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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창업융합연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 학생의 10%  

이상이 창업을 경험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창업 복수전공제, 창업동아리 활성화, 창업 도전 

공간 확대, 창업 휴학제, 창업을 통한 대학원학위 취득 등 창업을 대학의 특화된 사업방향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 간의 팀 활동을 통해 창업활기가 넘치는 도전적인 캠퍼스 창업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에서 지원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예비창업자를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창업 시뮬레이션, 지식재산권과 창업, 창업이론과 실무 등의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비즈니스마인드를 갖춘 준비된 예비창업자의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무려 7관왕을 석권하며 내실을 톡톡히  

다지고 있습니다.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II),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BK(Brain Korea)21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 대학원, 부속시설, 연구소, 사업

단별로도 왕성한 실적을 거두며 재학생 장학금과 최신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BK21 플러스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어, 과학, 기술, 문화, 디자인, 컨텐츠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을 양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전 세계 44개국 185개 외국대학 및 8개 기관과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수와 학생 등을 상호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류장학금 등 다양한  

해외 장학시스템을 통하여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융합형 특성화 대학의 강점을 글로벌화하여 다양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orld Class Academic 
Exchange and International 

Scholarships

SSSF (Seoultech Start-up 
Support Foundati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기숙시설 면에서는 현재 불암학사 166명, KB학사 287명, 성림학사  

1210명으로 13%의 재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성림학사는 국내 최고 기숙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7년 900명 규모의 제4생활관이 완공되어 총 수용인원 2,600여명으로 

재학생의 23%를 수용하여 서울소재 대학 중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는 

피트니트센터, 스터디 공간, 카페 등 다양한 편의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330㎡의 

널찍한 공간에 학생들의 문화쉼터인 북카페를 개관하였고, 국제규격의 풋살장, 숲 속의 

다목적 작은 운동장 등의 여가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venient Dormitory with 
a Modern Touch

BK21 Plus Business Award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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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분야를 융합,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21세기형 ‘융합형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입니다. 2010년 9월 1일부로, 우리 대학은  

서울산업대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SEOULTECH)로 공식명칭을 변경했으며, 2018년 

현재 6개의 단과대와 25개의 학부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과학기술을 선도

하는 명실상부한 서울권 소재 국립대학입니다. ‘2015 QS 아시아 대학평가’ 특성화 대학 

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5개 학문 분야 중 3개 이하를 운영 

하는 대학 군)에서 국내 2위, 아시아 32위를 기록, 전년 대비 10단계나 순위가 상승하는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생들이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내 17개, 교외 36개의  

장학금을 만들어 재학생의 53%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여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금융보조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납입등록금 중 39%는 우리대학에서 보조하여 등록금대비 장학금 비율 기준

으로 대학평가 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2014 취업률은 72.7%로 전국 4년제 '나'그룹(졸업생  

2000~3000명) 대학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알찬 프로그램과  

실용적이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취업과 창업 실적  

통계조사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4~8주간의 단기현장실습(단기인턴십) 및 4~6개월간의 Co-op(장기인턴십)에 참여

하여 유망 벤처기업, 대규모 건설현장, KIST 연구소 등을 경험하고 취업과 진학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Renamed and Reforme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개

Generous Scholarship and 
Financial Aid programs

Exemplary Graduate 
Employment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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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진로

다국적 기업 및 국내외 대기업

비즈니스 컨설턴트 및 

연구기관 연구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국내외 석·박사 과정진학

창업 및 소셜 혁신가

투자 컨설턴트, 

펀드매니저 및 보험계리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6

AMS프로그램 소개

경영학과

우리 경영학과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과는 해외 유수대학과 협업을 통해,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강좌도 충분히  

개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스터디 그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경영학의 트렌드는 실무적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 학과는 현업 실무자들 과의 협업을 통해 인턴쉽 확보 및 현장 

수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S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아시아의 미래경영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쌓기  

위한 경영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기업 생산시설 방문학습 및 K-POP문화 체험을 통한 실무적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첫 2년까지 한국 문화, 언어와 경영학/경제학 일반을 배울 수 있으며, 그 후 2년은 전문  

경영학 과정을 한국 학생들과 같이 이수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경영지도자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에 초점을 맞춘 경영학 전공

한국경영학인증 (KABEA: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을  

통한 체계적이고 고품질의 경영학 과정을 보장. 2016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184개  

경영학과 중 5위를 차지.

기업가정신, 벤처, 창업, 비즈니스 컨설턴트, 금융전문가 관련 과목개설 및  

실무참여 기회를 제공

AMS 프로그램의 특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