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육환경, GIST대학원
체계적인 연구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연구중심 대학원
배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학원

도전·소통·융합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양성해 국제 무대로 인도하는 대학

1학년 기초교육학부(전공구분없음) > 2-4학년 전공과정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기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전공 Concentration
지구·환경공학전공

부전공(2-4학년)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

수학 부전공

인문·사회과학 부전공

에너지 부전공

의생명공학 부전공

문화기술 부전공

지능로봇 부전공

타 전공 부전공

2017년 박사과정 졸업생 1인당 재학 중
논문 평균 6.42편 SCI급 저널 게재

자기주도 도전·경험 및 발표·토론 중심 교육
4차 산업혁명 대비 AI·SW 의무교육
인문·사회 등 폭넓은 부전공 및 예술 교육 강화
수학·물리 등 기초과학 심화교육
대학원 연계 실전 연구기회 제공
학업·진로 등 대학생활 1:1 멘토 시스템

입학등록 시 입학금 680,000원 납부

기초과학 및 전공 전과목 영어강의
과학기술 분야 세계 정상급 대학 교육 이수 지원
(미국 칼텍·UC버클리·보스턴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덴마크 코펜하겐대 등)

유엔대학(UNU) 산하 협력연구소 인턴십 이수 지원
(캐나다 UNU-INWEH, 독일 UNU-FLORES)

박사(통합)과정 우수 신입생 선발, 입학금 면제 및 3년간 GPF장학금(학기당 150만원) 지급

‘하우스’기반 캠퍼스 공동체 생활

기숙사(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기혼자의 경우 기혼자아파트 입주 가능

총장장학금·국가장학금 및 다양한 장학 혜택

[2019학년도]

다양한 장르(토크 콘서트, 클래식 공연, 연극 등)로 만나는 고품격 대중적인 문화공연
문화행사

문화콘텐츠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
기관 구성원 및 지역주민 대상 공연 개최

GIST와 국립광주과학관 이 함께하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과학스쿨

입학문의

u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GIST 오룡관 &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
과학스쿨 홈페이지(http://scienceschool.gist.ac.kr)

GIST 사회공헌단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가치 및 나눔확산
지역사회봉사(배움마당, GSOP, SCIENCE CAMP, 도서기증 등)
사회공헌

해외봉사(희망정수기, ICT 봉사단 등)

창업지원

기업가정신교육센터 GIST Power Program 개설
광주·전남지역 우수기술 보유자 대상 기업가 정신 교육
창업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학문의

2018년 9월 기준

5,598

1,305

868

189

250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 2년 연속 TOP 3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캠퍼스 구축
특화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중심대학 교육 실현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 모델 제시
학제간 연구에 기반한 신연구분야
개발·성과확산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세계 3위 / 11년 연속 국내 1위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핵심 성장엔진 제공

Saudi Arabia
Indian Institute of Science

India

USA
USA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2년 연속 1위

창의·융합·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GIST만의 고유가치 창출

(2017, 2018 매일경제)
미국 특허 등록 Top 100 세계 87위 / 국내 9위 (2018, NAI & IPO)
한국경제 이공계대학 평가 기술이전수입 국내 1위
THE(Times Higher Education) 세계대학평가 설립 50년미만 대학평가 세계 41위 / 국내 4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아시아 20위 / 국내 8위 (2018, 톰슨로이터)

- 신임교원 Start-up Fund 지원
- 대학원 교원 연간 2과목 및 주당 평균 3시간 이내의 강의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위한 G.I.(Global Innovative) 4.0 연구 수행
- 국가 R&D 동향 파악을 위한 Issue Paper 발간

2018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

GIST-Caltech 1:1 공동연구

매년 GIST-Caltech Workshop 연구성과 발표

노벨상 수상자 초빙 및 6개 노벨연구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