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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교육을�통한�
세계적�수준의�고급인재�양성

■과학기술�분야에서�
선구적인�연구�수행�및�응용

■교육,�연구,�산학협동을�통해�
국가와 인류에�봉사

건학이념

POSTECH은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

한 과학과 기술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지식과 지성을 겸비

한 세계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

되었다. 고(故) 박태준 설립이사장의 교육보국

정신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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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POSTECH은 1986년 대한민국 최초의 소수정예

연구중심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30여 년 전

우리 대학사회의 연구 문화에 불씨를 지핀

POSTECH은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오늘날

아시아 정상급의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계와 과학기술계에 큰 획을

그으며 짧은 기간 최고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POSTECH의 지난 30년은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POSTECH은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사회에 가치창출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플래그십(기함) 역할을

할 것입니다. POSTECH은 앞으로도 총체적 역량

을 지닌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의 최우선

사명인 미래세대 교육에 충실하겠습니다. 나아

가 그간 쌓아 올린 우수한 성과를 한층 더 발전

시켜, 새로운 지식창출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POSTECH의 건학이념은 교육, 연구, 산학협동을

통해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튼실한

학부교육’, ‘빼어난 연구’, ‘활발한 창업과 창직’에

힘쓰며 가치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진력

하겠습니다.

POSTECH 총장 김 도 연

POSTECH : ‘가치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2007년 POSCO 국제관 개관

2008년�국내�대학�최초�

기숙대학(Residential�College)�도입�

전원 기숙사생활 방침에 맞춰 기숙사를 ‘전인

교육공간’으로 발전시켰다.

2010년�국내�대학�최초�학부생�전원�

입학사정관제(現�학생부종합전형)�선발

국가와 인류에 공헌할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

과 적성, 인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발한다.  

01. POSTECH 메인캠퍼스     02. 대학부지 착공식 후 악수를 나누는 박태준 창립이사장과 김호길 초대 학장 (1985. 8)     03. 제 1회 학사과정 학위수여식 (1991. 2) 

04. 박태준학술정보관     05. 해동- 아우름홀     06. 3세대 & 4세대 방사광가속기 

2010년�국내�대학�최초�영어�공용화

영어공용화(Bilingual Campus) 대학으로 선포

하고 대학행정과 교육을 국영문 병용하여 실시

하고 있다.

2010년�더타임즈 세계대학평가 28위

2011년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 법인

설립

2014년 더타임즈 개교 50년 이하 

세계대학평가 1위(3년연속)

2016년�국내�최초�MOOC�수강�학점인증제�

학생들이 MOOC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세계 각국 석학

의 강의를 수료한 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6년�국내�대학�최초�산학일체교수제�도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에 기업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세계�3번째�4세대�방사광가속기�준공�

국내 유일이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준공된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첨병 역할을 하는 거대과학시설이다. 

2017년 해동 - 아우름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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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개교� �

‘국내�최초�연구중심대학’으로�출범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연구

기관-대학이 유기적 협동으로 상호 발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1986년 故 박태준 설립이사장 개교 기념사 

1987년�제 1회 입학식 

1990년�제 1회 학위수여식(석사)

1994년�대학�복수�지원제�도입�주도�

학생들이 가고싶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

으며, 대입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국내�유일�

3세대�방사광가속기�준공�

포스텍과 정부는 21세기 한국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88년 설립을 추진해 6년만에 세계

에서 5번째로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완공했다. 

1996년�국내�대학�최초�

석 ∙박사�연계�진학제�시행�

대학원 지원자 중 우수한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심도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논문

및 박사입학전형을 면제하고 박사학위 취득까지

의 재학연한을 최대한 단축했다. 

1998년 아시아위크지 ‘아시아과기대 1위’  

2000년�국내�대학�최초�교원�연봉제�시행

연봉제 시행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했다.

2000년포항테크노파크 설립 

(포항시∙POSCO ∙포스텍 공동)

2003년 박태준학술정보관 개관  

생명공학연구센터 개관

2005년 철강전문대학원 개원(세계유일) 

2007년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現 나노기술융합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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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장학금 

교수 1인당

(비전임교원 포함)

3.4명

학생수 8,400여 만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투자비
(등록금의 15배) 

국내 최상위 신입생 
소수정예 선발

320명

국내 대학 최초 

학부생 전원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수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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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논문 1편 당 피인용 수 논문 1편 당 SCI 
영향력 지수(IF)

4.7

3위

교수 1인당 피인용 수

6.8편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발표

연구비 총액 대비 
산업체 비율

28.3%

산학협력 연구성과 비중

세계 1위
세계 

1995 -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2010
더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

2012 - 2014
더타임즈 설립 50년 이내 

세계대학평가 

2010 - 2016
QS 아시아권 대학평가 

특성화대학 부문

2017
더타임즈 소규모대학평가

2016
더타임즈 아시아대학평가 

10회 1위 28위 3년 연속 1위 7년 연속 1위 아시아 8위 , 국내 1위 세계  3위

대학 현황

(2017 더타임즈)

(2015 QS)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인문사회학부 (교양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첨단재료과학부

융합생명공학부

정보전자융합공학부

첨단원자력공학부

환경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과정

기술경영과정 

철강대학원

엔지니어링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대학 / 대학원 11
대학
UNDERGRADUATE STUDIES

21
대학원
GRADUAT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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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지식을 갖춘
혁신적 리더를 길러내는 
POSTECH의 교육

매년 320명의 
최우수 신입생 선발  
낮은 교수 대 학생 비율

소수정예�인재양성�교육�

소수의 영재를 모아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POSTECH은

매년 320명의 최우수 신입생을 전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엄선하여

선발한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전임교수가 학생 개개인에게

집중하여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연구를�통해�배우는�
연구참여제도�시행

URP는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이공계 학부생들이 스스로 연구계획

을 수립하고, 교수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우수한 교수들에게 지도를 받고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미래 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운다. 연구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학과에서는 학부생 전원이

참여한다.



학생주도�거꾸로수업,�
국내�최초�학점�인정,�
Coursera�&�K-�MOOC에�
강의�개방

온라인 공개수업(MOOC)과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
끌어내고 창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학생
들은 온라인 공개수업(MOOC)을 이용해 자신
이 속한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주도
적으로 지식을 쌓는 습관을 기르는 한편, 온라
인으로 강의를 예습하고 수업시간에는 토론과
협업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간다.

국내 대학 최초로 MOOC 수업이수 인증서 취득
을 지원하고 온라인 강의를 학점으로 인정한
다. 학생들은 MOOC를 통해 세계 각국 석학의
다양한 강의를 듣는 기회를 접할 수 있고 대학
은 국내 강의를 과학에 관심 많은 일반인과 학
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강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과학대중화, 교육
기부라는 사회 기여로도 이어지고 있다. 

13

P
O
STEC

H
 2017-2018

신입생 전원 
무학과 선발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제공,�
자기주도적�
학습동기�부여

2018년부터 POSTECH 신입생들은 학과를
선택하지 않는다. 학과별 정원을 정하지 않고
전공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이 성적보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
해야 재미를 느끼고, 난관을 헤쳐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OSTECH 학
생들은 1년간 다양한 학과를 탐색하고 선배
그리고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전공선택권 및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를 높이
고, 학과는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12

MOOC 활용 주도적 학습
Massive Open Onlin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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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융합 부전공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대학의 교육, 연구 성과가 벤처창업으로 연계
되어 지역 및 국가경제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
도록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함
양하는 ‘기업가정신 융합 부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학과 단위의 부전공과 달리 여러
학과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융합적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기르
고 실용적 경험을 제공한다. 2018학년도부터
는 학부 공과계열 필수교과로 도입된다. 

하계사회경험 
프로그램 (SES)
Summer Experience in Society

국내외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경험

을 축적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여름방학을 3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를 이해하는 이공계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 경험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이

다. SES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3개월간 대

학에서 마련한 SES 인턴십에 참여하거나, 해외

프로그램 참가, 여행, 봉사활동, 창업 등 강의실

밖의 사회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SES 인턴십은 삼성, LG전자, SK하이닉스, SAP,

오라클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과 막스플랑크연

구소, 캐나다 필즈연구소(Fields Institute), 한국과

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국내외 연구소, 제넥신, 엑셈, 펨토팹, 렌딧 등

동문기업 및 벤처기업 등 200여개 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뿐

만 아니라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도 고루 참여하

며 최대 3개월간 사회경험을 쌓는다.

여름방학�3개월로�확대�
다양한�사회경험�장려�

국내외�글로벌�기업과�연구소,�동문기업
및�벤처기업�등�200여개�기관�참여

3MONTHS

200
INSTITUTES EDUCATION기숙대학 (RC) 

Residential College

포스테키안�삶을�디자인하는�
기숙�대학�운영과�전원�기숙사�생활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유래하여

미국의 여러 명문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대

학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를 단

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맞춤형 전인교육의 장

으로 운영한다. 1학년과 2학년 재학생 전원이 한

기숙사에 입사해 마스터 교수와 함께 생활하며,

인성과 교양교육, 리더십 개발, 초청강연, 문화공

연 관람,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 제공된다. 그밖에도 학부 3, 4 학년과 대

학원생은 일반 생활관에, 기혼 대학원생은 대학

원아파트에서 전원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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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는 리더 

POSTECH 건학이념에는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와 인류에 봉사한다는 봉사정신을 천명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봉사
등 꾸준한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체 •덕 •지 갖춘
인재 양성

학생�멘토링�프로그램(SMP)

선배들이 멘토(Mentor)가 되어 후배들의 학업
은 물론 대학생활 전반을 도울 수 있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 학
생들은 기초과목 학습을 비롯해 대학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대학�공식�스포츠�
조정팀�창단

조정은 ‘신사의 스포츠’로 명성을 얻어온 스
포츠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과 정정당당한 승부를 경험하
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리더
로서 필요한 강인함과 리더십,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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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POSTECH

국내대학�최초�영어공용화�캠퍼스

Bilingual�Campus
학부 3, 4학년 전공과목과 대학원 과정은 영어
로 강의가 진행된다. 입학식, 학위수여식과 같
은 대학 주요 행사를 국어와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 내 표지판과 안내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국-영문 혼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통합지원센터�(ISSS)

International�Student�and�
Scholar�Services
외국인 구성원들이 불편없이 교육과 연구활동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통합지원센터
(ISSS)를 운영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문화체
험, 글로벌 기업 견학 프로그램 및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교류프로그램

교환학생프로그램
29개국 10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교수·학생 교환, 공동연구 및 개도국 교육 지
원 등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Summer�Session�프로그램
여름학기 중 해외자매대학에서 교과목을 수
강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는다.

AEARU�Student�Summer�Camp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에서 회
원교 소속 학생의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 중 개최하는 학술교류 캠프이다. 미
래 아시아지역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의 네트
워킹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교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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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China
Fudan U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Nanjing U 
Peking U 
Shanghai Jiao Tong U 
Tsinghua U 
U of Electronic Science & Technology of China 
U of Science & Technology Beijing 
U of Science & Technology of China 
Xi’an Jiaotong U 
Yanbian U of Science & Technology 
Zhejiang U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Hong Kong U of Science & Technology

India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Delhi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Indonesia
Institut Teknologi Bandung

Japan
Hokkaido U 
Kyoto U 
Kyushu U 
Nagoya U 
Nar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RIKEN 
Ritsumeikan Asia Pacific U 
Ritsumeikan U 
Tohoku U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The U of Tokyo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 
National U of Singapore 
Singapore U of Technology and Design

Taiwan
National Chiao Tung U 
National Taiwan U 
National Tsing Hua U

Thailand
Chulalongkorn U 
Mahidol U 
Suranaree U of Technology

Vietnam
Hanoi U of Science 
Hanoi U of Science & Technology 
Ho Chi Minh City U of Science (HCMUS) 
U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UET), VNU 
Vietnam National U Ho Chi Minh City – U of
Science (VNUHCM)

Australia
U of Melbourne 
U of New South Wales

New Zealand
U of Auckland

Europe

Austria
Graz U of Technology 

Belgium
Ghent U

Denmark
Technical U of Denmark

France
Bordeaux INP 
INSA Lyon 
Institut polytechnique de Grenoble 
MINES Saint-Etienne 
MINES ParisTech 
SIGMA Clermont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Belfort- Mont-
béliard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Compiègne 
Université de Technologie de Troyes 
Universite Paris Diderot

Germany
Freie Universität Berlin 
Max Planck Gesellschaft 
RWTH Aachen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Technische Universität Munchen 
Universität Stuttgart 
UnternehmerTUM

Ireland
Dublin City U

Netherlands
Radboud U 
U of Twente

Norway
Norwegian U of Science & Technology

Russia
Moscow State U 
St. Petersburg Electrotechnical U
St. Petersburg State U 
St. Petersburg State Polytechnical U 
The Joint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Spain
U of Barcelona

Switzerland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United Kingdom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
Medicine 
U of Birmingham

Ethiopia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 
Addis Ababa Science and Technology U

Iran
Sharif Universit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Tehran

America

Brazil
Brazilian Federal Agency for the Support
and Evaluation of Graduate Education
(CAPES) 
The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NPq)

Canada
U of Waterloo 
U of Toronto 

United States
Argonne National Laboratory 
Biodesign Institute at Arizona State 
University 
Carnegie Mellon U 
Colorado School of Mines 
Franklin W. Olin College of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Rutgers, The State U of New Jersey 
Stony Brook University 
U of California, Berkeley 
U of California, Davis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 of Maryland, College Park 
U of Minnesota, Twin Cities 
U of Wisconsin-Madison

Oceania
Africa

Middle East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빛으로�만든�소리’,�광음향�기술로�몸

상태를�정밀�진단�

■3D프린터와�바이오잉크로�만드는�인공

인체�조직

■눈�안에서�혈당을�체크하고�당뇨치료�

약물까지�넣어주는�스마트�콘택트렌즈�

■빛을�쬐면�물방울이�표면에�퍼지거나

맺히는�친수/발수�소재�

■3차원으로�시각화�해�수술�안정성과

성공률을�획기적으로�높이는�가상수술

시스템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꿉니다.

■마찰전기,�태양에너지�등�차세대�에너

지의�저비용 ∙대량생산�기술�개발과

실용화

■친환경�소재의�구조�자유자재�설계 ∙

합성�

■나노물질의�특성을�이용한�오염물질

제거,�유독물질�유출�방지�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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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은 기초과학, 소재, ICT,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융합 등의 주요 연구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상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과학적 발견을 찾고, 미지의 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POSTECH 고유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세상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POSTECH의�연구는…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드는 
POSTECH의 연구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자연을 탐구합니다.

■암,�자가면역질환,�고혈압�등�난치병

퇴치를�위한�단백질�구조�규명,�세포의

작동�원리�연구

■식물이�가진�가능성을�극대화하는�유

전자를�찾아�가뭄에�강한�식물�등�개발

■자연을�모방해�만드는�인체친화형�의료

소재

■해양생태계와�기후변화에�대해�미처

주목하지�않았던�새로운�요인�규명

20

더 작고 강하게, 
한계에 도전합니다.

■저전력�초고밀도로�정보를�저장,�처리

하는�고성능�초소형�전자소자�

■기존�소재보다�가벼우면서도�튼튼한�

철강신소재�

■우리�몸�속�필요한�곳에만�약물을�배달

하는�나노캡슐

■손톱만한�크기로�간단히�질병을�진단

하는�바이오칩

EXPLORE 
NATUR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03. 3D 프린터로 제작한 인체 조직 

02. 식물 유전자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애기장대 연구

01. DNA칩, 새로운 항암치료제가 될 ‘나노호박’ 쿠커비트릴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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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4세대 
방사광가속기

국내 유일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세계에서 5번

째로 구축되었다. 빛을 이용하여 물질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 ‘한국 첨단과학의 심장’

이자 범국가적 연구시설로서 기초연구와 첨단산

업분야 응용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2016년 세계 3번째, 국내

최초로 구축되었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비해

100억 배 이상 밝은 빛을 발생시키는 최첨단시설

로 화학, 재료과학, 나노기술, 의학, 약학, 전력기

술, 전자공학 등 거의 모든 기술 및 과학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신약개발에 중요한 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어 지자체와 공동

으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2017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대학이 방사광가속

기 시설을 보유한 사례는 한국의 POSTECH과 미

국의 스탠포드 대학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APCTP)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의 회원국과 그 외 지

역 물리학자들 사이의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INGO)이다. 이론물리학

연구 선도, 국제공동연구 촉진, 아태 지역 젊은

과학자 연수, 과학 대중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 현재 회원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호

주,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16개국이며, 한국의

운영본부는 POSTECH에 자리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이다. IBS는 기

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영역을 구축한 최고의 석학들을 연구단장으

로 선정해 28개의 연구단을 구성했으며,

POSTECH에는 현재 수학, 물리, 화학, 생명 분야

의 4개 연구단이 있다. POSTECH은 단일 대학으

로는 가장 많은 연구단을 유치 및 운영 중이다. 

•복잡계자기조립연구단�: 김기문 단장 

•한국수리물리기하학연구단�: 오용근 단장 

•면역항상연구단�: 찰스서 단장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염한웅 단장 철강대학원

2005년에 설립된 철강대학원은 세계에서 유일

하게 철강기술 분야 공인을 받은 전문대학원으

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철강기술 분야 전문

가 배출과 첨단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산학연

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첨단 철강기술의 생산과

응용, 인재개발에 힘쓰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는 POSCO 등 산학협동 기술

개발의 연계 허브로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및 응

용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노융합기술원

산·학·연·관 컨소시엄이 힘을 결집하여 첨단 장

비와 시설을 구축한 연구거점형 나노인프라기관

이다. 국가 과학 경쟁력 제고와 산업 발전을 견인

할 나노융합분야 차세대 기술과 재료 발굴에 매

진하며, 대학 내 연구자들이 나노기술 연계를 활

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2
RESEARCH 
CENTERS

3RD

&4TH

GENERATION
LIGHT SOURCES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는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인 독일 막스플랑크 재단과의

긴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토초

과학 연구센터와 복합물질 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연 X선 빔라인 장비, 단일 아토초 발생/측정 기

술을 기반으로 세계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POSTECH 학생들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파견하여 선진 연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4CAMPUS
RESEARCH
CENTERS

POSTECH의 
최첨단 
연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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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산학일체교수’ 제도

기업과�함께
우수�연구인력을�교수로�채용
캠퍼스�내�‘산학일체연구소’�설립

산학일체교수 제도는 기업과 협의 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전임 교수로 채용하고 해당

교수의 인건비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부담

하는 새로운 교원 채용 방식이다. 대학은 산업현

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산학일체

교수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연구에 도전하게 된다.

APGC - Lab

선배들이�응원하는�
후배들의�창업

APGC - Lab은 동문기업 협의체인 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APGC)가 제공

하는 교내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이다.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창업멘

토링, 엔젤투자, 경영자문 등의 지원책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창업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계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POSTECH의 협력 ASSOCIATION OF 

POSTECH 
GROWN 
COMPANIES

University
as�Pillar�of
the�Community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Univer+City

도시와�대학의�상생발전을�위한�
산,�학,�관�협력�프로젝트
‘Univer+City’는 대학을 의미하는 University와 도

시를 의미하는 City의 합성어로 산(産), 학(學), 관

(官)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

아가 국가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합

성어다. 포항, 울산, 경주 지역의 대학, 기업, 자치

단체가 모여 지역 발전과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Research�Hub

국내외�기업과의�공동연구�및�경쟁력�강화�
지원을�위한�교내�기업연구소�단지
POSTECH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공개하고,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구진을 직접 연결

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여 대학 연구실에 머

물러만 있던 다양한 기술들이 기업들의 혁신에

활용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 내 유

망 강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혹은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지원한

다. POSTECH 내 융합 공학동에 저렴한 임대료

로 입주, 연구장비 활용, 산학 공동 연구 수행, 컨

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Advance�Pohang�Forum

지역발전과�혁신을�위한�협의체
AP포럼은 POSTECH이 포항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리더들을 회원으로 하여 만든 협의체

로서,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AP포럼은 포항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전략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매월 조찬세미나를 개최하며,  2013년부터

지역혁신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해외 벤치마킹

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캠퍼스 맵

27

P
O
STEC

H
 2017-2018

26

M-01

M-02

M-03

M-04

M-05

M-06

M-07

M-08

M-09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대학본관

제1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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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제5공학관

제3공학관

대강당

수리과학관

노벨동산

정보통신연구소·대학원

LG연구동

환경공학동

운동장

POSCO 국제관

설립이사장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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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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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POSTECH

튼실한
학부교육

빼어난
연구

활발한 
창업 •창직

인재 가치 지식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가치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소수정예�교육을�통한�세계적�수준의�고급인재�양성

■과학기술�분야에서�선구적인�연구�수행�및�응용

■교육,�연구,�산학협동을�통해�국가와 인류에�봉사

건학이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