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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주요 연혁 
한눈에 보기 

2007

2008 2010 2012

2009 2011 2013

2014 2016 2018 2020

2015 2017 201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및

조무제 초대 총장 취임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개최(초대 총장 조무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2개 과제 선정

•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 이전 (UNIST, KAIST, GIST, DGIST) 

• 기초과학연구원(IBS)캠퍼스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출범

 (연구단장: 로드니 루오프 자연과학부 특훈교수) 

•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독일 3대 연구기관과 연구센터 구축:     

막스플랑크 한스쉘러 줄기세포 연구센터(‘10.08) / 프라운 호퍼 

프로젝트 센터(‘16.12) / 헬름홀츠 율리히 미래에너지혁신 연구

센터(‘17.05)

•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개소

• 기초과학연구원(IBS)캠퍼스 연구단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출범

 (연구단장: 스티브 그래닉 자연과학부 특훈교수) 

• 기초과학연구원(IBS)캠퍼스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출범

 (연구단장: 명경재 생명과학부 특훈교수) 

• 기업혁신센터 출범 • 산학융합캠퍼스 설립

•기초과학연구원(IBS) D•U•P

 (DGIST, UNIST, POSTECH) 연합캠퍼스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지원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선정(UNIST, KAIST, GIST, DGIST)

• 울산과학기술원 출범 및 정무영 총장 취임 

• UC버클리에 ‘UNIST 글로벌 혁신캠퍼스’ 개소

•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준공

2006년 울산 국립대 부지로 선정된 울주군 언양읍 반연지구 한적한 낚시터였던 가막골이 21세기 융합과학기술 구현의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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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UNIST의 비전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학부생 수                                             

학부 수                                             트랙 수                                        

일반대학원생 수                        교원 수                                        

3,090

11 23

1,898 452

명

개 개

명

명 명

숫자로 보는
UNIST 

누적 졸업생 수                                                                     누적 석사학위자 수                              

(2019. 4. 1. 기준)

4,511 856
명 누적 박사학위자 수               

29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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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UNIST

2018  THE  Young University Rankings 

2018  THE  World’s Best Small Universities  

2018 Leiden Ranking

3

1

24

52

국내

국내

세계

세계

위

위

위

위 8 2국내명 위

1아시아 위

2018 THE 신흥대학평가 국내 3위, 세계 24위

논문당 피인용 지표 세계 5위 

2018 THE 세계소규모대학 순위에서 아시아 1위, 세계 6위

2018 Highly Cited Researchers

UNIST 연구자 8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서울대(9명) 다음으로 국내 2위!

2018 라이덴 랭킹 국내 1위(2년 연속), 세계 52위

전체 논문 중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비율 국내 1위

순위 대학명 전체 논문 수(건)
상위 1% 

논문 수(건)
상위 1% 

논문 비율(%)

1 UNIST 1,431 19 1.3

2 이화여대 2,236 22 1.0

3 KAIST 5,964 57 1.0

4 POSTECH 3,344 28 0.8

5 동국대 1,805 12 0.7

순위 대학명 국가 학생 수 세계 종합
순위

1 칼텍 미국 2,209 3

2 에콜 폴리테크니트 프랑스 2,799 115

3 성안나고등과학원 이탈리아 690 155

4 룩셈부르크대 룩셈부르크 4,969 179

5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 리옹
(리옹 고등사범학교)

프랑스 2,221 182

6 UNIST 한국 4,046 201~250

※5,000명 미만의 대학 및 대학원생 규모를 지닌 ‘소규모대학’ 상위 20개교를 추려낸 순위

·  ① 로드니 루오프 자연과학부 특훈교수 ② 조재필 에너지 및 화학공학과 교수 ③ 김진영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④ 크리스토퍼 비엘라프스키 자연과학부 특훈교수 ⑤ 김광수 자연과학부 특훈교수 ⑥ 석상일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특훈교수 ⑦ 백종범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⑧ 김채규 자연과학부 교수

· 로드니 루오프 교수: 화학, 재료과학, 물리학 분야에 동시 선정

· 조재필 교수: 화학, 재료과학 분야에 동시 선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6세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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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홍보대사 UNI40개 동아리
(동아리연합회 소속) 

2009년 학교 설립과 함께 신설된 UNI는 대내외적으로 UNIST를 알리는 학생 

홍보대사입니다. 이름은 UNIST의 앞 세 글자를 딴 말인 동시에 ‘You &I’, 즉 

‘UNI를 뵙게 될 여러분들과 UNI’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UNI는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학부모님·외부 손님들을 위한 캠퍼스 투어에서 가이드 역할은 물론 

학교행사 사회 및 보조, 입시설명회 안내, Explorer@UNIST 기획, 학교홍보물 

모델, 그리고 학교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수를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1기가 선발되어 10기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UNISTAR의 빛나는 
캠퍼스 생활 

다양한 동아리와 홍보대사 활동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빛나는 

UNISTAR의 캠퍼스 생활과 만나보세요. 

UNIST에는 학술, 스포츠, 문화&종교, 시각예술, 청각예술,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40개가 있습니다. 공부와 연구뿐 아니라 운동과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빛나는 UNISTAR는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ASTRAL(천체 관측), Unplugged(어쿠스틱밴드), JUNTO(생물), 

피노키오(로봇), NEST(연극) SHAMU(수영), U-Turn(댄스), UNICH(응원단), 

JOKER(마술), 정복동(복싱), Value Explorer(금융주식경제), 산내음(등산), 

섹시테니스부(테니스), 아낙수나문(농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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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소개
Undergraduate School Academic Programs

UNIST 신입생은 1년간 기초과정부에서 기초교양 학습을 통해 앞으로 세부전공을 

선택했을 때 필요한 기초를 닦을 수 있다. 1학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하는 전공분야의 학부·학과·트랙을 선택하여 진학한다.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토론과 발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수학·과학(Math-Science)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관련 기초과학 교과목을 배울 수 있다. 이

론과 실험의 조화를 통해 전공과목의 탄탄한 기본을 마련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 시스템의 메커니즘과 S/W, H/W 통합교육을 바탕으로 인

공지능 구현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영어·중국어(English-Chinese)  학문 분야 및 비즈니스에 필요한 실용 외국어 능력을 향상 시

킬 뿐 아니라, 문학적 이해와 논리적 사고의 제고도 도모할 수 있다. 

경영학(Management)  리더십과 팀워크, 기업가 정신, 혁신, 경제원론 등 경영 분야의 기본 소

양을 배운다. 

기초과정부
Division of General Studies 

과학기술과 경영마인드의 결합을 모토로 하여 글로벌 경영시대를 선도해나갈 미래

형 경영리더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경영전략과 마케팅, 정보시스템, 조직관리, 재무, 

금융공학, 회계 및 경제학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분야별 첨단 경영이론을 교육하

고, 더불어 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학습

한다. 경영학부의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증 받았으며(AACSB,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 글로벌 기준에 맞춘 고품질 경영교육으로 새로운 산

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기른다.

경영학(Management, MGT)  급변하는 21세기의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

기 위해 기업경영의 기초지식인 경영전략, 마케팅,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인사관리, 조직행동, 

재무회계, 경제학의 세부이론과 실무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현장의 의사결정과 문

제해결에 적용한다. 

재무·회계(Finance & Accounting, FIA)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생성, 분석, 관리 

및 감독하는 법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자산의 평가 및 포트폴리오 운용,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조정 등의 학습을 통해 금융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벤처경영(Entrepreneurship, EPS)  현존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창업과 현존기업의 혁신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기

업가 정신과 실제적인 창업과 기업경영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배운다. 

경영학부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문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산업, 사회가 직면한 

의사결정 문제를 공학적 기술로 해결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

한다. 최신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물론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영공학(Management Engineering, MGE)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최적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공학, 계량기술경영, 금융공학 등 관련 최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이론적·실용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 인재, 즉 과학적 정

확성과 공학적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문제 해결 능력 및 리더십으로 국가 산업 및 경제 전반

을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

경영공학부 
School of Managemen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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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제어 및 로봇 기술에서부터 마이크로·나노 기술과 바이오기계시스템까지 

공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학을 다룬다. 여러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기술 발전을 주

도하고 있다. 

기계항공공학(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MAE)  자동차, 항공기, 로봇 등 다양한 

기계 항공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기초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공부한다. 

원자력공학 및 과학(Nuclear Science and Engineering, NSE)  원자력 발전 및 핵 추진 동력로와 

방사선 응용에 관한 과학 및 공학 원리를 배운다. 

제어설계공학(System Design and Control Engineering, SDC)  재활로봇, 적충 제조와 시뮬레이

션, 실시간 공정제어, 헬스케어 머신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한다.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종합 학문

이다. 본 학부에서는 필수 교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기초를 다진 후 전공 트랙을 

학습할 수 있다. 

환경과학공학(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SE)  대기와 수질 분야의 첨단 연구를 

기초로 미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구환경기술과 환경공학기술을 교육하고 개발한다. 

대기 분야에서는 원격탐사와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한 환경오염의 입체적 감시, 수퍼컴퓨터 기반 

기상 및 기후변화 예측, 온실가스 회수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질 분야에서는 첨단 수처

리 공학 기술을 목표로 분리막 기술, 해수담수화 기술, 고도산화처리, 생물학적 수처리/에너지 

연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도시건설공학(Urban Infrastructure Engineering, UIE)  지속 가능하며 재난에 안전한 도시 건설

을 위해 교량과 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축구조물 등 주요 도시 기반 시설물의 설계와 건설, 유

지 관리 및 도시 계획, 설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구조설계 

및 역학, 건설재료와 관련된 기초/응용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 도시의 문제를 도시계

획 및 공학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재난관리공학(Disaster Management Engineering, DME)  도시환경공학부의 모든 분야를 아우

르는 융·복합 트랙으로 최첨단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방법론을 대형복합재난관리에 적용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자연 및 사회재난예측, 도시에 대한 사

회 및 경제적 영향 저감, 효율적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재난 예측 및 분석, 재난 취약성 분석 및 대응, 국가적·지

역적 위험관리 정책수립 등이다.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Nuclear Engineering 

도시환경공학부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는 미술, 공학 및 인문·자연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탐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산업디자인 트랙과 인간의 인지적, 신경과학적, 신체적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공학적 연구를 하는 인간공학 트랙이 있다.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ID)  미래에 등장할 제품과 제품-서비스 시스템을 창조하기 위해 

조형 원리와 디자인 언어, 디자인 전략과 조사 방법,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비즈니스화 등을 학

습한다.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HFE)  인간의 신체적·인지적·신경과학적 특성과 한계

를 탐구하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학습하여, 인간 중심 설계를 위한 관련 데이터를 과학적

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학습한다.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School of Design and Human Engineering 

자연과학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문명의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공학

적 융합을 통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새로운 과학을 창출하기도 하는 학문이다. 

본 학부는 과학과 기술 간의 동반 상승효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류 미래의 토대

를 제공하고자 한다. 

물리학(Physics, PHY)  세상의 모든 물리 현상에 대해 심오한 이해를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

와 융합해 연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화학(Chemistry, CHEM)  유기화학과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재료 및 고분자화학, 나노과

학 등 화학 전 분야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학습한다. 

수리과학(Mathematical Sciences, MTH)  자연현상의 규칙과 패턴을 계량화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초학문이다.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을 아우르는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물론 수학의 이론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자연과학부 
School of Na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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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너지 위기 해결과 화학 산업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학부이다. 이를 

위해 화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생물

공학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을 접목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할 수 있는 첨단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공학(Energy Engineering, ENE)  에너지 변환(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및 에너지 저장(이

차전지, 수소저장 등)의 기초지식과 응용원리를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응용연구를 수

행할 수 있다. 

화학공학(Chemical Engineering, ACE)  화학공학의 근간인 열역학과 반응공학, 전달현상을 포

괄하는 공정개발 및 설계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새로운 화학재료 및 제품, 공정 및 시

스템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학부로 컴퓨터

공학과 전기전자공학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AI)’ 연구

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기술을 선도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융합 인

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SE)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컴퓨터 소프

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운영체제, 컴파일러, 네트워크, 알고리즘 등의 학문을 비롯하여 임베디

드 시스템, 인공지능, 빅 데이터, 컴퓨터 그래픽스 등의 컴퓨터 활용 기술들을 연구한다.

전기 및 전자공학(Electrical Engineering, EE)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에 필요한 통신, 제어, 회

로설계, 반도체 소자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초저전력 신경망 컴퓨터, 다목적 스마트 센서, 

재난안전 IoT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보다 즐겁고, 안

전하고,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School of 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다양한 공학적 원리를 접목하여 인류 건강의 실용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부이다.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Biomedical Engineering, BME)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첨단 나노 과학과 

공학기술을 융합해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 BIO)  노화 관련 질환과 신경 질환, 줄기세포 및 재생의과학 등

이 핵심 연구인 트랙으로 최신 지식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

성한다.

생명과학부 
School of Life Sciences 

새로운 재료 및 그 응용분야를 연구·개발하는 학부로서, 다양한 현대 학문과 밀접

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기간산업에 사용되는 반도체, 광학재료는 물론 나노재료를 

포함한 최첨단 신재료의 재료구조와 공정 등 소재와 관련된 전공지식을 학습한다.

신소재과학(Advanced Materials Science, AMS)  기계자료산업과 전자재료산업, 에너지재료산

업 등에 적용 가능한 재료의 화학적·열적·기계적·전기적인 물성 및 공정과 미세구조 변화 등

을 학습한다. 

나노재료공학(Nano Materials Engineering, NME)  나노재료의 과학적·공학적 지식과 다양한 

응용 분야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나노재료의 설계와 합성에서부터 나노소자 제작까지 나노 분

야에 특화된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다.

신소재공학부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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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모집
단위 학부 전공

수시모집

정원 내 정원 외

학생부 위주
(종합)

실기 위주
(특기자)

학생부 위주
(종합)

일반 지역인재 특기자 기회균등

이공
계열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기계항공공학, 
원자력공학 및 과학,
제어설계공학

280명
내외

20명
내외

20명
내외

30명
내외

도시환경공학부
환경과학공학, 도시건설공학, 
재난관리공학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산업디자인, 인간공학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과학, 나노재료공학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생명과학부 생명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부 물리학, 화학, 수리과학

경영공학부 경영공학

경영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 재무·회계, 벤처경영
35명
내외

5명
내외

-
5명
내외

계
315명
내외

25명
내외

20명
내외

35명
내외

※ 계열별로 모집하며 학부 및 전공은 2학년 진급 시 선택함(관련된 사항은 본원 학칙에 따름)

    - 제어설계공학, 경영공학 전공은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수업이 개설될 수 있음

※ 학사조직 개편으로 학부나 전공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 또는 신규 개설될 수 있음

※ 수시모집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수시모집으로 100% 선발

구분 기간 장소 비고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19.9.6.(금) 9:00~
9.9.(월)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2019.9.6.(금) 9:00~
9.10.(화)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우수성입증자료

지원자격증빙서류
(검정고시출신자 온라인 
제공 대상자 제외), 
조기졸업예정확인서 

(상급학교 진학자격부여),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출 미동의자에 
한함)

2019.9.6.(금)~
10.(화)까지

(44919)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팀

등기우편 또는 
직접제출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방문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교사추천서 
(지역인재전형,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

2019.9.6.(금) 9:00~
11.(수)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지원자 원서접수 
후 작성 가능)

학교장추천공문
(지역인재전형)

2019.9.6.(금)~
11.(수)까지

마감일 발송분에 
한함

면접
평가

일반전형

2019.11.1.(금)~
2.(토) 중

UNIST

면접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

합격자
발표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10.25.(금) www.unist.ac.kr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1.29.(금) 이전 www.unist.ac.kr

충원 합격자 통보마감
2019.12.19.(목) 
21:00까지

등록
예치금
납부

최종 합격자 등록
2019.12.11.(수)

~12.13.(금) 16:00까지
 

충원 합격자 등록마감
2019.12.20.(금) 
16:00까지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전 본원 입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  전형별 
모집인원

2. 전형일정

01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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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는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 활동일 경우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A4 크기의 PDF 형식으로 제출(파일형식이 다를 경우 제출 불가)

수시모집
일반전형(학생부종합)

315명 내외(이공계열: 280명 내외, 경영계열: 35명 내외)

지원계열 관련분야의 학업역량이 우수하되 특히 이공계열은 수학 과학 분야에, 경영계열은 수학 외국어 

분야에 열정이 뛰어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면접평가)
지원계열 적합성 및 제출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가. 1단계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2개까지 온라인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출신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5년~2020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6.(금) 9:00부터 9.10.(화) 18:00까지 직접 입력 가능

다.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UNIST 인재상에 부합하는 관련 활동자료를 말함

  - 우수성입증자료는 선택 제출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  온라인에서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건별 A4 3매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라. 지원자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2)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3) 검정고시출신자: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  모집인원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2. 지원자격 

3.  평가방법

4.  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02

유의사항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2019.9.6.) 이후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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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국고교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20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면접일정
2019.11.1.(금)~2.(토) 중

나. 면접방법
  -  평가내용: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3인이 제시문 면접을 포함하여 20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90,000원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나.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납부한 전형료 중 4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2019.9.10.)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1. 모집인원

2. 지원자격 

3. 평가방법

4. 합격자 선발

5.  제출서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8.  면접

9.  전형료

 제시문 면접 문항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융합지문 형태로 출제

·면접실 입실하기 전 10분 동안 제시문 답변 준비시간 부여

수시모집
지역인재전형(학생부종합)03
25명 내외(이공계열: 20명 내외, 경영계열: 5명 내외)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지원 분야의 선도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고교에서 교육 

전과정을 이수하고, 이수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였으며 학교장이 추천한 자(고교당 

최대 5명까지 추천 가능)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종합서류평가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 필요시 제출서류 추가 확인 및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종합서류평가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교사추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학교장추천공문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문 발송 필수

지원자격증빙서류 지원자 기준의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2개까지 온라인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5년~2020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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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6.(금) 9:00부터 9.10.(화) 18:00까지 직접 입력 가능 

다. 교사추천서
      -  해당 고교 교사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고교에 근무하였던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교사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11.(수) 18:00까지 추천자가 직접 입력

라. 학교장추천공문
      -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2019.9.11.(수)까지 공문 제출

      - 공문의 추천자 명단과 실제 지원자 명단이 일치해야 함(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추천공문에 따름)

마. 지원자격 증빙서류
      - 지원자 기준의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원서접수 시작일(2019.9.6.) 이후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2019.9.10.(화)까지 

제출해야 함(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방문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유효함)

      -  지역인재전형 최종합격자는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고교 졸업일 이후 발급 

분) 1부를 추가로 입학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바.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UNIST 인재상에 부합하는 관련 활동자료를 말함

      - 우수성입증자료는 선택 제출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  온라인에서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건별 A4 3매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사. 지원자 추가서류
  1)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없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는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 활동일 경우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A4 크기의 PDF 형식으로 제출(파일형식이 다를 경우 제출 불가)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8. 전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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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4. 합격자 선발

3. 평가방법

  

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교사추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2개까지 온라인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출신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5년~2020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6.(금) 9:00부터 9.10.(화) 18:00까지 직접 입력 가능

다. 교사추천서
  -   해당 고교 교사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고교에 근무하였던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교사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11.(수) 18:00까지 추천자가 직접 입력

  -   검정고시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 현직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외국고교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외 현직 고교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라.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선택 제출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   온라인에서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건별 A4 5매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는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 활동일 경우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A4 크기의 PDF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파일형식이 다를 경우 제출 불가)

20명 내외(이공계열: 20명 내외)

다음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중 수학 과학 관련 학업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과학기술 연구 및 창업을  

통한 글로벌리더로서의 성장 비전을 가진 자로서 특정분야에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특정분야 예시

 · 창업, 발명, 특허, 연구,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우수한 성과를 산출한 경우

 · 기타: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자로 잠재력이 우수한 경우

 · 단, 우수성입증자료는 고등학교 재학 중 거둔 성취물에 한함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해당분야의 발전가능성,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심층면접평가)
지원전형과의 적합성, 열정, 끈기,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가. 1단계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심층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1. 모집인원

2. 지원자격 

수시모집
특기자전형(특기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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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형료

1. 모집인원

2. 지원자격 

수시모집
기회균등전형(정원 외)(학생부종합)05
35명 내외(이공계열: 30명 내외, 경영계열: 5명 내외)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와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③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자격을 인정받은 자

가.  1단계(종합서류평가)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나. 2단계(종합다면면접평가)
지원계열 적합성 및 제출서류 확인,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가. 1단계
종합서류평가결과에 의해 모집인원의 3.5배수 내외 선발

나. 최종
종합서류평가결과 50%, 종합다면면접평가결과 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8. 면접

3. 평가방법

4. 합격자 선발

마. 지원자 추가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유의사항  서류는 원서접수 시작일(2019.9.6.) 이후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
     

   2)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3) 검정고시출신자: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4) 외국고교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20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면접일정  
2019.11.1.(금)~2.(토) 중

나. 면접방법: 종합다면심층면접
- 평가내용: 지원전형과의 적합성, 열정, 끈기,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실시

- 평가방법: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3인이 제시문 면접을 포함하여 30분 내외로 실시

 

 제시문 면접 문항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융합지문 형태로 출제

·면접실 입실하기 전 10분 동안 제시문 답변 준비시간 부여

      

   ※ 면접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90,000원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나.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납부한 전형료 중 4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2019.9.10.)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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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출구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필수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교사추천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필수

지원자격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및 그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증빙서류를 지원자 
기준으로 제출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최대 2개까지 온라인 제출 가능 선택

지원자추가서류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검정고시출신자, 
외국고교출신자는 해당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필수

가.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대상자(2015년~2020년 2월 졸업자 및 조기졸업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를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자기소개서
  - UNIST 서식을 사용하여 지원자 본인이 작성(온라인 작성 후 별도 제출하지 않음)

  - UNIST 서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활용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6.(금) 9:00부터 9.10.(화) 18:00까지 직접 입력 가능 

다. 교사추천서
  -  해당 고교 교사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해당 

고교에 근무하였던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교사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2019.9.11.(수) 18:00까지 추천자가 직접입력

  - 검정고시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 현직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 

  -  외국고교출신자는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국내외 현직 고교 교사가 작성할 수 있음(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라. 지원자격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1부

      3)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 1부

      4)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대상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 1부

      5) 차상위 자활근로자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 1부

      6)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확인서(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 1부

      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 1부

      8)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장 발급) 1부

유의사항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서접수 시작일(2019.9.6.) 이후 발급, 확인받은 것으로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위 각호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

마. 우수성입증자료
  - 우수성입증자료는 UNIST 인재상에 부합하는 관련 활동자료를 말함

  - 우수성입증자료는 선택 제출서류로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자료(예: 상장, 임명장 등)는 

제출하지 않음. 단,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 가능

  -  우수성입증자료는 최대 2개까지 제출 가능

  -  온라인에서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건별 A4 3매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우수성입증자료는 학교장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제출

 공동 활동일 경우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에 본인 역할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공인어학성적이나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은 제출할 수 없음

 A4 크기의 PDF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파일형식이 다를 경우 제출 불가)  

바. 지원자 추가서류
  1)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2) 검정고시출신자: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온라인 제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외국고교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하는 즉시 2020년 2월 말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기한은 개인 통보)

5.  제출서류

6.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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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9.9.6.(금) 9:00~9.9.(월) 18:00까지(4일간)

가. 전형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전형명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

전형료 90,000원 - 90,000원 -

나. 결제방법은 원서접수대행업체의 결제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다.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납부한 전형료 중 4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라.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단,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중 

외국고교 출신자의 추천인이 외국인일 경우 UNIST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나.  자기소개서 및 우수성입증자료는 마감일시(2019.9.10.(화) 18:00)까지 작성 및 수정을 완료해야 함

다. 교사추천서는 지원자가 접수 완료(수험번호 부여) 후에 작성이 가능함(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능)

라.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되며 수험번호는 접수 완료 후 

자동 부여됨

마.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수험번호 부여)된 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함(접수 이전에는 수정 

가능)

바.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충족이 현저한 경우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후 전형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사.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대행업체에 로그인하여 재출력 가능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를 권장함(국가장학생 선발 등에 활용)

1.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2.   원서접수 
전형료 및 
결제방법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06가.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교과 및 비교과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사설기관과 연계된 활동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다. 지정된 기한까지 입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 및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면접일정
2019.11.1.(금)~2.(토) 중

나. 면접방법
      - 평가내용: 제출서류내용 확인과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을 평가  

      - 평가방법: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3인이 제시문 면접을 포함하여 20분 내외로 실시

              

  

   ※ 면접 일정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없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9. 전형료

8. 면접

 제시문 면접 문항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융합지문 형태로 출제

·면접실 입실하기 전 10분 동안 제시문 답변 준비시간 부여

7.  서류제출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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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격자 발표

 1)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10.25.(금)

 2)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1.29.(금) 이전

나.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 UNIST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여부 

확인 불가)

다.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라.  합격자는 UNIST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통지서,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 등록포기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및 출력해야 하며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등에 명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가.  충원 합격자 통보마감: 2019.12.19.(목) 21:00까지

나.  충원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UNIST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충원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라.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기 바람

 1)  입학원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UNIST 입학팀에 즉시 연락 

          바람(052-217-1120)

 2)  연락처가 잘못 기재, 변경되었거나 수험생 혹은 가족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함(예를 들어 3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

마.  합격자는 UNIST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통지서,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 등록포기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 및 출력해야 하며 모집요강 및 유의사항 등에 명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가. 최종 합격자 등록: 2019.12.11.(수)~12.13.(금) 16:00까지(3일간)

나.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 2019.12.20.(금) 16:00까지

다. 등록예치금은 등록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라. 등록방법

 1) UNIST 입학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 출력 후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2)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는 UNIST 입학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5. 합격자 발표

6.  충원 합격자 
발표

7. 등록

지원자

UNIST 입학 홈페이지 접수대행업체

원서접수 배너 클릭 원서접수 배너 클릭

접수대행업체 로그인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입학원서 작성

·사진(3x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함(컬러사진 업로드)

▼

입력사항 확인

▼

자기소개서 작성(모든 전형 필수),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및 자료 첨부(선택사항, 최대 2개)

▼

전형료 결제

▼

접수 완료 및 수정

·접수 완료 후에도 2019.9.10.(화) 18:00까지 자기소개서 수정 가능
·접수 완료 후에도 2019.9.10.(화) 18:00까지 우수성입증자료 설명서 및 첨부 파일 수정 가능
    ※ 우수성입증자료는 건별 A4 3매(특기자전형은 A4 5매)를 넘지 않는 PDF 파일로 제출

    ※ 우수성입증자료 파일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우수성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 완료

·접수가 완료된 후 입력사항 변경, 취소, 환불 불가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됨

▼

접수 완료 후 수험표 출력

▼

우편으로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 지원자추가서류, 지원자격증빙서류 등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접수 완료 
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우편 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

교사추천서 입력

·교사추천서는 지원자가 접수 완료(수험번호 부여) 후에 작성이 가능하며 접수 중에는 입력 불가함
·교사추천서 입력 완료 기한: 2019.9.11.(수) 18:00까지

4.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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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나.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라.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2.   입학전형에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UNIST를 직접 방문하거나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함

4.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5.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입학전형료 반환07 08
1.   UNIST는 특별법인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로 수시모집의 경우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2.  2020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시기에 졸업을 하지 못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3.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필요시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서 내용을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할 수 있음

4.   전형 중 지원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할 수 있음

5.   지원자가 모집요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원해야 함

6.   접수기간 중에 포함된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작성은 

가능하나 방문 제출은 불가능함

7.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혹은 일정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자가 UNIST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선발위원회에서 단계별 선발인원 및 최종 

모집인원을 채우지 않을 수 있음

8.  입학전형 관련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9.  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당일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 불가

10. 기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UNIST 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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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선발 결과

경쟁률

전형별 경쟁률 

출신고교
유형별 신입생

이공계열

이공계열

이공계열

경영계열

경영계열

경영계열

9.79 : 1

10.60 : 1

10.71 : 1

5.08 : 1

7.09 : 1

6.25 : 1

6.30 : 1

4.00 : 1

4.00 : 1

8.20 : 1

10.40 : 1

-

-

9.79  : 1

5.23 : 1

4.96 : 1

3.00 : 1

4.96 : 1
9.97 : 1
6.29 : 1

2018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19학년도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지역인재전형

특기자전형

특기자전형

특기자전형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

기회균등전형

2018학년도

2019학년도

▒ 일반고  223명    

▒ 과학고  102명 

▒ 외고/국제고  11명 

▒ 특성화고  0명 

▒ 자율고  38명  

▒ 영재학교  12명 

▒ 검정고시  1명

▒ 일반고  194명   

▒ 과학고  116명 

▒ 외고/국제고  9명 

▒ 특성화고  1명 

▒ 자율고  44명 

▒ 영재학교  16명 

▒ 검정고시  0명

57.6 %

51.1%

0%

0.3%

0.3%

0%

2.8%

2.4%

9.8%

3.1%

26.4%

30.5%

11.6%

4.2%



   

F A Q
입학 FAQ

Q1.
무전공 입학 후 전공 선택 시 

제한은 없나요?

Q6.
재수생인데 고교 졸업 후 1년간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나요?

Q2.
우수성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Q7.
이전에 UNIST에 지원한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나요?

Q3.
학생들이 100% 영어 수업에 

어려움은 없나요?

Q8.
제출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4.
UNIST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있나요?

Q9.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Q5.
인문사회과정 이수 학생이 

이공계열에 지원 가능한가요?

1학년 말에 1트랙과 2트랙을 선택하게 됩니다. 1트랙은 입학한 계열(이

공 또는 경영) 내 학부에서, 2트랙은 계열 상관없이 선택하며 별도의 학

점이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기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 진로를 위한 활동이나 노력을 자기소개

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수성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도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다고 가산점이 부여되지도 

않습니다.

재 지원 시 이전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캠퍼스에 외국인 학생들이 

다수 있어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아 어려움을 잘 극복하

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자기소개서, 추천서, 우수성

입증자료 등은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교 이수과정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공계열 지원자

들은 고교 교육과정 중 수학 및 과학 교과 학업성취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공계열은 수학 및 과학 분야, 경영계열은 수학과 외국어 분야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과목만을 평가하기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수하였

는지, 본원에 입학하여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2019학년도까지 창업인재전형으로 선발하던 전형의 명칭이 특기자전형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회균등전형의 지원자격에 ‘국가보훈대상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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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안내 

교내외 장학명 선발대상 지원내용

교외

대통령과학장학금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 수업료 전액

- 학업장려비 250만 원

- (기초수급자) 생활비 250만 원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이공계열 수시입학생 중 우수자

- 수업료 전액

- (기초수급자) 생활비 250만 원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구간 - 수업료 최대 260만 원

기타 교외장학금
각 교외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름

-  각 교외장학재단 지원기준에 

따름

교내

입학성적우수장학금 UNIST 학부 신입생 - 입학 첫 학기 수업료 전액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또는 자녀) - 수업료 전액

성적우수장학금 UNIST 학부생 중 성적우수자 -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UNIST 꿈장학금 UNIST 학부생 중 가계곤란자 - 가정여건 곤란도에 따라 지원

교내외 장학명 선발대상 지원내용

교외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8구간

- 시급 (교내) 8,350원,

          (교외) 10,500원+α

기타 교외장학금 각 기관별 기준에 따름 - 각 기관별 기준에 따름

교내

학생경비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가장학

금(1유형) 신청자

- 월 130,000원(학기 중 4개월간 

지급)

UNIST 꿈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구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생활비(학기별 생활관비 수준)

교재구입비
외부학자금 및 교외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제외)

- 수혜금액(최대 수업료 전액)의 

20% 내외

※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학부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장학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원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함

※ 장학제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하기 바람

장학명 선발대상 지원내용

UNIST

President

Fellowship

신입생 중 최우수 

입학자

-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 교재구입비(연간 최대 200만 원)

- UNIST 해외연수프로그램 참여 지원(최대 1,000만 원 수준)

- *URP 우선 참여기회 및 지원금 제공(최대 1,000만 원 한도)

- 동대학원 진학 시 연구장학금 지원(최대 3년간 연 3,000

만 원)

Uni-Star 장학금
신입생 중 학업능력 

우수자

-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 교재구입비(연간 최대 200만 원)

- UNIST 해외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최대 300만 원 수준)

- 동대학원 진학 시 소정의 생활비 지원

해외연수장학금
과학영재 및 

입학성적우수자
- UNIST 해외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우수 신입생 
장학금

 생활비 지원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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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내

교육 및
연구시설

학술정보관 

연면적 약 1만m2의 4층 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는 13만여 권의 종이책, 43만여 

권의 전자책, 100여 대의 가상화 기기가 

있고, 4층에는 연구자들을 위한 열람실

과 그룹 스터디룸, 보존서고, 기획전시

공간이 있다.

생활관

아파트형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생활관

에서는 30여 개국 3,800여 명의 학생들

이 미래를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생활

관 안에는 우편실, 세탁실, 실내외 운

동시설 등 문화 및 주거공간이 함께 어

우러져 있다.

러닝 커먼즈 

학생 중심의 자율학습공간으로 자기주

도학습과 협력학습활동을 위한 개방형 

학습실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용 

PC 100여 대와 조교 호출 시스템을 갖

추고 있으며, 현대적인 첨단 교육환경

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UNIST 연구브랜드 1호인 이차전지의 

연구 효율성과 집적화를 위해 건립된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

된 건물이다. 실험실과 실제 배터리 양

산과 비슷한 생산시설, 벤처연구소 등

이 입주해 있으며, 건조한 특수 실험실

인 ‘드라이 룸(dry room)’과 최첨단 분

석 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헬스케어센터 

학생 및 교직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도와

주는 학교복지기관이다. 교직원을 대

상으로 한 건강 검진과 예방 접종, 건

강 상담, 질병 치료 및 예방 활동, 응급 

처치, 개인 정서적 문제에 관한 심리상

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스포츠센터

는 실내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실내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이 연계, 운영되고 있다.

유니스파크(UNISPARK) 

학생 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예비창업

자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전

체 790m2 규모의 학생창업 전용 공간

이다. 세미나실, 투자상담공간, 시제품 

제작 전용 공간 등의 시설이 있으며 선

발된 창업팀은 임대료 없이 전용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UCRF(UNIST Central Research 

Facilities, 연구지원본부)

첨단장비의 공동 활용을 기반으로 시

험, 분석, 공정 등 기술 전문 인력의 인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융합연구

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간이다. 

400여 대 이상의 공용 연구 장비를 보

유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효과적으

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사용

법과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

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생활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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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의 에코캠퍼스 UNIST는 설계 준공 때부터 하버드대, 코넬대 등 

친환경 캠퍼스를 지향하는 세계 주요 대학들과 흐름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UNIST에서 글로벌 리더들의 꿈이 시작됩니다. 

인간, 자연, 기술이 교류하는 
친환경 캠퍼스 

UNIST 

CAMPUS MAP

102동 제1공학관

104동 제2공학관

106동 제3공학관

108동 자연과학관

110동 제4공학관

204동 커뮤니티센터

201동 대학본부

112동 제5공학관

206동 식당동

203동 학생회관

401-402동 교수아파트 

101동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103동 첨단소재연구관

105동 줄기세포연구관

107동 기기가공동

109동 특수실험동

111동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1

2

3

4

5

17

14

7

22

9

10

11

12

13

6

19

16

산학융합캠퍼스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Campus 

울산산학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학융합캠퍼스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

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을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R&D-인력 

양성-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0(우: 44776) 

규모 건물 전체면적 9,109m²(지하 1층, 지상 4층) 

시설 연구실, 강의실, 시제품제작실, 기업정보분석실 등 

학과  제어설계공학과, 경영공학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경영대학원 

403-404동 교원 숙소

123동 복합재료기술 연구센터

202동 학술정보관

114동 경영관

205동 실내체육관

301-309동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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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114동 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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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동 줄기세포연구관

 107동 기기가공동

 109동 특수실험동

 201동 대학본부

 202동 학술정보관

 203동 학생회관

 204동 커뮤니티센터

 205동 실내체육관

 206동 식당동

 207동 UNIST 어린이집

(21) 301-309동 생활관

(22) 401-402동 교수아파트 

(23) 403-404동 교원 숙소

(24) 123동 복합재료기술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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