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취업률 1위 4년제 대학’ 코리아텍
“등록금 싸고 장학금 많이 줍니다”
충남 천안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각종 실험실습장비가 갖춰진 100여 개 실험실습실(LAB)을 24시간 개방

1위'란 타이틀을 매년 놓지 않는 대학이다.

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업에 몰두할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공시 결과 2017년 취업률 85.1%로 전국 최고를

코리아텍은 6개 공학계열과 1개 인문사회계열 학부에 4천400여 명의 학

기록했다.

생이 재학 중이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취업유지율도 91.5%를 기록해 전국 대

취업률과 학생복지,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며 특

학 평균(78.5%)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성화된 공학교육 모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교육중심대학 1위'를 차지, 10년간 부동의

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꼽힌다.

1위를 달성했다.

등록금은 학기당 공학계열 238만원, 인문계열 167만원으로 일반 사립대

공학계열 평가에서도 12위에 올라 전국 유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대학 평가에서는 '기업과 협력연구 비율' 지표에서 4위를 차지했다.

장학금 지급률은 82.8%(재학생 1인당 연간 375만원)로 포항공대, 한국

코리아텍이 최고의 취업률 성과를 기록하는 배경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 이어 전국 4위다.

모델 덕택이다.

성적 우수자, 성적 향상자, 외국어 특기자, 사회봉사활동 장려, 독서인증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론과 실험실습 비중을 5대 5로 편성한 커리

제도 장학, 경제사장 곤란자 지원 등 30개가량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

큘럼이다.

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실습함으로써 기업 및 산업현장

기숙사 수용률은 70%에 육박하며 2인실 기준 한 학기 생활관비는 45만

에서 요구하는 현장문제 해결역량 및 전공실무 능력을 충실히 배양한다.

원에 불과하다.

또 HRD(인적자원개발) 부전공을 필수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입생은 100% 수용할 수 있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집

취업 후 현장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다.

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밖에 졸업연구작품제작을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해 학생들의 창의적

올해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연간 10억원의

종합설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가운데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5년간 145
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코리아텍은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00명을 뽑는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는 ㉮군이다. 기계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자인·건축공학부는 ㉯군이고
산업경영학부는 ㉰군이다.
원서는 12월 29일(토)~2019년 1월 3일(토) 인터넷(www.uwayapply.
com)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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