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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공학기술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선도

VISION
실천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글로벌 선도 대학

KOREATECH 30년,
한눈에 보는 역량과 성과

2010'S

2020'S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허브가 되다
BECOMES THE HRD HUB OF KOREA

1990'S

30년,
한눈에보는
역량과성과

실천공학의 첫 발걸음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다
SOAR TO THE WORLD, TO THE FUTURE

1991

2000 대학종합평가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지도대학 선정

1992 개교 ‘고용노동부가 설립, 전액 출연한 특성화 대학’
초대학장 이낙주 박사 취임

2003

국내 대학 중 최초 독립법인 형태의 ‘산학협력단’ 출범
산학협력 우수사례 표창

2005

삼성전자 LCD 총괄 본부와 산학협력 약정 체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삼성전자 첨단기술교육센터 개소

8개 학과 240명 입학

1996 제1회 학위수여식, 산학협동연구센터 설치
1997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입학

1998 국내 최초 대학부설 교육연수기관

‘능력개발교육원’ 개원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 종합 1위(드리븐 팀)

2012

담헌실학관 준공, 창조융합형 제조실습실 시그마센터 개원
국내 대학 최초 장기현장실습제(IPP) 운영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 종합1위

2013

국내 21개 국공립대학 중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
‘KOREATECH 인문학 아카데미’ 2013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학생역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4

한국산학협력학회 ‘기업관점 산학협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온라인평생교육원’ 개원

2015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허브사업 운영,
전국 36개 대학 확산·보급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2016

일학습병행대학 설치
85.1%,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3년 연속)

2018

온라인평생교육원 ‘V(Virtual Reality)-AWARD 2018’
교육분야 수상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교과과정 개편

2019

세계 최초 ‘5G기반 스마트 러닝 팩토리’ 개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 오픈

2020

한국경제신문 이공계 대학평가
- 취업률 1위,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1위
온라인평생교육원 누적 회원 30만명 돌파
동아일보 '2020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선정

2021

교육부 대학 알리미 정보 공시 취업률 84.7%
(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1위)

2000'S

FIRST STEP TO PRACTICAL ENGINEERING

교육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인가

2011

2006 국제로봇컨테스트(IRC 2006)

휴머노이드부문 대통령상 수상(가제트팀)
2010 전국 대학 취업률 전체 1위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할 최고 현장전문가 양성기관

1999 창업보육센터 개소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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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HERE & NOW

HERE&NOW

84.7

취업률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기준,
4년제 대학 1위

2020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기계 및 건축분야

한국경제 취업창업
대학평가

최우수
학과

종합순위

선정

329

%

만원

학생 1인당
장학금

한국경제 이공계 대학평가
취업률, 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

1

2

위

위

3,871

만원

77.3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학생 1인당
연간 교육투자비

동아일보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진로지도분야)' 대학 선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0 대학민국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3위 달성
교육부 4단계 BK21사업(사람중심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단) 선정 (35억/7년)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평가

11년 연속

최우수
대학

1

위

선정

한국경제 이공계 대학평가
취업률, 현장실습 참여 학생비율

1

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운영 (160억/5년)
대학 자율성 강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98억/3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목표, 학부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ACE+사업 운영 (49억/4년)

88

70.1

%

%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기준

150
졸업학점
공학사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최대

기숙사 수용률
신입생 100% 수용

학점

5G

SMART
LEARNING
FACTORY

국내 대학 최초 개관
KT와 업무협력,
5G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 2021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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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가장행복한대학,
가장잘가르치는대학

핵심역량 및 하위영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2

창의융합형 문제해결 역량

도전지향형 학습리더 역량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상황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등록금이 국립대학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능한 전임 교수 확보 및 최신 실험·실습시설 구축 등 학생중심의 완벽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야 간 연관성을 파악하여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전달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 그리고 학습공동체의 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교육특성
의사소통

창의융합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창조적인 실천기술을

교육과정은 (기초, 일반, 선택)교양, MSC 전공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처할 수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기초, HRD, 전공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특성

있도록 깊이 있는 전문이론과 실기 및 실험을

및 고도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

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세부 교과영역으로 편

통한 현장중심의 공학교육을 강화, 실험·실습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계 및

성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으로 공학사 150학점

이 포함된 전공교과목이 50% 이상이 되도록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별 특성에

제, 경영학사와 고용학사는 140학점제로 운영

특성화된 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학습지도

3

4

현장실무형 전공역량

나우리형 인성역량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나), 대인관계 능력(너),

통합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할 수 있으며,

세계 시민의식(우리)을 바탕으로

이를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

의 실험·실습을 강화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자기관리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이

아울러, 실천공학기술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

해를 바탕으로 한 사고력과 탐구능력 함양, 공

사,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과 경영 및 고용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서 핵

자질과 HRD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하여 졸업과

심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수리정보

동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

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하게 됩니다.

전공기초

전공
전문성
대인관계

글로벌
시민의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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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맞춤,
융합형인재로
성장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체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등

교육과정 운영방향

전공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신설 및 개편)

추진 내용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트랙제 도입 및 전공 변경)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신입생 S/W 교육 강화로
코딩 능력 향상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미래 산업분야에 필요한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뛰어 넘어 문제에 대한

전공지식과 기초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부(과) 특성

해결책을 컴퓨터 연산 또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고 프로세스

화 전략에 따라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등 혁신인재

및 이를 통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교생 대상으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팅사고’ 및 ‘문제해결과프로그래밍’ 교과목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러닝 팩토리와
연계 교육

요소
기술
융·복합
+ 초연결성

기반
기술

코딩 능력

전공 융합 교과과정
(스페셜트랙) 운영

S/W교육 강화

5개 트랙 개발,
3개 트랙(스마트팩토리, AR/VR,
AI·빅데이터) 운영

 전공학사와 별도
Micro-Degree 수여

신입생 Software 교육 강화
(융합학과 전담)

 4차 산업혁명 기반
코딩 능력 향상

최고의 시설로 최대의 배움을,
스마트 러닝 팩토리(K-Factory)

스페셜 트랙(Special Track) 이수로
마이크로 디그리(Micro-Degree) 수여

국내 대학 최초로 5G 통신망을 갖춘 스마트 러닝 팩토리는 기존 스마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함양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전공 외 ‘스페

트 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

셜 트랙(Special Track)’을 신설하여, 현재 총 3개의 트랙(AR/VR 트랙, 스

해 학습기능을 강화한 연구시설인 ‘스마트 러닝 팩토리(Smart Learning

마트팩토리 트랙, AI·빅데이터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활용

Factory, 스마트팩토리 + 러닝팩토리)’입니다. 졸업 후 현장에서의 실무

을 포함하여 스페셜트랙 내 일정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와 프로젝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공 교과목을 스마트 러닝 팩토리와

Micro-Degree를 수여합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트랙에 AI 관련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목을 포함하였고, 대부분의 교과목에 PBL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
과, 2020학년도 이수 학생 수가 710명이고, 일반 교과목보다 높은 만족
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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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Academics
Way
KOREATECH

실무와실전에강한
실천공학기술자로
나아가다

전공교육의 집약체 졸업연구작품 의무화
& 국가기술자격 필수 취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의 필수 교과과정인 졸업연구작품을 지역 산업체 및 산업체 소속 멘토와
연계하여 제작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총 28개의 산학연계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4년의 전공교육을 집약한 졸업작품을 만들고, 졸업 전 전공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수 취득하여 산업현장에 준비된 인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역량 높이는 강력한 해법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IPP)

2019년 한국경제신문
이공계대학 평가
2019년 중앙일보
교육중심대학 평가

1

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2012년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최신 산업동향 및 기업 요구를 반영한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한 한국형 산학협동(Co-op) 교육모델입니다. IPP를 통해 3~4학년 학생들은 대학과 현장실습

이론으로 이해하고,
실습으로 체득하는 진리

협약을 맺은 기업체(중견기업, 공공기관, 외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4~6개월간 실습교육을
받습니다. IPP는 진로탐색과 전공능력 강화와 더불어 풍부한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과 장학금, 그리고 기업에서 주는 실습지원비로 경제적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육은 이론 대비 실습 비율 5:5 원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IPP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대학생 우수 인력

칙을 준수합니다. 전공분야 실험과 실습시간은 전체 강의시

활용과 인재 검증을 통한 발굴 등 채용 효과성을 얻습니다.

간의 50% 이상(일반 공과대학 4~5배)이 되도록 철저히 관

★ 장기현장실습제의

특성 | 대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에서는 공채를 축소하고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리합니다. 공학사 150학점, 경영학사 140학점을 필수로 이

'직무관련 경험'이 신입사원 평가요소 1순위인 상황에서, IPP는 재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강력한 해법입니다.

수해야 하는 졸업제도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1명의
교수가 20명의 학생을 집중 관리하여 만족도를 높입니다.

공학교육인증 취득 졸업생 현황
*최근 3년
졸업생의 96%가
공학교육인증
취득

산업계와 기업이 원하는 교육,
KOREATECH이 앞서갑니다

2020

2019

2018

기계

126

141

138

메카

146

163

141

전전통

140

165

137

컴공

107

124

131

89

91

100

에신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공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산업
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전공교과과정위원회에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는 산학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5주 강의 중 4주 범위 안에서

NCS 운영 강좌 수

전임교원과 산업계 인사가 공동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는 ‘산

2020

학연계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93개의

NCS
강좌 수

133

2019
개

NCS
강좌 수

91

개

산학연계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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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Way
Academics

자기주도적
평생학습능력을
갖추다

기술에 인문학을 더하다, 인문학 프로그램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장중심 실천공학교육과 함께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부터 매
주 수요일을 ‘인문학의 날’로 지정하여 인문강좌, 인문학여행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명사강연 ‘휴먼아카데미,’ 총장님과의 격의 없는 토론의 장 ‘나우리 사랑방,’ 강연-현장
탐방-모임이 결합된 종합 인문 프로그램 ‘길위의 인문학’은 우리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까지
겸비하다

이성과 감성을 횡단하다, 휴먼아카데미
휴먼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개최되어 100회에 접어드는 명실상부한 KOREATECH 대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명
인사를 포함한 국내 명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Human
전공필수

Network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RD 현장실습

HRD 부전공 필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자격 취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TEDx(TED x KoreaTechU)는 2013년 창설되었으며,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HRD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NCS기반프로그램개발
•교수설계및교육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HRD개론
•경력개발이해와상담

직업능력개발
정책의이해 등
14개 과목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 특성화 대학답게, 학생들이 평생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매년 11월 재학생들이 직접 강연을 기획하고, 주제를 선정하며 연사를 섭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인적자원개발(HRD) 부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전교생 필수 이수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2019년 개최한 강연의 주제인 ‘Turning Point’처럼, TED x KoreaTechU는 앞으로도 학우들에게 더

HRD 부전공 교과목을 법정교육과정인 직업훈련교사 교직과정과 일치시켜, 졸업과 함께

많은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습니다.
휴먼아카데미 초청특강 이준익 감독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식, 협업식 강의 확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및 PBL(Project-based
Learning) 등 신교수법을 적용한 강좌를 확대했습니다. 2014년부터 플립러닝 과정을 개발하여
2020년 기준 67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PBL 강좌 역시 2017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20년 기준 19개 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구분

16

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PBL 강좌 운영

49강좌

14강좌

16강좌

19강좌

이러닝강좌(온라인중점,
플립러닝, 블렌디드) 운영

243강좌

78강좌

80강좌

85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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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인프라,
최적의교육환경을자부하다

공감을통해행복을찾아가는
상담·진로개발센터
장애인 학생 지원내역

도서관 학습지원
및 시설
교육
장비

•저시력용 독서확대기
(거치용, 휴대용)
•골전도 증폭기
•센스 리더기
(음성지원 프로그램)

오직 KOREATECH
학생들에게만 열린 공간

높은 기숙사 수용률, 차별화된 시스템
시설

•기숙사 수용률 신입생 100%, 재학생 70.1%(2021년 1월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4시간 개방된 실험실습실(LAB)에서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며,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무 환경에 더 익숙해집니다.
•신축 실내체육관(농구장, 스쿼시 코트, 헬스장, 샤

•생활관 총 11개동(해울관, 예지관, 함지관, 다솔관, 한울관, 청솔관, IH관, 예솔관, 은솔관, 참빛관,
솔빛관) 운영

•장애인 승강기
•도서관 정문 앞 점자안내판

•입사생 전용 편의시설 운영 : 인문학카페 ‘방하착’, 스터디카페, 독서실, 휴게공간 등

•2015년, 2018년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우수상담기관상 수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

•입사생 생활맞춤형 야간상담실 운영(정서지원시스템)

니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상담전문부분)

장학금 지원

워실 등)에서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성장합니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생 전문상담 기관

•상담 전문자격을 보유한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상담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사 총 19명, 상담실 7개 운영)

국립대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
•일반 사립대 1/2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학업
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1학기당 공학계열 평균 238만원
인문계열 167만원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360만원)

18

5명 중 4명이 받는다, 다양한 장학제도

학기별 개별 면담
(취업프로그램, 장학금,
멘토/멘티 프로그램 안내)

다양한 상담을 통해 누리는 건강한 대학생활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329만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율 77.3%(2021년 1월 교육부 발표)
•1:1 개인상담, E-mail 상담, 집단상담 등 대면/비대면 상담으로 대학생활 중 생겨나는 마음의 문제를

•1인당 실질 등록금 100만원 수준
•등록금감면장학 14종, 학업생활지원장학 18종, 근로봉사장학 4종 등 총 36종에 달하는 다양한
교내 장학금

기숙사 우선 입사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성격, 정서, 학업, 미래탐색, 행동 및 습관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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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더 빠르고 편리하게,
실사구시 연구성과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우수상(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박종관, 임지호, 황현준)
교육부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온라인 경진대회’ 적정기술 부분 대상
천안 4대 대학 협력 ‘2020 Global Startup Camp’ 일반부분 금상, 동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Almaden, 경기창조혁신센터 주최 ‘2020 실전창업 2기’ 최우수상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국제문화기술진흥원 주최 ‘IIBC 2020 종합학술대회’ 금상, 동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스아이에이(SIA) ‘아리랑 위성영상 AI 객체 검출 경진대회’ 우수상

2019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우수상(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고분자재료실험실)
충청남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장려상(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고분자재료실험실)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장려상(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황성진, 이윤선, 황아연)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 기업공모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강지환, 박민수, 김헌욱)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경연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디자인·건축공학부 김상섭, 김우석, 김수영, 김윤찬)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IT서비스 우수연구인상(산업경영학부 이상곤)
제6회 ICT 스마트디바이스 전국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가제트팀)
제11회 한국햅틱스연구회 최우수시연상 수상(컴퓨터공학부 인터랙션연구실 김태훈, 이석한)
현대자동차 주관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우승(기계공학부 PHAROS팀)
제17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컴퓨터공학부 윤상준, 김쾌남)
제10회 LH 국토개발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디자인·건축공학부 박정민, 차진경, 김신아)

2018
‘건축도시대회 서울’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디자인·건축공학부 이승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박지양)
스페인 ‘IROS 2018’ 팬 로봇파지 경쟁부문 우승(전기·전자·통신공학부 김용재)
교육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디자인·건축공학부 허규리, 김보광)
5회 동교인재상 금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윤영규, 이현규)

2017
한국정보과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수상(컴퓨터공학부 홍길석, 김홍연, 강성현)
미국 AHRD 컨퍼런스 최우수논문상 수상(HRD학과 김우철)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 전기자동차 부문 금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das Stern팀)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디자인부문 대상 수상(디자인·건축공학부 이창민)

2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대회 전기자동차부문 대상 수상(메카트로닉스공학부 볼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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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45.3%

중견기업

16.4%

1

1

위

2

4

위

위

1

위

위
대기업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률

취업률

취업률

취업률

취업률

86.6

%

85.1

%

80.2

%

81.3

%

13.7%

84.7

%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

24.6%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5년 연속 최상위권 (교육부 공시 기준)

K-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

기업 규모별 취업률 분포
(출처: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년별 체계적 경력개발 및 진로목표 관리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만의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의질이다르다,
만족도가다르다

상담·진로개발센터
목적

프로그램

문제탐색

심리상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는 학년·진로준비
단계별 경력개발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선택 및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개발·IPP실
목적

프로그램

진로·취업 정보제공

- 직무/기업체별 멘토링
- 중견기업, 해외취업 등 대비 취업특강
- 온라인 진로/취업 정보제공 플랫폼
- 취업상담

자기이해

- 심리검사 및 상담(MBTI, STRONG, U&I)
- 심리상담

자기효능감 증진/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

- 자기효능감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학생활적응(전공적응)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보활용
(기업·직무분석 등)

- 온라인취업솔루션(기업/직무 정보제공)
- 기업/직무분석 취업특강 및 캠프
- 자기소개서, 면접 첨삭 캠프 및 상담
- 실무능력향상 취업캠프

의사결정

- 의사결정 향상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 의사결정 비교표 활용 상담(취업팀연계)

직업체험

- 장/단기 현장실습 및 상담
- 우수 IPP실습생 특강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목표

자기/전공이해

전공/직무/직업 탐색

진로준비 및 진로수정

진로실행(진학/취업/창업)

희망진로(취업/진학/창업)조사

목표입력

기초
취업/진로
교육

대학생활 중 목표 작성

교과

대학생활과 비전(필수)

경력개발이해와 상담(필수)

연계활동

- MBTI 검사 및 검사해석
- 진로/취업/창업 프로그램 안내

- 진로/취업/창업 프로그램 안내
- 찾아가는 취업멘토링(직업정보 획득)

진단

22

전공만족여부, 진로목표설정여부 확인

- 취업: 희망기업, 직무, 지역, 연봉 등
- 창업: 창업업종 등
- 진학: 진학대학 및 전공 등
인턴 및 HRD 현장실습

직무/기업분석 특강(온라인)

자기소개작성법 특강(온라인)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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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기술리더,
세계와마주하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체코, 스페인, 중국 등
총 17개국의 해외 유수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며,
전공집중형/어학집중형/전공+어학집중형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웁니다. 국가별로 최대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글로벌 라운지 프로그램(GEC) 운영
재학생 대상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Free Talking, Writing Clinic, English Conversation Skills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좌 및 문화체험 실시

해외 자매기관 교류 확대

기술과사람의가치,
사회와지역에공헌하다

국제기구 및 약 150여 개 기관(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학술교류와 업무협약 등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봉사

진로탐색체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국내 기술봉사

미래의 실천공학기술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농기계 수리, 전기배선 교체, 노후가옥 수리 등

직업능력개발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한민국 기술리더로서, 다양한 현지문화에

지식 나눔봉사

아세안 중점협력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과

중고생 학습지도, 초등학생 과학캠프,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국제적 시각을 갖춘 유연한 사고의 글로벌

복지관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등

Training) 정책개발자, 관련기관 담당자 양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발도상국

Global TVET Management 석사과정을 운영합니다.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글로벌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석사과정

매년 1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국가대표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특성화된 교육모델인
실천공학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천공학기술자’로서의

사랑 나눔봉사
복지사각지대 홍보 캠페인, 농촌 일손돕기,
독거노인 1:1 결연 자원봉사,

기술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 등

글로벌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분야 국제 네트워크를

IT/CAD/기초 코딩교육 캄보디아, 베트남

재능 기부봉사

강화하기 위해 해외 민·관 전문가 및 국제노동기구(ILO),

창의과학캠프 운영 라오스

벽화그리기, 지역아동센터 예체능분야 지도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를 초청하여

네트워크 설치 기술봉사 라오스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정기 개최합니다.

컴퓨터 HW/SW 기초교육 우즈베키스탄 등

글로벌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포럼

24

국내 기술·교육봉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0년 한 해 총 40개교 2,500여 명의
초·중·고교생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 기술교육의 가치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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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Academics

문화와낭만이있는대학생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현장중심 공학교육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대학

대학원

대학낭만의 완성, 다양한 동아리 활동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재학생 2명 중 1명이
최소 1개의 중앙동아리 활동을 즐길 만큼
각양각색(各樣各色)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학술, 예술, 공연, 운동, 봉사, 종교 6개 분야의

기계공학부

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개

디자인·건축공학부

총 45개 동아리가 재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대학원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3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개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창업동아리를 구성하여

산업경영학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

고용서비스정책학과

(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활동공간, 멘토링 등)은

* 신입생 모집 : 8개 학부

물론 단계별 운영비도 지원받으며
스타벤처기업을 향한 꿈을 키워나갑니다.

전공

18

개

교양학부
HRD학과
융합학과

학과

19

개

대학생활의 꽃, 한맥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매년 봄, 전 구성원의 화합의 장인 축제 ‘한맥제’를 개최합니다.
각 학부, 동아리, 학생자치회, 총학생회, 홍보대사 등 KOREATECH을 이루는

일학습병행대학

단체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기전융합공학과

가을에는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전공역량을 뽐내는 졸업작품 전시회와 함께
동아리 공연이 개최되어 캠퍼스 생활의 낭만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학과

6

개

기계설계공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
(고숙련)기계설비제어공학과
(고숙련)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고숙련)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26

27

KOREATECH Academics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부 홈페이지
공학1관 F102호
041-560-1290~1

School of Mechatronics Engineering

주요 취업처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 현대모비스,

주요 취업처 현대자동차, LG전자, 현대다이모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전KPS,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SK C&C 등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ASML, Applied Materials Korea, Edwards Korea 등

자동차 분야의 핵심인력

기계공학기술

IT지식을 갖춘 기계공학도

전기·전자공학 및 컴퓨터 테크놀로지

기계공학부는 첨단기계를 설계·생산하고, 정보기술 및 인터넷기술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

메카트로닉스공학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합성어로서, 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기계공학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충실한 기계공학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지향적인 기술교육 및 정보화/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교육과

트랙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진로상담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메카트로닉스 분야를 이끌어나갈 고도의

친환경자동차·에너지트랙
신재생 에너지, 파워플랜트,
오염 측정 및 저감기술,
열유체 시스템 모델링,
바이오 응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실천공학기술자 및 인력개발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스템설계제조트랙
재료/요소/시스템 설계,
나노/마이크로 기술,
최적화/융합 기술,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트랙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인공지능,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등

24시간 실습실에서 연구가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현대자동차 주관
자율주행자동차 대회(2019년)에서 기계공학부 PHAROS팀이 압도적 우승을 거두었으며,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기계(자동차)분야에서 최우수 평가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취업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메카트로닉스공학 분야 졸업생은 개교 이래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견기업으로

취업

기계공학부

88.4%

진출하여 인정받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우수한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공학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기술로써 끊임없이 진화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기계공학은 역학에 근간을 둔 공학 분야로서 국내외 산업체와 폭넓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일반기계, 자동차,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래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졸업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항공, 환경,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다양한 산업군에 필요한 우수한 공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졸업생들은 민간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품질관리, 설계, 제조, 관리 연구원, 기업에서 설계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할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홈페이지
공학3관 217호
041-560-1376, 1377

전공
생산시스템전공
기계/자동차/공작기계/금형 분야
시스템 설계 및 정밀가공,
품질관리 등
제어시스템전공
전기/전자/컴퓨터 제어,
첨단시스템 이해,
제어기능 해석 및 설계
디지털시스템전공
기전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실시간 IT 제어기술,
반도체/디스클레이 장비기술,
지능형 시스템

핵심 엔지니어, 정부산하 기술교육기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 벤처사업가, 대학원 진학 후 교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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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lectronics & Communication Engineering

전기·전자·통신공학부 홈페이지
공학1관 F102
041-560-1292~3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주요 취업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롯데정보통신, 현대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메트로,

주요 취업처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넥슨, NHN, AWS,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전KDN, NH농협은행, 수협 등

전기공학

인간중심의 지능정보화 컴퓨팅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인간중심 지능정보 기술의 글로벌 교육 선도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
2공학관 232호
041-560-1460, 1461

전기·전자·통신공학부는 21세기 첨단 정보화산업의 주역인 전기, 전자, 정보통신을 필두로 인류에게 보다 더 나은

컴퓨터공학부는 인간중심의 지능정보화 컴퓨팅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간중심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교육하는 학부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의 3개 전공

지능정보 기술의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필요로 하는 첨단 응용기술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세 분야가 있으며 상호 연계성이 강한 분야의 특성상 컴퓨터공학/컴퓨터과학의 핵심적인

트랙

전기공학전공
회로해석 기법,
고품질전력시스템,
전기응용시스템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면서, 학부 내 타 전공에 개설된 과목도

이론과 지식교육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의 융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마트IoT트랙, 소프트웨어트랙, AI트랙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정보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세 개의 트랙을 두고 특성화 분야의 심화 교육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공학부는 ‘인간중심의 지능정보화

스마트IoT 트랙
IoT기초설계, 디지털시스템설계,
지능형IoT, IoT임베디드 시스템,
실시간시스템

전자공학전공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로 및 시스템, 제어 및 계측,
로보틱스, 전자장 및 통신,
임베디드 시스템
정보통신공학전공
통신시스템, 네트워크/보안,
임베디드 시스템,
지능형 소프트웨어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컴퓨터공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폭넓은 산학협력을 통해서 장단기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전공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 및 진로지도를 통한

취업

전기·전자·통신 공학부

86.8%

전인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졸업생들은 전기분야, 전자분야, 반도체분야, 정보통신분야 등 광범위한 산업 현장과
공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유능한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교육기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일부 졸업생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업

컴퓨터공학부

81.1%

컴퓨터공학부 졸업생의 사회 진출 분야는 대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금융기관, 전산 관련 전문기업 등에

소프트웨어 트랙
모바일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가상/증강현실,
네트워크설계, 컴퓨터보안
AI 트랙
인공지능기초및응용,
자연어처리,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신호/영상처리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 및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교수나 연구소 등에서 좀 더
심화된 학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부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을 모두 겸비하였음을 인증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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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건축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School of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 Architectural Engineering

디자인·건축공학부 홈페이지
공학2관 224호
041-560-1221, 1227

School of Energy Materials & Chemical Engineering

주요 취업처 (디자인공학전공) ACE침대, 동양매직, 쌍용자동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항공사,

주요 취업처 삼성전자, 삼성SDI, LG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건축공학전공)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계룡건설산업, 기술보증기금,

롯데케미칼,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셀트리온, CJ, 한미약품, ASML코리아, MEMC, 다우켐, 바스프, 머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인간을 위한 디자인·건축공학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융합 교육

국가산업의 원천이 되는 신소재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실천공학자

디자인공학전공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제품 및 감성융합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창의적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은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반도체, 자성체, 정보통신 등의 소재에 대한 기본 이론과 에너지고

문제해결능력과 디자인 표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조형, 디자인이론, 디자인툴, 프로토타이핑, 휴먼인터랙션,

갈 대비와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공

디자인프로젝트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공학전공은 미래지향적 건축물의 계획 및 구현을 위해

응용화학공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적인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바이오공학기술(백

디자인공학전공
디자인공학론, 제품디자인, UX
서비스디자인, CAID, 인간공학
및 인터페이스디자인 등

첨단 ICT 융합기술을 활용한 건축이론, 디자인 프로세스, 구조시스템, 친환경 건설 및 재료, 첨단시공기술, 건설

신/의약품), 친환경/에너지기술(배터리/수소에너지), 첨단융복합기술(우주·항공·자동차), 정보통신기술(반도체/디

경영관리 기법의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플레이) 분야의 최첨단 화학 신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실천공학 전

건축공학전공
건축시공 및 재료설계
건설공정 및 경영관리
구조설계 및 스마트 강구조
건축설계스튜디오
건축친환경계획론

문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취업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디자인공학전공 졸업생들은 대학교수, 교사, 정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 대·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으며, 건축공학전공 졸업생들은 건설사, 엔지니어링/컨설팅회사, 프로젝트개발 및
건설관리사: 프로젝트 개발사,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취업

에너지신소재 화학공학부

87.1%

현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관련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금속, 화학산업, 전자산업부터 향후 큰 발전이 기대되는 생명공학, 에너지 관련 산업까지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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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홈페이지
공학3관 217호
041-560-1302

전공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반도체/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철강/자동차 분야 등
응용화학공학전공
바이오 소재(제약, 백신, 약물전달)
신재생에너지소재
(리튬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첨단융복합소재
(우주·항공·자동차)
정보통신소재(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가스·정유/석유·정밀화학
/화장품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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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학부

2022학년도신설학과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고용서비스정책학과

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Policy

주요 취업처 SK바이오랜드, GS리테일, 대한항공,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종근당,

주요 취업처 공무원(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롯데네슬레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등

한국고용정보원),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인지어스, 스텝스, 대학일자리센터, 제니엘 등),
준정부기관 및 대기업과 중견기업 HR부서 등

고용서비스정책학과
대표번호
041-521-8181, 8185
이메일
es2021@koreatech.ac.kr

산업경영학부 홈페이지
인문경영관 K223호
041-560-1437~8

경영학

산업경영학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분석역량과 융복합역량을 갖추고 산업현장의 문제해결과 변화를 선

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상담·취업알선 및 전직시원서비스 등 전

전공

도할 수 있는 경영전문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학과 데이터 등 디지털 지식의 융·복합형 교과과정의 설

국민이 행복한 직업생활을 위해 최고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전공

융합경영전공
마케팅과 광고홍보, 글로벌
비즈니스, 조직과 인적자원관리,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영,
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경영전략 등

계 및 운영, 이론과 실습을 조화시킨 현장형 경영교육을 통해서, 졸업 후 경영현장에서 창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능력개발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온라인평생교육원을 보유하여 고용·훈련분야에서 차별화된 인프라로

발휘하여 경영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서비스 관련 최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전공 교과과정
직업상담과 심리, 심층상담,
빅데이터와 고용정보 활용,
고용보험법제,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경제학, 직업정보론,
통계학, 행정법, 고용서비스,
노동시장정책의 이해 등

데이터경영전공
빅데이터분석,
경영정보시스템(MIS) 및
디지털비지니스(EBUSINESS),
생산운영관리 및 스마트팩토리,
재무관리 및 핀테크경영,
회계(ACCOUNTING) 등
학부공통
컴퓨팅사고와 프로그래밍
언어(기초), 경제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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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융 ·복합역량을 갖춘 경영전문인재 양성

국민들이 행복한 직업생활

최고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재학생들은 정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인 장, 단기

취업

산업경영학부

80.0%

현장실습(IPP)과 2-3학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과정평가형 특별과정을 학습하면 과정평가형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유관기관 및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취업 시 우대, 공무원 시험 가산점 획득)

경영학 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뿐 아니
라 벤처기업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에 취업하고 있

취업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교양 및 HRD, 자유선택
기초교양, 일반교양,
MSC 고용기초, HRD

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방송통신서비스업, 교육문화서비스업, 공무원, 공공기관 준공무원 및
창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졸업생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직업(취업, 훈련, 실업, 전직, 퇴직 등)과 관련된 고용서비스는 인력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분야로써 이에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2022년 3월 신설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취업 전망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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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학부

HRD학과

School of Liberal Arts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교양학부 홈페이지
인문경영관 102호
041-560-1294~5

HRD학과 홈페이지
인문경영관 102호
041-560-1294~5

교육내용

교양

기초교양
언어와 사고
수리정보기초

교양학부는 인간, 사회, 자연 및 학문 간 융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HRD학과의 미션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리정보기초 지식 함양

학습리더 역량에 기반을 둔 직업능력개발전문가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

직업능력개발 전문가 및 실천공학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교양
인성과 소양, 예술과 문학
사회와 심리, 역사와 철학
자연과 과학, 미래와 융합

는 역량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

HRD학과는 직업훈련, 인력개발, 교육공학, 상담 등의 학문분야를 기반으로 HRD부전공 제도를 통해 전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창의적 경험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 및 기초학문 소양을 잘 갖춘

학부생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실천공학기술자, 인력개발담당자, 기업현장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양교육을 제공합니다.

요구되는 학습리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교양선택
모든 교양, K-MOOC

교육과정

MSC
MSC공학기초
MSC경영학기조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 일반교양, MSC전공기초, 교양선택 영역으로 구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핵심역량

기업교육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인력개발담당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에서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양은 언어와 사고 및 수리정보기초로 세분하고, 일반교양은 인성과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 역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학습조직 및 현장학습(OJT)을 주도할 수 있는

소양, 역사와 철학, 예술과 문학, 사회와 심리, 자연과 과학, 미래와 융합으로 세분하며, MSC전공기초는 전공학습
과 연계된 수학, 과학, 전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교양선택영역을 설정하여 교양교

실천공학기술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전공
공통
HRD개론,
NCS기반프로그램개발,
경력개발이해와상담,
교수설계및교육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
NCS교육기획, 마이크로티칭,
성인학습론, 장애인직업재활론 등
실천공학기술
성인학습론,
e-learning개론,
HRD프로젝트실습,
기업내교육론 등

육과정에서 편성한 모든 교과목 및 K-MOOC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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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학과

일학습병행대학

Department of Future Technology

College of Work and Study in Parallel

학사과정 기전융합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강소기업경영학과
기전융합공학과 | 기계공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전기・전자공학 및 컴퓨터공학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지능형 기
계전자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는 역량을 갖춘 공학자를 양성합니다.
융합학과 홈페이지
인문경영관 K102호
041-560-1489

기계설계공학과 | 단순 생산・조립단계를 벗어나 설계 및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창의적인 기계설
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배출합니다.

전공

강소기업경영학과 | 일학습병행의 차별화된 경영교육을 지향하며,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의 특성화

AR/VR 트랙

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R/VR개론(AD),
AR/VR프로그래밍,
가상현실콘트롤러프로그래밍,
실감인터렉션콘텐츠디자인
(PBL)등
스마트팩토리 트랙
스마트팩토리개론(AD),
디지털트윈, 지능형공정
데이터관리, 사물인터넷(IOT)
응용(PBL), CPS개론(PBL) 등
AI・빅데이터 트랙
기계학습활용, 딥러닝응용,
컴퓨터비젼활용(PBL),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서비스,
데이터모델링과 추론 등

융·복합 소양 보유 인재 양성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 학습

융합학과에서는 미래 산업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문지식과 각 학부과의 고유 전공의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

고숙련마이스터(석사)과정 기계설비제어공학과,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합하여 융합적 지식 및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본 학과에서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사회

기계설비제어공학과 | 생산설비의 정보화 및 자동화는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생산 공정에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설하고 운영하여 다(多)학제 간 융·복합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교생을 대상으

서 가장 필수적입니다. 기계설비제어공학과는 제어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공정을 혁신하거나 부가

로 AI·빅데이터 트랙, 스마트팩토리 트랙, AR/VR 트랙과 글로벌창의융합전공(충남지역 4개 대학 연합전공)을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영하고 있으며, 에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과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PBL 강의 중심으로 운

IT융합소프트에어공학과 |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IT기술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영됩니다.

있습니다. IT융합소프트웨어공학과는 IT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새로운 부

일학습병행대학 홈페이지
담헌실학관 9층 902호
041-640-873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학습병행대학은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개설된 학사과정 3개 학과와
고숙련마이스터(석사)과정
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S/W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 전통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지능형 자동화 제조설비의
개발/운용분야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재직자 교육을 위한 계약학과로 스마트 팩토리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공통
으로 요구되는 기계 시스템 설계, 제어, IoT, 데이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제조 설비 설계 및 운영분야의 융
합형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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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Graduate School

心虛則禮虛 심허즉례허
禮虛則事無不虛 예허즉사무불허
虛於己則虛於人 허어기즉허어인
虛於人則天下無不虛 허어인즉천하무불허

1991년 대학 조성공사 현장

마음이 헛되면 몸가짐이 헛되고
몸가짐이 헛되면 모든 일이 헛되게 된다.
자신에게 헛되면 남에게도 헛되고
남에게 헛되면 온 천하가 모두 헛되게 된다.

창의적 기술인재와 기술경영전문가
대학원 홈페이지
일반·산업대학원 교학팀
대학본부 1층
041-560-1220
전문대학원 교학팀
2캠퍼스 실학관 506호
041-521-8203~4

국가 인적자원개발전문가 양성

- 홍대용 『의산문답』 중에서 -

일반대학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은 학문의 주체적 연구능력과 기술의 독창적 개발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대학원에는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ㆍ전
자ㆍ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산업경영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 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기술, 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경영자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

한국기술교육대학원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
아래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재 3개 대학원에 24개 학과
(계약학과 2개 포함)로 성장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기술인재와
기술경영전문가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디자인공학과, 건축공학과,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과, 경영학과, AI융합교육학
과, 안전환경공학과(계약학과) 총 1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 실용
적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고용전공, 인력개발전공, 인력경영전공,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을 두고 있습니

2021년 대학전경

다. 4개 전공분야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진단 및 문제해결 컨설팅 연구,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육매체 연구개발,
학술지 발간, 전문도서 출판, 정보 및 학술DB구축 등을 통해 인적자원 분야의 학문적 근간을 확립하고 학문 활동
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NHRD), 고용 및 직업능력 정책 전문가, 고용서비스 전문가, 고용보험 전문가, 산재보험 전문가, 기업내 HRD 전문
가, 인사노무 관리 컨설턴트(중소기업형), 진로 및 직업상담 전문가, 기술교육 전문가, e-learning 전문가 등의 HR관
련 다양한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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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랑스런 모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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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자랑, 졸업생 선배님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KOREATECH이 앞서가는 이유, 차별화된 역량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권용국

강유연

김태영

최강식

기계공학부 13학번, 2020년 입사

메카트로닉스공학부 14학번, 2020년 입사

디자인·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14학번, 2020년 입사

디자인·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3학번, 2019년 입사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랩(Lab)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실습 위주의 교육시스템과 체계적인

산업디자인과 공학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는 디자인공학과만의

단기현장실습과 전공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환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비를 활용한 디자인의 실제화입니다.

랩(Lab) 생활은 입사 후 빠른 적응을 도와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직접 전기차를 설계하고 운용한 졸업작품전시회와

특히 IPP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직무를 결정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3D 및 프로토타입

후배 학우분들 역시 잘 갖춰진 학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회 출전으로 성공적으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등으로 직접 구현했던 경험이 실무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진로를 그려갈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하보현

오병호

김영복

강진모

전기·전자·통신공학부 16학번, 2019년 입사

컴퓨터공학부 14학번, 2019년 입사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11학번, 2019년 입사

산업경영학부 10학번, 2017년 입사

단기현장실습을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체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맞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교과목을 수강하며,

실습 위주의 교육 시스템과 교수님과의 체계적인 상담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산업경영학부는 타대학 경영학부와는

근무환경을 익히고 실무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직무를 결정하여 취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경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공학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팀의 잡카페에 찾아가 모의 면접을 본 것이 큰 도움이 되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반지식을 쌓아 사업기획

장기현장실습경험을 통해 쌓은 분석기술과 연구 경험들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경 자격증뿐만 아니라 공학 자격증

함께 준비한 학우들 5명 모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역량을 기른 것이 취업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커리어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까지 취득할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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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대표 교수진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곳,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와 전기·전자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입니다.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그 인재들을 이끌 수 있는 멘토.

현장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저력입니다.

대한민국 기술리더를 이끌어 나갈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나윤채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표 교수진을 소개합니다.

(신소재공학, GIST)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홍근 교수
(비선형 제어, 서울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계공학을 열어가겠습니다.

기계공학부
우창규 교수

디자인·건축공학부
정주영 교수
(통합제품디자인, TU Delft)

HR D 교육을 통해 학습리더 역량을
갖춘 직업능력개발전문가 및
실천공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도 끝까지
완성하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산업경영학부는
학생들의 도전과 교수님들의 분주함으로
365일 뜨거운 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학문의
바다로 나아가는 항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HRD학과
김미화 교수
(교육공학, Teachers College, Columbia)

(기계공학, 서울대)

산업경영학부
김동태 교수
(마케팅, 서울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전공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잇는 가교,
융합학과입니다

컴퓨터공학부
김상연 교수
(햅틱스, KAIST)

융합학과
이승호 교수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안치형 교수
(초고주파, Texas 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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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KAIST)

교양학부
손영창 교수
(철학, 스트라스부르그 2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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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천공학 기술자 양성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이성기입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1991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짧은 역사에도 국가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명실상부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최상위(2021년 1월 교육부 발표 84.7%),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1위(한국경제
신문 이공계 대학평가), 2020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동아일보 선정) 등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각 전공
에서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총 72개의 교과목을 신설·개편하는 한편, 4차 산업시대
의 특징인 융·복합 교육을 위해 ‘스페셜트랙’ 5개를 개발하고 이 중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AI·빅데이터’의 3개 트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이러한 4차 산업시대의 융복합 교육
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 최대 규모로 최초의 5G 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개관하여 학생, 기업재직자,
직업훈련교사, 특성화고 교사 등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산학협력단 등 여러 부속기관을 통해
재직자들의 평생능력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대학과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개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미래 첨단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역량개발
을 희망하는 재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개교 30주년을 기점으로 ‘실천공학과 평생직업
능력개발의 글로벌 선도대학’ 으로 도약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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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Premium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Premium을 더하다

1

2

3

4

5

능력개발교육원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다산정보관

산학협력단

능력개발교육원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재직자, 구직자 등 전 국민이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

‘공정한 심사평가, 함께 성장하는 직업훈련’을

다산정보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도서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내외 산·

기업현장교사,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직무 역량 강화, 직업계고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공학분야 이

슬로건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에 대한 국

으로, 도서 및 전자 정보자원을 보존, 관리하며

학·연·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

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등 직업훈련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

러닝,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차원의 심사평가 품질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식정보의 확산과

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2003년 11월에

다.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함께 온라인 직업훈련의

능력중심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2015년 4월

공유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설립되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교원개인수탁

로그램 개발과 최신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글로벌 직업훈련 인력 양성

허브역할을 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www.step.go.kr)을 구축·운

에 설립되었습니다.

다산정보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에 더하여

과제 및 국책사업지원, 창업보육지원, 특허관

및 재교육 전문기관으로 선도적 기능을 이어가겠습니다.

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인증평가, 훈련과정심사, 중앙부처 직

디지털 리터러시의 증진과 멀티미디어 자료 제

리 및 기술이전지원사업 외에도 국가와 지역

업능력개발 사업평가, 훈련이수자평가, 부정

공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소임을 다

사회,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훈련관리 등 심사평가 사업 효율화 및 정책적

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 본관(現 인문경영관)

독창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산학협력역량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올바른 직업훈련시장

건물 한 편에서 시작된 이래, 1997년 현재 국

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산학협

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약 4,300

제교육센터 건물로 이전 개관하였고, 2009년

력단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받아 삼성그룹과

개의 훈련기관인증평가, 약 6만 5천개 훈련과

현재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

삼성기능올림픽을 개최, 삼성국제기능경기대

정 심사 등을 진행했으며 해외 유관기관과의

면적 9,720㎡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

회로 확대된 지금까지 총 12회의 대회를 운영

MOU(양해각서) 체결(호주 ASQA, 싱가포르

다. 실학사상의 대가인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하는 등 다양한 기업체와의 연계도 지속하고

SSG, 홍콩 HKCAAVQ)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

인용하여 ‘다산(茶山)’으로 명명하였고, ‘실사구

있습니다.

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實事求是)’ 정신을 실천하는 본교의 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주체이자 지식정보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Onlin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주요사업

주요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교육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구축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보수교육

•이러닝콘텐츠 개발 및 운영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교육

•AR/VR 기술 접목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현장직무연수

•직업능력개발 新훈련기법 연구 및 컨설팅

•스타훈련교사 선발 및 위촉

•2020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대상 교육기관부문 대상 수상

•해외전문가 초빙연수

•2020 원격교육연수원 기관평가 교육부총리상 수상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2019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직업교육훈련 부문 대상 수상
•2018 VR EXPO VR교육부문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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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학 이러닝 컨퍼런스 최우수상 수상
•2015 원격교육연수원 기관평가 교육부총리상 수상

공유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SQA: Korean Skills
Quality Authority

Acadamic Information
Service Center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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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TECH Campus

1Campus

19

2 Campus

18

01

20

17
21

02

16
22

15

07

23

14

24
27

05

26
28

08

25
09

29

03

13

30

06
03

31
12
11

32
33

직업능력심사평가원

04

37
36

34

10

02

38

35
6

역

01

서울

7

8

40
39

9

남대문
경찰서

41
교육시설

1Campus

50

지원시설

기숙사

서울
스퀘어

대학입구

2 Campus

01

정문

11

학생통합지원센터

21

캠퍼스컴퍼니

31

한울관

02

나래돔

12

학생회관

22

창업보육관

32

함지관

03

공학 2관

13

복지관

23 공학 4관 A동

33

예지관

충남 천안 동남구

04

담헌실학관

14

다산정보관

(온라인평생교육원)

34

해울관

05

공학 1관

15

소울관

24

새롬관(능력개발교육원)

35

예솔관

대학, 일반대학원,

06

인문경영관

16

나우리인성관

25

공학 4관 B동

36

다솔관

능력개발교육원, 산학협력단(2캠),

산업대학원,

07

공학 3관

17

케이팩토리

26

참빛관

37

생활관 관리동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온라인평생교육원,

08

강당

18

산학협력관

27

은솔관

38

테니스장

학술정보원, 산학협력단(1캠)

09

국제교육센터

19

서문

28

IH관

39

체육관

10

대학본부

20

직장어린이집

29

청솔관

40

운동장

30

솔빛관

41

남문

충남 천안 서북구

01

한빛관

02

실학관

03

테니스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서울 중구

9층

기획운영팀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훈련성과평가센터
부정훈련관리센터

10층 회의실
12층 훈련과정심사센터
정책특화심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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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oreatech.ac.kr
블로그
blog.naver.com/koreatech91
유튜브
www.youtube.com/TheKOREATECH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tech91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tech_since1991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채널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검색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T 041) 560-1114 F 041) 561-9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