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소개
■ 학교 개요
1964년 개교하여 “2016년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
(서울 성북구 미아4거리 인근 위치)
▶ 해외플랜트산업설비과 2학급 36명

▶ 에코공정플랜트과 1학급 18명

▶ 해외건설전기통신과

▶ 해외시설물건설과 2학급 36명

2학급 36명

■ 인력양성 목표
해외건설·플랜트 산업현장에서 관리자(engineer)와 근로자(craftman)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초급관리자(supervisor) 양성

■ 취업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별 맞춤식 교육을 통해 경쟁력 제고
▶ EPC기업(종합건설사): 대기업, 중견/강소기업(해외건설협회 등의 회원사 중 우수 상장기업)
▶ 제조업: 대기업 공채 및 중견/강소기업
▶ 공무원/공기업: 공채

■ 진학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을 목적으로 만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졸업 후 선취업 후학습(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이용하여 우수대학 진학 가능
* 재직자 특별전형: 산업체 재직경력 3년(군경력 포함) 이상의 경우 수능성적 없이 학생부, 면접 등으로
모집하는 전형
(서울 모집 대학: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
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 학생 특전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3년간 전액 면제
▶ 장학금 지급
· 입학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전체수석, 학과 수석(4명)
· 내부장학금: 건설미래 장학금, 우수능력인증 장학금 – 매 학기 지급
· 외부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서울희망고교진로, 오토꿈이룸, KPS패러데이스쿨, 산기협 꿈나무,
ATC협회 마이스터고, 드림클래드 등 다양
▶ 해외연수 제공
· 학교생활 우수학생 연 70명(2학년) 해외건설현장 및 문화체험 연수 실시
· 프로젝트 공모전 입상 팀
▶ 글로벌현장학습 실시
· 3학년 중 희망자 선발, 해외 건설현장에서 10~12주 현장학습 실시
▶ TOEIC 및 EPC 방과후 수업료 전액 지원
▶ 기숙사 제공
· 1학년(126명) 전원 입사 / 2,3학년 지방 학생과 서울 원거리 학생 등은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하여 입사 가능
· 기숙사비 전액 무료(식비만 개인 부담)

■ 전형요강 요약
▶ 모집지역 및 인원: 전국 단위 126명 (지방 20% 이내 선발)
▶ 원서접수: 10.17(월) 09:00 ~ 10.20(목) 17:00
▶ 1차 전형(교과, 출석, 봉사) 합격자 발표: 10.25(화) 10:00
▶ 2차 전형(적성 및 소양검사/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면접): 10.28(금) 08:30~
▶ 최종 합격자 발표: 11.2(수) 10:00

■ 입학설명회 일정

일시

1차
2022.5.14.(토)

2차
2022.6.18.(토)

3차
2022.7.16.(토)

4차
2022.9.3.(토)

5차
2022.10.8.(토)

14:00

14:00

14:00

14:00

14:00

비고
다목적실

■ 입학상담: 홍보부(02-940-2610, 2615)
■ 최근 4년간(마이스터고 1~4기) 취업 및 글로벌 현장학습 현황

■ 2022.2월 졸업생 취업 현황(마이스터 4기)
구분
EPC기업
(종합건설사)
공무원/공기업
제조기업
기타
합계

취업처
GS건설, 글로텍엔지니어링, 중원엔지니어링, 젠텍엔지니어링,

인원수

엔솔엔지니어링, 우경건설, MAP한터인종합건축, 우양HC, 창원기전,

78명

한성기공, 연합개발, 대본테크 등 21개사
국가직공무원, 서울시교육청공무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교통공사
포스코, 삼성SDI, 삼성전자DS, 코닝정밀소재,
코리아솔라, 템퍼스, 서울전선, 서울통신
부사관, 가업승계

8명
19명
2명
107명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