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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나눔과 상호협력을 실천합니다.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진리는 
Veritas Lux Mea
나의 빛  

정장 正章

서울대학교의 정장은 월계관에 펜과 횃불을 놓고, 그 위에 책과 방패를 배치

한 짙은 파란색의 문장이다. 월계관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며, 으뜸가는 학

문의 전당으로서의 서울대학교를 의미한다. 펜과 횃불은 지식의 탐구를 통

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펼쳐진 책에는 라

틴어 ‘Veritas Lux Mea’가 적혀 있고 이는 ‘진리는 나의 빛’을 의미한다. 책 

위로 방패가 놓여져 있고, 방패 안에는 교문 심볼이 그려져 있다. 정장의 원

형은 개교 후 1947~1948년 무렵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각 단과 

대학별로 차별화된 문장을 사용하다가 1955년 통일하였다.

정문 正門 진리를 찾는 열쇠를 상징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가 현 위치에 조성되면서 서울대학교의 상징

으로 자리잡게 된 정문은 국립서울대학교의 머릿글자인 ‘ㄱ’, ‘ㅅ’, ‘ㄷ’의 형

상을 본떠 디자인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열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진리

를 찾기 위한 열쇠를 상징한다.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존의 개나리

색에서 밝은 은회색으로 색을 바꾸고 정문 주변에 밤새 점등되는 조명을 설

치하여 24시간 깨어 있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이미지를 담아냈다.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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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 校木  만물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상징하는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수명이 천 년에 달해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준다. 또

한 느티나무는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 넓은 그늘을 제공하며 인간을 포용한다. 이러한 생

명력과 포용력은 건학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일치한다. 학문의 전당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를 천년만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교목인 느티나무와 맥

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조 校鳥  고고하게 비상하는 백학  

백학은 빛나는 몸과 까만 날개깃, 붉은 정수리, 가늘고 긴 다리를 갖춘 모습이 고고함과 

깨끗한 기품을 뿜어낸다. 또한 세속에 초연한 모습으로 평화를 즐기는 습성이 있다. 백학

의 고고한 자태와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모습은 세속의 복잡한 이해관계로부터 초연

하게 오직 학문의 정도를 걸으며 비상을 준비하는 서울대인의 모습이다. 

교가 校歌    
1절 |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에 사는 진리 찾는 이 길을 씩씩하게 나아가는   

 젊은 오누이들,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더욱 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2절 | 단일해온 말을 쓰는 조촐한 겨레, 창조하기 좋아하는 명석한 머리, 새 문화와 새 생명을  

 이루어가며, 즐겨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뛰어나는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온 누리에 빛을 내는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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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 기준)

조직 교육기구  15개 단과대학, 1개 일반대학원,  

11개 전문대학원

행정기구  교무처, 학생처, 연구처, 기획처, 

 사무국, 시설관리국, 입학본부, 

 국제협력본부, 정보화본부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기초교육원

연구시설  연구소(원) 76개, 

 국가지원연구센터 32개

부속시설  박물관 등 34개

부설학교  부설고등학교, 부설중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부설초등학교

관련법인  서울대학교병원,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등 17개

교원 •전임교원 2101 명

•기금교원 93 명

•HK 교원  33 명
•BK교원  43 명
•HK연구교원 13 명
•겸임교원 288 명
•초빙교원 11 명
•강의교원 80 명
•연구교원 195 명
•산학협력중점교원  40 명
•객원교원 81 명
•외래교원 234 명

국제 랭킹 (2016~2017년)

평가 기관 국제 랭킹 서울대학교 랭킹

  영국 Quacquarelli Symonds (Q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9 세계 36위

QS University Rankings: Asia 2018 아시아 11위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THE)

World Reputation Rankings 2018 세계 46위

THE Asia University Rankings 2018 아시아 9위

THE Alma Mater Index 2017 세계 21위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2019 Indicator Rankings – Global Research Reputation 세계 33위

2019 Indicator Rankings - Publications 세계 23위

 

총 28,102 

학생 (단위 : 명)

남 4,255 | 여 3,627 남 2,121 | 여 1,588

학부  
16,511

박사  
3,709

남 9,609
여 6,902

석사  
7,882



서울대학교 70년사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들
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기원을 제공한 시기

1895 법관양성소 설립(법과대학), 
 한성사범학교 설립(사범대학)

1899 의학교 설립(의과대학)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를 관악캠퍼스와 연건의 
의학계 캠퍼스, 수원의 농학계 캠퍼스로 통합하여 종
합대학의 위상을 갖춘 시기

1975. 3. 5. 관악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1980. 1. 10. 공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캠퍼스 종합화 완료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개교  
해방된 민족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1946. 10. 15. 국립서울대학교 개교(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대학원)

정치 민주화의 흐름 속에 대학 민주화 달성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고, 학내에서는 학원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

1984. 9. 29. 최초로 학생 총투표로 선출된 학생회 출범

1987. 6. 6월 민주항쟁 참여 및 학원 자율화 획득

1991. 8. 14. 첫 교수 직선제를 통해 김종운 총장 취임

1895 19751946 1987전사 前史 종합화 綜合化 개교 開校 민주화 民主化

1907 의학교 수업 1975 관악캠퍼스 1980 총학생회장 선거

부산 임시캠퍼스와 대학 재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에 힘쓰는 시기

1951. 5. 4.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 편성으로 수업 운영

1953. 9. 18. 본부 및 문리과대학 서울 복귀

1955~1961 대학 재건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양적 성장과 대학운영의 체계화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면서 민족의 대학으로 자리잡은 

시기

1961. 4. 15. 4월 학기제에서 3월 학기제로 변경

1970. 3. 21. 새 캠퍼스 통합 이전 부지로 

  관악산 서북 지역 1백만 평을 공식 선정

1950 1960전쟁/재건 戰爭/再建 체계화體系化

1953 환도 후 서울대학교 접수식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 
민족의 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

2002 SCI 논문 발표 수 세계 30위 권 진입

2003. 9. 23.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2008. 8. 외국인 전임교수 22명 임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출범  
정부 직속의 국가기관에서 자율성을 가진 국립대학법
인으로 전환하면서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 전환

2015. 2. 5. 관정도서관 개관

2015. 6. 12.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완공

1995 2012국제화 國際化 자율화自律化

국제하계강좌 창의연구실습 수업

1946 동숭동 캠퍼스

역사  

08 09

1971 제25회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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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A Tradition of Excellence
Honoring Public Service
Pioneering Knowledge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벽을 뛰어넘는 
탈경계형脫境界型

통합적 지성을 추구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15개 단과대학과 1개 일반대학원,

11개의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Colleges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유전공학부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환경대학원

국제대학원

치의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국제농업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http://social.snu.ac.kr

사회과학대학은 사회의 제반 현

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대안

을 모색하는 학문을 연구하는 대

학으로서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를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

다.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창의적이고 

능동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학생을 기대하고 있

습니다.

자연과학대학  
http://cns.snu.ac.kr

자연과학대학은 생명과 우주에 

대해, 나를 둘러싼 물질세계에 대

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생, 그 질

문에 끈질기게 답을 찾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창의

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는 과학

자뿐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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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   
http://humanities.snu.ac.kr

인문대학은 인간의 언어와 문학, 

역사, 사상, 예술을 탐구하는 곳입

니다. 공부를 계속하여 학자로 성

장하거나, 인문학에서 얻은 인간

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

으로 사회 각계에서 창의적인 능

력을 발휘할 인재들을 기르고자 

합니다. 책 읽기를 즐기고 문화와 

언어 배우기를 좋아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창의적 탐구에 몰두

할 수 있는 학생들을 환영합니다.  



경영대학
http://cba.snu.ac.kr

경영대학은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

들을 배출한 대학으로서, 도전, 창

조, 사회공헌이라는 정신 아래 경

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리더십, 글

로벌 마인드를 함양한 인재를 육

성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과 창

조적인 마인드로 나눔 실천에 앞

장서는 진정한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공과대학
http://eng.snu.ac.kr 

공과대학은 우리나라 산업과 사

회의 지도자 육성과 고급 과학기

술 두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

고 있으며, 인류와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술 개

발에 흥미가 있고 사람이 상상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간호대학 
http://nursing.snu.ac.kr

간호대학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를 통

하여 인류 건강과 간호학의 학문

적 발전에 기여할 전문직 간호사

와 간호학자를 육성하고자 합니

다.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할 

인재를 기다립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http://cals.snu.ac.kr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생명 산업과 

환경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명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고

자 합니다.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

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맞이하고

자 합니다.

미술대학
http://art.snu.ac.kr

미술대학은 조형예술 분야의 이

론 및 실기 교육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각문화를 선도

할 전문 미술인 양성을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술대학

은 창조적 사고와 기본적인 시각

적 표현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대

합니다.

사범대학
http://edu.snu.ac.kr

사범대학은 이론과 실천이 접목

된 역량을 갖춘 우수한 중등교사

와 범사회적인 교육전문인력을 양

성함과 동시에 교육의 정보화·세

계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학문을 창

의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의 교육문

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들을 기다립니다.

음악대학 
http://music.snu.ac.kr

음악대학은 체계적인 교과과정, 

훌륭한 교육지원시설, 그리고 교

수진의 헌신적인 교육을 통해 미

래의 음악가를 양성하고 있습니

다. 이에 동참하는 음악에 대한 열

정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맞이

하고자 합니다. 

의과대학 
http://medicine.snu.ac.kr

의과대학에서는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모두 함께 

헤아리는 전인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의학

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학문

적 기초를 갖추고, 여러 사회 구성

원과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통합적 인재를 기대합니다. 

자유전공학부
http://cls.snu.ac.kr

자유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

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탐

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탄탄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

다. 배움이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비롯됨을 알고 자신

의 존재를 성찰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학생, 경계를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학생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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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http://www.snupharm.ac.kr

약학대학은 약학 및 임상약학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약

학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약학 학문 발전과 제

약 산업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특히 국가 성장 동력이자 미

래 산업의 핵심인 신약개발 분야

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수의과대학
http://vet.snu.ac.kr

수의과대학은 동물의 질병을 예방

하고 치료함으로써 동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며 나아가 공중보건학적 측면

에서 인류의 건강과 환경보전에 공

헌하는 학문입니다. 동물을 대상으

로 하는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갖추

고 수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겸비

한 학생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생활과학대학  
http://che.snu.ac.kr

생활과학대학은 인간이 생활하는 

인접환경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생활

과학대학은 생활을 구성하는 대상

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 전

문가를 교육하여 사회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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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대학원
http://dentistry.snu.ac.kr

192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치과

대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치

의학대학원은 탁월한 치의학연구

자와 임상치과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치의학 

학술대학원(석·박사과정), 전문

대학원(4년제), 고교생도 진학 가

능한 학사·전문석사 통합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대학원  
http://health.snu.ac.kr

보건대학원은 학사과정에서 배운 

각자의 전공분야를 보건학에 접목

할 수 있도록 보건통계, 역학, 보

건간호, 생명정보, 보건영양, 보건

인구, 보건정책, 보건경제, 보건경

영, 보건사회, 환경화학, 산업보건, 

대기오염, 수질관리,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을 실시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http://gsb.snu.ac.kr

경영전문대학원은 글로벌 스탠다

드와 한국 기업 경영 현실의 조화

를 추구하는 실용적 교과과정을 

통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18개월 집중 

교육 프로그램인 주간 MBA는 미

국의 2년제 과정과 실질적으로 동

일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업의 

질적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저명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합니다. 

환경대학원
http://gses.snu.ac.kr

환경대학원은 도시 계획 및 설계, 

교통, 지역개발, 환경관리, 조경, 

환경계획 및 설계 등 자연환경의 

보전, 정주공간의 물리적 체계와 

생활환경의 합리적 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행정대학원
http://gspa.snu.ac.kr

행정대학원은 고급공무원을 양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년 설
립된 전문대학원으로 석사과정은 

행정현상의 연구에 필요한 일반

적인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

으며, 박사과정은 행정사상, 행정

이론, 정책과학, 방법론 등의 문제

에 관하여 치밀하고 체계적인 접

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원  
http://gsis.snu.ac.kr

국제대학원은 국제 전문인력을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학의 핵

심 기능분야와 국제지역학 분야를 

동시에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강의

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규 

학생의 46%가 40여 개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실무 경험을 강조하는 전

문대학원으로서 석·박사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
http://gsiat.snu.ac.kr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은 경제동물

산업기술, 바이오식품산업, 종자

생명기술, 국제농업공학, 국제농

업개발협력의 5개 트랙으로 전공 

심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 분야의 학·연·산 클

러스터를 구축해 현장중심형 교육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http://law.snu.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에게 필

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법조

계·행정계·정계·경제계 등 사

회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민주

주의 확립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

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배양한 후 전문 법률 지식을 습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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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기술대학원
http://gscst.snu.ac.kr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2009년에 

첫 신입생을 받으며 문을 열었습니

다. 기존 학문 사이의 벽을 뛰어넘

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나노융합전공, 디지털정보

융합전공, 지능형융합시스템전공, 

방사선융합의생명전공으로 이루어

진 융합과학부와 분자의학 및 바이

오제약학과, 수리정보과학과(계약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학전문대학원
http://gsep.snu.ac.kr

2016년 공학인재양성의 패러다

임 변화를 위하여 출범한 공학전

문대학원은 특정분야 이론연구에 

집중하는 일반 공학대학원이 아니

라, 산업 현장의 해결과 다공학적 

역량 내재화를 동시에 추구하는  

Integrated Open Innovation Platform입

니다. 통찰력을 갖춘 현장 공학 리더

(Master of Engineering)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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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현재 우수할 뿐 아니라  
미래에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호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 지식인들의 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을 선호합니다.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을 가진 학생

교내외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입학생의 지역적 배경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적

합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II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인 어려움은 

많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정시모집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춘 지원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으

로만 선발합니다.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외국인 학생과 해외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전형입니다. 

*  자세한 입학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dmission.snu.ac.kr 

서울대학교는 전국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을 고루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농어촌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의 인재들을 위해서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다양한 입학전형



조선시대 국가 학술기관인 규장각의 전통과 장서를 계승한 한국학 연구기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

왕조 의궤 등 수많은 국보(급) 기록 유산들을 소장·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규장각 도서를 대상으로 다양

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실 운영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회교육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실 운영 시간: 월요일~일요일  09:30 ~17:30(무료 관람), 공휴일 휴관 •위치: 관악캠퍼스 103동(전시실: 지하 1층)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줏빛 노을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을 가진 자하연은 서울대학교 1동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여, 계절마다 빼어난 풍광을 보여주는 서울대

학교의 명소입니다. 관악산 계곡 중 이 일대 옛 지명

인 자하동천(紫霞洞天)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위치: 관악캠퍼스 1동 인문관 옆 

캠퍼스 둘러보기 

독창적인 건물에 자리 잡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개방형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일반인들

에게 동시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국제적

인 수준의 현대미술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

습니다.  

•운영 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입장마감 17:30)  

•위치: 관악캠퍼스 151동

•홈페이지: http://www.snumoa.org 

 미술관

민주화 운동 과정에서 희생된 서

울대학교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1.2km에 걸쳐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4.19혁명 중에 희생된 6명

을 포함해 민주화 운동 희생자 19명의 기념비를 
잇는 길은 인문대, 자연대, 농생대를 걸쳐서 이어집

니다.

민주화의 길

중앙도서관은 진리탐구를 향한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열정을 상징하는 건물로 대학 캠퍼스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과 2015년 신축 개관한 관정관, 그리고 8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00석의 열람실과 세미나실,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 플라자 등 최대 규모(57,751㎡)의 첨단 학습시설을 갖추어 학

생들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보공유와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자료실 월요일~금요일 09:00 ~21:00, 토요일·공휴일 09:00 ~17:00, 일요일 13:00 ~17:00 | 열람실 연중 무휴 06:00 ~23:00(3A열람실 24시간)    

•위치: 관악캠퍼스 62동, 62-1동  •홈페이지: http://lib.snu.ac.kr

중앙도서관

* 분관의 자료실 및 열람실은 별도 운영

자하연 紫霞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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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캠퍼스 지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는 

220개 이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A~K 의 구역과 

고유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먼저 확인하면 

빠른 건물 찾기가 가능합니다.   

지도 이용안내 

기관별

건물번호순 

관악캠퍼스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우)08826
연건캠퍼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우)03080
평창캠퍼스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우)25354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우)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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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22  교수아파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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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40  국제대학원  

G  141~143  약학대학  

A   150  입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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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2 국제협력본부  

A   152-1 롯데국제관  

A   153 우정원

D   200 농업생명과학대학원

 I   220 종합교육연구동  

 I   221 보건대학원  

 I   222 생활과학대학  

F  300 유회진학술정보관   

F  301, 302 공과대학   

F  310 엔지니어하우스  

F  311~316 공과대학  

D  500 자연과학대학  

 J   900~906,
     918~926 관악학생생활관

K  931~935

K  907~909 외국인학생기숙사  

K  936 직원아파트  

K  940 연구공원 본관  

K  941 어린이보육지원센터  

K  942~945 산학협력연구동  

K  946 BK국제관  

K  950 국제백신연구소  

모바일 캠퍼스맵 안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앱을 설치하시면 캠

퍼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서울대 캠퍼스 맵ʼ으로 검색해 주세요.  

대
학
(원)

인문대학

인문관 1~3, 5~7, 8, 1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관 16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관 18, 19, 22~27, 28, 500
상산수리과학관 129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경영대학(SK경영관) 58
경영전문대학원(LG경영관) 59
공과대학

공학관 30~37, 39, 43
신 공학관 301, 302
글로벌공학교육센터 38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환경관, 생명관) 200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201
미술대학

예술관 49, 50~52-1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74
사범대학

사범관 9, 10, 11, 13, 71-1
교육정보관 10-1
기초사범교육협력센터 12
생활과학대학 222
수의과대학

수의과대학 85
부속동물병원 80
약학대학

약학관 20, 21, 29, 141, 142, 
143

음악대학

예술관 49, 53~55 
예술계복합교육연구동 74
자유전공학부 220
보건대학원 221
행정대학원(구관), (신관) 57, 57-1
환경대학원 82
국제대학원 140~140-2
치의학대학원

첨단복합연구단지 및 의료센터 86

대
학
(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15, 17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84
법학도서관(국산도서관, 서암관) 72
우천법학관 15-1

문
화
시
설

규장각 103
두레학생문예관 67
멀티미디어강의동(이공계, 인문사회계) 43-1, 83
문화관 73
미술관(MoA) 151
박물관 70
신양학술정보관 I, II, III 44-1, 4, 16-1, 
유회진학술정보관 300
체육관 71
포스코스포츠센터 71-2
학생회관 63
해동학술관 32-1
SNU Hall 64

행
정
•
지
원

시
설

경력개발센터 152-1
교수학습개발센터 61
국제협력본부(CJ인터내셔널센터) 152
글로벌사회공헌단 153
기록관 220
기초교육원 61
대학생활문화원 63
대학신문 75
대학행정교육원 57
롯데국제관(평생교육원) 152-1
보건진료소 63
산학협력단 940
생활협동조합 220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재) 94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사) 500
어린이집(백학, 느티나무) 941, 941-1
언어교육원 137, 137-1
인권센터 153
입학본부 150
중앙도서관 본관, 관정관 62, 62-1
정보화본부 102
행정관(대학본부) 60
환경안전원 97, 98

편
의
시
설

동원생활관 113
두레미담 I, II 75-1, 76
샤반 500
아름드리 74
엔지니어하우스(라쿠치나) 310
자하연식당 109
제1식당(학생회관) 63
제3식당(전망대) 75-1
제4식당(사당골) 76
호암교수회관 125
기숙사•숙소

관악학생생활관(학부) 919, 921~926
관악학생생활관(대학원) 900~906, 918
외국인학생기숙사 907~909
가족생활관 931~935
관악사 후생관 920
게스트하우스 125-2
교수아파트 122A~122I
직원아파트 936
총장공관 121
호암동관, 서관(숙소) 126, 127
BK국제관(외국인기숙사) 946
기타

안내소(정문, 후문) 115, 144
우체국 60
헌혈의 집 67

연
구
시
설

국제백신연구소 950
기초과학공동기기원 139, 139-1
금융경제연구원 83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132
반도체공동연구소 104
빅데이터 연구원 38
생명공학연구동 81
신소재공동연구소 131
실험동물자원관리원 69
아시아연구소 101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220
연구공원 940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135
유전공학연구소 105
자동화시스템연구소 133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312, 313
차세대자동차기술연구센터 314
컴퓨터연구소 138
통일평화연구원 73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311

편
의
시
설

식당•회관

감골식당 101
공학관식당 301, 302
교수회관 65
대학원기숙사식당 919
대학원연구동식당 220

기념품 구입 안내
서울대학교 엠블렘이 새겨진 문구 용품, 의류 

등의 기념품은 학생회관(63동) 2층 기념품점과 

아시아연구소(101동) SNUplex, 온라인쇼핑몰

(www.snuco.com)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운영 시간: 평일 09:00~18:30, 토요일 

10:00~17:00, 공휴일 휴무

•연락처: 880-5533(기념품점),

   880-5557(SNUplex)



제작: 서울대학교 홍보팀(02-880-255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5114  

http://www.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