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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이  

현실이 되는  

대학, 

UNIST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UNIST 총장 이용훈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선도대학이 되겠다!”

UNIST가 지난 2011년 당당히 밝혔던 꿈은 최근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

가 발표한 개교 50년 이하 세계대학평가에서 UNIST는 국내 1위, 세계 11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탁월한 역량을 갖춘 젊고 역동적인 대학, 세계가 인정하는 신흥대학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UNIST의 도전들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인

공지능대학원,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스마트헬스케어연구센터, 탄소중립융합원이 UNIST 캠퍼스

에 차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탄소중립, 의생명과학 등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기반이 마련되면서 UNIST는 차세대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공계 교육에서 벗어나, 혁신적 학사교육을 실현하겠다!”

50년 전 모델에 머무르는 교육으로는 미래 혁신을 준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UNIST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최신 분야를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원데이 렉처(One day Lectures)’를 신설하고, 

기초교과목을 재편했으며, 수직형 융합교과목을 신설하고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을 폭넓게 확대해 

실전형 교육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계 BTS’로 성장해 세계를 무대로 종횡

무진 뛸 수 있는 무대가 이곳 UNIST에 펼쳐져 있습니다. 

UNIST는 과감하고 원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모두 현실로 이뤄내고 있는 대학입니다. 가장 

앞서 변화에 나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First In Change’의 정신이 UNIST에 단단히 뿌리

내린 덕분입니다. 

이제 그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UNIST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벨상 수상과 같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달성하

는 미래, 구글과 같은 혁신적 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가 바로 이곳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UNIST는 많은 이들의 꿈과 비전을 안고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달려 나가고 있고, 그 여정에 더 많

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UNIST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

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UNIST 캠퍼스에서 함께 꿈과 비전을 만들고, 이를 단단하게 실현시켜 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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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9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2009. 03
개교 및 제 1회 

입학식 개최

(초대 총장 조무제)

2009. 03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사업 

2개 학부 선정

2011. 04
교과부 특별지원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 선정

2011. 05
기초과학연구원(IBS)

연합캠퍼스 선정

2013. 02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

2018. 02
UNIST 산학융합캠퍼스

(제2캠퍼스) 설립

2017. 03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개소

2017. 05
독일 3대 연구소 분원 완공

막스플랑크 / 프라운 호퍼 / 헬름홀츠 율리히 

2014. 08
기초과학연구원(IBS) 

3개 연구단 유치(13.11~14.08)

10년간 3,000억 연구비 확보

2015. 09
과학기술원 전환

2015. 11
UC버클리

‘UNIST 글로벌혁신캠퍼스’ 

개소

2019. 03
UNIST 개교 10주년

2019. 11
4대 이용훈 총장 취임

2020. 11
UNIST 인공지능(AI) 대학원 

개원

2021. 08
UNIST 반도체소재·

부품대학원 개원

2021. 11
덕산그룹 이준호 회장

300억 기부

2022. 09
UNIST 

탄소중립 대학원 

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VISION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

GOAL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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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UNIST

교수 1인당 피인용도

2 9국내 세계위 / 위

세계대학평가

5 178국내 세계위 / 위

세계대학평가

8 212국내 세계위 / 위

아시아대학평가

5 21국내 세계위 / 위

교육기관평가

5 147국내 세계위 / 위1세계대학평가

국내 위(5년 연속)

HCR Highly Cited Researcher

7명(국내 2위)

상위 1% 연구자

1논문 피인용도

국내 위(4년 연속)

2022. 3. 1. 기준

위

11
1국내

신흥대학평가

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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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UNIST

학사  2,424 명석박사통합  1,338 명

석사  656 명

박사  344 명

재학생

4,762 명

석사  1,517 명

박사  825 명 학사  5,124 명
졸업생

7,466 명

직원  422 명

연구원  513 명

교원  489 명
교직원

1,424 명

2022. 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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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속적인 국가 산업 

성장 지원

➋

글로벌 수준의 

재생·재활분야 R&D  및  

新산업 발굴·육성

➌

최적화된 

탄소중립 선도 환경

2030년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 세계 Top10

고급 반도체 인재 공급

지역산업 및 국가 기반 산업 고도화에 기여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의 국내 1위의 연구 성과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배출

• 반도체 교육 Leader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소재 전문가 양성 

반도체/디스플레이/분석의 실용적 융합 커리큘럼

스마트헬스케어 트윈센터 구축: 

UIUC(iSchool + Carle Medical School), UCLA Health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공동 커리큘럼 개발 

→ UIUC iSchool과 의료관계자 대상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학 중심 의학과학대학원 초석 마련

• 반도체 가치 Leader

사회를 위한 인간 중심 가치 기여 선도 

동남권 산업 고도화  

국가 반도체 산업 지속적 성장

• 반도체 연구 Leader

차세대 기술혁신을 이끌 핵심 반도체 연구 선도 

차세대 반도체 원천 소재 발굴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 반도체 산업 Leader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혁신 선도 

수요 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연구 

원천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 3D 프린팅 & 조직공학 분야

GRDC 사업(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Universität Basel

• 원격의료분야 공동연구

LG 

울산광역시 울주군  

UCLA Health 

Portable X-ray

• 울산지역 산재/바이오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산재의료분야 공동연구

울산산재공공병원 

울산광역시

국내 최고의 최첨단 연구시설 UCRF 
(UNIST Central Research Facilities)

1. 400여 대 이상의 공용 연구 장비 보유

2. 기술전문인력 인적 네트워크 형성

3. 고가의 첨단 장비 공동 활용

4. 첨단융합연구 지원

주요 연구센터

1.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2. 첨단소재 연구관

3. 줄기세포 연구관

4.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5.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6. 복합재료기술 연구센터

•  탄소중립 학사·대학원:  

혁신적 탄소중립 교육 및 융합인재 육성

•  적응적 감축 → 능동적 감축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실증화연구센터 설치

•  탄소중립 2050 조기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경영기술정책 개발

과학기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학사대학원

CCUS

수소/전력/탄산염 생산시스템  

미생물 활용 시스템

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광해전수소,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

신재생에너지

목표: 효율 35% 이상의  

슈퍼 태양전지

환경경영정책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탄소중립 융합학제전공(학사)

부전공, 마이크로전공

기술 + 환경 + 정책

현장 실전문제 해결

탄소중립프로젝트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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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교원창업 기업 대표 학생창업 기업

클리노믹스

교원 박종화

사업아이템 진단용 시약과 장비, 유전정보서비스

성과 •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인원: 85명

 • 2021년 상반기 매출액: 99.3억 원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누적투자금 총 831억 원 

 •  한국 등록 특허 37건, 해외 등록 특허 1건,  

한국 출원 특허 31건 등

㈜클래스101

학생 고지연

사업아이템 취미·커리어 클래스 플랫폼 

성과 •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인원: 306명

 • 2020년 매출액: 545억 원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투자재단 180억 원

 •  실시간 Streaming Data를 반영하여 지속 발전하는  

딥러닝 기반 Interest 추천 알고리즘 개발

에스엠랩

교원 조재필

사업아이템 리튬이차전지용 단결정 양극소재(NCM/NCA/NCMA)

성과 •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인원: 50명

 • 2020년 매출액: 1.3억 원

 • 민간 및 공공 투자: 14개 기관 791억 원 

 •  한국 등록 특허 14건,  

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구축 

(국비 150억 원, UNIST 27억 원)

㈜퓨리메디

학생 이동용, 문진희, 최인준, 장찬, 최재혁 

사업아이템 다중 암 진단 소프트웨어

성과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억 원, 퍼스트펭귄 15억 원

 • 한국 출원 특허 12건

리센스메디컬

교원 김건호

사업아이템 초고속 무약품 마취기기, 정밀냉각 저온기 및 치료기기

성과 •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인원: 19명

 • 2020년 매출액: 500만 원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한국산업은행 35억 원,  

스틱청년일자리펀드 15억 원, LB기술금융펀드 33억 원

 •  한국 등록 특허 11건, PCT 등록 특허 1건,  

PCT 출원 특허 15건 등

㈜파이리코

학생 김태헌

사업아이템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반 건강인증 시스템

성과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미래과학기술지주 2억 원, 기술보증기금 3억 원

 •  한국 등록 특허 5건, PCT 출원 특허 1건,  

한국 출원 특허 2건

㈜타이로스코프

학생 박재민

사업아이템 갑상선 질환 스마트 케어 시스템

성과 •  민간 및 공공 투·융자: IPS벤처스/와이드앤파트너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총 2억 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2차 7.5억 원,  

울산게놈서비스규제자유특구 R&D 4억 원,  

울산강소연구개발특구 R&D 1.9억 원

 •  갑상선 질환 예측모델 개발(정확도 90%),  

환자 80명 대상 1차 베타테스트,  

2021년 춘계 대한갑상선학회 최우수 연재상 수상,  

미국 FDA IDE Presub. 제출

교원창업 학생창업

58 74개사 개사

288누적매출액 억 1,301누적매출액 억

2,170누적투자액 억 593누적투자액 억

301고용인원 명 460고용인원 명

UNIST 연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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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연구의 심장 

UCRF(UNIST Central Research Facilities, 연구지원본부)

휴식과 도전의 공간

생활관

체력 관리는 필수

스포츠센터 

첨단 장비의 공동 활용을 기반으로 시험·분석·공정 등 기술전문인

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첨단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간입니다. 400여 대의 공용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

며, 사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법

과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생활관에

서는 30여 개국 3,800여 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안에는 우편실, 세탁실, 실내외 운동시설, 

편의점, 휴게실 등 문화와 주거공간이 함

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연면적 9,051㎡ 규모의 실내수영장, 헬스

장, 스쿼시장, 실내골프장, 실내체육관 등

의 실내 체육시설과 잔디구장, 농구장, 테

니스장, 양궁장, 풋살경기장 등 실외 체육

시설이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꿈

미래형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교내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북카페&펍 

창업의 꿈을 담다

UNISPARK

몸과 마음의 케어

헬스케어센터&UNIST CLINIC(오픈 예정)

UNIST 대표 연구 브랜드 이차전지의 연구 효율성

과 집적화를 위해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의 건물입니다. 실험실과 실제 배터리 양산과 비슷

한 생산시설, 벤처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특수 실

험실인 ‘드라이 룸(Dry Room)’과 최첨단 분석 설

비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즐겁고 활기찬 UNIST 생활을 위해 교내

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입니다. 북카페는 2022년 6월 완공 

예정이며, 펍은 식당동 2층에 있습니다.

학생창업 열기를 확산하고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생창업 전

용공간입니다. 세미나실, 투자상담공간, 

시제품제작 전용공간 등의 시설이 있으며, 

선발된 창업팀은 임대료 없이 전용공간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생

활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상담, 질병 치료 및 예방 활동, 응급처치, 개인 정서적 문제에 

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UNIST CLINIC은 2023년 정식오

픈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임시클리닉 및 약국을 운영하여 가정

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 시설 학생 생활지원 시설

학술정보의 모든 것

학술정보관

연면적 약 1만㎡의 4층 건물로 1층부터 3층까

지는 13만여 권의 종이책, 43만여 권의 전자책, 

100여 대의 가상화 기기가 있습니다. 4층에는 연

구자들을 위한 열람실과 그룹스터디룸, 보존서고, 

기획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UNISTAR의 학습공간

러닝 커먼즈

학생 중심의 자율학습공간으로, 자기주도학습과 협력학습 활동을 

위한 개방형 학습시설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용 PC 100여 

대와 조교 호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적인 첨단 교육환경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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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oadmap of Science & Technology BTS Program

학생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UNIST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룹프로젝트 기반의 실전형 

학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격투기형 

학습

격투기 수련에서 실전으로 스파링을 하듯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지식을 익히는 학습

자기주도

학습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학습

그룹프로젝트 

기반 학습

학생들의 다양한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실전 문제 해결에 함께 도전하는 학습 

Brain To Society

연구

창업

취업

융합 혁신 프로그램

2 3 4 대학원1

전공 선택

One - day Lectures

Coop, Cuop

AICP, UIRP, 실전문제 연구팀

유니콘 프로젝트

I- Corps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AI 연계과목, POL 교과목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산업체 체험형 프로그램

문제 발굴형 프로그램

창업 도전형 프로그램

››››››  졸업입학  ››››››

UNIST 

U교육혁신센터

edu.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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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정보바이오 

융합대학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on-
Bio Convergence 
Engineering

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ME

기계공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 분야 중 하나로 기계, 자동차, 선박, 철강, 로봇 등 대

한민국의 핵심 근간 산업에 중요한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기계공학 분야뿐 아니라 

첨단 에너지 공학, 미래 운송기술, 인간 편의를 위한 자동화 및 로봇 기술, 초정밀 마

이크로·나노기술, 복잡한 다중물리 시스템 해석기술, 미래지향적 바이오기계 시스

템과 같은 최첨단 미래 기계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기술 발

전을 주도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합니다.

디자인학과   Design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원의 디자인 관련 학과로서 사람과 과학기술을 잇는 디자

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생들은 기초 디자인 교육은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실무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UNIST 디자인학과의 졸업생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

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품, 인터페이스,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신소재공학과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MSE

신소재공학과는 재료의 공정, 구조, 특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학문을 집중적으로 공

부하는 융합 학과입니다. 신소재공학과의 교육철학은 공정- 구조- 특성의 상관관계

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재료 관련 이슈들을 해결할 때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적인 재

료공학인 육성을 위해 열역학, 결정학과 같은 기초 분야부터 반도체, 나노소재 등 산

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 응용에 이르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Industrial Engineering, IE

산업공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문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산업·사

회가 직면한 문제를 공학적 기술로 해결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을 목표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최적화, 인공지능, 데이터마이

닝,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공학, 금융공학 등 관련 최신 방법론을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이론적, 실용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 인재, 과학적 정확성

과 공학적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문제해결 능력 및 리더십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 전

반을 이끌 인재를 양성합니다.

도시환경공학과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EE

도시환경공학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자연 및 인공 

환경을 탄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다학제 학문입니다. 도시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환경과학 및 환경공학(기후변화, 물·대

기 처리, 환경 분석 및 모델링), 도시건설공학(도시계획, 건설재료, 구조역학·설계, 

스마트모니터링) 및 재난관리공학(미세먼지, 지진, 태풍) 등의 전공 학문을 탐구합니

다. 혁신기술 개발과 미래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Biomedical Engineering, BME

바이오메디컬공학은 생명과학과 의학, 공학을 융합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

들고자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 

극복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구현하는 융합 교육을 추구합니다. 학

부 과정에서 공학과 의학, 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뒤, 6개 학과 중점 연구 분야(바이

오메디컬 이미징, 뇌 인지공학, 재활 및 재생공학, 개인맞춤형 진단 및 치료, 게놈 및 

생물정보학, 디지털 헬스케어)의 고급 과목을 통해 전문지식을 공부합니다.

에너지화학공학과   Energy and Chemical Engineering, ECHE

에너지 및 화학공학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한 에너지화학공학자를 육성하고 4차 산

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머신 러닝 관련 사례연구 및 심층학습을 통한 에너지, 소재, 

물성, 공정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지식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생

물화학공학, 촉매, 나노재료, 고분자, 화학공정, 태양전지, 이차전지 등의 에너지 및 

화학공학 관련 분야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Biological Sciences, BIO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기술, 산업 모든 분야에서 생명과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공학 분야에서도 생명현상과 질병을 연구해 생물정

보학, 생체동역학, 생화학공학과 같은 새로운 융합학문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과 소속 21명의 교수진은 첨단 시설과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암, 당뇨, 

노화 등의 질병과 신경, 발생, 미생물 등의 기초생명과학을 연구하며 세계 무대에서 두

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력공학과   Nuclear Engineering, NE

원자력공학은 원자로물리, 방사선공학, 원자력안전공학, 열수력공학, 원자력재료공

학, 방사선재료과학, 핵연료주기공학, 보건물리, 원자력 정책, 핵물질 안전조치 및 핵

비확산, 원자력발전소 제염 해체, 핵융합 등 매우 다양한 세부 분야로 구성돼 있습

니다. 원자력공학과는 상기 언급된 모든 분야 교수를 확보해 원자력 시스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교육은 물론, 양질의 연구 경험을 쌓을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인 교육’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한 세계적 수준의 원자

력공학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전기전자공학과   Electrical Engineering, EE

전기전자공학은 고체 소자와 집적회로 설계에서부터 정보·통신·네트워크 알고리

즘, 인공지능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공학 분야입니다. 인간의 미래 생

활을 쾌적, 안전, 편리, 풍요롭게 하는 IT 융합 시스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습니다. 전체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자, 회로 실험, 설계, 모델링, 시뮬레이션 및 분석

을 다루며, 교육 프로그램과 첨단 실험 장비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개념 정립부

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주기적 협력을 제공합니다.

컴퓨터공학과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SE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우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컴퓨팅 이론 및 

SW·HW 구현 기술을 다룹니다. 컴퓨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딥러닝부

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

르기까지, 컴퓨터공학과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최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의 중

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UNIST 컴퓨터공학과는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이 필수 

지식과 앞선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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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Physics, PHY

물리학은 자연에 대한 기본 지식 시스템과 모든 현대 과학 및 기술의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리학과는 플라즈마 및 빔 물리, 양자물성 물리, 연성물질 및 

양자 정보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등 물리학 기초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 4학년부터는 연구인턴 등의 경험을 통해 인접 학문과의 

융합적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화학과   Chemistry, CHEM

화학과는 화학의 전 분야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기

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재료 및 고분자화학, 나노과학 등 모든 분야를 다

루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와 인턴십 연구를 통해 다른 동료와의 협동, 문제 해결

과 창의적인 연구 진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연구 역량과 인력, 연구 인프라

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첨단 연구를 직접 수행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기

회를 제공합니다.

수리과학과   Mathematical Sciences, MTH

수리과학과는 전통 분야인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에서부터 확률, 통계, 계

산수학, 금융수학, 생물수학에 이르기까지,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을 아우르는 교육

으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와 수학의 기본이론과 응용이론에 

정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서로 다른 분야를 종합하는 통합 학문

으로 재조명받는 수리과학의 위상에 발맞춰 자연과학, 공학, 경영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를 이끌고 연구소 및 산업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한국 수리과학 연구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경영과학부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BA

UNIST 경영과학부는 과학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토로 

미래의 성장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경영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경제 전략, 

마케팅, 재무, 회계 등의 경영학 교과목에 덧붙여 데이터 분석 능력과 창의적 사고 

및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집중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유수의 기업들과 산학협동 

관계를 구축하며 학생들의 국제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세계 

상위 5%의 경영대학 및 경영대학원에게 부여되는 경영학교육 국제인증(AACSB)을 

받아 국내외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 사고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겸비한, 첨단 신산업 경영 연구 분야 또는 실무 현장

의 글로벌 리더를 키웁니다.

자연과학대학

College of 
Natural Sciences

경영과학부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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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승   새내기학부

Q1 >>> A1   유니스트가 화학 분야로 유

명하기에 화학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진학

하기에 가장 좋은 학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유니스트는 전

과가 자유로워 언제든 원하는 것에 다시 

집중할 수 있고 연구 장비 역시 잘 갖추어

져 있기에 과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완벽

한 학교였습니다. 유명하고 좋은 다른 학

교도 많이 있지만, 유니스트만큼 학생들에

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부생 때부터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드물기에 유

니스트를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Q2 >>> A2   연구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여러 장점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장점은 학교 내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

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술정보관, 공학관 등등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과제나 시험을 준

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변 환경이 좋아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지훈   신소재공학과 이현규   에너지화학공학과

고현정   새내기학부

Q1 >>> A1   유니스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과 선택의 자율성 때문입니다.  

1학년 때 무학과 제도를 통해 기초 과목들

을 수강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 자신이 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전공할 수 있다는 점

이 유니스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Q2 >>> A2   유니스트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

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

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함께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 환경

뿐만 아니라 유니스트는 학생들이 Eco-

Friendly Campus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어서 학교 시설과 환경도 매우 깨끗합니다. 

김보민   새내기학부

Q1 >>> A1   유니스트가 가진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개교한 지 이제 10년

이 조금 넘었지만, 그 기간에 비해서 눈부

신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로 유니스트의 교내 장학금 기준 등이 타 

학교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높은 목표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려는 학교의 이

념, 즉 대표 슬로건인 First in Change가 

의미하는 것처럼 최초와 최고를 향해 나아

가겠다는 유니스트의 이념에 매료되어 진

학하게 되었습니다.

Q2 >>> A2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

로도 다양한 컨퍼런스와 특강을 활발히 진

행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화학과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

제로 특강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주

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저 

또한 몇몇 특강을 들으면서 관심 분야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무

척 깔끔합니다. 차가 학교 안으로 다니지 

않는 친환경 캠퍼스가 구현되어 있어 좋았

고, 산책 맛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로 교내 산책로나 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고 느꼈습니다. 

1

2

Q1 >>> A1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

절부터 물리와 화학에 관심이 많아, 그에 

대해서 알아보던 도중 신소재라는 것에 대

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새로

운 소재의 개발, 가공, 기능 등에 대해 연

구하는 학문으로서 저의 물리, 화학에 대

한 관심과 열정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

다. 특히 신소재가 모든 산업혁명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인류의 과학 성장에 크게 영

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소

재 관련 책도 읽고 대학 연계 R&E도 진행

해 보면서 점점 신소재에 빠져들었습니다. 

1학년 때 다양한 전공을 알아보고 난 후에

도 계속해서 신소재공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유니스트의 신소재공학과를 전공으

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2 >>> A2   제가 원해서 UNIST에 진

학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지난 

1년간의 UNIST 생활은 참 만족스러웠습

니다. 학기 중 매달 학생 경비가 들어올 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친환경 캠퍼스라 학

교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유니스

트에서 밤 산책을 하면 공학관과 가막못이 

참 예쁩니다. 또한 장학제도, BTS, UIRP

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와 UCRF와 같은 

학교 시설 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Q1 >>> A1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진학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내가 관심 있고 

흥미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지난 1년간 다양한 기초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물리보다 화학을 조금 더 흥미롭게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고등학

생 때부터 전기전자공학과에도 관심이 있

었기 때문에 전공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

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흥미있게 하는 

공부’는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

고, 언론을 통해 접한 에너지화학공학과 

소속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통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

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진학

을 결심하였습니다.

Q2 >>> A2   유니스트는 장점이 뚜렷한 

학교입니다. 우선 전공 선택이 자유롭습니

다. 대부분의 종합대학교에서는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한 뒤에는 바꾸는 게 쉽지 않

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공

부와 대학 진학 후 느낀 공부 사이에는 거

리감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결과 제가 희망했던 전기전자공학과가 

아닌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

고, 이때 전공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은 제

게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

로 젊은 교수님이 많습니다. 제가 전공 선

택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의 상

담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교수님의 실제 경험을 공유해 주시

면서 제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년간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유니스트에 진학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정 정예승김보민

이현규신지훈

학년

학년

유니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Q1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Q1

직접 느끼는 

유니스트의 장점은?

Q2

유니스트 1년 재학 후기는?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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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운영 장학제도

학과 장학명 모집대상 지원내용

도시환경공학과

지구환경과학 

장학생 

프로그램

1학년 재학생

• 학부 전체 기간 매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교수 1:1 멘토링

• 전공 탐색 지원(랩투어, 국내외 기관/대학/연구소 견학 등)

• 국내외 대학/연구소 인턴십 참여 기회 제공

• 학부 진입 후 연구 인턴십 기회 우선 제공(3, 4학년)

• 우수학생 국내 및 국제 학회 참가 및 발표 기회 제공

스마트도시

장학생

프로그램

1~2학년 재학생

• 학부 전체 기간 매월 소정의 장학금 지원

• 교수 1:1 멘토링(상시 상담)

• 전공 탐색 재정 지원(랩투어, 기관 견학)

• 연구 인턴십 기회 우선 제공

• 국내 및 국제 학회 참가 및 발표 기회 제공

수리과학과 수리과학과 장학금 학부생, 대학원생
• 학부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

• 대학원생 연구실적 및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

신소재공학과 황정원 장학금 성적 우수자

•  매년 1학기 기준 7학기 등록 재학생의 3~6학기(2~3학년)  

성적 평균을 바탕으로 최우수 1인, 우수 1인 선정

• 최우수 120만 원, 우수 80만 원 장학금 지급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여름인턴 장학생
학부생

• 장학생 선발 및 여름방학 인턴십 수행(인원 제한 없음)

• 월별 장학금 지급

한국원자력학회 

퀴리상 장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 학부생, 대학원생 각 1명 선발 

• 100만 원 지원/1인

화학과 우수 연구 학부생 학부생 • 발전기금 예산에 따라 지원

경영과학부 인터엑스 장학금
해외대학교

정규학기 교환학생

•  교환학생의 항공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정의 장학금 제공

※ 타 장학금 수혜자 제외 가능

학부 신입생 교내 장학제도

장학제도 선발대상 지원내용

UNIST 꿈 소득장학금

(저소득)

가정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 학생 

(기초/차상위 등)

•  생활 보조비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보훈 장학생 보훈 대상자와 그 자녀 • 수업료

교재 구입비

외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학생은 제외

※ 국가우수장학생은 3.1/4.3 이상 지원

• 수혜 금액(최대 수업료 전액)의 20% 내외

교내 근로장학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근로장학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발

•  시급: 9,160원

•  근무시간: 학기별 시행 전 안내

교내 근로봉사 장학금

(학생회)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에게 장학금 지원

•  회장: 60만 원

•  부회장: 40만 원

신입생 공통 장학제도

신입생 공통

지원내용

• 학생 경비(13만 원/월)

우수 학부 신입생 대상 장학제도

장학제도 선발대상 지원내용

경동장학생
학부 신입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졸업 시까지 총 2,000만 원 장학금 지급

• 교재 구입비: 1,600만 원(200만 원/학기)

•  해외연수 경비 지원: 400만 원 

(UNIST 해외연수 지원자 연수 비용 중복 가능)

• 멤버십 운영: 기수 활동 및 선후배 연계

• 연구과제 참여: 모기업 연계 연구과제 제안 및 참여

• 기업탐방/사회봉사

• 명사 특강 및 토크 콘서트

해외연수 장학금 과학영재 및 입학성적 우수자
•  해외연수 경비 일부 지원 

(참여자에 한해 1회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장학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임

Sub Mascot

마스코트 활용형

UNIST의 마스코트는 UNIST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색상이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된다.

03. 최고 04. 의지01. 지성 02. 소개

07. 학습 08. 실험05. 관찰 06.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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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

수시 전형별 경쟁률

경쟁률

2

1

지역인재전형

5.92 : 1
이공계열

60명 모집 / 355명 지원

7.4 : 1
경영계열

5명 모집 / 37명 지원

일반전형

13.96 : 1
이공계열

280명 모집 / 3,909명 지원

12.56 : 1
경영계열

25명 모집 / 314명 지원

수

시

12.46 : 1
전체

430명 모집 / 5,359명 지원

정

시

75.7 : 1
이공계열(수능우수자전형)

10명 모집 / 757명 지원

12.52 : 1
이공계열

400명 모집 / 5,008명 지원

11.7 : 1
경영계열

30명 모집 / 351명 지원

고른기회전형

14.33 : 1
이공계열

40명 모집 / 573명 지원

특기자전형

8.55 : 1
이공계열

20명 모집 / 171명 지원

2726   UNIST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WE ARE FIRST MOVERS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전형 안내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전형 안내

Ⅰ.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 

Ⅱ. 2023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Ⅲ. 전형 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Ⅳ. 지원자 유의사항 

Ⅴ. 입학전형료 반환 



입학생 현황

 ※ 총 447명

※ 입학생 출신 고교 수 273개

3

322명(72%) 125명(28%)

남자 여자

일반고

281명(62.9%)

과학고

78명(17.4%)

영재학교

8명(1.8%)

자율고

60명(13.4%)

외국어고

17명(3.8%)

기타

3명(0.7%)

총 

447명

대구, 경북권

58명(13%)

강원권

8명(1.8%)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

61명(13.6%)

호남, 제주권

(광주, 전라, 제주)

34명(7.6%)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5명(28%)

해외

2명(0.4%)

부산, 울산, 경남권

159명(35.6%)

모집 단위 대학 학과

수시 정시

정원 내 정원 외 정원 내

일반 지역인재 특기자 고른기회 수능우수자

이공계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80명

내외

60명

내외

20명

내외

40명

내외

10명

내외

도시환경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화학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바이오

융합대학

디자인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산업공학과

생명과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경영계열 경영과학부
25명

내외

5명

내외
- - -

계
305명

내외

65명

내외

20명

내외

40명

내외

10명

내외

※ 수시모집 계열 및 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

※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 적용 제외

※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정시모집 군외 대학으로 가, 나, 다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계열별로 모집하며 2학년 진급 시 전공학과 선택함(관련사항은 본원 학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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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23학년도 입학전형 개요

전형별 모집 인원1

지역별 현황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성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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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형 일정

수시

모집

원서접수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

서류제출

자기소개서
2022.9.13.(화) 09:00~18.(일) 18:00까지

※ 마감시간까지 수정 가능
기타입증자료

증빙자료

2022.9.13.(화)~19.(월)까지

※ 등기우편, 공문 제출(방문 제출 불가)

※ 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 유효

※ 공문 제출 자료는 마감일 발송분 유효

1단계 합격자 발표

*특기자전형만 해당
2022.11.2.(수)

면접평가

*특기자전형만 해당

2022.11.5.(토)

※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9.(금)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2.12.16.(금)~19.(월) 16:00까지

충원 합격자 통보마감 2022.12.26.(월) 18:00까지

충원 합격자 등록마감 2022.12.27.(화) 16:00까지

정시

모집

원서접수 2022.12.29.(목) 09:00~2023.1.2.(월) 18:00까지

증빙서류 제출
2022.12.29.(목)~2023.1.2.(월) 

※ 등기우편(방문 제출 불가)은 마감일 소인분 유효

최종 합격자 발표 2023.2.6.(월)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3.2.7.(화)~9.(목) 16:00까지

충원 합격자 통보마감 2023.2.16.(목) 18:00까지

충원 합격자 등록마감 2023.2.17.(금) 16:00까지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전 본원 입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자의 모든 서류는 UNIST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전형 일정2

전형 구분 지원 자격 비고

수시

모집 

공통자격

•학업역량이 우수하되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51호) 제4조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3.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 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

을 인정받은 자 

일반전형 • 공통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원 

내

지역인재전형

• 공통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1.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 전체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자

특기자전형

• 공통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 2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수학·과학 관련 학업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과학기술 연구 또는 창업을 통한 글로

벌 리더로서의 성장 비전을 가진 자

2. 특정분야에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

고른기회전형

• 공통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 7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

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어촌 학생 

*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재학경험

자는 지원 자격 대상에서 제외함

6.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

7.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

정원 

외

정시

모집
수능우수자전형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정원 

내

전형별 지원 자격3

3130   UNIST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WE ARE FIRST MOVERS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전형 안내



 Ⅲ. 전형 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1

원서접수 전형료 및 결제방법2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3

가. 수시모집: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5일간)

나. 정시모집: 2022.12.29.(목) 09:00~2023.1.2.(월) 18:00까지(5일간)

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나.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번호는 접수완료 후 자동 부여됨

다. 인터넷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 수정이 불가함

라.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전형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질병 및 기타 사고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후 전형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

액을 환불할 수 있음

마.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대행업체에 로그인하여 재출력 가능

바. 수시모집 지원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를 권장함(국가장학생 선발 등에 활용)

가. 전형료(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포함)

     

나. 결제방법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결제방법을 참고 바람

다.  특기자전형에 한해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납부한 전형료 중 3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라.  지원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수시모집: 2022.9.19., 정시모집: 2023.1.2.)

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전형명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특기자전형 고른기회전형 수능우수자전형

전형료 60,000원 - 90,000원 - 30,000원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4

지원자

입력사항 확인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작성(모든 전형 필수),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작성 및 자료 첨부(선택사항)

[정시모집] 자기소개서 및 기타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음

전형료 결제

수험표 출력

접수대행업체 로그인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입학원서 작성

사진(3×4cm)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 사진이어야 함(컬러사진 업로드)

접수 완료

• 접수가 완료된 후 입력사항 변경, 취소, 환불 불가

•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됨

• 수시모집 자기소개서,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및 첨부파일은 2022.9.18.(일) 18:00까지 수정 가능 

     ※ 기타입증자료는 최대 A4 단면 8매(특기자전형은 A4 단면 10매)를 넘지 않는 PDF 파일로 제출

추가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지원자 추가 증빙서류, 지원 자격 증빙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접수완료 페이지에서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하여 봉투에 부착 후 등기우편 제출

UNIST 입학 홈페이지

원서접수 배너 클릭

접수대행업체

원서접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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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5

충원 합격자 발표6

최종 등록자8

등록7

가. 수시모집(특기자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11.2.(수)

나.  최종 합격자 발표 

1) 수시모집: 2022.12.9.(금) 이전 

2) 정시모집: 2023.2.6.(월) 이전

다.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 UNIST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여부를 반드시 조회해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유선 상 질의를 통한 합격여부 확인 불가)

가.  충원 합격자 통보마감 

1) 수시모집: 2022.12.26.(월) 18:00까지 

2) 정시모집: 2023.2.16.(목) 18:00까지

나.  충원 합격자 발표는 반드시 UNIST 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

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다.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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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하여야 함(예를 들어 2회 통화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

최종 등록자는 개인정보(주소, 본인핸드폰, E-mail)의 변동이력을 입학팀에 통보해야 함

가.  최종 합격자 등록 

1) 수시모집: 2022.12.16.(금)~19.(월) 16:00까지(4일간) 

2) 정시모집: 2023.2.7.(화)~9.(목) 16:00까지(3일간)

나.  충원 합격자 등록마감 

1) 수시모집: 2022.12.27.(화) 16:00까지 

2) 정시모집: 2023.2.17.(금) 16:00까지

다.  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

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함

라.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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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는 UNIST 입학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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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며 모집요강에 명기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1.  UNIST는 『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가. 수시 지원 6회 제한에 적용받지 않음 

나. 정시 지원 시 군외 모집으로 가, 나, 다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2. 2023년 2월 고교졸업 예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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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 

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기준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시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서 내용을 해

당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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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요강

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원하여야 함

6. 접수기간 중에 포함된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작성 가능함

7.  지원자 수가 모집 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일정배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학 후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생선발위원

회에서 모집정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음

8. 입학전형 관련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UNIST 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1.   입학전형료의 반환: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료를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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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

하여 반환함

3.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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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지원자 유의사항

 Ⅴ. 입학전형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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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반전형(정원 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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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지원 자격2

평가 영역 세부 평가항목

학업역량

• 교과 성적 

• 학년별 성적 추이

• 교과 관련 수상 실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지원계열 관련 주요교과 이수 이력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지원계열 관련 활동)

• 지원계열 관련 탐구 활동 

•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 진로탐색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 반영교과 이외의 교과 성적

• 독서 활동, 체험 활동

• 리더십, 공동체 의식

• 타인에 대한 배려

서류평가: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전형 방법3

이공계열 280명 내외 경영계열 25명 내외

모집 인원1

3736   UNIST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WE ARE FIRST MOVERS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수시모집 안내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수시모집 안내

Ⅰ. 일반전형(정원 내) 

Ⅱ. 지역인재전형(정원 내) 

Ⅲ. 특기자전형(정원 내) 

Ⅳ. 고른기회전형(정원 외) 

Ⅴ. 입학지원 관련서식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기타입증자료 2022.9.13.(화) 09:00~18.(일) 18:00까지 온라인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및 증빙서류 2022.9.13.(화)~19.(월)까지 등기우편/공문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9.(금)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2.12.16.(금)~19.(월) 16:00까지

전형 일정5

구분 필수/선택 내용

입학원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증빙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이후 졸업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우편 제출 필요 없음

2.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온라인 제공 불가능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등기우편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조기졸업예정자
해당자 

필수

1.  조기졸업예정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상급학교진학 

자격부여자

해당자 

필수

1.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해외고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해외고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공증 받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2.  국내 고교 재학 사실 있을 경우 학생부 1부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재학한 해외고의 Profile(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2.  공인시험성적표(NCEA, SAT, IB, GCE A-Level, ACT 등) 사본(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3. 교사추천서 학교장 날인본(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4.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제출 서류6

가. 서류평가 100%

나.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을 결정함

     ※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결정4 구분 필수/선택 내용

증
빙
서
류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 필요 없음

 2.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고교 재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기타입증자료 선택

1.  제출 건수: 최대 2건을 총 8매 이내로 제출 

- 2건 합하여 A4 단면 8매 이내로 제출

2.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작성(2건 제출 시 2건 작성)

3.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고교 재학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  원본 또는 발급기관·학교장·관련교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사본 제출(원

본대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공증 받은 사본 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기타입증자료는 평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나.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해외고 출신자는 최종 등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최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2) 최종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3) 교사추천서 원본 서류 1부(온라인 원서접수 시 제출자에 한함) 

4) 제출기한은 개별통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될 수 있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2.9.19.)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

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기준) 1부 

4)  유의사항 

가) 서류는 2022.9.1.(목)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 또는 모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함)

서류 제출 관련 참고사항7

전형료: 60,000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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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역인재전형(정원 내)

다음의 ‘가~다’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라’항의 세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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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라.  세부 지원 자격 

1)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 전체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자

지원 자격2

평가 영역 세부 평가항목

학업역량

• 교과 성적 

• 학년별 성적 추이

• 교과 관련 수상 실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지원계열 관련 주요교과 이수 이력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지원계열 관련 활동)

• 지원계열 관련 탐구 활동 

•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 진로탐색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 반영교과 이외의 교과 성적

• 독서 활동, 체험 활동

• 리더십, 공동체 의식

• 타인에 대한 배려

서류평가: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전형 방법3

모집 인원1

이공계열 60명 내외 경영계열 5명 내외

가. 서류평가 100%

나.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을 결정함

     ※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결정4

구분 필수/선택 내용

입학원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증빙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이후 졸업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우편 제출 필요 없음

2.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온라인 제공 불가능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등기우편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조기졸업예정자
해당자 

필수

1.  조기졸업예정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상급학교진학 

자격부여자

해당자 

필수

1.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지원 자격 증빙서류 필수

1.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1부 

- 주소 변동 이력 모두 포함(2022.9.1.(목) 이후 발급) 

-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기타입증자료 선택

1.  제출 건수: 최대 2건을 총 8매 이내로 제출 

- 2건 합하여 A4 단면 8매 이내로 제출

2.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작성(2건 제출 시 2건 작성)

3.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고교 재학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원본 또는 발급기관·학교장·관련교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사본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공증 받은 사본 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기타입증자료 2022.9.13.(화) 09:00~18.(일) 18:00까지 온라인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및 증빙서류 2022.9.13.(화)~19.(월)까지 등기우편/공문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9.(금)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2.12.16.(금)~19.(월) 16:00까지

전형 일정5

제출 서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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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입증자료는 평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나.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최종 등록자 추가 서류 제출 

1)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지원자 기준, 고교졸업일 이후 발급 분) 

2) 등기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 

3) 제출기한은 개별통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관련 참고사항7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전형료: 없음8

모집 인원1

다음의 ‘가~다’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라’항의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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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라.  세부 지원 자격

     1)  수학·과학 관련 학업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과학기술 연구 또는 창업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비전을 가진 자

     2) 특정분야에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한 이력이 있는 자

         ※ 특정분야 예시

지원 자격2

•  중학교 졸업 후 연구,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창업, 발명, 특허 등 특정 분야에서 우

수한 성취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우수한 성과를 산출한 경우

• 기타: 중학교 졸업 후 특이한 이력을 소유한 자로 잠재력이 우수한 경우

평가 영역 세부 평가항목

학업역량

• 교과 성적 

• 학년별 성적 추이

• 교과 관련 수상 실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지원계열 관련 주요교과 이수 이력

가.  1단계(서류평가) 

1)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특정분야의 우수성,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전형 방법3

  Ⅲ. 특기자전형(정원 내)

이공계열 20명 내외

Sub Mascot

마스코트 활용형

UNIST의 마스코트는 UNIST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색상이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된다.

11. 발표 12. 졸업09. 등교 10. 음악감상

15. 조정 16. 응원13. 농구 14.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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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평가 결과 합산에 따라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을 결정함

최종 합격자 결정4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60% 40%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기타입증자료 2022.9.13.(화) 09:00~18.(일) 18:00까지 온라인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및 증빙서류 2022.9.13.(화)~19.(월) 등기우편/공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2.11.2.(수)

면접평가 2022.11.5.(토)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9.(금)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2.12.16.(금)~19.(월) 16:00까지

전형 일정5

평가 영역 세부 평가항목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지원계열 관련 활동)

• 지원계열 관련 탐구 활동 

•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 진로탐색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 반영교과 이외의 교과 성적

• 독서 활동, 체험 활동

• 리더십, 공동체 의식

• 타인에 대한 배려

     2) 1단계 합격자 결정: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2배수 내외의 면접대상자를 결정

나.  2단계(면접평가) 

1)  평가방법: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2~3인이 면접평가 실시 

※ 대면면접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구분 필수/선택 내용

입학원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증
빙
서
류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이후 졸업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우편 제출 필요 없음

2.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온라인 제공 불가능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등기우편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조기졸업예정자
해당자 

필수

1.  조기졸업예정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상급학교진학 

자격부여자

해당자 

필수

1.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해외고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해외고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공증 받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2. 국내 고교 재학 사실 있을 경우 학생부 1부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재학한 해외고의 Profile(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2. 공인시험성적표(NCEA, SAT, IB, GCE A-Level, ACT 등) 제출(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3. 교사추천서 학교장 날인본 (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4.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 필요 없음

2.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고교 재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기타입증자료 선택

1.  제출 건수: 최대 3건을 총 10매 이내로 제출 

- 3건 합하여 A4 단면 10매 이내로 제출

2.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작성(3건 제출 시 3건 작성)

3.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고교 재학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  원본 또는 발급기관·학교장·관련교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공증 받은 사본 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6

4544   UNIST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WE ARE FIRST MOVERS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수시모집 안내



가. 기타입증자료는 평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나.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해외고 출신자는 최종 등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최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2) 최종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3) 교사추천서 원본 서류 1부(온라인 원서접수 시 제출자에 한함) 

4) 제출기한은 개별통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될 수 있음

서류 제출 관련 참고사항7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나.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납부한 전형료 중 3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마감일(2022.9.19.)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 기준) 1부 

4)  유의사항

        가) 서류는 2022.9.1.(목)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 또는 모의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

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함)

전형료: 90,000원8

 Ⅳ. 고른기회전형(정원 외)

모집 인원1

지원 자격2

다음의 ‘가~다’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라’항의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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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내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라. 세부 지원 자격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

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어촌 학생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특수목적고등학교(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재학경험자는 지원 자격 대상에서 제외함

    ㉮  유형-Ⅰ: 농어촌 소재 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농어촌 거주 6년(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지원

자·부모 모두 농어촌 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유형-Ⅱ: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농어촌 거주 12년(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지원

자가 농어촌 거주)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

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의 초·중·고 재학 기간(12년) 동안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⑥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의무복무기간 포함)

⑦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퇴직자 포함)의 자녀

※ 농어촌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고등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가 해제 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로 인정함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이수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어도 무방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반드시 모든 학교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함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또는 신고말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면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에 제시한 자를 부모로 인정함

이공계열 4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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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예시) 부모에 해당되는 자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녀교육권)을 가진 자

기타
-  부모 중 일방이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함

서류평가: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등 글로벌 과학

기술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전형 방법3

평가 영역 세부 평가항목

학업역량

• 교과 성적 

• 학년별 성적 추이

• 교과 관련 수상 실적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지원계열 관련 주요교과 이수 이력

지원계열에 대한 관심

(지원계열 관련 활동)

• 지원계열 관련 탐구 활동 

•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활동

• 진로탐색

학교생활 충실도 및 인성

• 반영교과 이외의 교과 성적

• 독서 활동, 체험 활동

• 리더십, 공동체 의식

• 타인에 대한 배려

가. 서류평가 100% 

나.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을 결정함

     ※ 면접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최종 합격자 결정4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9.13.(화) 09:00~17.(토)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기타입증자료 2022.9.13.(화) 09:00~18.(일) 18:00까지 온라인 입력

학교생활기록부 및 증빙서류 2022.9.13.(화)~19.(월) 등기우편/공문

최종 합격자 발표 2022.12.9.(금)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2.12.16.(금)~19.(월) 16:00까지

전형 일정5

구분 필수/선택 내용

입학원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자기소개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증
빙
서
류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1.  온라인 제공 동의자 

- 2014년 이후 졸업자,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 우편 제출 필요 없음

2.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온라인 제공 불가능한 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등기우편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조기졸업예정자
해당자 

필수

1.  조기졸업예정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상급학교진학 

자격부여자

해당자 

필수

1.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UNIST 서식) 1부 

- 해당 고교에서 확인서 작성 및 학교장 날인하여 PDF 스캔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해외고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해외고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원본 또는 공증 받은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2. 국내 고교 재학 사실 있을 경우 학생부 1부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재학한 해외고의 Profile(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2. 공인시험성적표(NCEA, SAT, IB, GCE A-Level, ACT 등) 사본(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3. 교사추천서 학교장 날인본 (PDF 스캔 후 온라인 제출)

4.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제출하지 않음

검정고시 출신자

해당자 

필수

1.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동의자 

- 별도 제출 필요 없음

2.   검정고시 결과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고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해당자

선택

1.  고교 재학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 등기우편으로 제출

지원자격 증빙서류 필수 등기우편 제출, 세부사항은 아래 표(6-나) 참고

기타입증자료 선택

1.  제출 건수: 최대 2건을 총 8매 이내로 제출 

- 2건 합하여 A4 단면 8매 이내로 제출

2.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작성(2건 제출 시 2건 작성)

3.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고교 재학 중 해당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검정고시 출

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  원본 또는 발급기관·학교장·관련교사의 원본대조필 날인을 받은 사본 제출(원본대

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공증 받은 사본 제출)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6

가. 기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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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자격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기준) 1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국가보훈 대상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3.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장 발급) 1부

농어촌 

학생

유형 -Ⅰ

  1.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모든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2. 부·모 주민등록초본 각 1부(모든 주소변동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4.  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기관 또는 발급자 직인 또는 날인 필수 

＊고교 학생부는 온라인 제공 동의자도 추가로 제출

유형 -Ⅱ

  1.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모든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기관 또는 발급자 직인 또는 날인 필수 

＊고교 학생부는 온라인 제공 동의자도 추가로 제출

유형 -Ⅰ지원자 중

해당자만 제출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지원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재혼 시 계부 또는 계모 주민등록초본 1부

2. 부모가 사망(실종)한 경우 

  가. 친권이 있는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나. 사망(실종)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UNIST가 부담

전형료: 없음8

가. 기타입증자료는 평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나.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  해외고 출신자는 최종 등록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최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2) 최종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3) 교사추천서 원본 서류 1부(온라인 원서접수 시 제출자에 한함) 

4) 제출기한은 개별통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될 수 있음

라.   농어촌 학생 최종 등록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해야 함 

1) 농어촌 학생 유형Ⅰ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2) 농어촌 학생 유형Ⅱ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발급된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3) 제출기한은 개별통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 취소할 수 있음

서류 제출 관련 참고사항7

구분 증빙서류

직업군인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2.  부 또는 모 복무확인서 1부

    -  의무 포함한 직업 군인 복무 전체 기간이 명시된 것을 제출(수기 명시 후 발

급자 날인본 가능)

    -  복무 기간 전체 명시된 복무확인서 제출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1부 추가로 제출 

소방공무원의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기준) 1부

  2.  부 또는 모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1부

※ 모든 지원 자격 증빙 제출서류는 2022.9.1.(목)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발급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를 추가로 제출(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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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서식 1] 

자기소개서: 일반, 지역인재, 특기자, 고른기회

자기소개서

 지원자 기본정보

성명 수험번호

전형구분       일반              특기자          지역인재          고른기회 

지원계열       이공계열         경영계열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 기술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3.   UNIST에 지원한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들였던 노력, 기타 특별한 경험 등에 대해서 활동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노력 및 경험 기술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

 ※ [붙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Ⅴ. 입학지원 관련서식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

여야 합니다.

2. 대학이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대학은 제출된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합니다. 특수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

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동의 : )

[붙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Sub Mascot

마스코트 활용형

UNIST의 마스코트는 UNIST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색상이나 형태를 변형해서는 안된다.

03. 최고 04. 의지01. 지성 02. 소개

07. 학습 08. 실험05. 관찰 06. 조사

5352   UNIST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WE ARE FIRST MOVERS     >>> 2023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요강    수시모집 안내



[별첨 서식 2]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기타입증자료 설명서

성명 수험번호

 자료유형

자 료 명

해당영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기타

개인/단체       개인                단체 (단체명:                        인원:                        ) 

기     간                              년            월  ~                             년            월 (약            개월)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본인 활동(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 자기평가를 서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기타입증자료 설명서는 원서접수 시 온라인에서 작성

※ 기타입증자료 2개 제출 시, 기타입증자료 설명서도 2개 작성(분량은 각 1,000자 이내)

[별첨 서식 3]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

출신고교

학교명 전화번호

담당자(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소재지 (시/도)                  (시/군/구) 

연번 이름 수험번호 전형명 지원계열 구분

1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2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3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4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5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6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7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8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9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10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11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12  조기졸업예정자     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

위 학생은 2023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자)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고등학교장(직인)

UNIST 총장 귀하

※ 작성한 조기졸업예정(상급학교진학자격부여) 확인서는 반드시 전자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문 수신처: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에서 ‘울산과학기술원’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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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수능우수자전형(정원 내)

모집 인원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능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1) 수학영역: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1 

2) 탐구영역

    - 서로 다른 2개 과학 교과의 Ⅰ+Ⅱ 또는 Ⅱ+Ⅱ 응시 필수

    - 동일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Ⅱ과목을 응시할 경우 해당과목 변환표준점수의 10% 가산

3) 수능 반영영역을 미충족할 경우 0점 처리

지원 자격2

반영비율 활용점수

국어 100% 표준점수

영어 100% 등급별 점수1)

수학 100% 표준점수

탐구 100% (과학탐구)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3)

한국사 최대 5점 등급별 점수2)

전형 방법3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반영 영역별 성적 반영 방법에 의해 성적 산출 

2) 활용지표: 표준점수,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 등급별 점수

나. 영역별 활용지표 및 적용점수 

이공계열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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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1)·한국사2) 등급별 점수

등급

영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어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70점 65점 60점

한국사 5점 4점 3점 2점 1점
  

※  과학탐구영역3) 변환표준점수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표는 추후 입학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산출방법 예:  국어표준점수 + 영어등급별점수 + 수학표준점수 + 과학탐구Ⅰ 변환표준점수 + 과학탐구Ⅱ 변환표준점수 + 

한국사등급별점수

※ 과학탐구Ⅱ 응시했을 경우 해당 과목 변환표준점수의 10% 가산점 반영

다.  동점자 처리 기준 

1)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순서로 고득점 순위를 정함  

가) 1순위: 수능성적 중 수학영역 산출점수 고득점 순 

나) 2순위: 수능성적 중 탐구영역 산출점수 고득점 순 

＊1, 2순위 모두 같을 경우 동점으로 처리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후보’, ‘불합격’을 결정함      

※ 전형방법은 본원 입학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4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12.29.(목) 09:00~2023.1.2.(월) 18:00까지 온라인 입력

서류제출 증빙자료 2022.12.29.(목)~2023.1.2.(월) 등기우편

최종 합격자 발표 2023.2.6.(월) 이전

최종 합격자 등록 2023.2.7.(화)~9.(목) 16:00까지

전형 일정5

가. 제출대상자: 2023학년도 정시(수능우수자전형) 합격자(등록자)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국내 고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우편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우편

해외고 졸업자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우편

기타 고교 졸업 동등 학력 증명서 우편

※ 추가서류 제출 관련 상세사항(시기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안내한 기한 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 포함)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2023.1.2.)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한 전형료 전액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계좌’로 환불함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4) 유의사항

        가) 서류는 2022.12.26.(월)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함(단, 지원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및 제출 가능함)

전형료: 30,000원7

합격자(등록자) 추가서류 제출8

구분 제출구분 내용

입학원서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필수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

학교생활기록부 선택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공 동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는 제출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선택 등기우편(마감일 소인분)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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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자연·기술이 교류하는 친환경 캠퍼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의 에코캠퍼스 UNIST는 설계 준공 때부터 

친환경 캠퍼스를 지향하는 세계 주요 대학들과 흐름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UNIST에서 글로벌 리더들의 꿈이 시작됩니다.

산학융합캠퍼스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Campus

울산산학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학융합캠퍼스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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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경영대학원

1   102동 제1공학관

2   104동 제2공학관

3   106동 제3공학관

4   108동 자연과학관

5   110동 제4공학관

6   111동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7   112동 제5공학관

8   113동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9   114동 경영관

10  101동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11  103동 첨단소재연구관

12  105동 줄기세포연구관

13  107동 기기가공동

14  109동 특수실험동

15  201동 대학본부

16  202동 학술정보관

17  203동 학생회관

18  204동 커뮤니티센터

19  205동 실내체육관

20  206동 식당동

21  207동 UNIST 어린이집

22  301-309동 생활관

23  401-402동 교수아파트

24  403-404동 교원 숙소

25  123동 복합재료기술 연구센터

8113동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23 401-402동 교수아파트

10 101동 저차원 탄소 혁신소재 연구관

1 102동 제1공학관

2 104동 제2공학관

3 106동 제3공학관

4 108동 자연과학관

5 110동 제4공학관

6 111동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

7 112동 제5공학관

25 123동 복합재료기술 연구센터

24 403-404동 교원 숙소

21 207동 UNIST 어린이집

16 202동 학술정보관

9 114동 경영관

19 205동 실내체육관

17203동 학생회관

15 201동 대학본부

22 301-309동 생활관

18 204동 커뮤니티센터

20206동 식당동

11103동 첨단소재연구관

12105동 줄기세포연구관

13107동 기기가공동

14109동 특수실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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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는 과학기술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자,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449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UNIST 입학팀 201동 105호

T. 052-217-1120   UNIST 홈페이지 www.unist.ac.kr   입학팀 홈페이지 adm-u.unist.ac.kr
U N I S T U N I S T  입학팀

발간등록번호

UNIST-입학팀-2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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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는 과학기술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자,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First Mover’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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