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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History
연혁

UST는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궈왔습니다

국가연구소대학원 UST의 역사

UST는 60년 대한민국 국가연구소 역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하며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인류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추며 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6. 02 제1회 학위수여식 

2004. 03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2003. 11 초대총장 정명세 박사 취임 

2003. 10  대학 설립인가  
(교육인적자원부) 

2003. 08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시행령 개정  
대학 운영 위원회 설치 등  
대학 조직 및 운영방안 마련 

2002. 12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설립근거 마련 (의원 입법)

2019. 10  UST 기숙사 신축

2018. 10  UST 개교 15주년  
및 비전 선포식

2013. 10  UST 개교 10주년  
및 비전 선포식 

2013. 07  정부출연기관 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10. 11 대학본부 신축이전 

2020. 10  32개 캠퍼스  
1,352명 재학 
2,630명 졸업

2020. 02  제5대 총장  
김이환 박사 취임 

History of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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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제5대 총장 

김 이 환

“부단한 변화와 혁신”
UST의 출발은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UST는 현실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세계와 인류를 향한 큰 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인간 본연의 소양과 역량,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UST는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소대학원대학으로서 당당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UST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유연성  

있는 교육과 학사관리를 통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은 3대 중심을 지향합니다.

첫째, ‘사람중심’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현장중심’ 입니다.  

산업현장,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역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중심’ 입니다. 우리 

의 고객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ST의 역사는 짧지만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의 우수인재들이 모여들고 배움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 

속의 UST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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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 Core Value
정체성 & 핵심가치

Mission & Vision
비전 및 목표

세계적인 과학기술분야 전문대학원
UST는 더욱 나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 및 목표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UST는 과학기술분야 32개 국가연구소에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대학원입니다.
Identity

미션 국가연구소와 함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인재 선도 양성

비전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대학원 실현

경영목표 대학본부-설립연구기관 역할·의무 확대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델 확립

학제 간 신생융합기술분야의 현장 경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

설립목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연구기관과 이 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근거

Core Value Creativity
창의

Challenge
도전

Convergence
융합

Credibility
신뢰

우수연구원이자

교수

국가연구소이자

캠퍼스

학생연구원이자

학생

UST

산학연 연구교류 중심체 역할 및
지역사회발전 도모

의사결정구조 체계 
개선

미래지향적 대학본부 변화 및 
혁신 추진

세계수준 석박사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선순환체계 구축

대학구성원의 공동체 강화와 
참여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세계적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

경영철학

전략목표

연구사업계획

공공·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확립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  수요지향적  
교육 강화

• 교육 경쟁력 확보

•  교원 지원체계  
개선

•  교육 운영-성과  
선순환 체계 구축

•  경력개발 및  
진로지원 강화

• 우수인재 유치

기관운영계획

설립연구기관과

UST의 
연계성 강화

책임경영

정립

• 파트너십 강화

•  인력양성 체계 
재정립

•  전략기회 기능 
전문화

• 경영관리 내실화

성과목표



Features & Benefits
특장점

UST만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합니다

UST에서는 우수한 연구 역량을 지닌 교수들과 
열정 가득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 선진화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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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apacity

국책연구
프로젝트 참여

’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UST 학생 참여 과제 9건

첨단 연구시설·인프라 
활용

슈퍼컴퓨터, 전파망원경, 나로호, 
KSTAR, 아라온호 등

팀 단위 
교육·연구

지도교수 및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 
공동지도

국가연구소 
박사 인력풀 활용

국가전략분야, 사회적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교수 임면

1 대 1 수준의 
교수와 학생 비율

교수 1,158명, 학생 1,352명
(’20.10.1.기준)

Faculty

Cooperation

산학연 협력의 중심
연구기획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주기 수행 경험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

국가연구소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용
국제기구(ISO, IMO, BIPM 등) 

및 글로벌 협력 연구소 네트워크 공동 활용



Features & Benefits
특장점

UST는 오늘을 빚어 
내일을 빛낼 가치를 창출합니다

UST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과학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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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전공 운영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전공 설계

신입생 예비교육 
실시

빅데이터, IoT 등 과학기술 기반교육 
및 리더십, 성품 등 기본소양 교육

산업계 및 사회적 수요의 
현장중심 교육

연구·산업 현장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신생 융복합 분야
전공 운영

첨단산업 및 공동서비스 분야 등 
융복합 다학제 전공

Major & Curriculum

학생이면서 근로자로서 
안정적 학업·연구환경 조성

학습시간 보장 
및 산재보험 가입 등

우수한
교육국제화역량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IEQAS)’ 인증대학
외국인 학생 비율 약 34%

 Student Welfare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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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es
한눈에 보는 캠퍼스

전국 32개 국가연구소 연구 현장이 캠퍼스가 되는 대학, UST

UST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문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1

1

1

1
2

2

3

21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충청남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라북도

한국식품연구원

경상남도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인천

극지연구소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13

+대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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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는 미래를 선도하는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합니다 

UST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System
교육시스템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융복합 다학제 
커리큘럼

UST는 기초교육, 전공교육에 캠퍼스별 전문화된 현장교육을 접목하여 이론지식과 연구 현장의  

경험·노하우를 함양하는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합니다.

UST는 전공심화교육, 기초교양, 일반이론을 아우르는 선순환 교육시스템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한 유연한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교육
•  강의식 교육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구현장 참여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현장중심 교육 실시

•  지도교수의 연구실 외에 타 연구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수행 중인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Lab Rotation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 

현장을 경험

리더십 배양
•  연구현장의 리더로서 필요한 소양과 사회 전반에 관한 안목을 기르기  

위한 교양과목 필수 이수

교육시스템

UST 캠퍼스

협력대학 UST 본부

1) 전공심화교육
• 국가연구소별 전문화 영역 전공개설 및 운영
• 국책 연구프로젝트 참여
• 첨단 연구시설(장비) 활용
•  국가 현안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연구 현장 중심교육

2) 기초교양교육
• 신입생 예비교육
• 4차 산업혁명 실습 교육
• 소양 및 리더십 역량 교육

3) 일반이론교육
• 대학원 필수 이론 과목
• 일반 전공과목

•  국가연구소 전문화 영역에 전공을 개설하여 첨단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공 운영  
이공계 6개 분야별 총 46개 전공 운영

•  국가 전략과 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전공 운영으로 맞춤형 석·박사 인재 양성 

‘국가전략형 전공’ 및 ‘현안해결형 전공’의 차별화된 전공 운영

구 분

국가전략형 전공
(상향식(Bottom-up) 전공)

현안해결형 전공*
(하향식(Top-down) 전공)

주요내용

국가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 인력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장기적 전공 분야 운영

정부 현안이슈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공 분야 운영

*  국민 수요·정부 요청에 신속 대응하여, 특수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공 운영(AI, 감염병, 인공지능, 머신
러닝 등 ICT분야,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 지진·방사능, 소재·부품·장비 등 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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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ystem
교육시스템

경험 가득한 특별한 여정, 신입생 예비교육

신입생 예비교육은 신입생을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를 통해 UST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연구소 국책연구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학생연구원으로서의 역량과 적응력을 높입니다.

커리큘럼 신입생 예비교육은 연구 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발휘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토론과 결합, 성찰과 소통 과정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세계관과 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박사과정

개요 UST의 차별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에 조기 적응하여 캠퍼스의 국책연구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는  

준비된 학생연구원을 양성하고자 매학기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약 4주간 진행합니다.

• 매학기 시작 전 약 4주간교육시기

• 매학기 신입생 전체교육대상

• 신입생 전원 의무참석

• 교과학점 최대 2학점 부여

• 교육 이수자 대상 교육준비금 지급

주요사항

학위과정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초 이론과목 및 실습 
교육과정 운영  
ex)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  과학기술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주제로 한  
기초과학 및 공학 탐구

•  과학과 인문학의  
관계 이해 및 탐구

•  산학역량강화 
ex)  지적재산권의 이해, 

R&D 관리, 기업가 정신 등

•  공통기반영역 
ex)  연구윤리, 연구지도 및  
개인발전계획서 작성 교육 등

교육내용

석사과정, 통합과정 공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의거

• 전일제(Full-Time)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현장 연구중심 교육

운영특징

※ ‘20.10.1 기준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I-CORE(계약학과)

I-CORE는 산업체, 국가연구소, UST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산업체 수요맞춤형 학위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집형태 산업체가 채용 예정 학생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UST에 의뢰하여 교육 이수  
후 산업체에 채용이 되는 
형태

채용조건형

학생 UST 산업체
교육 이수 후
산업체 채용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
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UST에 의뢰 
하여 교육 이수 후 산업체에  
복귀하는 형태

재교육형

UST산업체
재교육 등
의뢰직원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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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비약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진로 
전략수립을 통해 사회진출 분야, 관련 직업 탐색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UST는 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외 첨단 기업연구소를 비롯한 국가연구소, 대학 등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취업교육, 희망직군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UST에서는 지식과 역량,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웁니다

Achievements & Career
연구성과 및 진로

우수성과

학업·취업 경로

SCI급 논문 SCI급 1저자 논문 SCI급 1저자 논문 편당 특허

4.15편 1.72편 I.F. 4.13 1.16건

박사 졸업생 1인당 연구성과

졸업

(실무투입)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논문실적 최상위 순위 기록

※ 출처 : 과기정통부·IITP,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 대상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수준 향상방안(2018)

3D프린팅
빅데이터·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인공지능

1위

2위
3위 6위

1위

※ 2020년 박사 졸업생 기준

4주 연구 매니지먼트 
능력향상

국가연구소캠퍼스 산업연구현장

중대형

국책연구

수행

신입생

예비교육

전공기초

/응용
심화교육

첨단

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한화

대상㈜

: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방기술품질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질병관리청

기상청

: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베트남과학기술원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

:

연구개발(R&D) 직무 취업 비율 약 89.8%
※ ’16~’19 졸업생 기준

※전공별 최근 5년간 졸업생 주요 취업처 - 전공 홈페이지 내 [전공성과]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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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와 공유합니다

UST는 과학기술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처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적 시스템을 공유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김현호 동문은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을 담당하는 네이버 서치 부서에 있다. 해당 부서에서  
컴퓨터가 데이터를 조합, 분석하여 인간의 뇌와 유사한 사고방식으로 분류하는 기계 학습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동문이 수학했던 ETRI 캠퍼스 자동 
통역연구실에서는 딥러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캠퍼스에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 활동을 해온 것이 진로 결정과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동문 김현호
 이력  U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 2016년도 졸업,  

現 NAVER Search 부서 소속

한국 유학 당시 주로 리튬이온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연구한 후다야 동문은 2016년 졸업식에서 총장

상과 대전시장상, KIST 우수논문상을 연거푸 수상했다. 또한 지난 11월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선정한 
‘2017 젊은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인도네시아 숨바와기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후다야 동문은 고향의 자랑을 넘어 어느새 인도네시아가 자랑하는 전도유망한 전기공학자가  
되었다. 그는 UST 재학 시절부터 이미 뛰어난 전기공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후다야  
동문은 저렴한 에너지원 개발과 소외지역 전력 공급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문 카이룰 후다야
 이력  U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환경융합공학 전공, 2016년도 졸업, 

現 인도네시아 숨바와기술대학교 총장

꿈을 이루는 열쇠는 
내 안에 있다

UST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 ‘감사’ 

장성록 동문은 ‘유럽-아시아 펄스파워 컨퍼런스 2010’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다년간  
과제 책임자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산업용 고전압 펄스 전원 능동그룹제어 및 고밀도 설계 기술 
개발’은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장성록 동문이 10년 동안 매진하고 있는 ‘고전압 펄스파워’ 기술은 현재 국방, 환경, 재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유망기술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워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장 동문은 고전압 특수전원 기술의 국산화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 
하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동문 장성록 
 이력  UST-한국전기연구원(KERI) 에너지변환공학 전공, 2011년도 졸업, 現 KERI선임 

연구원, 現 UST-KERI 캠퍼스 에너지변환공학과 교원 

김영진 동문은 UST-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에서 배운 로봇 의수 기술을 고도화해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2016년 창업동아리를 운영, 이듬해 주식회사 테솔로의 문을 열었다.  
최근 그 결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제는 한국시장을 넘어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뻗어 나가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동문 김영진 
 이력  UST-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로보틱스·가상공학 전공, 2018년도 졸업,  

現 ㈜테솔로 대표, 現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김영진 동문은 로봇 회전행렬을 적용한 모션 프리젠터와 촉각 센서를 활용한 학습관리 스마트 
펜을 개발해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산업-제조·에너지 분야 ‘영향력 있는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포브스 
30세 이하 리더 
선정,“내가 가고 있는 
길에 확신 얻었죠”

‘펄스파워’ 
연구 10년, 학생에서 
교수가 되기까지

권순경 동문은 2019년 교육자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인 석사  
논문이 권위 있는 미생물학 저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고, 잇달아 박사 논문까지 저명한 유전체  
진화 저널의 표지를 장식하는 쾌거를 얻었다. 

권순경 동문은 UST에서 수학하던 중 미생물 유전체 연구가 인간 유전체 연구 못지않게 활발하고,  
생각보다 훨씬 유용한 분야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금까지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권 동문은  
끊임없는 연구로 바쁜 나날을 보냈던 건 기본,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열린 실험실 분위기 속에서  
타 분야 정보도 자연스레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그가 생각하는 UST의 강점 중 하나이다.

 동문 권순경
 이력  UST-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시스템생명공학 전공, 2013년도 졸업,  

現 경상대 생명과학부 교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Achievements & Career
연구성과 및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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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는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복지제도를 운영합니다

Student Support & Welfare
학생지원 및 복지

학내포상 및 지원

우수연구논문상 포상 
학생의 연구역량 및 게재논문을 평가하여 우수 연구 

실적을 배출한 학생을 포상하는 제도. 지도교수와  

학생이 모두 저자로 참여한 논문으로 UST 학생  

신분으로 배출한 실적에 한함

Young Scientist 양성사업
UST 박사과정 학생이 R&D 프로젝트 전주기  

과정을 수행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
해외교류지원사업

해외연수지원사업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인턴십, 공동연구, 방문연구 등 학생의 해외 

연구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학술 및 연구 결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학생복지

학생 단체보험
학생의 안전을 위해 공식 학교활동으로 생긴 사고, 학업

시간 중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으로 생긴 사고 보상

심리상담

학업 및 진로 선택,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상담 프로그램 제공

취업지원

학생의 진로방향 설정과 개인별 맞춤 연구지도를  

통한 전주기적 진로지원. 세부 프로그램으로 신입생  

뇌인지적성검사, 지도교수 연구지도, 취업지원 온·오프 

라인 프로그램 등을 지원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

석사과정

120만 원 이상/월

박사과정 
160만 원 이상/월

대학원생 권익보호 및 연수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속 캠퍼스와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전문연구요원(병역대체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소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 

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하는 제도. UST 학생은 일정과정을 거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가능

※ 지원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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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artners
글로벌 파트너

국내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와 한걸음 가까워집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카자흐스탄 

 이탈리아
 터키

 조지아

프랑스  
 독일
 체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제주도

 광주

 대전

 서울인천 

 부산
 울산

 대구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19 Countries

49 Domestic
Partners

33 Overseas
Partners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수도권 (19)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

강원권 (3) 
제주대

제주권 (1)

건양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밭대 한국과학기술원

충청권 (8) 
광주과학기술원 동신대

전남대 전북대

전라권 (4)

경북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 한국해양대 한동대

경상권 (14)

Domestic
Partners

Overseas
Partners

유럽(11)

  독일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urope
Saarland University

   아제르 
바이잔 

ADA University
Western Caspian University

  조지아
Georgian Technical 
University
Ivane Javakhishvili 
Tbilisi State University

  프랑스 
Polytech Group
Ecole des Mines de 
Saint-Etienne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s

  이탈리아 University of Sienna
  체코 University of Hradec Kralove

아프리카(4)

  에티오피아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ddis Ababa Institute of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Ethiopia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아시아(15)

  우즈베키스탄
Inha University in Tashkent
Tashkent Automobile and Road Construction Institute
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L.N.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enter for International Programs

  터키 Koc University
Yildiz Technical University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Indonesia
  일본 SOKENDAI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중국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태국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필리핀 Mapua University

남아메리카 (3)

  브라질

Fundacao de Amparo a 
Pesquisa do Estado de 
Minas Gerais (FAPEMIG)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NPq)

Universidade do Vale 
do Rio dos Sinos 
(UNISINOS)



1. 국방과학연구소 27
2. 극지연구소 28
3. 기초과학연구원 29
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0
5. 안전성평가연구소 31
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3
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
9. 한국기계연구원 35
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6
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7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8
13. 한국식품연구원 39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
1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16. 한국원자력연구원 42
17. 한국원자력의학원 43

18. 한국재료연구원 44
19. 한국전기연구원 45
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6
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7
22. 한국천문연구원 48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9
2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0
25. 한국한의학연구원 51
2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2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3
28. 한국화학연구원 54
2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55
3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3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56
3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학본부 57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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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연락처

042-822-4271

홈페이지

www.add.re.kr

캠퍼스 소개
국방과학연구소는‘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가치 아래 1970년 8월에 창설된  

이후, 국가적 사명감과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본화기 개발을 성공하였다. 또한 현재는 유도무기 등 각종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 국외 수출에 기여하는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국방과학연구소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도/비행체, 통신/전자전, 탄두/에너지 분야 등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기반 

기술을 연구하는 무기체계공학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연구소 특성상 국내 학생만을 선발하여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이용되는 국내 최고의  

다양한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직접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학위과정 후에 바로 연구소 및 관련 방위산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공 소개
무기체계공학

무기체계공학은 무기 체계(Weapon Systems)를 연구, 개발 및 시험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을 총 망라한 종합 학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공학은  

유도/비행체, 통신/전자전, 탄두/신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차세대 국방 분야 최고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전자, 전기, 전산, 기계, 화학 및 화공,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특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0명
학생

6명
졸업생

11명

국방과학연구소
ADD

※ 캠퍼스 현황 ’20.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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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연락처

032-770-8400

홈페이지

www.kopri.re.kr

캠퍼스 소개
극지과학은 남극과 북극의 자연 현상과 환경변화를 다학제적 관측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지역의 자원개발과 공학적 활용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 분야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UST-극지연구소 캠퍼스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과학, 지구시스템, 생명과학, 해양과학, 고환경의 

5개 연구부서와 실용화, 해수면변동 예측, 북극해빙예측 연구의 3개 사업단 소속의 교원

들이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극지과학 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극지역 현장연구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고,  

다학제 융합연구라는 극지과학 전공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의 수업과  

현장연구 참여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고 전 세계  

유명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전공 소개
극지과학

극지과학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극지역의 자연 현상을 관측하여 전 지구적 환경의  

장기변화를 이해하고 극지의 다양한 자원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극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센 극한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구과학, 해양과학, 생물진화, 고환경, 빙하연구, 공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지역이다. 특히, 극지역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역이면서 지구의 과도한  

열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극지과학은 극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학문이기에 모든 전공 학부 졸업생의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후에는 극지과학 세부 연구 분야들(기후과학, 지구시스템, 생명과학,  

해양과학, 고환경 등)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심층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라온과 남북극  

기지 중심의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과 협업,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이다.

캠퍼스 현황
교원

21명
학생

26명
졸업생

14명

극지연구소
KOPRI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연락처

042-878-8114

홈페이지

www.ibs.re.kr

캠퍼스 소개
201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 분야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 

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생명과학 및 물리학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4년 UST-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 위치한 연구단들을 중심으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뇌과학), 지하실험  

연구단(입자물리),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통계물리), 희귀핵연구단(핵물리)등  

4개 연구단이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 

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기초과학

기초과학 전공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통한 기초과학분야의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뇌과학  

분야의 인지 및 사회성 연구, 물리분야에는 지하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입자 탐색  

연구, 복잡계현상 이론물리 연구, 중이온 가속기 등을 이용한 희귀핵반응 연구 등  

IBS 본원연구단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전공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6명
학생

28명
졸업생

14명

기초과학연구원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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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연락처

042-866-3114

홈페이지

www.kriso.re.kr

캠퍼스 소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4년 1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차세대선박 및 해양구조물 분야의 해양산업 선도 기술과 깨끗 

하고 안전한 해양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공복지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여 

하고 있다. 고효율 선박기술을 개발하는 ‘친환경 운송선박 분야’, 해양공간에서의  

미래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빠르고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사고대응 및 해상교통체계분야’, 생활범위를 바다까지 넓히는 ‘수중로봇 및  

장비시스템 분야’, 산업계 근접 지원을 위한 ‘선박해양플랜트 기술 실용화 및 산업계  

지원 분야’를 통해 해양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더불어 선박해양 플랜트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계 근접지원을 위해  

해양플랜트연구센터 건립 추진 등 산학연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첨단연구시설인 선형시험수조,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빙해수조, 해양공학수조,  

선박운항시뮬레이터, 토양수조, 수중음향수조, 심해용 ROV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 1위의 국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 소개
선박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 전공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조선 산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연구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2013년 신설되었다. 선박해양 분야는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선박의 설계 및 성능 해석, 각종 해양자원의 발굴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개발, 해양 공간과 에너지 자원의 이용, 해상안전 관련 정보처리 기술,  

해양오염과 재난 대응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첨단연구시설인  

선형시험수조, 대형공동수조, 해양공학수조, 선박운항시뮬레이터, 토양수조, 수중 

음향수조, 심해용 ROV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다양한 연구 경험과  

대형 설비를 바탕으로 이론 및 응용기술과 연구 현장의 실무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7명
학생

3명
졸업생

4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KRISO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연락처

042-610-8250

홈페이지

www.kitox.re.kr

캠퍼스 소개
2002년 설립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으로서 최고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성연구를 수행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각종 화학 및 바이오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및 지원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안전성평가연구소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독성학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 본소에서는  

첨단독성, 예측독성, 대체독성, 약물중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전북 분소에서는  

영장류모델, 미니픽모델, 흡입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 분소에서는 환경 

독성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화된 연구 분야를 통해 독성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인체 및 환경독성학
•  인체독성: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해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된 독성시험을 수행하며 새로운 독성평가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첨단 

바이오기술 기반의 줄기세포분화, 독성기전, 분자영상, 오가노이드, 뇌질환, 대체 

독성모델연구등 예측·대체독성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  환경독성 :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매체 내 거동연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신 연구기법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가·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11명
학생

15명
졸업생

21명

안전성평가연구소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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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연락처

031-910-0114

홈페이지

www.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캠퍼스 소개
1983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국가연구기관 

으로서 우수한 전문 인력과 실물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할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UST 설립 

부터 석·박사 및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건설환경공학 전공을  

운영, 3개의 세부전공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이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연구 중심형 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복지혜택 등이 제공되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외부 교육(온라인/오프라인)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지원된다.

전공 소개
건설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전공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토 건설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환경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고, 국토 및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융복합 할 수 있는 건설환경분야의 미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건설환경공학, 도시 및 교통시스템공학, 지반신공간공학 

등의 세부전공분야에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31명
학생

34명
졸업생

64명

캠퍼스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연락처

02-958-5114

홈페이지

www.kist.re.kr

캠퍼스 소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

하고 특히 에너지, 환경, 국방, 재료, 건강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종합연구기관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융복합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계와 대학의 연계역할을 하며 서로의 강점을  

제고하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프런티어 캠퍼스로서  

바이오-메디컬, 나노-정보, 에너지-환경 학문간 융합으로 긴밀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창의적인 융합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공 소개
바이오-메디컬 융합
본 전공은 인간의 생명현상과 뇌기능을 이해하는 한편, 관련된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기초 연구 및 공학적 접근법을 통해 새로운 치료제 및 임상적용기술을 연구하는  

다학제적 융합전공으로 생물화학, 의공학, 생체신경과학 3개의 세부전공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를통해 외부기관 및 세부 전공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창의적인 융합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융합
미래 지속가능한 청정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본 전공은 에너지공학과 환경공학 전공자들이  

각 분야의 고유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나노-정보 융합
본 전공은 나노 재료의 신물성 창출 및 공학적 응용에 대해 교육하는 나노재료 

공학과 미래 컴퓨터를 위한 HCI 및 로봇의 원리와 다양한 응용 가능성에 대해  

교육하는 HCI 및 로봇공학을 세부전공으로 포함한다. 나노 및 정보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85명
학생

296명
졸업생

621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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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연락처

042-869-1004

홈페이지

www.kisti.re.kr

캠퍼스 소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과학기술연구망, 과학기술데이터 및 정보 

분석 등의 과학기술 R&D 인프라를 체계적 구축 및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계산과학 연구 및 슈퍼컴퓨터  

개발, 과학기술연구망 및 정보보호 등에 전문성 있고, 융합형의 T자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U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및 HPC 과학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매년 학생과 교원  

및 졸업생이 참여하는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해외  

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 학술대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특화된 연구 분야를 통해 독성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데이터 및 HPC 과학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적 난제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및 슈퍼 

컴퓨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생성, 전달, 처리, 저장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데이터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등 대용량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인프라 기술을 연구한다.  

HPC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나노, 바이오 등 분야의 계산과학, 슈퍼컴퓨터 개발  

및 클라우드 기술, 엑사스케일 컴퓨팅 개발 및 운영 기술, 초고성능 연구망 기반  

페타스케일 대용량 전송 기술,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양자암호통신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26명
학생

40명
졸업생

59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연락처

042-868-7114

홈페이지

www.kimm.re.kr

캠퍼스 소개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76년 설립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현장경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사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UST-한국기계 

연구원 캠퍼스를 설립하여 3개의 전공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 

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50여명의 우수 교수진이 국제적인 첨단연구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한국기계 

연구원의 40년 이상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전공 소개
나노메카트로닉스

본 전공은 나노임프린트기반 나노패터닝 공정/장비 원천기술 및 나노부품조립, 나노측 

정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과목과 심화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의 나노공정/장비/측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환경에너지기계공학

본 전공은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기계 기술, 연료전지, 가스터빈 기술 등의  

재생 에너지 및 청정 연료 기반 기계기술, 미래 친환경/고효율 엔진 및 자동차 기술, 플라즈마  

활용 에너지/환경 기계기술, 폐수 및 정수 처리 등 환경 기계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 후 환경과 에너지 기계분야 전문가가 되어 기업, 연구소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플랜트기계공학

본 전공은 에너지 생산, 변환 및 이용과 관련한 에너지 플랜트의 공정 설계기술,  

안전신뢰성기술, 핵심기자재기술에 대하여 열유체 기계기술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플랜트와 관련된 실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플랜트  

공정 설계 등의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며 플랜트 공정 및 핵심기계에  

대한 설계 및 운용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기계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캠퍼스 현황
교원

54명
학생

50명
졸업생

103명

한국기계연구원
K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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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연락처

042-865-3500

홈페이지

www.kbsi.re.kr

캠퍼스 소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행복을 창출하는 분석과학 개방 연구원인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은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첨단 연구장비와 관련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기초과학 발전을 지원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생물분석과학 주관  

기관으로 MRI, NMR, EM, 등의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와 펩티드과학, 신약 

분석과학, 미생물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캠퍼스는 개방형 연구원으로서 국가적 연구역량이  

집적된 다양한 연구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세계적 대형장치를 활용하는 국책 프로 

젝트인 융합·협력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입학생은 매월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다. 

전공 소개
생물분석과학

생·의·약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신업에서 필요한 분석기술을 교육하며  

다학제적 융합 연구 환경에서 첨단 과학과 기술을 경험한 능력있는 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세계 일류의 EM, NMR, MS, MRI, 등의 연구 장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펩티드과학, 생체모사기술, 신약 발굴 및 분석, 등 융복합적 신기술  

개발과 응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1명
학생

11명
졸업생

19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연락처

042-860-4114

홈페이지

www.kribb.re.kr

캠퍼스 소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바이오의약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융합·소재 개발, 바이오핵심기술 개발,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바이오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생명공학연구원 캠퍼스는 2004년 캠퍼스를 시작으로 2017년 스쿨로  

인증,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KRIBB School'을  

비전으로 삼고 바이오분야 특화 캠퍼스 성장, 핵심원천기술 발전 및 산업기술 혁신 선도  

인재 양성, 우수 교원 기반 현장중심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우수한 교원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등 매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약 90%가 국내외 국가연구소 및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또한 본 캠퍼스는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및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회 운영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저널클럽 및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  

운영을 학생 역량 강화,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실시 등 학생들이 우리나라 핵심 바이오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공 소개
생명과학

기능유전체학, 단백체 구조생물학, 생명정보학, 생체분자과학 등 4개의 세부전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믹스 기반 생명현상 이해 및 생체 내 신호전달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공학

나노바이오공학, 생물공정공학, 시스템생명공학, 환경바이오공학 등 4개의 세부전공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식량·질병·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응용 

연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를 견인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119명
학생

209명
졸업생

352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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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대기로길 89

연락처

041-589-8114

홈페이지

www.kitech.re.kr

캠퍼스 소개
1989년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종합연구기관으로서 3대 중점 연구 영역인 뿌리기술, 청정기술, 융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3개 연구소와 7개 지역본부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UST-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산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 산업소재, 스마트 

제조,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분야 등 산업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 외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며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생산기술

생산기술 전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4차산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소재, 스마트 

제조,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산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3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산) 로봇공학은 기계, 전기, 전자, IT 등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되고 있는 로봇 기술을 학습한다. 

•  (인천(송도), 시흥)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은 희소금속, 세라믹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희소소재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천안)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재료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학습한다. 정보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41명
학생

38명
졸업생

99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캠퍼스 정보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연락처

063-219-9114

홈페이지

www.kfri.re.kr

캠퍼스 소개
1988년에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기관으로  

선도적 식품과학 기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식품산업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식품의 영양 

기능성 및 개인맞춤 건강식이 연구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차세대  

식품안전유통기술 개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바이오신소재 및 신공정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UST-한국식품연구원 캠퍼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중점 특화연구 분야, 최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연구인력 및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식품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최고 식품생명공학 전문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한다. 학생전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고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전공 소개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전공은 식품학, 분자생물학, 식품미생물학, ICT 등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식품분야 미래핵심원천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건강항상성 유지를 위한 식품의 체내 

작용기전 연구, 식품의 가공 및 소재화연구, 식품안전연구, ICT 활용 식품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계측기술 등을 다루는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18명
학생

21명
졸업생

24명

한국식품연구원
K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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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연락처

042-860-3114

홈페이지

www.kier.re.kr

캠퍼스 소개
1978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UST-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과 재생에너지 

공학의 38명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 

하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기술전문연구기관으로 캠퍼스의 모든 교원들이 다양한  

에너지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처리 및 이용, 화석에너지 청청이용 및 에너지기술 간의 융복합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다양한 청정에너지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정부연구과제는 모두  

에너지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에너지기술에 대한 현장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공 소개
신에너지 및 시스템 공학
에너지 및 시스템 공학 전공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재료, 청정연료 및  

온실가스,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등 5개의 연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전공에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핵심 기술, 새로운 에너지 재료, 화석연료 전환, 온실가스 포집,  

이용, 저장,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시스템 운영 관련 핵심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을 다루고 있다.

재생에너지공학

청정 재생에너지원(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및 폐열 등 미활용  

청정 에너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및  

평가가 모두 가능한 첨단 실무형 글로벌 녹색 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38명
학생

58명
졸업생

95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IER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연락처

042-868-0000

홈페이지

www.kins.re.kr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1990년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규제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공 소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생산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 

하여야 한다. 

본 전공은 원자력 및 방사선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을 함양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4명
졸업생

14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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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www.kaeri.re.kr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UST-한국원자력연구원 캠퍼스를 신설하여 5개 전공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며 세계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공 소개
가속기 및 핵융합물리공학
본 전공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연합하여 가속기, 초고출력 레이저, 핵융합 장치 등의 첨단 장치 개발에 요구되는  

입자빔, 광학 분야의 지식을 제공한다.

방사선 과학기술
본 전공은 생물체의 방사선 반응을 생명공학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초연구와 융합

분야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본 전공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사화학 관련 전공으로서 본 캠퍼스가 보유한 전문가와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방사화학 분석 분야, 원자력 연구 분야, 핵비 확산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본 전공은 기존의 원자력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형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고급기술 및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생한 첨단현장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양자에너지화학공학

본 전공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처리  

등의 핵연료주기기술, 방사선폐기물 처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48명
학생

35명
졸업생

93명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캠퍼스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연락처

02-970-2114

홈페이지

www.kirams.re.kr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연구 기관으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연구를 수행한다. 2005년 UST-한국 

원자력의학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방사선종양

의과학으로 전공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중심형 교육을 수행한다. 특히  

40여 년간 난치병인 암 정복을 위해 노력해 온 원자력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교원들과 물리, 화학, 생물, 기계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 교원들의 다양한  

융합 강의와 중개협력연구를 기반으로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전문 연구자 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전공 소개
방사선종양의과학

암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응용될 수 있는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및 기초  

핵의학을 바탕으로 세포생물학, 분자종양학, 면역학 등의 지식을 포괄하는 방사선 

종양의과학은 실제 암 진료의 현장으로부터 피드백 되는 연구수요를 반영, 중개

협력, 나아가서는 임상이행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14명
학생

16명
졸업생

18명

한국원자력의학원
KI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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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연락처

055-280-3000

홈페이지

www.kims.re.kr

캠퍼스 소개
2007년 설립된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한국재료연구원 캠퍼스 

에서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속재료연구본부, 분말세라믹연구본부,  

표면기술연구본부, 복합재료연구본부, 재료공정혁신연구본부 등 5개 연구본부가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 

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소재개발 관련 실무적 능력을 갖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 

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가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은 첨단산업분야 발전의 근간으로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을 포함 

하는 신소재의 특성 향상 및 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소재의 특성 향상 및  

새로운 혁신 신소재를 개발하는 학문 분야이다. 본 전공에서는 신금속 재료분야,  

세라믹 재료분야, 표면재료분야, 복합재료분야, 나노분말소재분야에서 재료의  

설계, 공정, 특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부 과목을 통하여 소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 관련 공학적  

실용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6명
학생

15명
졸업생

20명

한국재료연구원
KIMS

캠퍼스 정보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연락처

055-280-1114

홈페이지

www.keri.re.kr

캠퍼스 소개
1976년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은 창원에 본원, 의왕, 안산 및 광주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이용 및 전기재료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이다. UST-한국전기연구원 캠퍼스는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2004년부터 에너지변환 석ㆍ박사 과정을 개설한 이후로 현재는 2개  

전공을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교수가 되어  

전 세계에서 선발된 우수한 소수정예 학생을 직접 연구지도하고 있으며 본 캠퍼스가  

보유한 최첨단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전일제 학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학생인건비, 등록금 및 과제참여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 

하고 기숙사, 건강검진 및 4대 보험 가입해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학생 전원에게는  

세계적 대학의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전기기능소재공학

본 전공은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성 확보, 미래 녹색전력원 확보 등을 위한  

재료와 소자, 모듈기술을 다룬다. 전력기기의 박형화, 고효율화, 고밀도화, 저렴화 관련 핵심  

소재 및 소자기술과 친환경ㆍ고기능 전기전자 디바이스 기술을 다루는 나노기반 전기부품 

소재기술, 고효율 에너지 변환 및 저장을 위한 리튬전지와 리튬이온커패시터, 친환경 녹색 

에너지원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본 전공을 통하여 고부가가치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시킴으로써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에너지변환공학

본 전공은 전기, 기계, 화학 등 다양한 에너지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상호 변환 하는 기술, 이들 각각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참여 전공은  

전자기 에너지 변환, 전력변환 및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공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기본지식을 축적하여 첨단과학기술과 고도의 산업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현장 지향적인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캠퍼스 현황
교원

19명
학생

23명
졸업생

45명

한국전기연구원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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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연락처

042-860-6114

홈페이지

www.etri.re.kr

캠퍼스 소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혁신성장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제조, 국방, 의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의 구조를 지능화시키고  

국가 경제개발의 혁신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에서는 ETRI 연구 전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이  

교원으로 활동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첨단 국책 

과제에 참여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과정을 체험하며 고급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ETRI 캠퍼스에서 습득한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과 연구소에 취업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10% 정도는  

ETRI의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전공 소개
ICT
ICT 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차세대소자공학, 정보보호공학, 통신미디어공학,  

네트워크공학의 5개 세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TRI의 모든 연구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전공강의는 미래지향적인 심화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과목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주변 대학원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연구를 통해 첨단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79명
학생

90명
졸업생

258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연락처

042-868-3114

홈페이지

www.kigam.re.kr

캠퍼스 소개
1948년 창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 분야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국토의 안심개발과 자원 확보 연구를 선도한다. UST-한국지질자원연구원 캠퍼스는 2004년 

부터 석·박사 및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이  

제공되며, 세계적인 연구기관 연수 또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공 소개
자원순환공학

본 전공은 경제적,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기초강의부터 분리선별과 습식회수, 고온용융추출 등 강의를 통해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한다.

광물ㆍ지하수자원학

광물ㆍ지하수자원은 국민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특히 전략 

광물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하수 확보는 산업의 원료 및 에너지 확보, 지구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하다. 본 전공은 국내외 조사ㆍ탐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광물 및 수자원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탐사공학

본 전공은 광물자원, 지하수, 고고학적 매장 유물 등을 탐지 영상화하고 각종  

지하문제의 비파괴적 지하구조 규명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심도 있는 현장기술의  

응용을 위해 최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신개념 탐측장비 개발을 제시하며 헬기를  

통해 넓은 지역을 신속히 계측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자원공학 
본 전공은 석유가스의 생성과 부존조건을 연구하는 석유지질, 석유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유망구조를 찾아내는 지구물리, 유망구조를 시추하는 시추기술을 비롯하여  

최적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석유공학, 유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석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캠퍼스 현황
교원

52명
학생

33명
졸업생

91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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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연락처

042-865-3332

홈페이지

www.kasi.re.kr

캠퍼스 소개
1974년 국립 천문대로 시작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천문학과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국립 연구소이다. 

2004년부터 시작한 UST-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는 천문학과 우주과학 분야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과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서는 광학 천문학, 전파 천문학, 우주 천문학, 이론천체물리학  

등 현대천문학의 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주에  

대한 탐구라는 순수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우주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달 탐사 및 소행성 탐사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천문우주과학

천문우주과학 전공은 최첨단 천문학 연구시설과 풍부한 교수진을 이용한 공동  

지도나 팀 지도를 통하여 석박사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2회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주 1회 정기적으로 저널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캠퍼스 내 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 관련 국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리더급 연구자들과  

일찍부터 호흡을 맞추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31명
학생

29명
졸업생

26명

한국천문연구원
KASI

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연락처

031-460-5000

홈페이지

www.krri.re.kr

캠퍼스 소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 

기관이다. 미래 첨단 기술과 철도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철도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철도와 대중 

교통 및 물류 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도산업발전을 선도할 철도교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ㆍ특화 

분야 대학원인 UST-한국철도기술연구원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철도 

교통에 적합한 전공체계를 구축하고 학사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했다.

UST-한국철도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최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인건비 지원, 학생복지제도 등 탁월하고 안정적인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교통시스템공학

교통시스템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선도자로서 기술개발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하이퍼튜브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 첨단 철도 및 대중교통 

기술을 연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기술과 교통 편의성 향상 기술, 재난 대비 기술,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

보수 기술 등도 배우게 된다.

캠퍼스 현황
교원

27명
학생

22명
졸업생

62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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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연락처

042-868-5114

홈페이지

www.kriss.re.kr

캠퍼스 소개
1975년 설립 이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업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국책과제의 수행 및 산학 공동연구 기회가  

제공되며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우수연구학생 포상, 기숙사 등이 제공되고 국제 

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측정과학

측정과학 전공은 각 분야 전문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밀측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정밀측정관련 기초 연구 및 데이터 

분석 분야, 첨단센서 및 검사계측 기술을 다루는 계측공학 및 응용광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나노계측과학

나노계측과학과에서는 실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나노계측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 화학, 재료, 생물학의 다양한 융합과학의 특성을 살려 소재, 안전,  

장비, 나노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학물리학

의학물리학 전공은 의료현장과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초고감도 센서, 신개념 의료기기,  

방사선 등 첨단의료측정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무를 담당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학과 다양한 분야의 공학이 연계된 측정과학과  

의공학의 다학제적 교과목이 개설되며 연구개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제공된다. 

캠퍼스 현황
교원

71명
학생

74명
졸업생

139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연락처

042-861-1994

홈페이지

www.kiom.re.kr

캠퍼스 소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을 IT, BT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한의학 기술의 효능과 안전성 규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

미래의학기술 개발이 기관의 주요 미션이다. 

한국한의학연구소 캠퍼스 한의융합의학전공에서는 IT-BT-한의학 미래융합인재를  

육성한다. 학생들은 한의학 이론과 함께 생명과학, 의약학, 의공학 등 기초학문을 

배우며, IT·BT와 한의학의 융합연구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입학 후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시험기기  

측정 및 분석, 생체신호분석, 비임상 실험, 임상연구 설계 및 진행, 결과분석, 의학 

통계, 식약처 승인절차 등을 배우며 실용적인 융합의학 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KAIST, 충남대학교 등과 연계한 교류수학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전공 소개
한의융합의학

한의융합의학은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다학제적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한의학,  

물리학, (의)공학, 생명과학, (의)약학 등의 학문 간 융합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한다.

졸업 후에는 한의학/보건의료 연구자, 한의약산업, 의료기술/기기 산업 종사자 등의  

인력을 양성한다.

한의융합의학은 다학제 융합 학과의 특성으로 진학 학생의 기본 전공을 고려한  

맞춤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교육&연구 지원하여 입학 학생의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다.((한)의학, (한)약학, 수의학, 공학, 통계, 물리, 생명, 심리학 등) 모든 학생은  

관심분야의 연구과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논문지도, 연구  

수행 등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캠퍼스 현황
교원

19명
학생

14명
졸업생

17명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5352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연락처

042-860-2114

홈페이지

www.kari.re.kr

캠퍼스 소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2004년 UST-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2학기부터 항공기, 위성, 발사체 분야를 항공우주시스템공학 전공으로  

통합하였다. 본 캠퍼스는 세계수준의 기술(세계 8위, 2012년 Futron사 평가)을  

보유한 전문가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개발사업에서 우주항공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항공우주시스템공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항공우주분야의 차세대 연구리더를 키우기 위해 항공기, 위성체, 위성 

발사체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항공우주 비행체시스템 및 하부 계통들의 설계, 해석,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는 전공이다.

캠퍼스 현황
교원

15명
학생

14명
졸업생

63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캠퍼스 정보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연락처

051-664-3000

홈페이지

www.kiost.ac.kr

캠퍼스 소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부산 이전 이후에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UST 설립 초기부터 해양과학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해양공학연구본부, 생태위해성연구부, 해양위성센터 등 우수한 해양연구 그룹이  

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퍼스는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해양과학

해양과학 전공은 해양을 연구하고 보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물리해양학, 화학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을 포함하는 해양학 세부전공과  

해양생명공학, 해양환경학, 위성해양학 등을 포함하는 응용해양과학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석사과정으로 운영되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세부전공은 개발 

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복원과 연안공학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캠퍼스 현황
교원

45명
학생

64명
졸업생

62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캠퍼스 소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분야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 토카막과 우수한 연구진을 기반으로 미래 핵융합 

에너지 선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캠퍼스를 신설하여  

석·박사 및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KSTAR 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KSTAR 장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여 졸업 후 

연구현장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제 교육을 실시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연락처  042-879-6000

홈페이지  www.kfe.re.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

캠퍼스 현황

11명3명
교원

7명
학생 졸업생

캠퍼스 소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R&D 관리 분야의 국가적 역량  

선진화를 목적으로 2004년 4월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국내 산-학-연과 신약개발 연구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4년 UST-한국파스퇴르연구소 캠퍼스 

를 신설하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융합전공에 참여하여  

생물화학 연구 교육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 안에서 감염병 핵심 연구 시설, 신약개발  

스크리닝 플랫폼 운영으로 고위험 감염병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16

연락처  031-8018-8000

홈페이지  www.ip-korea.org

한국파스퇴르연구소
IPK

캠퍼스 현황

2명1명
교원

4명
학생 졸업생

5554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연락처

042-860-7114

홈페이지

www.krict.re.kr

캠퍼스 소개
1976년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과 화학 

기술의 산업계 이전, 화학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화학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가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UST-한국화학연구원 캠퍼스는 탄소 

자원화,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의약 및 바이오화학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강소기업 육성·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 첨단 산업발전을 선도할 화학 전문인력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연구시설,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복지제도,  

학생인건비 지원, 취업역량강화교육 등 우수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창의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공 소개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은 신약 후보물질(암, 감염증, 당뇨 등) 도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이론 및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경험을 갖춘 창조적인 신약개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화합물의 분자설계, 유기합성, 구조-활성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최적화 연구와 합성 화합물의 약효검색, 작용기전, 약동력, 약물성, 약물전달  

등의 연구를 통한 후보물질 도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소재 및 공정
화학소재 및 공정 전공은 화학반응을 기반으로 인류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기반의 전반적인  

소재 설계, 합성, 분석과 기초 물리, 공정, 소자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화학, 물리, 생물 등의 기초학문의 원리를 응용하여 온실가스 자원화  

및 저감, 국가전통산업으로서의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등의 환경친화형 청정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캠퍼스 현황
교원

63명
학생

82명
졸업생

205명

한국화학연구원
KRICT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한국의 핵투명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2006년 설립됐다.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은 통합안전조치 체계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인  

사찰 역량 제고에 노력 중이며 핵물질의 수출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핵물질계량 

관리 활동 등 주요 핵물질 거래에 관한 자료를 분석, 평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등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연락처  042-860-9700

홈페이지  www.kinac.re.kr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

캠퍼스 소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이관되어 수학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통로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궁극적으로  

수학과 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수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과학, 공학 분야 연구소와 교류 

하며 수학의 경계를 넓히고 다양한 연구소들, 전국에 산재 

하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과도 협력하며 사회와 산업계에  

필요한 수리과학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에 수리과학  

분야의 기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70

연락처  042-864-5700

홈페이지  www.nims.re.kr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IMS

대학본부
UST headquarters

전공 소개
과학기술경영정책

과학기술정책전공에서는 과학기술의 창출과 활용, 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경영관리로부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안 

과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특히,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종합함으로써  

후발 개도국에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국가 기초역량을 파악하게 한다. 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의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본 전공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 한국화학연구원 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캠퍼스,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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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도전, 융합, 신뢰를 핵심가치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내딛는 UST의 발걸음은
세계 무대에 우뚝 서기 위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Instagram

 Kakaochannel

 Facebook

 Blog  Linked in

 Youtube

Address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Tel 042-864-5551
Fax 042-864-5554
Homepage www.ust.ac.kr

미래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UST

SNS

www.ust.ac.kr
www.instagram.com/ust_korea
www.facebook.com/uststory
www.youtube.com/user/ustpr
https://pf.kakao.com/_IMsxmd
https://blog.naver.com/uststory
https://www.linkedin.com/school/ustuniversityofscienceandtechnologykorea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Tel  042-864-5551     Fax  042-86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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