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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소개  

일반대학원, 4개의 전문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2개의 특수대학원(산업대학원, 주택도시대학원) 운영

□ 일반대학원

과정 학과 수료학점 수업연한

석사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과,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자동차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디어IT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도예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과, 경영학과, TESOL학과, 문예창작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 IT융합공학과,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SW분석·설계학과

24학점 + 
(추가)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박사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IT융합공학과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과정 (융합협동프로그램, 신소재공학   
 프로그램, 건축프로그램, 전기정보공학프로그램)
 바이오IT소재 융합 협동과정(융합협동프로그램, 전자공학프로그램)

36학점 + 
(추가)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석·박통합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60학점 + 
(추가)논문연구과목6학점

4년
(8학기)

홈페이지  http://gsi.seoultech.ac.kr/ 수여학위 : 학술학위

□ 특수대학원

대학원 과정 학과 수료학점 수업연한

산업
대학원

석사

 헬스케어-바이오의료 과학기술 융합프로그램 

안전재난 소방방재 프로그램 
기술경영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생산기술 융합프로그램
건설시스템공학과
식품공학과, 공예문화디자인학과 

27학점
(21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무논문제 30학점
(21학점+9학점추가)

2.5년
(5학기)

홈페이지  http://gsi.seoultech.ac.kr/ 수여학위 : 전문학위

주택도시
대학원

석사

 건 축 환경·설비공학과

 주 택 도 시 건 축 공 학 과

 주 택 ·건 축 디 자 인 학 과

 주 택 도 시 경 영 학 과

 주 택 도 시 개 발 ·관 리 학 과 

 SOC유지관리공학과(계약)

27학점
(21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5년
(5학기)

홈페이지   http://gsh.seoultech.ac.kr/ 수여학위 : 전문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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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원

대학원 과정 학과 수료학점 수업연한

철도
전문대학원

석사  철 도 경 영 정 책 학 과  
 철 도 차 량 시 스 템 공 학 과
 철 도 전 기 ․신 호 공 학 과
 철 도 건 설 공 학 과
 철 도 안 전 공 학 과
 글 로 벌 철 도 시 스 템 학 과 (계 약 )
 철 도 안 전 학 과 (계 약 )

27학점
(21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박사
36학점

(30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5년

(5학기)

석·박통합
60학점

(5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4년

(8학기)

홈페이지 http://gsrst.seoultech.ac.kr/ 수여학위(선택) : 학술학위, 전문학위

IT정책
전문대학원

석사
 공 공 정 책 전 공
 산 업 정 보 시 스 템  전 공  
 방 송 통 신 정 책 전 공
 디 지 털 문 화 정 책 전 공
 방 송 통 신 미 디 어 정 책 학 과 (계 약 )
 스 포 츠 문 화 복 권 정 책 학 과 (계 약 ) 

30학점
(2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박사
36학점

(30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5년

(5학기)

석·박통합
60학점

(5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4년

(8학기)

홈페이지 http://itpolicy.seoultech.ac.kr/ 수여학위(선택)  : 학술학위, 전문학위

에너지환경
대학원

석사  신 에 너 지 공 학 과

 에 너 지 환 경 공 학 과

 에 너 지 시 스 템 공 학 과

 에 너 지 정 책 학 과

 에 너 지 환 경 융 합 학 과 (계 약 )
 에 너 지 기 계 설 비 공 학 과 (계 약 )
 안 전 환 경 기 술 융 합 학 과 (계 약 )

27학점
(21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박사
36학점

(30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5년

(5학기)

석·박통합
60학점

(5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4년

(8학기)

홈페이지 http://energy.seoultech.ac.kr/ 수여학위(선택)  : 학술학위, 전문학위

나노IT디자인
융합대학원

석사

 나 노 IT융 합 공 학 전 공

 정 보 통 신 미 디 어 공 학 전 공

 IT디 자 인 융 합 전 공

30학점
(2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년

(4학기)

 디 자 인 기 술 융 합 전 공
48학점

(42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박사  나 노 IT융 합 공 학 전 공

 정 보 통 신 미 디 어 공 학 전 공

 IT디 자 인 융 합 전 공

36학점
(30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2.5년
(5학기)

석·박통합  
60학점

(54학점+논문연구과목6학점)
4년

(8학기)

홈페이지 http://nid.seoultech.ac.kr/ 수여학위(선택)  : 학술학위, 전문학위

※ (초과학기자) 수업연한이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미달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4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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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 신청                               (☎ 970-6799)  

학생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

교수님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부를 출력하여 출석 체크하고 성적평가 시

수업일수의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처리 

□ 수강신청 기준학점

수강신청 최소학점 학기당 최소 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

구분 학기당 수강학점 예외사항

일반대학원

9학점 초과 불가

(선이수과목 신청학점 및 논문

연구과목 신청학점은 포함 제외)

※ 3학점 초과 신청가능

① 직전학기 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4.0이상인 학생

②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

특수대학원

9학점 초과 불가

(선이수과목 신청학점 및 논문

연구과목 신청학점은 포함 제외)

전문대학원

9학점 초과 불가

(선이수과목 신청학점 및 논문

연구과목 신청학점은 포함 제외)

①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디자인기술융합전공의 

매 학기 수강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함

② IT정책전문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원의 다른 

전공에서 석사과정의 경우 3학점을, 박사과

정의 경우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외국인 학생은 예외로 함)

□ 논문연구과목 수강안내

[공통]

반드시 본인 소속 학과에서 개설된 논문연구 수업을 수강해야 함

논문지도교수에게 수강신청하며 논문지도교수 부재 연구년제 또는 해외파견

발령 등 시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지정한 교수에게 수강신청 함

수강신청 시기   산업대학원 무논문제 신청 학기에만 신청가능

[일반대학원] 학기에는 논문연구 학기에는 논문연구 수강

[산업대학원] 학기에는 논문연구 학기에는 논문연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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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대학원] 학기에 논문연구 수강

[철도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기 박사과정 학기 석 박사통합과정 

학기에 논문연구 수강

[IT정책․에너지환경․나노IT디자인융합] 석사과정 학기 박사과정 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학기부터 논문연구 수강 

□ 수강신청 유의사항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이며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동일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위과정내 석사 석사 및 학위과정 간 석사 박사

선 이수과목 대상자는 선 이수과목 수강신청서를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

하여야 함

본교 내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학점 범위

에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

으로 인정 학칙 제 조 창업교과목은 학점까지 타 대학원 제한 제외

수강신청 사항은 본인의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개인별 수강확인서를 

출력하여 최종 확인 바라며 개강 후 시간변동 및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개강 직후 반드시 변경사항을 각 학과사무실 및 행정실에서 확인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반드시 본인의 수료학점 및 전공필수 이수여부를 확인 후 수강신청 할 것

수강신청기간 중 신청한 과목은 개강 후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음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산업대학원 무논문제 신청 학생 학기부터 논문연구 대체 교과목을 학점 이상

추가 이수해야 함 논문연구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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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교과목

일반

대학원

석사

- 전공필수 :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경영학과, SW분석‧설계학과 제외)

 ·경영학과 : 논문연구, 연구조사방법론

 ·SW분석‧설계학과 : SW요구공학, SW설계, SW프로젝트, 프레임워크기반  

 SW개발,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 논문연구 외 필수과목

 ·TESOL학과 : 교실영어, 영어교수법

 ·스포츠과학과 : 운동통계학

 ·도예학과 : 논문연구방법론

 ·IT융합공학과 : IT융합공학개론, 고급무선통신시스템, 4차산업혁명 및 IOT기술개론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 융합프로젝트1,2,3,4

박사

- 전공필수 : 박사논문연구Ⅰ, 박사논문연구Ⅱ 

- 논문연구 외 필수과목

 ·의공학-바이오소재융합협동과정 : 융합공학과창의성개발, 의공학-바이오소재융합개론

 ·바이오IT소재융합협동과정 : BITM융합과학기술개론, BITM융합과학기술콜로키움 

3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 970-6799)  

가 우리 대학교 내 다른 대학원 교과목 이수 학점까지 인정

나 국내 외 다른 대학교 대학원 교과목 이수 학점교류

석사과정 학점 박사과정 석 박통합 학점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아 신청

다 입학 전 다른 대학교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

인정학점 석사과정 학점 박사과정 학점 범위 내

라 선 이수과목

신입생 중 비동일계 전공출신자에 대하여 주임교수가 학점 범위내에서 

선이수과목을 지정한 경우 입학 후 학기 이내 이수하여야 함 

유의사항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해야 수료 가능

마 대학원별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교과목 학과 지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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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 교과목

산업

대학원
석사

 - 전공필수 :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 논문연구외 필수과목

  ·헬스케어바이오의료과학기술융합프로그램 : 논문작성_지식재산과연구윤리, 

  헬스케어-바이오의료공학입문, 의용방사선과학, 융합공학과창의성개발

 - 무논문제 : 논문제출 면제자는 4학기부터 논문연구 대체 교과목 9학점 이수

주택

도시

대학원

석사

- 공통필수 교과목 : 주택도시특론

- 전공필수교과목 : 

 ·건축환경․설비공학과, 주택도시건축공학과, 주택도시경영학과 : 논문연구

 ·주택․건축디자인학과 :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 조사방법론, 논문연구

 ·SOC유지관리공학과(계약) : 시설물유지관리표준화, 프로젝트경제론, 

                           철근콘크리트공학, 논문연구

철도
전문

대학원
석·박사 - 공통필수 교과목 : 논문연구 

IT정책

전문

대학원

석·박사

- 전공필수 교과목 : 논문연구 I, 논문연구 II

- 논문연구외 필수과목

 ·공공정책전공 : 연구방법론Ⅰ(석사), 연구방법론Ⅱ(박사)

 ·산업정보시스템 전공 :  통계·연구방법론 

 ·방송통신정책 전공 :  연구방법론Ⅰ(박사), 연구방법론Ⅱ(석사)

 ·디지털문화정책전공 : 디지털인문학기초

에너지
환경

대학원
석·박사

- 공통필수 교과목 : 에너지공학특론1, 기술정책학 1
- 전공필수 교과목 : 논문연구Ⅰ, 논문연구Ⅱ
- 논문연구외 필수과목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계약) : 안전공학 및 관리특론

나노IT
디자인
융합

대학원

석·박사

- 전공필수 교과목 : 논문연구 I, 논문연구 II

- 논문연구외 필수과목

 ·디자인기술융합전공(석사) : 융합세미나, 융합프로젝트Ⅰ, 융합프로젝트Ⅱ

바. 출석인정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졸업예정자의 취업 인턴 포함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사. 외국과의 복수학위 운영

운영 학과 교류 대학

일반대학원 기계설계로봇공학과 Rose Hulman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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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시간표                             (☎ 970-6799)  

□ 평일

학 습 구 분 교   시
시      간

50분 수업 75분 수업

주간

제0교시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제5교시
제6교시
제7교시
제8교시
제9교시

08:00～08: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0:00~11:15
11:30~12:45
13:00~14:15
14:30~15:45

야간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제5교시

18:30～19:15
19:15～20:00
20:10～20:55
20:55～21:40
21:40～22:25

□ 토요일

학 습 구 분 교        시 시          간

주간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야간

제1교시
제2교시
제3교시
제4교시
제5교시
제6교시
제7교시
제8교시
제9교시

14:00～14:45
14:45～15:30
15:40～16:25
16:25～17:10
17:20～18:05
18:05～18:50
19:00～19:45
19:45～20:30
20: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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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학/복학, 제적                          (☎ 970-6039)  

휴학/복학

휴학시기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에서 확인 등록기간

휴학기간 회에 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입학 첫 학기는 휴학 제한)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군복무인 경우 입영통지서 

질병인 경우 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만 세 이하초등학교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

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임신 출산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휴학사유서 관계 증명서

복학시기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에서 확인

휴학 휴학연기 복학 신청방법 대학포털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휴학신청 원

또는 복학신청 원 에서 처리

유의사항 휴학 기간이 경과한 학생 미복학 학생 해당학기 미등록 학생 등은

제적예고 없이 당해학기에 제적 처리됨으로 등록 및 휴 복학 기간 알림 

공지 필독 후 본인이 등록 및 휴 복학 처리 필요

□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연속 회 합산 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 회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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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퇴, 전과, 재입학                       (☎ 970-6039)  

□ 자퇴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학사지원과 대학본부 층 로 제출

□ 전과

지원자격 개 학기 수학하고 학점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한 개 학기이상 이수한 자 외국인학생은 제한없음

기 전과한 학생 재학중 회만 허가

가능인원 전과 심의 시 학과에서 수용여부 개별 검토 

신청시기 매년 월초 월초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에서 확인

신청방법 소속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과지원서를 

학사지원과 대학본부 층 로 제출

유의사항 

  -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 재입학

신청시기 매년 월말 월말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에서 확인

자퇴 제적기간이 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제적생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가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없음

재입학을 허가할 경우에는 재적 당시의 소속 학과로 재입학 허가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려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같은 대학원의 유사학과의 

정원 이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하는 학생이 재학 시 취득한 학점 학점 포함 은 그대로 인정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교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학과회의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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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과정                                (☎ 970-6799)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석사학위과정에 창업과정트랙 설치

창업과정 학위수여 요건

학칙 제 조에 따른 수업연한 충족

각 대학원별 창업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한 전 교과

목의 평점평균 이상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산업 주택 철도, IT정책, 나노IT디자인 에너지환경

수업연한 2년 2.5년 2.5년 2년 2년

수료학점 24학점 30학점 33학점 33학점 30학점

수여학위 학술학위 전문학위 전문학위 전문학위 전문학위

지정된 필수 교과목 이수

재학 중 사업자 등록 및 백만원 이상의 매출 실적 

일반대학원은 창업교과목 학점 이상 이수 

       (※ 특수․전문대학원은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창업연구과목 3학점 이수)

일반대학원은 논문 제출 (※ 특수․전문대학원은 논문제출 면제)

창업과정 신청절차

정해진 기간 내에 지도교수승인신청서에 창업과정으로 표기하여 서류 제출

창업과정 운영 특이사항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면제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논문 게재 의무 면제

[특수․전문대학원] 논문연구과목 대신 창업연구과목 학점 이수

창업교과목 취득학점은 학점까지 이수학점으로 인정

창업형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반드시 창업과정으로 이수해야하며 석사과정

중 글로벌시장조사 비교과활동 을 이수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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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 신청 및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일반/특수(산업,주택)대학원 ☎6794, 전문대학원 ☎6795(철도,에너지), ☎6798(IT, 나노IT)

□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 신청 및 변경 

입학 후 두 번째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 기간  

학기 월 금 학기 월 금

지도교수 및 학위신청

대학포털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등록 원 의 지도교수및학위신청

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및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지도교수 세부전공 학위 신청 변경

대학포털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등록 원 의 지도교수및학위변경

신청 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및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제출시기 석사 학기 박사 학기 석 박통합과정 학기 

대학포털 통합정보시스템 학사 졸업 논문등록 원 의 논문연구계획서등록 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및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연구계획서 세부 내용은 별도서식에 작성 후 업로드



18
- 18 -

9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수료요건           

*일반/특수(산업,주택)대학원 ☎6794, 전문대학원 ☎6795(철도,에너지), ☎6798(IT, 나노IT)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종합시험)

시기 연 회 시행 토 토

응시자격 

[일반대학원] 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점 이상 취득한 자

[특수대학원] 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원] (석사) 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박사/석박통합) 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응시과목 석사학위과정 과목 박사학위과정 과목

합격점수 점 만점에 점 이상

특이사항 주택도시대학원 학위자격시험 면제 

주택도시대학원 학생이 일반국제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재후보지

포함 에 저자 구분 없이 논문 편 이상을 게재 온라인 게재 포함 한 경우

□ 수료 요건

학칙 제 조에 따른 수업연한을 충족한 경우

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경우

구분
일반대학원*

특수

대학원

전문대학원
철도, 에너지환경 IT정책전문 나노IT디자인융합

석사 박사 통합 석사 석 박 통합 석 박 통합 석 박 통합
수업
연한 2년 2년 4년 2.5년 2년 2.5년 4년 2년 2.5년 4년 2년 2.5년 4년

수료
학점 24 36 60 27** 27 36 60 30 36 60 30*** 36 60

정해진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정된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학생의 경우 입학전형 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연구 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

      (※ 일반대학원 공학 및 이학계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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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위논문관련 절차 안내                   

*일반/특수(산업,주택)대학원 ☎6794, 전문대학원 ☎6795(철도,에너지), ☎6798(IT, 나노IT)

석 사 과 정

지도교수 선정 제출 학기이내 매년 월 월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기

매년 월 월 연구실적물 결과 제출 매년 월말 월말 논문제출 

자격 확정 통보 매년 월 월초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및 접수 논문심사비

원 및 심사위원 추천 구성 명 학위논문 심사 매년 월 월 학과

학위청구논문 온라인제출 도서관 학위청구논문 인쇄 및 

제출 권 매년 월 월 학위수여 매년 월 월

* 

박 사 및 석·박통합 과 정

지도교수 선정 제출 학기이내 매년 월 월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기

통합과정 학기 매년 월 월 연구실적물 결과 제출 매년 월말 월말

논문제출 자격 확정 통보 매년 월 월초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및 

접수 논문심사비 원 및 심사위원 추천 구성 명 학위논문 심사 매년

월 월 학과 학위청구논문 온라인제출 도서관 학위논문

인쇄 및 제출 권 매년 월 월 학위수여 매년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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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위논문 제출 자격                           

*일반/특수(산업,주택)대학원 ☎6794, 전문대학원 ☎6795(철도,에너지), ☎6798(IT, 나노IT)

 

[일반대학원]

각 학과 또는 협동과정 에 편성된 필수 교과목과 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이수

하였거나 해당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경우

정해진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학 

및 이학계열에 한함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석사학위과정은 해당 전공분야 국내외 학술대회에 논문 편 이상을 발표

하거나 일반국제학술지나 국내전문학술지에 저자 구분 없이 학위청구논문과

관련 있는 논문 편 이상을 게재 온라인 게재 포함 한 경우 다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순수외국인 학생은 예외로 하고 조형계열 산업디자인학과 

제외 의 경우에는 전시회 발표 회 또는 공모전 입상 회 이상인 경우도 

인정하며 인문계열 중 학과 및 문예창작학과의 경우에는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최소 개 학기 전에 연구

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심사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박사학위과정 석 박사통합과정은 해당 전공분야의 

또는 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위청구논문과 관련 있는 

논문 편 이상을 게재 온라인 게재 포함 하거나 게재예정인 경우 다만 건축

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설계분야는 작품 및 전시회 성과물로 대체 

가능하며 연구실적물의 인정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별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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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개 학기 이상 석 박사통합과정은 

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경우

각 학과 전공 에 편성된 필수 교과목과 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경우

전체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경우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해진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노 디자인융합대학원 학술석사학위의 경우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에 논문 편 이상을 주저자로 발표하거나 일반국제학술지나 국내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 다만 나노 디자인

융합대학원 디자인융합전공 및 디자인기술융합전공은 작품 및 전시회 

성과물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석 박사통합과정은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을 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별표 의 게재지에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제출일까지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 논문심사 최종심사일까지 게재될 경우에만 유효 다만

및 에 게재할 경우에는 최종심사일까지의

게재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를 발급받은 경우 다만 나노 디자인융합대학원

디자인융합전공은 작품 및 전시회 성과물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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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학위논문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논문 게재지

학위구분 게 재 지 

전문박사학위

SCI, SCIE, SSCI, A&HCI, SCOPUS, 일반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게재예정

증명 가능)하거나, 논문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75% 이상의 실적이 있는 

학생. 다만, 지도교수가 부여하는 직업분야 실무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심의를 

받아 연구보고서 인정률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25%에 한하여 논문 실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술박사학위

SCI, SCIE, SSCI, A&HCI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게재예정

증명 가능)하고 논문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50% 이상의 논문실적이 있는 

학생 또는 SCI, SCIE, SSCI, A&HCI, SCOPUS, 일반국제학술지, 한국연구

재단 등재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게재

예정증명 가능)하고 논문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100% 이상의 논문실적이 

있는 학생

※ “교신저자”라 함은 해당 논문의 수정 책임자로서, 해당 논문에 교신저자임이 명시된 사람을 말한다.

※ 학생은 논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00대학원 소속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를 논문에 교신저자 또는 저자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문사회 계열 학위는 

예외로 한다.

논문
기여도
산정기준

형 태
기여도 산정 기준

공식 계산식 기여도
○ 1인 단독 2/(n+1) 2/(1+1) 100%
○ 주저자로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2/(n+1)

 - 공동저자 1명 2/(2+1) 67%
 - 공동저자 2명 2/(3+1) 50%
 - 공동저자 3명 2/(4+1) 40%
 - 공동저자 4명 2/(5+1) 34%
 - 공동저자 5명 2/(6+1) 29%

  
○ 2인 공저(주저자 아님)

1/(n+1)

1/(2+1) 34%
○ 3인 공저(주저자 아님) 1/(3+1) 25%
○ 4인 공저(주저자 아님) 1/(4+1) 20%

     

연구
보고서
인정률
산정기준

평가결과 인정률 비고
A등급 또는 국외등록특허 25%
B등급 또는 국내등록특허 15%
C등급 또는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상표등록 제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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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대학원]

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경우

각 학과 프로그램 에 편성된 필수 교과목과 학위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

거나 해당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경우

전체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이상인 경우  

정해진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산업대학원 무논문제 설치 및 절차

특수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5조(무논문제 설치 및 절차) ① 산업대학원에 학생이 논문작성 대신 추가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논문을 작성 통과한 것으로 갈음하는 무논문제 제도를 둔다. 

  ② 무논문제를 택하고자 하는 산업대학원 학생은 3학기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의 무논문제(無論文制) 추가 이수학점 신청서를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무논문제를 택할 경우 4학기부터 논문연구 대체 교과목을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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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위논문체제(작성법)                     

*일반/특수(산업,주택)대학원 ☎6794, 전문대학원 ☎6795(철도,에너지), ☎6798(IT, 나노IT)

(2018학년도부터 변경)

대학원 및 학과 영문명 첨부자료 확인 

순  서(국 문) 순서(영 문)

 1) 외표지(표제와 제명)
 2) 간지
 3) 속표지(외 표지와 동일)
 4) 내 표지(학위논문 제출서와 인준서)
 5) 요약
 6) 목차(내용목차)
 7) 표, 그림, 사진 등 목차(필요한 경우)
 8) 기호설명(필요한 경우)
 9) 본문(주 논문의 내용)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0) 참고문헌
 11)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
 12) 외국어초록 
   (본문이 외국어인 경우 국문초록) 
 13) 감사의 글(생략가능)
 14) 간지
 15) 뒤표지

1) Cover
2) Slip Sheet
3) Inner Paper (same as Cover)
4) Submission and Approval Papers
5) Summary
6) Table of Contents
7) Contents (Table,Picture,Photo, etc.)(if necessary)
8) Symbol Description (if required)
9) Main Text (Main contents of the thesis)
  Ⅰ. Introduction
  Ⅱ. Main subject
  Ⅲ. Conclusion
10) References
11) Appendix, Index. Other (if necessary)
12) Abstract written by foreign language.
(Korean abstract- if the main text is written by foreign language)
13) Acknowledgement (optional)
14) Slip Sheet
15) Back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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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 안내(dCollection)     

문의 도서관 층 참고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심사 통과 후 학위논문 원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 dCollection 온라인 

제출 등록 거쳐 승인확인 후 저작권동의서 및 제출확인서 를 출력하여

최종 학위논문 인쇄하여 행정실로 제출(석사 4권, 박사 5권)

온라인제출 도서관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클릭 

온라인제출절차

자료제출 매뉴얼 숙지

도서관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클릭 자료제출 클릭 자료제출 매뉴얼

사이트에 로그인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처음 이용시 제출자로그인인증

제출절차

로그인 컬렉션 선택 제출자 정보 제출자의 기본적인 정보 확인

메타정보 입력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입력 저작권 동의 저작권 동의여부 

선택 비동의시 일반이용자에게 서비스되지 않음 원문 등록 제출 확인

제출 완료 제출 내역 조회 관리자의 승인여부 확인 개인공지 확인

승인공지 확인 후 저작권동의서 및 제출확인서 출력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제출한 파일은 승인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요망

온라인제출 파일과 완제본 논문은 내용 및 형식이 일치해야 함

온라인제출 전 매뉴얼 반드시 참고

14  학위논문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    (☎ 970-9039)  

☞ 도서관 학술DB(논문관련 프로그램) 이용자교육 실시

   - 일시 : 2018. 3. 26. (월) ~ 3. 29. (목) , 14:00~17:50(4일간)

   - 장소 : 중앙도서관  ST'A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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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검사 프로그램“Copy Killer”안내

 Copy Killer 서비스 이용 방법

 ①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국내 학술 DB → Copy Killer(클릭)

    ② 문서 업로드→ 검사명, 문서구분, 문서유형 입력 → 파일 첨부, 또는 직접 입력

    ③ 표절 검사(클릭) → 결과 보기

우리대학(2017. 4월~2018.2 기준) : 3,875건 활용(월평균 200건 이상), 평균 표절률 24%

학년도부터 학위논문제출시 표절검사확인서 의무 제출 예정임

☐ 논문유사도검사 프로그램 “iThenticate” 안내

 국내솔루션(Copy Killer)에 없는 SCI/SCIE급 논문유사도 검사, 영문 석/박사 학위 논문 검사 가능

 전세계 주요 출판사 및 학회 Article, 인터넷 자료와 이용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문서를 word by word로 비교하여 유사성 검사 시행

 iThenticate 서비스 이용 방법

  - 이용자 계정 신청시 기관 관리자가 확인 후 등록 진행(정보봉사팀장, 970-9039)

     -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검색 → 국외학술DB → iThenticate(클릭)

☐ 참고문헌관리 프로그램“RefWorks”안내

   Refworks는 웹 기반의 참고문헌 저장 및 관리 프로그램,

  교내외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각종 전자저널, 웹 DB에서 검색한 Reference를 Refworks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

 Refworks 서비스 이용 방법

    -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신규 이용자 등록 후 Refworks에 로그인 

    - 로그인 방법

    ·(교내에서 이용)  http://www.refworks.com/refworks2 접속

    ·(교외에서 이용) 도서관에 그룹코드 문의후 접속 입력(정보봉사팀장, 970-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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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윤리 기본원칙 준수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안내     (☎ 6796)  

□ 연구윤리 기본원칙 준수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 작성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

행위도 하지 않음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연구윤리교육 의무 이수

국가과학인력기술인력개발원 교육포털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필수과목 중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관련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9조(학위수여 취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특수․전문 학사운영 규정

(연구윤리교육 의무 이수) ① 학생은 연구의 수행, 실적 등과 관련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또는 중복 게재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생은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 권리장전 : 첨부자료 p54

대학원생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원생의 권리 대학원생의 보호에 관한 내용 등 장 개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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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료 후 등록생 및 영구수료등록생 제도 안내   (☎ 970-6799)  

□ 수료 후 등록생 제도 안내

   해당대상 : 학위과정 수료생 중 논문 제출시한 미경과자로서 논문 준비 등을 

위해 등록한 후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납부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수업료)의 10%

   신청시기 : 매학기 1, 7월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식 출력 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 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이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차량 정기권 신청

재학생에 상응하는 각종 상해보험 등의 가입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시설 이용

 

□ 영구수료등록생 제도 안내

  해당대상 :  수료 후 논문 제출시한 경과자(영구수료자) 중에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특이사항 

       - 영구수료자는 영구수료 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 영구수료 등록생 등록은 1회에 한정해서 허용

       - 학과 전공 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유사한 학과전공 프로그램로 변경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프로그램 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

       신청시기 : 매학기 1, 7월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식 출력 후 첨부자료(사

유서,성적증명서 등)을 구비하시어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날인 

후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납부 금액 : 해당 학기 수업료의 50%

논문제출 시한 : 등록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석사는 4학기, 박사는 

6학기이내에 학위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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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 제도 1 : 장학금                          (☎ 970-6793)  

대학원명 장학금명 수혜금액 수혜조건

공통

성적우수

장학금
수업료 일부 감면

직전학기 취득학점 학점 이상이며 평점평

균이 이상이고 학점 이하 과목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어의장학금
수업료 또는  

만원 감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학점 이상이며 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봉사장학금

수업료 만원 

또는  만원 

감면

대학원 원우회 업무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직전학기 평점평균 이상

학생조교

장학금
최대 월 만원

학생조교 운영지침 에 따라 선발

학사조교 각 대학원에서 예산 확보 및 지급

연구조교 각 대학장이 예산 확보 및 지급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등록금 전액
최대 개학기 지원

본교 학부 출신석사총평점평균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이상 으로 모집정원의 이내 

학생을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년이내 본교 졸업자

학석사연계과정

장학금
특수대학원 제외

한 학기 만원 

또는 등록금 전액
최대 개학기 지원

학 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선발자로 본교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석 박사

통합과정장학금
특수대학원 제외

한 학기 만원
학기 개 학기 지원

석 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재학

학기가 학기 및 학기인 학생 전원

※ 주택도시대학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탁장학금

장학금종류 수혜금액 수혜조건

산학연구장학금
학술대회 30만원,  
학회지 50만원

학술대회 혹은 학회지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산학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산학우수장학금 1인당 150만원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산학공로장학금 1인당 150만원 내외
대학원 산학협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으로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산학협력장학금 1인당 150만원 내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등 대학원 재학생
으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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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원 제도 2 : 연구력향상 지원                (☎ 970-6799)  

□ 대학원생 연구력제고를 위한 지원

대학원명 장학금명 수혜금액 수혜조건

공통

학술발표대회 

참가 장려금

원
논문 주저자 교내외 인이하 

참가 전시회

학기별 회

연 회

예산범위내

단순참가자 및 

중복지급 불가

원
논문 공동저자 교내외 인이

상 참가 전시회

해외학술발표

대회 경비 지원
원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발표대

회 전시회 참가하여 발표 전

시 한 경우 경비 지원

논문 주저자 및 공동저자 구

분없음 전시회 포함

영어논문 번역 

및 교열로 지원

신설예정

원

영어논문 번역 및 교열 지원을 통한 급 이

상의 국제논문 연구실적 제고

국내 외 학술지 및 전문학술지 포함 게재 대상 

논문에 한함 

우수논문상
상장 및 

원

학위수여대상자 학위논문 중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 

선정 및 시상

원우회 지원 내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술연구 활동 증진

통합 원우회실 지원창조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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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원 제도 3 : 어학능력향상, 건강및진료, 치료비지원  

□ 어학 능력 향상 지원제도 안내 : 외국어능력평가 실시 

문의처: 국제교육본부(어학원 1층, 970-7203)

응시대상 : 전체 재학생 및 수료생 중 희망자

시험종류 : 

  ①모의 TOEIC : 연 10회, ②모의 OPIc : 연 4회, ③모의 TOEIC Speaking : 연 4회

  ④TOEFL ITP(기관토플) : 연 4회, ⑤공인 TOEIC Speaking : 수시, ⑥공인 OPIc : 월 2회

시험일정 및 장소 :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일정 참고, 교내 지정고사장에서 응시

외국어 특별강좌 운영 [비학점]

  - 재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TOEIC, TOEFL,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등의 비학점 외국어 특별강좌를 단계별로 개설･운영 

□ 건강 및 진료

문의처: 보건진료소(2학생회관 2층, 970-7119)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홈페이지 안내 :  http://health.seoultech.ac.kr

   - 응급정보, 상담코너, 이메일상담, 성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AED) 사용방법 (동영상), 학생건강검진 예약 등.

 지정병원 안내

  - 지정병원명 : 원자력의학원(☎ 970-2114)

  - 진료혜택

   ·외래 및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 급여의 10% 감면, 입원수속 등 진료상 편의 제공

   ·응급환자의 경우 선 치료 후, 사후에 진료비 정산

   ·학교요청시 의사추천, 파견진료, 상담, 건강강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초과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분할 납부 편의 제공

   ·교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의 무상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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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중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보험 청구)

문의처: 학생지원과 학생지원팀(2학생회관 2층, 970-6045)

학교 내에서 생활하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학교에서 가입한 ‘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서 서류
심사 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서비스 제공

 보상대상 및 범위 

   - 경영자 배상책임 보상범위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 신･편입생 

및 대학원생이 학교행사 중 사고(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 구내치료비 보상범위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이 교내에서 학교

업무로 인한 우연한 사고(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이 입는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10만원 이상)

    ※ 단,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고의, 전쟁, 내란, 소요, 지진으로 

입은 신체장애,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등)는 제외

 ○ 담보지역

   -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 대한민국

   - 구내치료비 특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내

 기타 행정사항

   - 사고 후 처리요령 : 병원진료 및 치료 후 학생지원과로 보험금(치료비)청구

     ※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진료비 지급

   - 보험금(치료비)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사고경위) 1부 (수업시간에 사고로 인한 것은 수업관련 출석확인서류 첨부)

    ·상해자의 학생증사본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의료보험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치료비 영수증 1부 (청구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진단서 1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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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생증 발급                                      (☎ 970-6043)  

우리대학은 학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학생증(스마트카드학생증, 일반카드

학생증, 모바일 학생증)을 발급하오니, 신․편입생(대학원생 포함)은 아래 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카드 학생증 발급

가 스마트카드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현금카드 전자화폐 선불

교통카드 탑재 로 학생신분증 도서관 시설물출입증 매점 학생식당 결제 

등 단 장의 카드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스마트카드학생증 발급 대상 모든 신입생 계약학과 재입학생 제외

다 신청 발급 절차

신청방법 농협 방문하여 서류 작성 공카드 수령 학생처 농협 옆

방문 학적 입력 즉시 발급

신청기간 월이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을 지참하여 농협 방문

농협은행 서울과학기술대점 : 제2학생회관(52번건물) 2층, 02-3296-5104~5

모바일 학생증 발급

가 모바일 학생증 기능 학생신분증 도서관 시설 이용

나 모바일학생증 발급 대상

스마트폰 이용 중인 모든 신 편입생 대학원 신입생 포함

스마트카드학생증이나 일반카드학생증 발급 여부 무관

다 신청기간 상시

라 이용안내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실행 

학생증 스마트카드 일반 모바일 이 없는 경우 도서관 이용 방법

여러 가지 사유로 학생증 발급 전까지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영수증 와 신

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을 지참하여 도서관 이용

중앙도서관 층 멀티미디어실 호 안내데스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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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차 등록 및 마을버스 노선 안내           (☎ 970-6086)  

□ 주차 등록 

신규 등록시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차관리실 대학본부 번건물 호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기간 금 수 목 금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정기주차 등록 신청서 부

차량등록증 원본 부 현장확인

가족관계 확인가능 서류 부 본인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정기주차 등록신청 대상 차량

본인 또는 배우자 차량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차량 본인의 형제자매 차량

금액 학기당 원

학기동안 사용할 주차할인권을 일괄구입하실 경우에도 반드시 위 기간내에 구입

□ 교내 마을버스 노선

 마을버스 : 노원 13번

  - 운행 노선 

  ① 운행 노선 : 석계역 ↔ 서울과기대 붕어방 

  ② 학내 노선 : 정문 ⇌ 다산관 ⇌ 붕어방 ⇌ 다산관 ⇌ 주차 로터리

  - 운행시간 : (첫차) 05:30  /  (막차) 00:10  

  - 환승(지하철) : 공릉역 2번 출구 정류장, 석계역 1번, 6번 출구 정류장 

 정문 경유 노선 안내

 - 지선버스(초록버스) : 1141번, 1224번, 1227번 / 마을버스 : 노원 03번

 창의문 경유 노선 안내 : 지선버스(초록버스) 1132번, 11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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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관(기숙사), 도서관,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 생활관(기숙사)

문의처 생활관 학사 동 층 호

생활관 입주 신청 절차

생활관생 모집 안내문 숙지

      ※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 참고

생활관 입주 신청(*입주지원: 생활관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합격자 발표

방 선택 및 생활관비 납부

선발기준

구분 경쟁 선발

대학원생

 ◦ 1순위 : 전일제 박사과정(주간)

 ◦ 2순위 : 전일제 석사과정(주간) 

   ※ 동점자의 경우 재적연학이 긴 학생에게 우선권 부여

 ◦ 기타 성적순 선발

□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자료실별 안내(☎970-9033)          

건물별 실명 주요 안내

중앙

도서관

동양서자료실
(2층) 국내 단행본, 강의도서, 희망도서, 신착도서, 추천도서 등 구성·운영

멀티미디어실
(3층)

∙ 정보검색 PC, 노트북, DVD영화, 오디오 감상 등 IT복합문화공간
∙ 협정기관 전자원문서비스, dCollection 학위논문 검색
∙ 국내외 학술DB의 교외접속서비스 제공으로 연구 활동 편의 지원
∙ 어학강좌, 공무원강좌, 온라인 백과사전 등 E-learning학습 서비스 지원

참고/연속
간행물실

(3층)

∙ 국내외 연속간행물 및 학회지, 법전 ․ 사전 ․ 연감 등의 참고자료, 학위논문, 신문 등 비치
∙ 전자저널 및 웹DB 이용법 안내
∙ 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협력기관에 의뢰하여 원문복사서비스 제공

별관

도서관

서양서자료실
(1층) 국외 단행본 도서를 소장 및 운영 

동양서자료실
(1~4층) 단행본 도서를 소장 및 운영

열람실 24시간 개방형열람실,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휴게실, 그룹스터디실로 구성



36

도서관 이용시간 

건물별 층별 실 별
운영시간

학기중  (방학중)
일요일

평 일 토요일

중앙
도서관

2F 동양서자료실 09:00∼21:00 (18:00) 09:00∼13:00 (휴무)

휴무
3F

멀티미디어실 09:00∼21:00 (18:00)

휴무
참고/연속간행물실 09:00∼21:00 (18:00)

중앙스터디실 09:00∼21:00 (18:00)

별관
도서관 

1- 4 F 동양서 보존 자료실 09:00∼18:00 (18:00)
1 F 서양서자료실 09:00∼18:00 (18:00)

1 F
휴게실 09:00~24:00

노트북열람실 1 00:00∼24:00 
(연중 24시간 개방, 명절 제외일반열람실 1

2F

별관스터디실 09:00~2400
노트북열람실 2

06:00∼24:00 
일반열람실 2
일반열람실 3 탄력운영

 대출 및 반납

- 대출권수 및 기간(학생증과 신분증 제출) : 대학원생 10권 30일

- 반납 및 대출연장

∙ 대출한 책은 기일 내 반납 또는 반납기일 이전에 1회 대출연장이 가능하고, 

반납 일이 휴(관)일일 때는 익일에 반납 

※ 대출연장과 대출된 도서 예약하기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My Library→대출현황→대출도서 연장
도서관홈페이지→소장자료 검색→도서제목 클릭→소장정보의“예약”

클릭→확인

 연체에 대한 제재

- 연체시 연체일수 × 3배일수

- 도서 연체시 대출중지 및 반납시까지 도서관 이용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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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시스템, e-mail 등 정보서비스관련 안내

학사업무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학부, 대학원, 공학인증 등)운영을 비롯하여 통합홈페이지, 캠퍼스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웹-메일 서비스, 학내PC 통합관리 등 학생교육, 학술연구 및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화 지원

가. 포털 서비스 및 사용방법(정보화기획팀, ☎ 970-9053)

- 서울과기대 구성원을 위한 웹사이트로 권한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인증 하는 곳이며, 통합정보시스템, 웹메일, e-Class 등 20여개의 학내 

정보시스템을 사용 권한별 단일 인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학사공지, 자유게시판 외 Q&A, 벼룩시장, 분실물센터 등 학내 게시판을 통합

관리한다.

- 장학, 등록, 성적조회 등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를 나의 즐겨찾기에 즐겨 찾기

할 수 있다.

- 신편입생 경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로 초기화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포털 로그인 후 상단 마이페이지>비밀번호변경에서 비밀번호 변경 필요함

   

나. 포털 로그인 후 수강신청하기(시스템개발팀, ☎ 970-9059)

  포털로그인 → 연계시스템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업 → 수강신청

다. 무선인터넷(정보인프라팀, ☎ 970-9064, 9065)

 Seoultech dream (학교 WIFI)

  - 무선 단말의 기종이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wifi 설정하기에서 “Seoultech_dream”선택

  - 인터넷 접속한 후 포털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

 T wifi zone (SK텔레콤)

  - 무선 단말의 기종이나 통신사와 상관없이 wifi 설정하기에서 “T wifi zone”선택

  - 인터넷 접속한 후 인증철차를 거친후 사용(LG U+, KT 가입자도 가능)

라. e-mail 계정발급(정보인프라팀, ☎ 970-9064, 9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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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메일 가입 방법 

 [학교 홈페이지 → 웹메일 → ID등록(화면아래) → 이름과 학번, 패스워드를

(포털시스템과 동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한 후 ID등록 화면에서 사용할 

e-mail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록]

   - 학생의 메일 용량은 1G이며 시스템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메일 계정을 광고 및 스팸 발송 등으로 악용 시 관리자에 의해 계정이 정지 또는 삭제 가능

마. 공용소프트웨어 이용안내(정보인프라팀, ☎970-9065)

 학생 무료 사용 소프트웨어 목록

소프트웨어명
등

등
등

 사용방법 : 포털(portal.seoultech.ac.kr) 로그인 → S/W이용안내 

바. 모바일앱 사용방법(정보화기획팀, ☎ 970-9054)

 기능 

    - 서울과기대 모바일 서비스는 웹과 앱의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대학 소개, 대학/대학원 소개, 교내연락처 검색, 입학 안내, 

게시판을 통한 대학광장, 대학생활, 정보서비스 안내가 제공되며 e-Class, 

학생증, 수강신청, 도서관, 웹메일, 학사일정, 식단안내, 뉴스레터 등 을 

사용할 수 있다. 

    -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수강, 성적, 장학, 등록, 

시간표 조회 등 을 제공한다. ID(학번), 비밀번호(포털 비밀번호 동일)

 접속방법  

    -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IOS : 앱 스토어 검색 후 설치

     ·앱 명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캠퍼스(개발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우리대학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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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알아두면 편리한 장소 및 내용  

 제1학생회관 안내

∙ 건물 번호 : 37

∙ 1층 안내 : 제1학생식당, 카페, 쉼터, 매점, ATM기(국민은행, 농협)

∙ 2층 안내 : 화방, 세미나실, 여학우쉼터

 제2학생회관 안내

∙ 건물 번호 : 52

∙ 1층 안내 : 제2학생식당, 카페, 매점, 서점, 우체국, ATM기(우체국, 농협)

∙ 2층 안내 : 보건진료소, 농협, 안경원, 복사실, 증명발급기, 쉴 휴(쉼터) 

∙ 3층 안내 : 인재개발원, 상담실, 생활협동조합사무실, 예비군연대본부, 다목

적강의실, 세미나실

※ 국민은행 위치 안내 : 100주년기념관 1층

 ATM기 설치장소 

∙ 제1학생회관, 다산관(농협, 국민은행 )

∙ 제2학생회관(농협, 우체국)

∙ 대학본부(농협, 국민은행)

∙ 테크노파크(농협),  100주년기념관(국민은행)

 졸업･성적증명서, 연말정산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발급 안내

∙ 제2학생회관 2층 민원발급기기에서 가능(970-6220~1)

∙ 학교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인터넷증명서발급” 클릭

∙ 가까운 동사무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G4C)”를 이용하여 신청

 주소 및 영문성명이 변경되어서 수정하고 싶을 때

∙ 학교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대학원)에서 변경 가능





* 2018학년도 학사일정표(대학원)

* 대학원별 학과 안내 및 행정실 전화번호

* 대학원/학과/전공/학위명 현황(국문, 영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직도

* 유용한 연락처(행정부서, 후생복지시설)

* 발전기금 안내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안내

* 당부사항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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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요일 학사내용 비고

2018
학년
도

03.02. 금 1학기 개강 　

03.02.~03.08. 금~목 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03.19. 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공고
2017학년도후기학위논문심사일정공고

　

　 03.28. 수 1학기 수업일수 1/4선 　

　 03.26.~03.30 월~금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원서접수 　

　 04.05. 목 1학기 수업일수 1/3선 　

　 04.15. 일 개교기념일 　

　 04.16.~04.20. 월~금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석사:3학기생, 박사:4학기생) 및 지도교수 선정

　

　 04.21. 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 　

　 04.24. 화 1학기 수업일수 1/2선 　

　 04.30.~05.04. 월~금 2017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연구실적물 검토 결과보고 　

　 05.02.~05.09. 수~수 1학기 수강신청 철회기간 　

　 05.09. 수 학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05.11. 금 1학기 수업일수 2/3선(군입대 성적) 　

　 05.14.~05.18. 월~금
2017학년도 후기 학위논문심사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사위원 추천

　

　 05.21. 월 1학기 수업일수 3/4선 　

　 05.28.~06.15. 월~금 학위논문 심사 　

　 06.08.~06.14. 금~목 1학기 보강기간 　

　 06.19. 화 학위논문심사결과 제출 　

　 06.21. 목 1학기 종강 　

　 06.21.~06.27. 목~수 1학기 성적입력 기간 　

　 06.28.~06.29. 목~금 1학기 성적정정 기간 　

　 06.25.~07.06. 월~금
2018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모집공고(예정)

　

　 07.02.~07.06. 월~금 2017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07.09.~08.31. 월~금
2018학년도 2학기 타 대학교 학점교류 신청
(일정 별도 공고)

　

　 07.18. 수
2018학년도 2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
수예정자 합격자 발표(예정)

　

　
　 07.25.~07.27. 수~금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원 접수기간 　

　

　 08.06.~08.08. 월~수 2학기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복학원 접수 　

　 08.24. 금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08.27.~08.29. 월~수 2학기 재학생·복학생 등록 및 휴·복학원 접수기간 　

2018학년도 학사일정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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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요일 학사내용 비고

2018
학년
도

09.03. 월 2학기 개강 　

09.03.~09.09. 월~일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09.10. 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공고
2018학년도전기학위논문심사일정공고

　

　 09.17.~09.21. 월~금 학논문제출위자격시험 원서접수 　

　 10.02. 화 2학기 수업일수 1/4선 　

　 10.12. 금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15.~10.19. 월~금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석사:3학기생, 박사:4학기생)
및 지도교수 선정

　

　 10.20. 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 　

　 10.29.~11.02. 월~금 2018학년도 전기 박사학위 연구실적물 검토 결과보고 　

　 10.31. 수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07.~11.13. 수~화 2학기 수강신청 철회기간 　

　 11.07. 수 학위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11.12.~11.16. 월~금
2018학년도 전기 학위논문심사예정자 등록 및 논문심
사위원 추천

　

　 11.16. 금 2학기 수업일수 2/3선(군입대 성적) 　

　 11.19. 월 임시 휴강일 　

　 11.26. 월 2학기 수업일수 3/4선 　

　

11.26.~12.14. 월~금 학위논문 심사 　

12.10.~12.14. 월~금 2학기 보강기간 　

12.18. 화 학위논문심사결과 제출 　

12.21. 금 2학기 종강 　

　 12.21.~12.26. 금~수 2학기 성적입력 기간 　

　 12.27.~12.28. 목~금 2학기 성적정정 기간 　

　 12.26.~01.04. 수~금
2019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모집공
고(예정)

　

　 01.02. 수 시무식 　

　 01.07.~01.11. 월~금 2018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01.07.~02.28. 월~목
2019학년도 1학기 타 대학교 학점교류 신청(일정 변경 
공고)

　

　 01.14. 월
2019학년도 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예정자 합격자 
발표(예정)

　

　 01.23.~01.25. 수~금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원접수기간 　

　 02.11.~02.13. 월~수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복학원 접수기간

　

　 02.22. 금 201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02.25.~02.27. 월~수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등록 및 휴·복학원 접
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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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별 학과 안내 및 행정실 전화번호

□ 일반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사무실 및 연구실)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사무실 및 연구실)

기계설계로봇공학과 970-6351, 6385 환경공학과 970-6623, 6683
기계공학과 970-6303 식품공학과 970-6732, 6733
안전공학과 970-6372, 6382 정밀화학과 970-6682, 6689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970-6306, 6386 산업디자인학과 970-6667
데이터사이언스학과 970-6465, 6482 시각디자인학과 970-6650

신소재공학과 970-6613, 6637 도예학과 970-6618
자동차공학과 970-6334, 6335 금속공예디자인학과 970-6664

건설시스템공학과 970-6501, 6585
970-6579, 6582 조형예술과 970-6635

건축과 970-6551,
970-6562, 6563 경영학과 970-6477, 6488

전기정보공학과 970-6538 TESOL학과 970-6377, 6378
전자공학과 970-6452, 6480 문예창작학과 970-6291, 6292

컴퓨터공학과 970-6707, 6721 안경광학과 970-6225, 6226
미디어IT공학과 970-6425, 6427 스포츠과학과 970-6367, 6368

화학공학과 970-6601, 6680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 프로그램 970-9915, 6603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970-7277 바이오IT소재 
융합 협동 프로그램 970-6452

SW분석·설계학과(계약) 970-6882 IT융합공학과 970-6425, 6431

□ 특수대학원

산업대학원 주택도시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사무실 및 연구실)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사무실 및 연구실)

헬스케어-바이오의료 
과학기술 융합프로그램 970-9915, 6603 건축환경·설비공학과 970-6551

안전재난 소방방재 프로그램 970-6372, 6374 주택도시건축공학과 970-6551

기술경영 프로그램 970-6477, 6496 주택․건축디자인학과 970-6562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970-6551, 6549 주택도시경영학과 970-6488

생산기술 융합프로그램 970-6303, 6313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970-6562

건설시스템공학과 970-6585 SOC유지관리공학과(계약) 970-6565
식품공학과 970-6732

공예문화디자인학과 970-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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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일반행정팀
대학원 업무명 전화번호 대학원 업무명 전화번호

 논문

 및 

졸업

 일반,산업,주택 970-6794
장

학

제

도 

일반, 산업, 주택 970-6793
 철도,에너지 970-6798

철도, 에너지

 IT정책, 나노IT
970-6797

 IT정책,나노IT 970-6795

 학사(수강신청, 수업 등) 970-6799/96

□ 전문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
(주임교수연구실) 학과명 전화번호

(주임교수연구실)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970-6877 공공정책전공 970-6866

철도전기·신호공학과 970-6874 산업정보시스템전공 970-6448

철도건설공학과 970-6575 방송통신정책전공 970-6869

철도경영정책학과 970-6875 디지털문화정책전공 970-6872

철도안전공학과 970-6876 방송통신미디어정책학과(계약) 970-6798

글로벌철도시스템학과(계약) 970-6012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계약) 970-6798

철도안전학과(계약) 970-6012

에너지환경대학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
(주임교수연구실) 학과명 전화번호

(주임교수연구실)

신에너지공학과 970-6805 나노IT융합공학전공 970-6594

에너지시스템공학과 970-6327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970-6417

에너지정책학과 970-6598 IT디자인융합전공 944-6647

에너지환경공학과 970-6969 디자인기술융합전공 970-6812

에너지환경융합학과(계약) 970-6798

 에너지기계설비공학과(계약) 970-6828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계약) 970-6798

□ 통합행정실 (제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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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영문학과명 전공명 학술학위명 영문학위명 

기계설계로봇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and 
Robot Engineering

Mechanical Design and Robot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기계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Safety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Mechanical Design and 
Manufacturing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데이터사이언스학과 Department of Data Science Data Science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자동차공학과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Automotive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건설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건축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①Architecture
②Architectural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Engineering

전기정보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미디어IT공학과 Department of Media IT Engineering Media IT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식품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Food Science and Technology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IT융합공학과 Department of Integrated IT Engineering Integrated IT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정밀화학과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Fine Chemistry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이학박사 Doctor of Science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Optometry Optometry
이학석사 Master of Science

이학박사 Doctor of Science

스포츠과학과 Department of Sports Science Sports Science 체육학석사 Master of Physical Education

산업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Industrial Design 미술학석사 Master of Design

시각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Design Visual Design 미술학석사 Master of Design

도예학과 Department of Ceramic Art Ceramic Art 미술학석사 Master of Fine Arts

금속공예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Metal Arts & Design Metal Arts & Design 미술학석사 Master of Fine Arts

조형예술과 Department of Fine Arts Fine Arts 미술학석사 Master of Fine Arts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aster of Science

TESOL학과 Department of TESOL TESOL 문학석사 Master of Arts

대학원/학과/전공/학위명 현황 (국문, 영문)

 - 일반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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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영문학과명 전공명 학술학위명 영문학위명 

문예창작학과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Creative Writing 문학석사 Master of Arts

바이오IT소재 융합협동과정
(융합협동/전자공학 프로그램)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Bio IT Materials 

①Bio IT Program
②Electronic Engineering Program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협동과정
(융합협동/신소재공학/
건축/전기정보공학
프로그램)

Convergence Institute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Biomaterials

①Convergence Program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Biomaterials
②Program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③Program of Architecture
④Program of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Engineering

Doctor of Philosophy

(표기명 선택)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SW분석・설계학과(계약학과)
Department of Software Analysis and 
Design

Software Analysis and Design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 주택도시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

학과명 영문학과명 전공명 영문전공명 전문학위명 영문학위명

 건축환경·설비공학과

Department of 

Built Environment 

and Building Service 

Engineering

 
건축환경·설비공학

 Built Environment 

and Building Service 

Engineering

 공학석사
(건축환경·설비공학)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Built Environment 

and Building 

Service Engineering)

 주택도시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Construction Science 

for Housing and 

Urban Architecture

 주택도시건축공학

Construction Science 

for Housing and 

Urban Architecture

 공학석사
(주택도시건축공학)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Construction Science 

for Housing and 

Urban Architecture)

 주택·건축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Housing and 

Architectural Design

 
주택·건축디자인학

Housing and 

Architectural Design
 공학석사

(주택·건축디자인학)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Housing and 

Architectural Design)

 주택도시경영학과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Management

 주택도시경영학
Housing and Urban 

Management
 경영학석사

(주택도시경영학)

Master of Science 

(Housing and 

Urban Management)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Department of 

Housing & Urban 

Development

 
주택도시개발·관리

학

Housing & Urban 

Development
 공학석사

(주택도시개발·관리학)

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Housing & Urban 

Development)

SOC유지관리공학과
(계약학과)

Department of 

SOC Facility 

Maintenance 

Engineering

SOC유지관리공학

SOC Facility 

Maintenance 

Engineering

공학석사
(SOC유지관리공학)

Master of Engineering

(SOC Facility 

Maintena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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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학과명 영문학과명 전공명 영문전공명 전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헬스케어-바이오

의료 과학기술

 융합 프로그램 

Convergence Program of 

Healthcare and Biomedical 

Science & Technology

헬스케어-

바이오의료융합공학

Healthcare and 

Biomedical Convergence 

Engineering

공학석사

(헬스케어-바이오

의료융합공학)

Master of  Engineering

Healthcare and 

Biomedical Convergence 

Technology)

헬스케어-

바이오의료융합과학

Healthcare and 

Biomedical Convergence 

Science

이학석사

(헬스케어-바이오

의료융합과학) 

Master of Science

(Healthcare and 

Biomedical Convergence 

Science)

안전재난 

소방방재 프로그램 

Program of 

Safety Disaster Fire 

Management Engineering

안전방재
Safety Disaster Fire 

Management Engineering

공학석사

(안전방재)

Master of Engineering

(Safety Disaster Fire 

Management Engineering)

기술경영

프로그램

Management of 

Technology Program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공학석사

(기술경영) 

Master of Engineering

(Management of Technology )

경영학석사

(기술경영)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nagement of Technology )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Global Project 

Management Program

해외사업관리

(토목공학)

Global Project 

Management

(Civil Engineering)

공학석사

(해외사업관리)

Master of Engineering

(Global Project 

Management) 
해외사업관리

(건축공학)

Global Project 

Management

(Architectural 

Engineering)

생산기술융합

프로그램

Manufacturing Technology 

Convergence Program
생산기술융합

Manufacturing 

Technology Convergence

공학석사

(생산기술융합)

Master of Engineering

(Manufacturing Technology 

Convergence)

건설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 Civil Engineering

공학석사

(토목공학)

Master of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식품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식품공학
Food Science and 

Technology

공학석사

(식품공학)

Master of Engineering

(Food Science and Technology)

공예문화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Craft Design Culture
공예문화디자인 Craft Design Culture

미술학석사

(공예문화디자인학)

Master of Arts

(Craft Desig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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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전문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Railroad

학과명(전공명) 영문학과명 영문전공명 학위구분 학위명 영문학위명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차량시스템)

Department of 

Rolling Stock System 

Engineering

Rolling Stock 
System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차량시스템)

Master of Engineering

(Rolling Stock System Engineering)

공학박사
(철도차량시스템)

Doctor of Philosophy
(Rolling Stock System Engineering)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철도전기․신호)

Department of 

Railway Electrical & 

Signaling Engineering

Railway Electrical 

& Signaling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전기․신호)

Master of Engineering

(Railway Electrical & Signaling Engineering)

공학박사
(철도전기․신호)

Doctor of Philosophy
(Railway Electrical & Signaling Engineering)

 철도건설공학과

(철도건설)

Department of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건설)

Master of Engineering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공학박사
(철도건설)

Doctor of Philosophy
(Railway Construction Engineering)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경영정책)

Department of 

Railway Management & 

Policy

Railway 
Management 

& Policy

학술학위
경영학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박사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전문학위

 경영학석사
(철도경영정책)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Railway Management & Policy)

경영학박사
(철도경영정책)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Railway Management & Policy)

철도안전공학과

(철도안전)

Department of 

Railway Safety 

Engineering

Railway 

Safety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안전)

Master of Engineering

(Railway Safety Engineering)

공학박사
(철도안전)

Doctor of Philosophy
(Railway Safety Engineering)

글로벌철도시스템학과
(글로벌철도시스템)

(계약학과)

Department of 

Railway System

Global Railway 

System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안전)

Master of Engineering

(Global Railway System)

공학박사
(철도안전)

Doctor of Philosophy
(Global Railway System)

철도안전학과
(철도안전)

(계약학과)

Railway Safety 

Department

Railway 

Safety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철도안전)

Master of Engineering

(Railway Safety)

공학박사
(철도안전)

Doctor of Philosophy
(Railway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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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정책전문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학과명(전공명) 영문학과명 영문전공명 학위구분 학위명 영문학위명

공공정책전공

(공공정책)
Department of 
Public Policy

Public Policy

학술학위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Policy

전문학위

정책학석사
(공공정책)

Master of Public Policy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공공정책)

Doctor of Public Policy
(Public Policy)

디지털문화

정책전공

(디지털

문화정책)

Department of 
Digital & Cultural 

Policy 

Digital & 
Cultural 
Policy

학술학위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Policy

전문학위

정책학석사
(디지털문화정책)

Master in Digital & Cultural Policy

(Digital & Cultural Policy)

정책학박사
(디지털문화정책)

Doctor in Digital & Cultural policy
(Digital & Cultural Policy)

산업정보

시스템전공

(산업정보

시스템)

Department of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산업정보시스템)

Master of Engineering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공학박사
(산업정보시스템)

Doctor of Engineering

(Industrial & Information Systems)

방송통신

정책전공

(방송통신정책)

Department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학술학위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Policy

전문학위

정책학석사
(방송통신정책)

Master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정책학박사
(방송통신정책)

Doctor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Policy)

방송통신미디어
정책학과
(방송통신

미디어정책)
(계약학과)

Department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학술학위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Policy

전문학위

정책학석사
(방송통신미디어정책)

Master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정책학박사
(방송통신미디어정책)

Doctor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Media Policy)

스포츠문화
복권정책학과
(스포츠문화
복권정책)
(계약학과) 

Department of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학술학위
정책학석사 Master of Public Policy

정책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ublic Policy

전문학위

정책학석사
(스포츠문화복권정책)

Master of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정책학박사
(스포츠문화복권정책)

Doctor of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Sports, Culture, Lotte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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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환경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Energy & Environment

학과명(전공명) 영문학과명 영문전공명 학위구분 학위명 영문학위명

신에너지공학과

(신에너지)

Department of 
New Energy 
Engineering

New Energy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신에너지)

Master of Engineering

(New Energy Engineering)

공학박사(신에너지)
Doctor of Engineering

(New Energy Engineering)

에너지환경공학과

(에너지환경)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에너지환경)

Master of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공학박사(에너지환경)
Doctor of Engineering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시스템)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Energy 
System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에너지시스템)

Master of Engineering

(Energy System Engineering)

공학박사(에너지시스템)
Doctor of Engineering

(Energy System Engineering)

에너지정책학과

(에너지정책)
 Department of 
Energy Policy

 

Energy Policy
학술학위

경제학석사 Master of Economics
경제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Economics

전문학위
경제학석사(에너지정책) Master of Economics(Energy Policy)
경제학박사(에너지정책) Doctor of Economics(Energy Policy)

에너지환경융합학과
(에너지환경융합)

(계약학과)

Department of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에너지환경융합)

Master of Engineering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공학박사

(에너지환경융합)

Doctor of Engineering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학술학위
경제학석사 Master of Economics
경제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Economics

전문학위

경제학석사

(에너지환경융합)

Master of Economics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경제학박사

(에너지환경융합)

Doctor of Economics

(Energy, Environment and Convergen)

에너지기계설비공학과
(에너지기계설비)

(계약학과)

Department  of 
Energy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ing

Energy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에너지기계설비)

Master of Engineering

(Energy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ing)

공학박사

(에너지기계설비)

Doctor of Engineering

(Energy Mechanical Equipment 

Engineering)

안전환경기술융합학과
(안전환경기술융합)

(계약학과)

Department of 

Energy Safety 

Engineering

 Energy 

Safety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안전환경기술융합)

Master of Engineering

(Energy Safety Engineering)
공학박사

(안전환경기술융합)

Doctor of Engineering

(Energy Safet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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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디자인융합대학원 The

학과명(전공명) 영문학과명 영문전공명 학위구분 학위명 영문학위명

 나노IT융합

공학전공

(나노IT융합)

Department of 
Nano IT Fusion 

Engineering

Nano IT 
Fusion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나노IT융합)

Master of Engineering

(Nano IT Fusion Engineering)

공학박사
(나노IT융합)

Doctor of Philosophy

(Nano IT Fusion Engineering)

 정보통신미디어

공학전공

(정보통신

미디어)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공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공학석사
(정보통신미디어) 

Master of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Engineering)

공학박사
(정보통신미디어) 

Doctor of Philosophy
(Information Technology and Media Engineering)

 IT디자인

융합전공

(IT디자인융합)

Department of 
IT Design Fusion

IT Design 
Fusion

학술학위

디자인학석사 Master of Design

디자인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전문학위

디자인학석사
(IT디자인 융합)

Master of Design
(IT Design Fusion)

디자인학박사
(IT디자인 융합)

Doctor of Design

(IT Design Fusion)

 디자인기술
융합전공
(디자인

기술융합)

Department of 
Design and Engineering

Design and 
Engineering

학술학위

공학석사 Master of Science

디자인학석사 Master of Design

전문학위

공학석사
(디자인기술융합)

Master of Engineering

(Design and Engineering)

디자인학석사
(디자인기술융합)

Master of Design
(Design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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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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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연락처(행정부서, 후생복지시설)

행정부서
(☎국번: 970번)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별, 부서명 전화번호

교
무
처

교무팀 6023~29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9124~29

국제
교류
본부

국제교류팀 9212~18

학사지원팀 6033~38

입학
관리
본부

입학관리팀 6835~40 한국어교육팀
9219~9220, 

9223

학
생
처

학생지원팀 6043~46

입학전형팀 6843~52 어학교육연구팀 9184~86
장학복지팀 6051~55

홍보실 6992~94
교양외국어

상담
7203~04보건진료소 7118~19

기
획
처

기획팀 6063~66

정보
전산원

정보화기획팀 9052~55 평생교육원 9192
평가팀 6071~76

시스템개발팀 9057~62

대
학
교
육
혁
신
원

교육정책연구센터 9311, 12

사
무
국

총무팀 6091~95

정보인프라팀 9064~65

교수학
습개발
센터

교수학습지원팀 9252, 53
인사팀 6111~16

생활관 9141~45 e-러닝지원팀
9251

9254~57경리팀 6121~26

인증팀 9231, 32

공동실험
실습관

교육지원팀 7231~33관리팀 6127~33
공학교
육혁신
센터 혁신팀 9233~35

시설총괄팀 6141~43

실습연구지원팀 7235~37
시설관리팀 6144~46

교양교육연구센터 9311, 12

창업보육센터 9092,9203

종합인력
개발센터

학생취업지원팀 9001~05전기지원팀 6147~49

기계지원팀 6151~53
창업교육센터 9151

학생생활상담팀 9006,9008
토목조경팀 6154~55

현장실습지원센터 6834,58
기록관 9161예비군연대 6082~84

장애학생지원센터 6054대외협력본부 9263~64

산
학
협
력
단

산학협력팀 9084~85

재난안전관리본부 9118, 9226 미술관 6215회계팀 9088~90

도서관

정보지원팀 9031~33
(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9263~64

기술이전
사업화팀

9086,9123

정보정리팀 9034~36
연구기획팀 9098,9102

정보봉사팀 9037~39 학생군사교육단 9274
연구지원

1팀
9096~99

신문
방송사

사무실 9171
노원과학영재교육원 9281

편집실 9174~75연구기원
2팀

9094~9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9135~37

국원실 9177~78감사팀 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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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시설

(☎국번:970번)
구분 시설명 전화번호 위치 비고

후생
복지시설

생활
협동
조합

사무실 9135~37 52번건물(제2학생회관) 3층

제1식당 6915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제2식당 6919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1카페 7198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2카페 9135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무궁관카페 9135 57번건물(무궁관) 1층

북카페 9031 34번건물(도서관) 1층

제1복사실 6913 수연관 중앙도서관사이건물 1층

제2복사실 6914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제1매점 979-3938 37번건물(제1학생회관) 1층

제2매점 977-3937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서점 6916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문구 6916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화방 948-3939 37번건물(제1학생회관) 2층

우체국 6911 52번건물(제2학생회관) 1층

농협 6923~24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국민은행 3296-5082 51번건물(100주년기념관) 1층

안경원 6918 52번건물(제2학생회관) 2층

미용실 974-6242 37번건물(제1학생회관) 지층

구두수선  수연관 중앙도서관사이건물 1층 구두, 열쇠, 우산 수리

정문정산소 6109

창의문정산소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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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 깊은 뜻, 큰 희망

SEOULTECH 가족클럽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들이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1구좌(1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학교사랑 소액 선한 기

부 프로그램입니다.

SEOULTECH 가족클럽에 참여하여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대학 발전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의미 있

게 사용됩니다.

þ 미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þ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창업을 지원합니다.
þ 세대 산업혁명 분야 연구를 지원합니다.
þ 재단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에 사용됩니다.

클럽 회원 예우

þ 네  이  밍 : 모든 기부자님의 성명은 본교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등재됩니다.
þ 뉴 스 레 터 : 모든 기부자님께 SEOULTECH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þ 기념품 증정 : 모든 기부자님께 클럽 회원증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þ 그 밖의 혜택 : 클럽 회원증을 소지하신 분은 대학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 대학 시설 : 도서관, 100주년 기념관, 체육관, 종합스타디움, 세미나실, 예식장 등 소득세법 제34조, 법인

세법 제24조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럽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http://fund.seoultech.ac.kr
문자 신청

010-6444-9264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진촬영 후 문자·카톡으로 
전송

팩스 신청

02-970-9265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팩스로 
발송

이메일 신청

sfund@seoultech.ac.kr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스캔 후 이메일로 발송



61

2018학년도 대학원 학사 및 생활 안내자료



6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안내

53 공간사랑채 Gonggansarangchae 46 누리학사 Nuri Dormitory 61 창의문 Changeui Gate

64 남문 South Gate 47 SeoulTech 인재원 SeoulTech Academy House 8 창조관 Changjo Hall

39 다빈치관 Davinci Hall 30 SeoulTech 어린이집 SeoulTech Daycare Center 3 창학관 Changhak Hall

2 다산관 Dasan Hall 7 서울테크노파크 Seoul Technopark 6 청운관 Chungun Hall

56 대륙관 Daeryuk Hall 36 수연관 Suyeon Hall 55 체육관 University gymnasium

1 대학본부 Administrat ion Bldg. 54 아름관 Areum Hall 10 파워플랜트 Power Plant

8 대학원 Graduate Schools 40 어의관 Eoui Hall 58 제2파워플랜트 Power Plant 2

14 도예관 Ceramics Hall 12 어의천 Eoui Stream 32 프론티어관 Front ier Hall

57 무궁관 Mugung Hall 38 어학원 Language Center 33 하이테크관 Hi-Tech Hall

57-A 무궁관남관 Mugung Hall South Bldg. 13 정문 Main Gate 59 학군단 R.O.T.C

60 미래관 Mirae Hall 63 종합스타디움 SeoulTech Stadium 37 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

11 붕어방(연못) Boongeobang Pond 63-A 동아리관 Student Club Hall 52 제2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 2

51 100주년기념관 The 100th Memorial Hall 63-B 제2운동장 Sub Ground 44 협동문 Hyupdong Gate

41 불암학사 Buram Dormitory 34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5 혜성관 Hyesung Hall

42 KB학사 KB Dormitory 35 중앙도서관 별관 Central Library Annex A  산학협력연구동(예정)

43 성림학사 Sunglim Dormitory 31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45 수림학사 Surim Dormitory 4 제2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2

통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상시 현행화 협조

대학원에서는 학사 절차 등 주요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 및 각 대학원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대학원별 학과에 공문 및 이메일 발송하여 협조 요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발송  

이에 학사처리 및 관리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본인 

기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진 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공지사항이 탑재되므로 반드시 우리대학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광장-대학원공지)

 

 

   대   학   원 ( 제 4 행 정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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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안내

53 공간사랑채 Gonggansarangchae 46 누리학사 Nuri Dormitory 61 창의문 Changeui Gate

64 남문 South Gate 47 SeoulTech 인재원 SeoulTech Academy House 8 창조관 Changjo Hall

39 다빈치관 Davinci Hall 30 SeoulTech 어린이집 SeoulTech Daycare Center 3 창학관 Changhak Hall

2 다산관 Dasan Hall 7 서울테크노파크 Seoul Technopark 6 청운관 Chungun Hall

56 대륙관 Daeryuk Hall 36 수연관 Suyeon Hall 55 체육관 University gymnasium

1 대학본부 Administrat ion Bldg. 54 아름관 Areum Hall 10 파워플랜트 Power Plant

8 대학원 Graduate Schools 40 어의관 Eoui Hall 58 제2파워플랜트 Power Plant 2

14 도예관 Ceramics Hall 12 어의천 Eoui Stream 32 프론티어관 Front ier Hall

57 무궁관 Mugung Hall 38 어학원 Language Center 33 하이테크관 Hi-Tech Hall

57-A 무궁관남관 Mugung Hall South Bldg. 13 정문 Main Gate 59 학군단 R.O.T.C

60 미래관 Mirae Hall 63 종합스타디움 SeoulTech Stadium 37 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

11 붕어방(연못) Boongeobang Pond 63-A 동아리관 Student Club Hall 52 제2학생회관 Student Union Bldg. 2

51 100주년기념관 The 100th Memorial Hall 63-B 제2운동장 Sub Ground 44 협동문 Hyupdong Gate

41 불암학사 Buram Dormitory 34 중앙도서관 Central Library 5 혜성관 Hyesung Hall

42 KB학사 KB Dormitory 35 중앙도서관 별관 Central Library Annex A  산학협력연구동(예정)

43 성림학사 Sunglim Dormitory 31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45 수림학사 Surim Dormitory 4 제2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ion Center 2

통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 상시 현행화 협조

대학원에서는 학사 절차 등 주요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 대학원공지 및 각 대학원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대학원별 학과에 공문 및 이메일 발송하여 협조 요청

통합정보시스템 학적정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발송  

이에 학사처리 및 관리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본인 

기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진 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공지사항이 탑재되므로 반드시 우리대학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광장-대학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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