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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합격자 명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격자 명단 : 본교 홈페이지(http://www.seoultech.ac.kr)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 합격자 조회 > 배너를 클릭
하여 확인 가능
※ 합격여부 확인 방법 :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 입력
2. 유의사항 :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가. 등록금 납부
1) 일시 : 2017. ８. 23.(수) 09:00 ~ 8. 24.(목) 16:00 (※ 고지서 출력가능 기간)
2) 장소 : 농협 은행
3) 등록금액 : 추후 고지
4) 등록금 납부방법 : 아래 참조
나. 수강신청
1) 수강신청 : 2017. ８. 2３.(수) 09:00 ~ ８. 2４.(목) 18:00
2)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http://www.seoultech.ac.kr)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 수강신청> 배너를 클릭
→ 로그인 (ID: 수험번호, PW: 주민번호 앞 6자리)
→ [학사] → [수업] → [수강신청 및 철회관리] → [대학원 수강신청/정정]
3) 문의사항 : 지원학과 학과(전공)사무실
다. 유의사항
-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함
- 합격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붙임

1.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1부.
2.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안내 1부.

2017. ８. 2２.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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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학원별 학과 안내 전화번호
(전공,

수업 관련 문의)

일반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기계설계로봇공학과

970-6351, 6385

환경공학과

970-6623, 6683

기계공학과

970-6303

식품공학과

970-6732, 6733

안전공학과

970-6372, 6382

정밀화학과

970-6682, 6689

기계디자인금형공학과

970-6306, 6386

산업디자인학과

970-6667

데이터사이언스학과

970-6465, 6482

시각디자인학과

970-6650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신소재공학 프로그램)

970-6613, 6637

도예학과

970-6618

자동차공학과

970-6334, 6335

금속공예디자인학과

970-6664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건설시스템공학
프로그램)

970-6501, 6585
970-6579, 6582

조형예술과

970-6635

건축과
(박사과정 건축 프로그램)

970-6551,
970-6562, 6563

경영학과

970-6477, 6488

전기정보공학과
(박사과정 전기정보공학
프로그램)

970-6538

TESOL학과

970-6377, 6378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전자공학 프로그램)

970-6452, 6480

문예창작학과

970-6291, 6292

컴퓨터공학과

970-6707, 6721

안경광학과

970-6225, 6226

미디어IT공학과

970-6425, 6427

스포츠과학과

970-6367, 6368

의공학-바이오소재 융합
협동 프로그램

970-9915, 6603

바이오IT소재 융합
협동 프로그램

970-6452

IT융합공학과

970-6425, 6431

화학공학과

스마트생산융합시스템공학과

970-6601, 6680

970-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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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문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주임교수 연구실)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970-6877

철도전기·신호공학과

970-6874

철도건설공학과

970-6575

철도경영정책학과

970-6875

철도안전공학과

970-6876

IT 정책전문대학원

전공명

전화번호(주임교수 연구실)

공공정책전공

970-6866

산업정보시스템전공

970-6448

방송통신정책전공

970-6869

디지털문화정책전공

970-6872

나노IT 디자인융합대학원
전공명

전화번호(주임교수 연구실)

나노IT융합공학전공

970-6594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970-6417

IT디자인융합전공

970-6647

디자인기술융합전공

97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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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대학원
학과명

전화번호(학과사무실)

건축환경·설비공학과

970-6551

주택도시건축공학과

970-6551

주택․건축디자인학과

970-6562

주택도시경영학과

970-6488

주택도시개발․관리학과

970-6562

그 밖의 대학원 입시 관련 문의

∙입학관리본부
∙대학원 행정실

: 02-970-6018, 6019

장학금 관련 문의

1)

2)

-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주택도시대학원

-

전문대학원

: 02-970-6797

학사 관련 문의

: 02-970-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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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70-6793

붙임 2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신입생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안내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등록금 수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등록 대상 학생은 빠짐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기간 : 2017. ８. 23.(수) 09:00 ~ 8. 24.(목) 16:00
-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2. 등록금 납부 대상자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합격자 전원
3. 등록금 납부방법 ※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가능)
가. 농협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고지서상 개인별 고유계좌번호 부여
나. 은행 창구 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납부
- 농협은행 전국지점
- 이용시간 : 09:00 ~ 16:00 (은행 업무시간)
다. 인터넷 납부
-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사용자만 가능
- 농협 사이트 : 인터넷뱅킹 → 공과금센터 → 생활요금/기타 → 대학등록금
(농협 학교코드 : 1203627)
- 이용시간 : 09:00 ~ 16:00 (은행 업무시간)
라.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 농협 : 농협 거래 카드 및 통장만 가능
① 카드(통장연계카드) 및 통장 투입
② 화면에서 세금/등록금/지로/공과금 선택
③ 대학등록금 선택
④ 본인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입력
⑤ 학교승인번호 입력 (농협 학교코드 : 1203627)
⑥ 수험번호 입력 (입력 후 반드시 확인)
⑦ 수납구분 입력
⑧ 등록금 납입여부 확인
⑨ 이름, 수험번호, 등록금액 확인
⑩ 카드나 통장, 명세표를 받음
⑪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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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방법
가. 출력가능 기간 : 2017. ８. 23.(수) 09:00 ~ 8. 24.(목) 16:00
나.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www.seoultech.ac.kr) 접속
② 하단 부분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추가모집 합격자 고지서 출력> 배너 클릭
③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아이디

수험번호 10자리(2017~) 입력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 입력

④ 상단 <학사> 범주 내 <등록> 클릭
⑤ <조회> 후, <고지서 출력> 클릭
⑥ 등록금 고지서가 표시됨
⑦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을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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