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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별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 일정표
지원을 희망하는 캠퍼스의 UST 재학생 혹은 교수님과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에 참여해 다른 지원 희망자들과도 함께 소통할 수 있어요. 희망하는 캠퍼스의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 일정표를 확인하여 참여해보세요.

캠퍼스별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은 총 22개의 캠퍼스가 참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캠퍼스의 경우, 전공별로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캠퍼스와 전

공을 확인하여 해당 시간에 UST 온라인 입학설명회(ois.ust.ac.kr) 캠퍼스별 부스에서 실시간 질의

응답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실시간 질의응답 사전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탭을 클릭하세요.

※ 캠퍼스별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은 캠퍼스의 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음

월 화 수 목 금 토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한국식품연구원
(14:00~16: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정보 
융합 전공

(14:00~14: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00~15: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4:00~15:00)

한국한의학연구원
(14:00~16: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00~16:00)

극지연구소
(15:00~15: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 

융합 전공
(17:00~17: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00~19: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00~20: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정보 
융합 전공

(14:00~14: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00~16: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0~21:00)

한국천문연구원
(13:00~14:00)

한국전기연구원
(14:00~16:00)

한국재료연구원
(16:00~18:00)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한국식품연구원
(14:00~16: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 

융합 전공
(17:00~17: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 

융합 전공
(18:00~18: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 

융합 전공
(18:00~18:30)]

한국기계연구원
(19:00~20: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4:00~15: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00~20: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00~2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과학전공

(14:00~15: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전공

(14:00~15: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00~16:00)

한국해양과학연구원
(15:00~17:00)

한국원자력연구원
(15:30~16:30)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00~16:00)

극지연구소
(15:00~15:3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5:00~16:00)

29일 30일 31일 1일 2일 3일

한국화학연구원
(19:00~20:00)

실시간 질의응답 사전신청 바로가기

UST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온라인 입학 멘토링 진행

32개 정부출연연구원을 캠퍼스로 활용하는 국가연구소대학원 UST에서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입생 모집에 앞서 UST에 궁금한 점을 재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온라인 입학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전공과 캠퍼스 생활이 궁금하시다구요? UST재학생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No. 캠퍼스 이메일

1 극지연구소 kopri-mentor@ust.ac.kr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mentor@ust.ac.kr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mentor@ust.ac.kr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mentor@ust.ac.kr

5 한국기계연구원 kimm-mentor@ust.ac.kr

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mentor@ust.ac.kr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mentor@ust.ac.kr

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mentor@ust.ac.kr

9 한국식품연구원 kfri-mentor@ust.ac.kr

1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mentor@ust.ac.kr

11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mentor@ust.ac.kr

12 한국재료연구소 kims-mentor@ust.ac.kr

13 한국전기연구원 keri-mentor@ust.ac.kr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mentor@ust.ac.kr

1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mentor@ust.ac.kr

16 한국천문연구원 kasi-mentor@ust.ac.kr

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mentor@ust.ac.kr

18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mentor@ust.ac.kr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mentor@ust.ac.kr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mentor@ust.ac.kr

2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mentor@ust.ac.kr

22 한국화학연구원 krict-mentor@ust.ac.kr

☞ 모집요강 3. 3.(수) UST 입학 홈페이지, 입학 설명회 홈페이지 공고

☞ 온라인 입학설명회 3. 1.(월) ~ 4. 8.(목), 상시운영(설명회 페이지 주소 추후 공지)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3. 18.(목) ~ 4. 8.(목), 17:00(apply.ust.ac.kr)

☞ 캠퍼스별 실시간 질의응답 3. 10.(수) ~ 4. 2.(금) 중 시행(상세 시간 추후공지)

온라인 입학설명회 관련 사항은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UST에 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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