응용분야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연구 분야는 시·소설·희곡·평론·고전문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방송드라마 및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 관련 응용문학 분야도 포함한다.

 안경광학과
안경광학에 연관된 기초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 밀착된 실무적인 전문교육을 강조하여, 안경광학 분
야의 유능하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안경광학분야인 안경렌즈, 안경광학기기 및 
안경재료, 콘택트렌즈, 시기능 관련 검사와 교정학과 관련된 전문기술인을 양성함으로써 건강한 국민 안보건의 확립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어 및 창의성 교육을 심화하여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지도자적 전문가로써 국제화, 학계 및 산업현
장의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스포츠과학과
체육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람된 삶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적이고 유능한 체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체육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적 지식과 
전문적 실기 기능을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전공학문으로 사회체육 및 운동건강학의 일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국민적 
운동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충실한 실기 기능을 기르는 집중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력의 진단 및 처
방,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토대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사회단체와 지역사
회체육의 발전을 위한 체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체육진흥 및 체육 문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MSDE(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학과
MSDE학과는 전통 기계공학 분야부터 NT(Nan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ET(Energy Technology) 분
야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스마트 생산시스템 및 설계를 주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융합형 생
산공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설된 다전공의 융합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과 전공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각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지도 교수들의 연구실에서 다양한 학술 연구 및 기업 연계 산학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공학과
스마트시티공학과는 건축, 건설, 에너지를 융합시킨 복합학문으로 건축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융합과학대학원이 공동으
로 운영하는 융합프로그램이다. 현재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환경, 건설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
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본 학과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
기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여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융합공학과 
IT융합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융합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융합 기술과 이의 기반이 되는 전기, 전자, 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실용적
이고 열린 교육과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IT융합공학과의 모든 수업은 영어 강의로 개설된다.

 인공지능응용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는 인공지능(Intelligence)을 산업(Industry)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가를 넘어 산업과 
인공지능을 리딩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응용학과는 프로그래밍과 수학(선형대수, 확률
과 통계 등),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딥러닝,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의 기초 및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인공
지능 서비스 기획 등 실제로 인공지능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제공한다. 
나아가 교환학생, 국제공동연구, 해외인턴 등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기회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으로 활동할 
선도할 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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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인공지능, 5G, IoT, 자율주행 등 4차산업시대에 ‘지능형반도체’는 급격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다. 지능형반도체공
학과는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첨단반도체 분야로서 반도체 신소자 및 설계, 시스템-레벨-패키징, 이종소자집적화, 등을 
다룬다. 지능형반도체 분야의 소자, 설계 및 제조공정의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고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기술학부

- 에너지 기술·정책학과
에너지 기술·정책학과는 사회과학적 기본소양과 공학기술적 전문역량을 동시에 갖춘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신진연구인력
을 양성한다. 에너지 융합 분야 내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내외의 에너지 기술 및 정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중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목적이 있다. 에너지 부문 내 신규 융합 연구 분야를 기획하고 세
계 최고 수준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융합 연구 분야를 선도한다. 개별 연구팀에 따라 공학기술 또는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협동과정>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
본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지능형 ICT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이 융합된 
IoE(internet of energy) 기술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고급인력양성 목표로 하고 이
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관련 미래 핵심기술을 선도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하며(Sustainable) 자율적(Autonomous)인 
IoE 기술 구현을 목표로 ‘핵심기술분야 - 인프라 구축 - 서비스모델(플랫폼)’의 체계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며, 상업적 
유용성의 연구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여 기업연계형 원천기술/특허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산업구조의 혁신과 신
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협동과정>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
미래에는 에너지 시스템의 포괄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 기술 인력의 수급 차 해소를 위해서는 신재생에
너지 기술 및 정책을 아우르는 창의·융합형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학과는 전 세계 및 
지역적 에너지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융합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메가트렌드를 선도하고 국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융복합 혁신
인재 양성하여, 에너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협동과정>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협동 프로그램은 의공학과 바이오소재의 원리와 기술을 의학과 접목시킨 복합학문으로, 서울과기
대와 원자력의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융합 프로그램이다. 학문적/기술적 측면에서는, 바이오기술, 의료기술, 나노기술, 
U-health 기술, 다학제 공학기술과 임상기술이 접목되는 융복합 학문이다. 이러한 융복합 학문은 의료용 소재, 의료용 치료 
및 진단기기, 생명공학, 의료용 로봇, 조직재생공학, 바이오닉스, 방사성/바이오 신약, 약물전달기술, 방사선 치료기술, 마이크
로 유체역학 등을 다루는 차세대 학문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과기대의 다학제 공학-이학 인프라와 원자력의학원의 특성화 
된 임상의-연구자 인프라를 융복합 시켜 헬스케어(HT)-바이오의료(BT) 분야의 융합학문을 창출하고, 관련된 고급 융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협동과정> 나노바이오융합공학과
나노바이오융합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나노바이오융합 분야의 혁신적 연구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융복합
적, 실용적, 도전적, 자기주도적 석박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 화공, 생물, 기계, 전기전자 분야의 다양한 전공으
로 구성된 교수진들이 차별화된 다학제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나노바이오 소자 및 맞춤형 기능성 소재의 혁신 생산공정 관
련 연구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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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과정> 인문경영학과
인문경영(Humanities Management)학과는 인문학적 소양과 경영학적 지식역량을 구비한 미래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즉, 통찰력, 분석력, 응용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social value creation)과 경제적 가치 창출
(economic value creation)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협동과정> AI경영학과
기업 경영에 AI를 적용하고 융합하는 역량은 경영인이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이 되었다. AI경영 대학원 과정은 코로나 이후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AI경영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핵
심 경영학을 기반으로 AI기술, AI융합, AI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함. 졸업생들은 마케팅, 금융/핀테크, AI사업 기획 
등 비즈니스 분석 역량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는 미래의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을 지향하는 철도차량시스템 기술 교육에 알맞
은 전문화 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최고의 철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의 공동 학사운영을 통하여 전공분야 최고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민간의 학술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
여 논문연구와 연계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도의 속도 향상을 위한 고
속화 및 경량화 설계기술, 철도의 사고저감을 위한 안전성 향상 기술, 운영 경비저감 과 효율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기술정책, 
고속전철·경량전철·자기부상열차 등 철도 신기술과 철도연계 교통수단의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이 융합
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철도차량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철도는 대중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면서 수송능력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공해 문제가 심각한 도로교통의 한계성 
때문에 더욱 더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국가 기간수송수단으로서의 기존 철도 및 고속전철은 물론 도시교통 문제를 완화
시키기 위한 지하철 및 경량전철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철도가 최근 집중적으로 건설·운영되고 있다 또한 철도의 기동력을 향
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철도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여 열차를 제어함으로써 열차운행효율을 최대화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같
은 철도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철도경영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전기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
며 더불어 이에 대한 원천 및 기반 기술의 개발과 연구, 그리고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학과는 이
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학과로서, 기존 철도 및 고속전철은 물론 지하철과 경량전철의 전기·신호시스템과 관
련된 신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 분야에 종사할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고급전문기술을 연구 습득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전기철도 관련 기술은 물론 신호보안시스템, 열차운영시스템 등의 철도전기·신호시스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철도전기시스템의 구축과 안전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전파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철도건설공학과
철도는 정확하고 안전하며 대량적인 수송 면에서 가장 인정을 받아온 수송수단 으로서, 최근에는 공해문제 등 자동차교통의 
한계성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는 교통 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더욱 빠르고 안락한 수송수단에 대한 사회적인 요
구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시스템이 도입,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습득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부 고속철도를 필두로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
발 및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본 학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일반 고속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
발과 이 분야에 종사할 기술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술을 연구 습득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본 학과에서는 
기존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 외에 경량 철도, 자기부상식철도 등 신 철도시스템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개설과목은 철도시스템공학, 궤도공학, 도시철도공학, 궤도노반관리, 철도관련법규 등 철도건설과 유지 관
리에 필요한 각종 요구 과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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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는 철도조직경영과 철도 교통수단의 정책수립에 관한 기초 학문을 교육하여 철도관련 산업의 핵심두뇌
(CEO Level)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과는 이론(Theory)과 실습(Practice)을 조화하
여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 하는 직관력과 위기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특성화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관련 산업체의 전문화된 경영기술과 지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집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의 심도있는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실사구시의 교육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
고 있고, 특별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직무 재교육 및 연수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철도안전공학과
철도산업은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공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은 이와 관
련된 모든 활동과 연관된다. 철도안전공학과는 철도산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정책 수립 및 평가, 위험
관리와 재난안전, 인간행동의 특성 및 안전관리, 안전정보와 자료의 해석 등에 관한 기초 학문을 교육하여 철도안전 분야의 지
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과는 다양한 인문·사회·공학 분야의 조화를 통하여 복잡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직관력과 위기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특성화 하였다. 철도안전 연구기관, (준)정부기관, 철도운영기관의 전
문적인 안전기술과 지식을 적극 활용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며, 이론과 실무경험의 융합교
육과 공동연구를 활성화 하고자한다.

IT정책전문대학원

 AI공공정책전공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은 경제·산업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디지
털화와 지능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변화를 주도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정부 스스로도 AI를 활용한 데이터기반 정책결정, AI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 
등 선도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전공은 공공부문의 AI와 데이터가 갖는 특성을 심도있게 이해하여, 공공부문 조직의 AI
도입 전략은 물론 예측적 정책수립과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에 적용할 수 있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산업정보시스템전공
IT정책전문대학원 산업정보시스템(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경영과 전략적 평가, 기술기반 비즈니스와 산업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를 수
행할 IT전문가 및 기업의 COO(Chief Operation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리적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기술, 시스템 기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학문을 연마하고, 컴퓨터활용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고도의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어 다양한 IT 기술과 미디어 서비스의 융합 현상은 현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인접 학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융합환경에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 이를 위해 제작되는 콘텐츠의 소비 현
상 및 관련 법체계를 탐구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한다. 동시에 정보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 환경의 변
화에 대응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디지털문화정책전공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가능성과 문제점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식’의 창출과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 이에 디지털문화정책전공은 (1) 테크놀로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지식과 문화적 관계를 모색하는 디
지털인문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2) 문화정책에 대한 시민적 개입과 대안적 토론을 활성화하는 비판적 문화정책연구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려 한다. (3) 현재의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공통의 삶과 대안적 미래를 설계하고자 젠더·기
술·문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연구를 개척하고 활성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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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디자인융합전공
IT디자인융합전공은 디지털 하이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자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합적인 시각적 표현, 인터랙티브한 커뮤니케이션, 지속가
능한 디자인 및 서비스의 융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론적 연구와 디자인 실무를 겸한 차별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금세기 내에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화석에너지 이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등 지구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
너지의 개발과 미래 무공해 청정 신에너지기술개발은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미
래에너지문제를 해결할 핵심요소기술개발과 새로운 개념의 다학제적 전문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신에너지공학과에서는 
화공, 기계, 재료, 전기, 제어공학 등 학제간 연구협력을 통한 BT-NT-IT-ET를 접목한 최신공정기술을 이해시키고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에너지관련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의 인턴쉽연구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도제식 개별지도를 통
하여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담당할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환경공학과
산업 및 도시발전, 인간의 편리성 추구에 의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여, 화석연료인 천연자원이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천연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하여 범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온난화, 오존층파괴, 사막화, 열섬효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인류의 미래사회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연계되어 있으며,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과제와 지구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켜가야 한다. 에너지
환경공학과에서는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명,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에너지자원의 순환이용과 대체 에
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환경적인지식 기반위에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과학적인 창의와 사고
를 바탕으로 바른 인격과 지성을 갖춘 에너지분야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재생에너지 기술과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기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리기술,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에너지 부품 및 소재개발기술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에너지정책학과
에너지정책학과는 경제학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으로서 에너지·환경정책과 관련된 경제이론, 정책이론, 공학이론, 경영이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학제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결합하여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전자 정보 통신 미디어 융합 관련 신산업 분야의 기반 기술 및 응용 기술 
연구를 위한 창의적인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연결, 인공지능, 자동화로 기인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전자 
정보 통신 서비스에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관련하여 새로운 융합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본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는 전자 정보 통신 미디어 융합 분야의 요소기술과 복합기술을 교육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 요구형 응용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상상이 미래를 만든다

Our Dream, Y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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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1 ~ 1-2)

· 입학원서 (양식 2)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양식 3)

· 재정보증서 (양식 4)

· 장학금 지급 확인서 (양식 5) 

· 학력조회동의서 (양식 6) 

· 한부모가정 확인서 (양식 7) 

*  외국인특별전형은 한국어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자 편의를 위해 

영어·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번역본 간의 의미가 상이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한국어 모집 요강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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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절차 

온라인 접수
www.studyinkorea.go.kr

지원서류 원본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합격자 발표

비자신청 및 입국

전형료 납부
www.studyinkorea.go.kr

서류 심사

등록금 납부

오리엔테이션

원서 출력
www.studyinkorea.go.kr

면접
(대면 또는 온라인)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개강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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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대상
· 한국 거주 외국인

· 외국 거주 외국인

온라인접수 

2022. 10. 4.(화)

~ 10. 28.(금)

⋅· 온라인 지원 

   - http://www.studyinkorea.go.kr

⋅·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global.seoultech.ac.kr     

   - http://www.studyinkorea.go.kr 

전형료납부
⋅· 온라인 결제 http://www.studyinkorea.go.kr 

⋅· 전형료 : 100,000원 (USD $100)

지원서류 

원본제출

<방문 제출>

⋅· 제출시간 : 평일 9:00 ~ 17:00

⋅· 제출장소 : 국제교류처 국제관(38번 건물), 115호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관(38번 건물) 115호 

   외국인특별전형담당자 (우편번호 01811)

면접일정 2022. 12월 초
⋅· 이메일로 면접 시간 및 장소 알림

  ※ 학과에서 서류 심사 후 탈락 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발표 2022. 12월 중순 ⋅·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조회 및 이메일로 개별 통보 

등록금납부 2022. 12월 말
⋅· 학교 지정 은행 (이메일)

   - 미등록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불합격 처리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표준입학

허가서 발급
등록금 납부 후 ⋅· 우편발송 또는 방문수령

결핵검사

결과서 제출
기숙사 입주 시 ⋅· 기숙사 신청자만 제출

※ 원서에 기록한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로 서류 제출, 면접 및 합격여부 등을 통보하니 작성 시 주의 요망

   -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결시 등)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면접은 불가능

※ 마감일까지 온라인 접수, 지원서류 제출(우편물 포함), 전형료 입금한 경우에만 인정

   - 상기 기간 내에 원서 및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학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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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국적, 학력 및 어학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전형유형 지원자격 전형방법

대학원과정

석사,

석·박사,

박사과정

(신입학)

(국적요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본인 및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시 인정
⋅·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상실 시 인정

(학력요건) 학(석)사 학위 취득(예정)자

(어학요건) 면제

  ※ (예외) 

     1.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경영학과, TESOL학
과, 안경광학과, 에너지기술·정책학과, 인문경영학과, AI경영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 AI
공공정책전공,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디지털문화정책전공, 
IT디자인융합전공, 에너지정책학과, 정보통신미디어학과 : TOPIK 3급 이상 소지자 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또는 국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소
속 한국어교육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또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 중·고급 
수료자만 지원 가능 

     2.  문예창작학과 :  TOPIK 6급 소지자만 지원 가능

서류 

및 

면접

※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의 지원자는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한 자는 지원 가능

※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자격에 반영 (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졸업예정자는 2023. 2. 28.까지 졸업해야 함

※  2023학년도 3월 입학을 위한 어학요건은 제84회 TOPIK(2022. 10. 16.응시) 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과정 가을학기 결과까지 

인정

※  외국인특별전형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원 자격 적격여부는 국제교류처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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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단위  수학능력 및 언어능력(서류 및 면접심사)을 고려하여 정원 외로 선발

구분 학과명 내선번호 석사 박사 석·박
통합 비  고

일반

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6351, 6385 ○ ○ ○

기계공학과 6303 ○ ○ ○

안전공학과 6372, 6382 ○ ○ ○ 토픽 3급 필수

기계정보공학과 6306, 6386 ○ ○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6465 ○ ○ ○ 토픽 3급 필수

신소재공학과 6613, 6637 ○ ○ ○

자동차공학과 6334, 6335 ○ ○ ○

건설시스템공학부
 - 건설시스템공학과

6501, 6585 ○ ○ ○

건축과
건축공학전공 6551 ○ ○ ○

건축학전공 6562, 6563 ○ ○ ○

전기정보공학과 6470 ○ ○ ○

전자공학과 6452, 6480 ○ ○ ○

컴퓨터공학과 6707, 6721 ○ ○ ○

IT미디어공학과 6425 ○ ○ ○

화공생명공학과 6601, 6680 ○ ○ ×

환경공학과 6623, 6683 ○ ○ ○

식품공학과 6732, 6733 ○ ○ ×

정밀화학과 6682, 6689 ○ ○ ○

산업디자인학과 6667 ○ ○ ○ 토픽 3급 필수

시각디자인학과 6650 ○ ○ ○ 토픽 3급 필수

도예학과 6618 ○ ○ ○ 토픽 3급 필수

금속공예디자인학과 6664 ○ ○ ○

조형예술과 
조형예술전공

6635
○ × ×

예술이론전공 × × ×

경영학과 6477, 6488 ○ × × 토픽 3급 필수

TESOL학과 6377, 6378 ○ × × 토픽 3급 필수

문예창작학과 6291, 6292 ○ ○ ○ 토픽 6급 필수

안경광학과 6225, 6226 ○ ○ ○ 토픽 3급 필수

스포츠과학과 6367, 6368 ○ × ×

MSDE (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학과

7277 ○ ○ ×

스마트시티공학과 6565 × ○ ×

★IT융합공학과(영어트랙) 6425 ○ ○ ○ 어학요건 면제

인공지능응용학과 9773 ○ ○ ○

지능형반도체공학과 6803 ○ ○ ○

(전화 : +82-2-970-내선번호)



18

SEOULTECH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OI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 ★표시된 IT융합공학과(영어트랙) : 전공과목을 영어로 진행함 (영어 및 한국어 어학성적 제출 면제)

※ 일반대학원 학과소개 : http://www.seoultech.ac.kr/univ/com/intro/intro/

※ 전문대학원 학과소개 : http://www.seoultech.ac.kr/univ/expert/intro/

구분 학과명 내선번호 석사 박사 석·박
통합 비  고

일반

대학원

에너지기술학부
 - 에너지기술·정책학과

9772 ○ ○ ○ 토픽 3급 필수

<협동과정> 
에너지기술학부
 -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
   (참여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6538 ○ ○ ○

<협동과정>
에너지기술학부
 -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

(참여학과:전기정보공학과, MSDE학과, 화
공생명공학과, 정밀화학과)

6680 ○ ○ ○

<협동과정>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 과정

6603 ○ ○ ×

<협동과정>
나노바이오융합공학과
(참여학과: 화공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
화학과, MSDE학과)

7277 ○ ○ ×

<협동과정>
인문경영학과
(참여학과 : 경영학과, TESOL학과)

6477, 6488 × ○ × 토픽 3급 필수

<협동과정>
AI경영학과
(참여학과: 경영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7284 ○ × × 토픽 3급 필수

철도

전문

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6877 ○ ○ ○

철도전기신호공학과 6873 ○ ○ ○

철도건설공학과 6584 ○ ○ ○

철도경영정책학과 6876 ○ ○ ○ 토픽 3급 필수

철도안전공학과 6878 ○ ○ ○

IT정책

전문

대학원

AI공공정책전공 6868 ○ ○ ○ 토픽 3급 필수

산업정보시스템전공 6465 ○ ○ ○ 토픽 3급 필수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6869 ○ ○ ○ 토픽 3급 필수

디지털문화정책전공 6870 ○ ○ ○ 토픽 3급 필수

IT디자인융합전공 6670 ○ ○ ○ 토픽 3급 필수

융합과학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6608 ○ ○ ○

에너지환경공학과 6595 ○ ○ ○

에너지시스템공학과 6333 ○ ○ ○

에너지정책학과 6597 ○ ○ ○ 토픽 3급 필수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6432 ○ ○ ○ 토픽 3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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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번호 양식 제출서류명 비 고

1 원본 석사(석·박사 통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1) · (양식 1-1)에 제출서류를 체크하여 제출 

2 원본 입학지원서 (양식 2) ·  http://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인쇄하여 제출 

·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3 원본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양식 3)

4 원본 재정확인서 (양식 4)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 본인, 지원자의 부모님 혹은 지원자의 
지도교수님만 가능

  ※  국·내외 정부 기관의 장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한 재정보증서 제출 가능

5 원본

예금잔고증명서 ($20,000 이상)

또는 우리대학 소속 교수의 장학금 

지급 확인서(양식 5)

· (양식 4) 재정확인서의 보증인 성명과 일치해야 함
· 반드시 예금잔고증명서로 제출 (통장사본 불가)
   - 2023. 10. 28.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달러 이외 통화인 경우 달러 환산 $20,000 이상 
·  재정보증인이 지도교수인 경우 장학금 지급 확인서(양식 5) 제출
   -  국·내외 정부 기관의 장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한 재정보증서 제출 가능

6 원본 학력 조회 동의서 (양식 6) ·  최종학력 내역 작성 

7
원본

(공증본)
학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  해외대학 2년 재학 후 한국대학으로 편입하여 졸업(예정)한 
경우, 해당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영사인증 추가 제출 필요

<중국 외 국적 지원자>
·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한국어 또는 영어)
· 국내 거주자는 주한 자국공관 인증

<중국 국적 지원자> 
·  졸업 : CHSI(学信网) 발급 영문 원본서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인증
·  성적 :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인증
※  졸업예정자는 학교발급 졸업예정증명서 및 CHSI(学信网)

에서 발급하는 Online Verification Report 함께 제출

8
원본

(공증본)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9 사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TOPIK 3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
과정 4급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국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소속 한국어교육과정 4급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 중·고급 수료(예
정)증명서

 · 모든 어학 성적은 접수기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

10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법무부 발행) · 국내 체류중인 지원자만 제출

11

사본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원본
(공증본)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모 여권이 없는 경우, 부모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외 기타 국적증명서류는 공증 필요

12
원본

(공증본)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친자와 부부관계 등) 

<중국 외 국적 지원자>
·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및 공증본 
(한국어 또는 영어)

<중국 국적 지원자>
· 친속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 지원자 및 부모 호구부 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한부모 가정 확인서(양식 7) ·  부모 사망, 이혼 시 증명서 제출 필수 (양식 6)

13 원본 작품사진(포트폴리오) 또는 성과물 · 조형대학 지원자만 제출  · A4사이즈, 10장 이내 제출

가. 대학원 석사(석·박사 통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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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양식 제출서류명 비 고

1 원본 박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2) · (양식 1-2)에 제출서류를 체크하여 제출 

2 원본 입학지원서 (양식 2) ·  http://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인쇄하여 제출 

·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3 원본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양식 3)

4 원본 재정확인서 (양식 4)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 본인, 지원자의 부모님 혹은 지원자의 
지도교수님만 가능

   -  국·내외 정부 기관의 장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한 재정보증서 제출

5 원본
예금잔고증명서 ($20,000 이상)
또는 우리대학 소속 교수의 장학금 지급 
확인서(양식 5)

· (양식 4) 재정확인서의 보증인 성명과 일치해야 함
· 반드시 예금잔고증명서로 제출 (통장사본 불가)
   - 2023. 10. 28.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달러 이외 통화인 경우 달러 환산 $20,000 이상 
·  재정보증인이 지도교수인 경우 장학금 지급 확인서(양식 5) 제출
   -  국·내외 정부 기관의 장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한 재정보증서 제출 가능

6 원본 학력 조회 동의서 (양식 5) · 최종학력 내역 작성 

7
원본

(공증본)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중국 외 국적 지원자>
·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한국어 또는 영어)
· 국내 거주자는 주한 자국공관 인증

<중국 국적 지원자> 
·  졸업 : CHSI(学信网) 발급 영문 원본서류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인증
·  성적 :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인증
※  졸업예정자는 학교발급 졸업예정증명서 및 CHSI(学信网)

에서 발급하는 Online Verification Report 함께 제출

8
원본

(공증본)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9 사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TOPIK 3급 이상 성적표 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
과정 4급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국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소속 한국어교육과정 4급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또는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 중·고급 수료(예
정)증명서

  ※ 모든 어학 성적은 접수기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

10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법무부 발행) · 국내 체류중인 지원자만 제출

11

사본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원본
(공증본)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모 여권이 없는 경우, 부모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외 기타 국적증명서류는 공증 필요

12
원본

(공증본)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친자와 부부관계 등) 

<중국 외 국적 지원자>
·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및 공증본 
(한국어 또는 영어)

<중국 국적 지원자>
· 친속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 지원자 및 부모 호구부 공증본(한국어 또는 영어)

한부모 가정 확인서(양식 7) ·  부모 사망, 이혼 시 증명서 제출 필수 (양식 6)

13 사본 작품사진(포트폴리오) 또는 성과물
· 조형대학 지원자만 제출
· 형식 자유, 10장 이상 제출

나. 대학원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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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지원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본을 첨부

※ 공증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앞에, 공증본을 뒤에 정렬

2) 모든 지원서류는 원본을 제출

※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 원본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급기관 등의 원본대조 확인(원본

대조필)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봉투에 넣어서 제출

4)  외국 학교의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재학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외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

인” 또는 주한 자국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교육기관 확인서”를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문서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 가능

5) 국가별 가족관계 증빙서류(예)

필리핀: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점머 까꺼즈 또

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호적부(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i sinh), 몽골: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가족관계증명서(잉타웅수사옌), 네팔: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출생증명서

6) 졸업(수료)예정자가 합격한 경우, 입학 후 30일 내에 최종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 취소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개시일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 1개월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7)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8)  지원 시 제출한 서류 및 기록물 일체는 절대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 후 다음 학기 재지원시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함(비자발급 등의 사유도 절대 반환 불가)

9) 심사내용 및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0)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지원자격 미달, 대리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입학한 이후

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함

11) 각종 시험성적, 수상경력 입증서류 등 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고려됨 

      ※ 영어 또는 한국어 번역 공증본 제출 필수 

12) 사전에 학과 정보를 숙지한 후 지원해야 하며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없음

13) GED 등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1) 기숙사 신청자는 기숙사 입주 시 결핵검사 결과서(X-ray, 피검사, 건강검진 등)를 제출 

2) 외국인 유학생 보험

   - 2021년 3월부터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

   - 외국인등록일 기준 자동 가입처리

3) 학사개시일 : 2023. 2. 20. (월) 

   -  ST학기제 시행으로 1학기 15주(2.20.~6.2.) 수업, 디스커버리학기(7.3.~8.25.), 2학기 15주 수업으로 운영

4)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본교 환

불 규정에 따라 반환

5)  재정보증인이 교수 개인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을 위해서 ‘재정보증서, 재직증명서, 우리대학원 지도교

수의 학비지원확인서,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잔고(잔액)증명서’ 의 서류 제출 (각국 대사관에 따라 

요청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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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
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팔라우, 피지, 필리핀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
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
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
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
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
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
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www.hcch.net)에서 최신자료 조회 가능

라. 학위(학력) 입증서류 발급 안내 

□ 아포스티유(Apostille) (중국 국적 외 지원자)

   ○ 아포스티유 협약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아포스티유 확인된 협약가입국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부여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참고사항(예시)

    -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한국주재 미

국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제출  

    -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인증보고서 발행 후 제출

  □ 학신망 (学信网) (중국 국적 지원자)

  ○ 인증기관명 :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
  ○ 신청방법 :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Apostille 
발급신청

Apostille 
발급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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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료

7. 전형방법

8. 등록금 안내 (2022학년도 기준)

○ 전형료 : 100,000원(USD $100)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온라인결제 가능 (http://www.studyinkorea.go.kr)

      ※ 접수 마감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입학 포기 시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온라인결제 문제 발생할 경우 admission@seoultech.ac.kr 또는 +82-2-970-9206으로 문의

※ 입학금(22,000원) 별도   
※ 등록금은 대학, 대학원, 학과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등록금은 본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전형 평가방법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성과물, 논문실적(박사과정), 

기타서류 등(학업성취도, 학업관련 활동사항, 어학능력 및 실기능력 등) 평가

 ※ 학과에서 서류 심사 후 탈락 시 면접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고사

· 국내거주자 : 대면 면접 

· 국외거주자 : 온라인(ZOOM) 면접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면접 대신 온라인면접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학과에서 지정한 면접시간에 미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되며, 재응시는 불가

대학원명 계열구분 등록금

일반대학원

석사(주간)

공학, 자연과학 3,540,000

인문사회 3,280,000

예체능 3,500,000

박사, 석박사통합(주간)

공학, 자연과학 3,987,000

인문사회 3,639,000

예체능 3,900,000

전문
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석사(주간)
공학, 인문사회 3,359,000

예체능 3,579,000

박사, 석박사통합(주간)
공학, 인문사회 3,419,000

예체능 3,639,000

융합과학대학원
석사(주간) 공학, 인문사회 3,579,000

박사, 석박사통합(주간) 공학, 인문사회 3,639,000

철도전문대학원
석사(주간) 공학, 인문사회 3,579,000

박사, 석박사통합(주간) 공학, 인문사회 3,639,0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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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제도 안내

가. 입학 시(첫 학기만 적용) 

나. 재학 중

다. 전략적 교류 추진 국가 장학생(석사, 석·박사, 박사) 선발

장학생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장학생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선정 기준 지급 내역

대학원 · 입학성적우수자(어학능력, 학부성적, 수학계획서 등 종합 심사)
등록금 50%~100% 범위에서 지원
 ※ 학과 기준 : 평균 등록금 75% 감면
 ※ IT융합공학과 : 평균 등록금 85% 감면

구분 선정 기준 지급 내역 지급 내역

대학원
평점평균 
3.5이상

등록금 50%~100% 
범위 에서 지원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 C0학점 이하 과목이 없는 학생

· 지원기간
  석사: 4개학기+1개학기(졸업 및 수료 불가자에 한하여 1개학기 추가지원)
  박사: 4개학기+2개학기(졸업 및 수료 불가자에 한하여 2개학기 추가지원)

○ 대상 : 아프리카 소재 교류대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 교류대학 :  이집트 베니수에프대학교, 에티오피아 아다마과학기술대학교, 에티오피아 바히르다르대학교 (2022년 9월 

기준, 접수마감일 전까지 교류대학은 추가될 수 있음)

○ 선발인원 : 2명

○ 장학금 : 정규 수학기간(4개 학기) 동안 등록금 100% 및 월 생활비 90만원 지급 

    ※ 학점 3.5/4.5 이상 시 장학금 유지 가능 

○ 신청방법 : 외국인특별전형 서류 제출 시 출신대학 학장(또는 총장)의 추천서 추가 제출 필요(합격자 중 총점 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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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관 안내 (2022학년도 기준)

가. 관리비

다. 시설 현황

나. 식비

※ 입주가능일 : 2023. 2월 말(추후 공지)

    - 생활관 업무시간 내에만 입주 가능(09:00~18:00)

※ 생활관 희망 호실은 입학원서의 생활관 부분에 작성할 것

    - 호실은 생활관에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희망 호실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생활관 신청 후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생활관 행정실 및 국제교류처로 알려야 함 

※ 관리비 외 추가 납부 금액은 없으며 입주 후 납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인실 기숙사는 현재 2인실로 운영, 관리비는 2인실 금액으로 수납

※ 생활관비는 생활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국제동은 호실에 취사시설이 있으며, 남학생동과 여학생동의 경우 공용 취사시설이 있음

※ 입학원서 작성 시 선택한 식사는 추후 수정할 수 없으며 일괄 납부해야 함

생활관동 수용인원 금액 (한 학기 / 방학 제외)

성림학사 남학생동 4인실 836,870*

성림학사 여학생동 2인실 752,170

성림학사 국제동

1인실 1,664,800

2인실 1,124,900

4인실 876,500

구분 주거시설 편의시설

성림학사 남/여학생동 호실
책상, 의자, 침대, 옷장, 화장실, 
에어컨, 공용세탁기, 공용부엌

세미나실, 카페, 탁구장, 편의점, 

휘트니스센터
성림학사 국제동 호실

책상, 의자, 침대, 옷장, 화장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부엌

식사 선택 구분 금액 (학기 중) 금액 (학기 중)

식사 미선택 - -

1일 1식 단가 4,200원 4,200원

1일 2식 단가 3,300원 4,200원

1일 3식 단가 3,100원 4,200원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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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부서 및 연락처 안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연락처

○ 입학 문의

 - 주소 : (우편번호 01811)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국제관(38번 건물) 115호  

              외국인특별전형 담당자 

 - 전화 : +82-2-970-9206    

 - 팩스 : +82-2-970-9229

 - 이메일 : admission@seoultech.ac.kr

- 카카오채널(kakao channel) : snut_admission

 - 홈페이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http://www.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안내 : http://global.seoultech.ac.kr

       · Study in Korea : http://www.studyinkorea.go.kr 

○ 한국어과정 문의

 - 전화 : +82-2-970-9206

 - 이메일 : oia@seoultech.ac.kr

 - 홈페이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처 http://klc.seoultech.ac.kr

□ 장학금 문의

 -  일반대학원 +82-2-970-6793

 -  전문대학원 +82-2-970-6797

 

□ 학과 문의 및 수강신청 문의 

 - 해당학과 전화번호 참조 (P.13 참조)

□ 생활관 문의

 - 전화 : +82-2-970-9142

 - 이메일 : snut016@seoultech.ac.kr

 - 홈페이지 : http://dormitory.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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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1>

석사 및 석·박사통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성명 : 

○ 지원대학 :

○ 지원학과 :

   *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정확한 명칭 기재 (예: 일반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본인의 지원과정에 맞추어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 서류  표시)

※ Study in Korea 웹 사이트(http://www.studyinkore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마친 후 서류 제출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 여부 ( V 표시)

1 석사(석·박 통합)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1)

2 입학지원서 (양식 2)

3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양식 3)

4 재정확인서 (양식 4)

5
예금잔고증명서 ($20,000 이상) 

또는 우리대학 소속 교수의 장학금 지급 확인서 (양식 5)

6 학력 조회 동의서 (양식 6) 

7 학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8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9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10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1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국적증명서)

12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친자와 부부관계 등)

13 작품사진 또는 성과물 (조형계열 지원자만)

14 전략적 교류 추진 국가 장학생 학장(또는 총장) 추천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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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

박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성명 : 

○ 지원대학 :

○ 지원학과 :

   *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정확한 명칭 기재 (예: 일반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본인의 지원과정에 맞추어 체크리스트 작성 후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 서류  표시)

※ Study in Korea 웹 사이트(http://www.studyinkorea.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마친 후 서류 제출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 여부 ( V 표시)

1 박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1-2)

2 입학지원서 (양식 2)

3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양식 3)

4 재정확인서 (양식 4)

5
예금잔고증명서 ($20,000 이상) 
또는 우리대학 소속 교수의 장학금 지급 확인서 (양식 5)

6 학력 조회 동의서 (양식 6) 

7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8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9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10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1 본인 및 부모 여권사본 (국적증명서)

12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 (친자와 부부관계 등)

13 작품사진 또는 성과물 (조형계열 지원자만)

14 전략적 교류 추진 국가 장학생 학장(또는 총장) 추천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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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온라인 작성 및 출력

2023학년도 3월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원서(대학원)

※ 온라인(http://www.studyinkorea.go.kr) 접수 후, 출력물 제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지원과정
예)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수험번호
※ 이 란은 기입하지 마시오.

지원대학
(대학원)

예) 일반대학원
지원학과

예) 신소재공학과

지원자

성  
명

영문
여권상 이름(성-이름 순서)

(사진)

한글

여권번호 생년월일
연월일 순서로 기재

외국인
등록번호

성별

출 생 국 국적

휴대폰 전화
국가번호 포함

집 전화
국가번호 포함

본국 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

이메일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보증인
재정

이  름
재정보증인 이름 = 잔고 증명서 이름 예) 본인, 어머니, 아버지, 지도교수

한국어
연수

기관명
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16290040, 서울과기대 학생인 경우

어학능력

한국어 영어

시험명

점수/레벨

합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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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대 학 교 (학사)

학 교 명 소속국가

전화번호 FAX 번호

재학기간
예)1998. 3. ~ 2004. 2. 

~

주    소

대 학 원 (석사 / 박사)

학 교 명 소속국가

전화번호 FAX 번호

재학기간
예)1998. 3. ~ 2004. 2. 

~

주    소

생 활 관

신청여부
(V표시)

□ 신청함                    □ 신청안함

희망 호실
(희망 순위 기입)

생활관동 성별 희망순위(1~4)

성림학사 남학생동 남

성림학사 여학생동 여

국제동 1인실 남, 여

국제동 2인실 남, 여

국제동 4인실 남, 여

※ P.25 참조하여 성별에 따라 희망 순위란에 “1위~4위” 기입 

식사 신청여부
(V표시)

□ 조식, 중식, 석식                                            □ 조식, 중식 
□ 중식, 석식                   □ 조식, 석식               □ 신청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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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온라인 작성 및 출력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
※ 온라인(http://www.studyinkorea.go.kr) 접수 후, 출력물 제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년 / 월 / 일

지원대학(원)                                                         지원학과(전공)                                                  

가. 자기소개

학점과 시험점수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낼 수 없는 본인의 모습이나 소개를 쓰세요.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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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학계획서

앞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세요. 

 ※ 예시) 동기, 목표, 수학계획, 졸업 후 계획 등

가. 동의서명

저는 입학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기타 붙임자료 및 보충자료)를 직접 발급

받았으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정보가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는 입학 취소, 퇴학 등의 모든 징계, 민·형사상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서명 :                                                                    



2023학년도 3월 대학원 신입학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KOREAN _ 33

<양식 4>                                                                                              

외국인특별전형 재정보증서

1. 지원자 인적사항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2. 보증인 인적사항

○ 지원자와의 관계 :                    

    【본인 또는 부모만 가능, 형제자매 불가(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 가능)】

○ 직업 및 직함 :

○ 성명 :                           (서명)

○ 주소 : 

○ 이메일 :

○ 휴대폰  :

2022년         월          일

붙임  재정능력 입증서류 : 아래 중 어느 하나 선택

1)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 달러 이외 통화인 경우 달러 환산 $20,000 이상

  - 2022. 10. 28.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예금주 성명이 재정보증인 성명과 일치해야 함

  - 재정보증인은 본인, 지원자의 부모님(형제자매 불가) 혹은 지도교수님만 가능 

2) 대학원 지도교수의 장학금 지급 확인서 

  - 지급확인서는 학생정보, 장학금 지원 (예정)금액 등을 포함해야 함 

3) 국·내외 정부 기관의 장학생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정보증서 제출

성        명 생년월일

지원 대학원 및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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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5>                                                                                              

외국인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확인서

Confirmation of Financial Support

October 00, 2022 (날짜)

To whom may it concern,

I hereby certify that (랩실 이름) at the (학과명),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give a financial support to (지원자 이름) for his Ms/ PhD(학위과정) course 

study; the support includes tuition fees and living expenses(approximately USD 20,000(지

원금액) in total). The period of support is from March 00, 2023(지원 시작일) to February 28, 

2025.(지원 종료일).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at telephone number(전화번호).

Sincerely, 

(재정보증인 이름)

Sponsor’s Name(재정보증인 이름)/ Sponsor’s Signature (재정보증인 서명) 

Sponsor’s Address (재정보증인 주소)

Other information (소속, 전화번호 등)

국제교류처 유학생지원팀 홈페이지(https://global.seoultech.ac.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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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학 력 조 회 자 료

□ 외국학교 학력조회 내역 (국내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본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원자로서 학력과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이름 :                                                                    

                               지원자 서명 :                                                                    

표기 학교명 주  소
학  년 홈페이지 전화번호

재학기간 e-mail 팩스번호

해당국 
언어

   년    월 
   ~

   년    월

영 어
   년    월 

   ~
   년    월

해당국 
언어

   년    월 
   ~

   년    월

영 어
   년    월 

   ~
   년    월

해당국 
언어

   년    월 
   ~

   년    월

영 어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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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한부모 가정 확인서

지원자 정보

지원과정/전공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사유
□ 미혼모 (사유 :                                                                         )

□ 미혼부 (사유 :                                                                         )

보호자 정보

지원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위의 사유로 한 부모 가정임을 확인받아 제출하며, 위 사실과 다를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

인이 책임지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2.         .          .

                                                                                                지원자  :                                (인)

확인자(정부기관 또는 대사관)

기관명

연락처

직위 및 담당자명

서명 및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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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캠퍼스 지도

1. 대학본부 Administration Bldg.

2. 다산관 Dasan Hall

3. 창학관 Changhak Hall 

4. 제2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2

5. 혜성관 Hyeseong Hall

6. 청운관 Cheongun Hall

7. 서울테크노파크 Seoul Technopark

8. 대학원 Graduate Schools

10. 파워플랜트 Power Plan

11. 붕어방(연못) Bungeobang Pond

12. 어의천 Eoui Stream

13. 정문 Main Gate

14. 도예관 Ceramics Hall

30. SeoulTech 어린이집 SeoulTech Daycare Center

31.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32. 프론티어관 Frontier Hall

33. 하이테크관 Hi-Tech Hall

34.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35. 중앙도서관 별관 Central Library Annex

36. 수연관 Suyeon Hall

37. 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

38. 국제관 International Hall

39. 다빈치관 Davinci Hall

40. 어의관 Eoui Hall

41. 불암학사 Buram Dormitory

42.  KB학사 KB Dormitory

43. 성림학사 Seongrim Dormitory

44. 협동문 Hyeopdong Gate

45. 수림학사 Surim Dormitory

46. 누리학사 Nuri Dormitory

47. SeoulTech 인재원 SeoulTech Academy House

51. 100주년 기념관 The 100th Memorial Hall

52. 제2 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2

53. 상상관 Sangsang Hall

54. 아름관 Areum Hall

55. 체육관 University Gymnasium

56. 대륙관 Daeryuk Hall

57. 무궁관 Mugung Hall

58. 제2 파워플랜트 Power Plant 2

59. 학군단 R.O.T.C.

60. 미래관 Mirae Hall

61. 창의문 Changeui Gate

62. 테크노큐브 Techno Cube

63. 종합운동장 Main Playground

64. 남문 South G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