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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0학년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서울 중심에 자리 잡은 명문 사

학 동국대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녀

들을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재로 

키워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동국(東國)은 빼앗긴 나라를 교육을 통해 되찾고자 했던 불교 선각자들의 

신념으로 1906년 설립한 대학으로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

다. ‘지혜, 자비, 정진’이라는 인류의 고귀한 정신문화를 교훈으로 간직한 우

리 대학은 그간 30만의 동문을 배출하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명문 사학

입니다.

새로이 동국 가족이 된 여러분은 이제 ‘동국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불

교 선각자들의 뜻을 이어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합니다. 최근 대학 교육의 

총장 환영사

   
동국의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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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에서 꿈과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크

게 도전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도전의 길에 우리 동국 가족은 여러분을 뜨

겁게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

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 2. 20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이

현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집

단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이지만,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집단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로 재해석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동국대학교 83학번입니다. 37년 전, 신입생 여러분처럼 

소중한 꿈을 안고 입학하였습니다. 동국의 만남과 인연 그리고 이곳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이 자리의 저를 있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급변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있는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있으며, 여러분의 열정과 자긍심이 더해지면 더 큰 에너지를 발

휘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미래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는 총장인 제가, 스승인 교수님들이, 그리고 동료

인 선배와 친구들이, 우리의 열정 뒤에는 30만 동문과 천만 불자가 에너지

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한두 사람의 열정이나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국 가족 모두 서로 힘을 더하고 소통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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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rch | 202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6 jun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2020년 학사일정

올해 우리 학교엔 
어떤 일이?

16(월)  개강 

18(수)~20(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7(금)~30(월)  수강신청교과목 취소

27(금)  학기 1/4 기준일

10(금)   4.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22(수)   학기 1/2 기준일

23(목)~5.1(금)  1학기 중간시험

30(목)   부처님 오신날

6(수)~7(목)  경주캠퍼스 정규학기 학점교류 신청

8(금)  개교기념일

10(일)  학기 2/3 기준일

18(월)  학기 3/4 기준일 

21(목)~22(금)  여름 계절학기 수강신청

1(월)~22(월)  1학기 성적처리(입력)

8(월)~12(금)  1학기 기말시험

8(월)~26(금)  2020-2학기 교내장학신청(복지,새터민,

국가유공자,종단추천)

10(수)~12(금)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12(금)  종강  

15(월)~19(금)  2020-1학기 보강 시행기간 

20(토)~8.31(월)  여름 방학

23(화)~25(목)  1학기 성적처리(공시,정정)

25(목)~7.20(월) 여름 계절학기

26(금)  학생역량강화장학 선발기준 적용 마감

각 단과대학 및 다르마칼리지

대학 연락처	 전화(국번:2260) 전송(Fax) 위치(건물명)

불교대학	 3098	 8627	 법학관	1층

문과대학	 3756,	3757	 8895	 명진관	1층

이과대학	 3749,	3750	 8896	 명진관	1층

법과대학	 3226,	3227	 3941	 법학관	1층

사회과학대학	 3104,	3105	 3978	 사회과학관	3층

경찰사법대학 3371 3373 혜화관	2층

경영대학	 8887,	8889,	8890 3684	 경영관	2층

바이오시스템대학	 031-961-5104,	5105	 5108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관	1층

공과대학	 3861,	3862,	3863 8898	 원흥1관	4층

사범대학	 3107,	3112,	3122	 3113	 학림관	1층

예술대학	 3605	 3741	 문화관	1층

약학대학 031-961-5203,	5205 5206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미래융합대학		 3631~4 8976 학술관	1층

다르마칼리지 3883,	3884 3886 정보문화관	3층

융합교육원 2290-1456 2290-1407	 원흥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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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ov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january | 202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2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jul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9 septem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ober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월)~23(목)  2학기 휴학 신청(1차)

 

3(월)~7(금)  2학기 학부 수강신청

20(목)  2020년 가을 학위수여식(서울캠퍼스)

24(월)~28일(금)  2학기 등록

1(화)  개강

2(수)~4(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7(월)~9(수)  2020-2학기 휴학 신청(2차)

15(화)~17(목)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22(화)~24(목)  수강신청교과목 취소

23(수)~25(금)  2020-2학기 휴학 신청(3차)

26(토)  학기 1/4 기준일

19(월)~23(금)  2학기 중간시험

22(목)  학기 1/2 기준일 

9(월)  학기 2/3 기준일

16(월)~27(금)  재입학 신청

17(화)  학기 3/4 기준일

19(목)~20(금)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7(월)~24(목)  2021-1학기 교내장학신청(복지,새터민,

국가유공자,종단추천)  

8(화)~14(월)  2학기 기말시험  

8(화)~22(화)  2학기 성적처리(입력)  

9(수)~11(금)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14(월)  종강  

15(화)~21(월) 2020-2학기 보강 시행기간

22(화)~2021.3.1(월)  겨울 방학  

22(화)~2021.1.18(월)  겨울 계절학기  

23(수)~28(월)  2학기 성적처리(공시,정정)  

28(월)  학생역량강화장학 선발기준 적용 마감

5(화)~7(목)  2021-1학기 복학 신청(1차)

18(월)~22(금)  2021-1학기 복학 신청(2차), 2021-1학

기 휴학 신청(1차)

8(월)~10(수), 15(월)~16(화)  2021-1학기 학부 수강신청

16(화)  2021년 봄 학위수여식(서울캠퍼스)

18(목)  2021학년도 입학식(서울캠퍼스)

19(금)~25(목)  2021-1학기 등록



동국의 역사  |  동국 사상  |  동국 UIP 

학생회 소개  |  동국대학교 교육윤리헌장 | 교가·응원가  

동국 소개

우리 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불교계가 합심하여 세운 최초의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입니다. 

1906년에 건립되었으니 114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인 건 알고 계시죠? 

상징 꽃이 연꽃이라는 것도. 

학교의 역사, 건학이념, 교훈, 교가 정도는 알아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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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 소개

동국 사상
건학 이념 Foundational	Spirit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

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

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Dongguk University was found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Buddhist teachings to ensure 
the highest levels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personal integrity, to bring the nation, 
human society, and nature together by 
enlightening them with the companion spirits 
of wisdom and charity, and to realize an open 
academic community in which each individual 
can inherit confidence and respect as their 
academic reward.

교육 목적 Educational	Goal

본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

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

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

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Dongguk University commits the whole 
academic community to a vision which 
promotes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ncluding Buddhism, by improving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academic theories 
and approaches in a free and enlightened 
academic environment. Dongguk University 
is committed to ensure that every student will 
be fully prepared for responsible citizenship 
and leadership, thereby preparing them for the 
building of an enlightened nation and human 
society.

교훈

우리 대학의 교훈은 ‘지혜’, ‘자비’, ‘정진’이다. 

‘지혜’를 얻고 ‘자비’를 베풀며 끊임없이 ‘정진’하

는 동국인을 키우기 위함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로서 상구보리 및 하화중생에 따르는 교훈이

다. 「상구보리(上求菩提)」, 즉 자신을 위한 삶으로

서 ‘지혜’, 「하화중생(下化衆生)」, 즉 타인을 위한 

삶으로서 ‘자비’, ‘지혜’와 ‘자비’를 이루기 위한 실

천적·태도적 의미인 ‘정진’이 바로 그것이다. 

	 지혜(智慧/Wisdom)

	 자비(慈悲/Compassion)

	 정진(精進/Endeavor)

삼귀의(三歸依)와 사홍서원(四弘誓願)

우리 학교는 학교 역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1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불교계의 뜻있는 선

각자들이 세운 ‘불교종립대학’이다. 따라서 본교

의 각종 중요 행사에는 언제나 처음을 열고 끝

을 마무리하는 숭고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귀의와 사홍서원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

리는 삼귀의는 ‘불·법·승’이라는 불교의 삼보

(三寶)에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이고, 행사의 끝

을 의미하는 사홍서원은 불교의 자비와 해탈을 

반드시 실천하고 이루겠다는 다짐이다.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의법	이욕존(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의승	중중존(歸依僧	衆中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동국의 역사
구한말 호국불교를 지향하며 근대적인 불교교

육제도로서 탄생한 명진학교가 우리 학교의 모

태이다. 일제의 정치적·군사적·종교적·문화

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교정신의 개혁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며 1915년에는 중앙학림으

로 개칭되었고, 3·1운동 때에는 다수의 학생들

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다. 

1922년 불교계가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으로 통

합되며 본격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혜화전문학교로, 1946년에는 동국

대학으로 승격·개편되었다. 이후 1953년에 종

합대학교로 승격되면서 현재 동국대학교의 모

습을 갖게 되었다. 역사의 굴곡을 거치면서도 

동국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의 면모를 뽐내며 2020년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다. 현재 서울캠퍼스에 

문과대학을 포함한 13개 대학을 두고 약 1만 3
천 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경주캠퍼스에

는 의과대학을 비롯한 9개 대학에 약 9천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주요 연혁

1906.05 명진학교 설립허가

1940.06 혜화전문학교로 개칭

1946.09 동국대학으로 승격

1953.02 종합대학 동국대학교로 승격

1963.11  재단법인 동국학원에서 학교법인 동국학원으로 변경

1975.02  전자계산원 설립

1978.11 경주대학(경주분교) 설립

1987.10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1988.10 동국의료원 설치

1991.10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 개원

1999.10 동국대병원+한방병원 착공식

2005.02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하여 만해관 준공

2005.09 일산 동국대병원+한방병원 개원식

2006.05 개교 100주년

2007.03 경영전문대학원(MBA) 개원

2008.05 새 UI(University Identity) 제정

2009.03 의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개원

2011.05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BMC) 개교식

2012.02 신공학관 및 남산학사 준공

2012.03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선정

2013.08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

2014.11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BMC)에 상영바이오관 준공

2015.03  바이오시스템대학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BMC)로 이전

2015.07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선정

2015.08 고양학사 준공

2015.09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 획득

2016.03  경찰사법대학 신설

2016.05 개교 110주년

2017.05  새 교훈(지혜, 자비, 정진) 선포

2017.0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8.03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8년 연속 선정

2018.04 산업계관점대학평가 정보통신부문 최우수 선정

2018.05 로터스관 기공식 거행

2018.08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2018.11 명진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019.03 제19대 윤성이 총장 취임

2019.04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 선정

2019.04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 최

종 선정

2019.04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2019.05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선정

2019.05 Energize Dongguk 비전 선포식

2019.0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019.07 2019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 선정

삼귀의

사홍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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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소개동국 UIPUniversity Identity Program

Communicative Logo

Communicative Logo는 UI시스템의 가장 대표

적인 시각 상징 요소이다. University Identity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모든 대내외적 커뮤니케

이션에 사용된다. 심벌마크 한가운데의 ‘D’는 동

국대의 이니셜로서 서울의 중심, 교육문화의 중

심적인 역할을 상징하며 114년 전통의 철학을 

기반으로 강인한 중심의 축이 되는 동국대학교

의 정신을 나타낸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빛은 다양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동국인

들이 미래의 글로벌 사회에서 각 분야의 리더가 

될 것을 상징한다. 따뜻하고 친근감 있는 색상

은 지식의 빛을 상징하며 동국인들의 열린 마음

가짐과 긍정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Authority Logo

     
사성제를 뜻하는 4개의 원과 

팔정도를 상징하는 8개의 점

으로 구성된 Authority Logo
는 동국대학교의 전통과 권

위를 나타내는 상징 요소로서 부처님의 교법과 

진체 및 진리의 원만성과 진취성을 보여 준다. 

주로 내부문서, 역사와 전통 및 권위성을 나타

낼 때 쓰인다. 

Slogan

  "참사람 열린교육"

인성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

는 인재를 배출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참사람을 

키우고 국가를 초월해 열린교육을 실천하는 동

국대학교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다. 

상징 동물 : 코끼리

본교의 상징 동물은 코끼리이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흰 코끼리(白象)의 사연에

서 유래하였으며, 불교에서 코끼리는 지혜와 복

덕을 갖춘 신령한 동물로 여겨진다. 

상징 꽃 : 연꽃

불교의 진리와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은 진흙 수

렁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

고 항상 청정함을 유지하는 꽃으로 학문과 진리

를 추구하는 동국대학교의 상징이다. 

총학생회 부서별 소개

총학생회 :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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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교육윤리헌장

I. 헌장의 배경과 개요

1. 철학적 기반과 취지

대학은 현대사회의 최상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설립 근거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설

립 초기부터 근대 국민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 외적인 목표를 내걸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

료양성기구의 성격을 가져 왔다. 대학의 목표와 특성은 초·중등 학제가 추구하는 국민 계몽교육의 

성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학이 양성하는 인재는 국민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미래 지도

자이며, 그 직분이 요구하는 윤리의식과 건전한 사회관 및 인간관을 갖추어야만 한다.

근대 이후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변모를 거듭해 왔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출현한 글로벌 지식정보사회는 전문가의 자질을 넘어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

력과 자유로운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대학의 윤리의식과 덕목도 새

롭게 조직할 필요가 생겼다.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

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를 구현”코자 설립되었다. 이 “건

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

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 양성”이 교육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으로부터 현대사회의 교육 인재상을 자연스레 도출할 수 있다. 

‘자유롭게 상상하는 창조적인 동국인(Creative Thinker)’,  ‘거침없이 도전하는 젊은 동국인(Young 

Challenger)’,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Ethical Leader)’가 바로 그것이다.

위와 같은 건학 이념과 교육 목적 및 교육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 본 선언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사명과 윤리의식을 재확인하고 그 실천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원들의 

교수윤리와 학생들의 학습윤리를 담고 있으며 행정을 뒷받침하는 교직원들의 사명과 윤리의식도 

아울러 규정한다. 그리하여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2. 개요

본 선언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그 어떤 외적 규제 조항도 아니다. 오

히려 동국대학교가 추구해 온 전통가치와 현대사회의 교육적 과제를 깊이 성찰하여, 구성원들 모두

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

인 실천을 목표로 삼는다. 본 선언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동국대학교의 핵심 과제인 ‘교육문화 조성’으로서 교육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동국대학교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인재상을 밝히고 이를 위해 교원의 교수법 강화의지 표명과 행정

지원체제 규정을 포함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서비스 요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육문화의 질적 혁

신을 꾀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교원의 교수 활동에 관한 윤리를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교수법 개선 의지

와 학교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 및 평가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을 교원의 연구 파트너

로 간주하고 그와 관련된 윤리지침을 천명하는 것도 특성이다. 덧붙여,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관련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관한 윤리를 규정한다. 학생들 사이의 생활윤리와 교원에 

대한 예의 및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습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과제물과 논문 작성 및 

각종 시험에 관련된 윤리,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요구되는 성(性)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II. 교육문화 조성 

대학의 근본 정신은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이다. 이 바탕 위에 실용을 강조하는 교육문화를 발전시

켜 왔다. 동국대학교는 학술과 인격 연마, 그리고 인류사회 기여를 교육 목표로 삼아 대학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우주의 중심으로서의 자아 인식, 타자에 대한 자비와 보살도를 통

한 이상세계 실현이라는 교육 내용을 펼쳐 왔다. 

이러한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품격의 교육문화

를 조성하고자 한다. 교원, 학생, 교직원은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며, 도전적

인 동국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원리를 공유한다.

1) 교원, 학생, 교직원은 바람직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교원은 교수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교원은 학생의 진로를 위해 사회와 소통한다.

4) 교원과 학생은 상호 존중한다. 

5)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며 지적인 대학문화를 창출한다.  

6) 학생은 학습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1. 인성 교육 실시

바람직한 교육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제도적인 교육 장치가 필요

하다. 이에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상에 바탕을 둔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자아 정체성과 사회의

식을 함양한다. 

1) 인성 교육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기른다. 

2)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참여의식을 함양한다. 

3)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로의 환원의식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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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구성원의 노력  

완성도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과 대학당국은 효율적인 학습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한

다. 교원은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학습 내용과 교수법을 개발한다. 대학당국도 행정지원과 체계

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1)  효율적인 교수법 개발을 위해 교원은 동료 교원들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각종 프로그

램에 적극 참여한다. 

2) 교수법 향상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업적과 평가제도에 반영한다. 

3) 교수법 향상을 위해 대학당국은 행정지원체계를 갖춘다.

3.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의 노력

학생은 지적이고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풍부한 교양과 지식, 협력적이

고 수용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한다. 

1) 학생은 학내 구성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학우들과 협력한다.

2) 학생은 규정을 준수한다.

3) 학생은 학내외 구성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조성한다.

4. 학생의 학습 서비스권 인정 

대학은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습 서비스권을 인정한다. 학생들은 능동적

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교원과 대학당국은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대학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2) 학생은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생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III. 교원의 교수윤리

1. 교원의 교수법 개선 의지 

가. 교수·학습에 대한 책무와 역할 

연구를 통한 학문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대학 본연의 기능이다. 이 점에서 교원의 교

수·학습에 대한 책무를 확인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1) 교원은 연구와 교육의 바람직한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

2) 교원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에 대한 건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3) 교원은 교수법 개선을 위해 학교 행정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나. 충실한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강구 

교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해서 강의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

에 기초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한다. 

1) 교원은 교육 본연의 기능이 지식·소양·문화를 전수하는 것임을 유의한다.

2) 교원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위해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교수법을 지양한다. 

3) 교원은 학생의 학습 증진을 면밀히 고려하는 교수법을 강구한다. 

다. 창의적·실험적인 교수법 개발

교원은 지식정보사회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

험적인 교수법을 적극 개발한다.

1) 교원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교수법 개발에 반영한다. 

2) 교원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교원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교수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적용한다.

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원은 교수법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연구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1) 교원은 자신의 전문 연구를 교육 현장에 접목시킨다. 

2) 교원은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3) 교원은 연구와 교육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을 창출한다. 

2. 연구·교육 파트너로서 학생에 대한 윤리 

가. 학문 주체로서의 교원과 학생의 조화

교원은 학생을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감각에 걸맞은 

정체성과 윤리관에 기초한, 대학사회의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1) 교원은 학생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조화로운 연구·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2) 교원은 학생이 대학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인도한다.

3) 교원은 학생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연구·교육 패러다임을 조성한다.  

나. 교학상장의 현대적 실천과 열린 교육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배운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실천은 대학사회에서 열린 교육을 지향하

는 첩경이다. 

1) 교원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자세를 학생과 함께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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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은 학생과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3) 교원은 이를 통해 일방적·폐쇄적 교육이 아닌 열린 교육을 실현한다.

다. 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글로벌 시대의 문화인재 육성은 시대적 요청이면서 동국대학교 건학 이념과도 부합한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원의 연구·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교원은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2) 교원은 다양한 문화현상 연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3) 교원은 글로벌시대의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역량을 제고한다. 

3. 학생 인권 존중 및 성(性)윤리 

가.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인권 존중 

교원과 학생이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을 극대화하는 최우선 과제는 인권 존중이다. 특히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학생들이 증가하는 지금의 대학사회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인간

관계를 요구한다.

1) 교원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전망과 그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2) 교원은 다문화 시대의 선례로서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다.

3) 교원은 이를 사회의 새로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으로 승화시키는 데 앞장선다. 

나. 학생의 인권 존중 및 성윤리 실천

학생의 인권 존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할 수 있다. 특히 성윤리에 있

어서는 엄격한 자세와 세심한 판단이 요구된다. 교원은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 교원은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교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어 및 행위를 삼간다.

3) 교원은 나아가 바람직한 학생인권과 성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다. 성윤리 확립을 통한 성숙한 대학문화 선도

학생의 인권 존중은 교원과 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넘어 성차별이 없는 대학문화를 창출하는 데 이

바지한다. 성윤리 확립을 통한 성숙한 대학문화의 정착은 건전한 한국사회의 기반이기도 하다. 

1) 교원은 성차별이 없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학생 육성에 노력한다. 

2) 교원은 성윤리를 확립하여 인권과 윤리에 기초한 대학문화를 조성한다. 

3) 교원은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윤리 실현에 기여한다.

IV. 학생의 학습윤리 

1. 학습윤리의 목적과 범위

가. 목적

학습윤리란 학습자가 대학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태도

를 말한다. 여기서는 학습 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들의 학문적 진정성을 촉발하고 창의적인 학문탐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본 학습윤리는 출석, 보고서와 과제물 작성, 협동학습, 시험 등과 같은 학내의 모든 학습 활동에 적

용된다. 아울러 강의실을 비롯한 실험실, 세미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공적 학습 공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적용된다. 

2. 학습윤리의 내용

가. 출석

1) 출석은 학습 활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2) 출석의 확인 과정에는 수강생들의 정직성이 요구된다.

3) 출석과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에는 대리출석과 무단조퇴 등이 있다.

4) 대리출석과 무단조퇴는 교원을 속이고, 학습 활동의 성실성 확인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나. 보고서와 과제물 등의 작성

1)  보고서를 비롯한 과제물, 논문 등의 작성과 제출은 주체적인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학습자 나

름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가다듬어 진솔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유의미하다.

2) 이와 관련한 비윤리적 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구매, 양도, 중복 제출 등이 있다.  

3)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실험이나 관찰,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

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 내 보고하는 부정행위이다. 

4)  변조는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다. 문헌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바

꾸는 행위, 조사연구의 가설과 방법을 조작하거나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변조·누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표절은 타인의 말이나 글, 아이디어, 자료, 정보 등을 인용할 때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하

거나 무단으로 짜깁기하는 것, 또 출처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

위 등을 말한다.

6)  구매는 과제물이나 보고서 등을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의 과제물 판매 또는 대행 사이

트에서 구매한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부정행위이다.

7)  양도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나 과제물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타인의 지적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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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하나.  교원은 교육적 헌신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교수법을 개선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성실히 

적용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사제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한다.

하나.  학생은 동국의 지식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동료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수업과 

학습 활동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여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

하나.  교직원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성심껏 수행하며 

현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1. 교원, 학생, 교직원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 협력한다.

2. 교원, 학생, 교직원은 창조적이며 윤리적인 대학문화를 추구한다.

3.  교원은 성실하게 교육 활동에 임하고, 진취적이며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한

다.

4. 교원은 교육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전문연구를 교육 현장에 접목한다.

5.  교원은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평가 과정과 결과를 학생에게 공

개한다.

6.  학교는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원에 대한 다양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정당한 평가와 지원

을 한다. 

7.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와 진로지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위해 사회와 소통한다.

8. 교원은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

9. 교원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

10. 교원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존중하고 이를 교수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1. 학생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12. 학생은 수업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대리출석이나 무단조퇴를 하지 않는다.

13. 학생은 과제물의 구매, 양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제출 등을 하지 않는다.

14. 학생은 협동학습에 있어서 무임승차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학생은 각종 시험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16. 학생은 학습 활동과 그 밖의 생활에서 욕설과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학생은 학습 공간에서의 지나친 애정 표현 등으로 동료 학생의 학습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18. 학생은 동료나 선후배 사이에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는다.

19. 교직원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 교직원은 현대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을 양도받아 마치 스스로 수행한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것이다.

8)  중복 제출이란 다른 수업에서 이미 사용한 보고서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학습 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다. 협동학습

1)  대학에서의 협동학습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훈련 과정으로,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2)  협동학습의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

가 다른 팀원과 함께 그 결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이다. 

3)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팀원들이 협력하여 이룬 성과를 양심에 반하여 가지려는 

부당행위로, 팀원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고 그들의 학습의지를 손상시킨다. 

라. 시험

1)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이다.

2)  시험을 치면서 타인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거꾸로 자신의 답안을 보여 주는 행위, 허락하지 않

은 참고자료나 문헌 등을 보는 행위, 대리시험을 부탁하거나 들어주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

위에 해당한다. 

마. 학습 공간에서의 윤리

1)  바르고 고운 언행은 인간관계의 기본 요소이다. 아름다운 대학문화 조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

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학습 과정을 비롯한 모든 학내 활동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욕설

과 폭언 및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강의실이나 세미나실, 도서관 등과 같은 공적 학습 공간에서의 애정행위는 타인의 면학 분위

기를 흐리는 몰지각한 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 

3)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범

죄행위이다. 따라서 도서관이나 동아리방은 물론이고 그 어떤 곳에서도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

도록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삼가야 한다.

V. 헌장

우리 동국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여 

윤리적인 현대인, 창조적인 지식인, 진취적인 지도자를 양성·배출한다는 목표와 취지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윤리의 원칙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교원, 학생, 교직원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창조적이고 윤리적이며 생산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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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응원가

교  가 응 원 가



성공적인 수강신청을 위한 선배들의 Tip!

1. ‘희망 강의 신청(1학년 2학기부터 가능)’을 잘 활용하라! 

2.  수강신청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수강신청 정정기간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 

3.  자신이 생각했던 강좌 신청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신할 다른 강좌를 미리 생각해 두자.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보자.

4.  정정기간이라고 해서 결석하지 말자. 수업 진행 방식이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 소홀히 했다가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업을 

    한 학기 내내 들어야 할 수도 있다. 

등록  |  희망 강의 신청  |  수강신청 확인·정정·취소  

수업  |  전공  |  성적  

등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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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가. 신청자격

■ 주민등록 등본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① 학부모(보

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② 농어업에 종사하

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백

분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나. 대출조건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대출이자: 무이자

■ 대출 가능 횟수: 정규학기 수 이내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신청방법: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그

인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취업후상환 및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 대출대상

■ 재학생(복학 예정자)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

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백

분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나. 대출조건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생활비

는 소득분위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150만

원)

■ 대출이자: 매학기 교육부장관(든든학자금)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 이사

장이 결정하여 고시(일반학자금)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신청방법: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

지에 접속(www.kosaf.go.kr) → 회원가입 후 로

그인 → 온라인 신청

  

라.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www.dgu.edu >> 

	서울캠퍼스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등록금>;

등록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총무처 재무팀 본관 2층 T  2260-3086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등록 

처리가 완료되고 동국대학교 재학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권리

도 누릴 수 있다.

기간  매년 2월, 8월

절차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금융

기관에 납부

등록금 고지서

■ uDRIMS(유드림스)출력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대상자선정 → 고지서출력

■ DEIS(학부모 포털)출력

※ 등록정보 → 고지서출력

■ 동국대학교 모바일 앱 확인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고지서조회

등록금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관

가상계좌 신한,	국민,	농협

은행창구(ATM,	C/D) 신한,	농협

인터넷뱅킹(대학등록금납부서비스) 신한,	농협

※ 등록금 납부기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학기 신청

자에 한하여 등록금을 분할(3~4회)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신청기간: 매년 2월, 8월
■ 신청방법: uDRIMS 신청

■ 신청대상: 재학생

※ 등록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홈페이지(www.

dongguk.edu)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 받는 방법 

문의처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T  2260-3046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

금 융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다.

 

등록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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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강의 신청
취지 

■ 정규수강신청 기간의 쇼핑카트로서 신청의 

편의 및 혜택을 제공

■ 정규수강신청 기간의 원활한 진행 및 신속하

고 안정적인 수강신청 시스템 제공

신청대상 과목  해당학기 개설 전체 강좌

신청대상  재학·휴학생 전체

신청방법

① uDRIMS 로그인

② u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수강신청

관리→희망 강의 신청

③ 해당 학기 개설과목 중 수강을 희망하고자 

하는 과목으로 24학점 이내에서 신청

※ 정규학기 수강신청의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가능(초

과학점 별도)

④ 로그아웃

유의사항

■ 희망 강의 신청은 실제 수강신청이 아니므로 

정규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쇼핑카트 클릭으로 수강신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음.

■ 희망 강의는 중복(시간, 취득) 및 제한 사항

(학년, 학과,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정규수강신청 기간에 중복 및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

토해야 함.

■ Dream PATH+ 핵심역량 진단 완료 학생만

희망 강의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 확인 · 정정 · 취소
수강신청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19

수강신청은 2월 말경에 시행되며, 신입생의 경

우는 입학 전 학사지도(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에 실시된다. 

신청 장소는 교내 각 실습실이나 LAN이 연결

된 교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또한 각 가정에서 LAN이 연결된 PC를 이용하

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uDRIMS에서 신

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용 시 속도

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야 한다.

※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취소 기간: 학사일정 참조

수강신청 기준

■ 학기당 최대 18학점, 최소 12학점(4학년은 

예외 적용)까지 신청 가능. 단, 졸업학점이 140
학점인 학과는 최대 21학점, 160학점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함.

기준학점 초과 신청(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직전학기 15학점(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

우는 18학점, 160학점인 경우는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 교직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경우

■ 이과대학 및 사범대학 편입생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최초 수강신청 기간에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uDRIMS의 개인강의시간표 조회에 표기된 과

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다음의 정정사유

가 있을 경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에 

uDRIMS에서 정정함.

  수강신청 정정 사유

①	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어	다른	과목을	수

강해야	할	때

②	반드시	수강해야	할	필수과목이	타	과목	시간

과	중복되었을	때

③	수강신청	과목이	분반되어	강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괄	변경함

수강신청 취소

대상: 최초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한 학생

수강취소 과목은 성적증명서상에 ‘W ’로 표기되

며,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

할 수 없다(단, W 표기는 졸업 후 발급받는 성적증

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

강취소는 반드시 ‘취소 기간’에만 가능함).

수강취소 시 12학점(단, 4학년은 3학점) 미만이 될 

경우 취소신청이 불허되며, 수강이월가능학점

에 포함되지 않음.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재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기	말

에	성적경고	처분을	받는다.

■	강의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기별	이수학점과	교육과정별	최저이수학점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고)을	반드

시	염두에	두고	매	학기	필요한	교과목을	선

택하여야	한다.

■	학생의	학점과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교양	및	일부	전공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므로	최초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

강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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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문의처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1

계절학기제는 조기졸업 희망자, 재수강자, 학점

교류 희망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며, 방학

기간의 집중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습효과의 누

수가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국내교

류대학에서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계절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단, 졸업학기에는 불가).

시행 시기 하계·동계	방학	중(연	2회)

최대 신청학점
재학생	6학점,	휴학생	3학점
(교류대학	신청학점	포함)

개설 강좌
교양,	교직,	전공(학과에서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에	한함)

개설 기준 수강신청	및	등록인원	15명	이상

e-Class 

문의처 정보처 정보운영팀 다향관 T  2260-3911

e-Class 홈페이지(eclass.dongguk.edu)에서 교

수님의 수업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강좌를 언제, 어디서라

도 들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

드 참조

수업 
수업은 전공수업 외에도 공통교양, 학문기초, 일

반교양, 대학전공기초, 군사학, 평생교육, 교직

과정, 자유선택 등의 수업이 있으며, 그 외에 동

국대만의 생애설계 강좌, 사이버 강좌, 계절학

기, 영어강의, e-Class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산악인 박영석의 탐험과 도전 

문의처 다르마칼리지 교학팀 정보문화관 3층 

T  2260-3883

본 강좌는 박영석 대장의 산악 탐험에서의 도전

과 용기를 배우기 위하여 국내의 산악 탐험에 

관여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는 초청강좌이다.

수강생들은 강좌를 통해 목표 설정과 실행 그리

고 달성의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생애

설계와 진로설정에 있어 자기주도성을 크게 고

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설 교과목: 일반교양 영역, 1학점

사이버 강좌 

문의처 다르마칼리지 교학팀 T  2260-3884

정보처 정보운영팀 T  2260-3911

인터넷만 있으면 그곳이 강의실!

언제, 어디서라도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강좌로서 21세기형의 사이버 

강의다. off-line을 통한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

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강좌라 할 수 있다. 사

이버 강의를 들으려면 서둘러 수강신청을 해야 

하고, 보통 강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

션에 꼭 참석해서 사용법과 규칙을 잘 숙지하

여야 한다.

진로취업교과목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저학

년부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양강좌를 개설

하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의 채용전형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취업 관련 특성화교육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

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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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문화예술소프트웨어, 범죄수사소프트웨

어, 산업정보소프트웨어, 생명정보소프트웨어, 

융합공학, 서베이리서치, 통합사회, 데이터사이

언스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의 운영

■ 연계전공은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이다.

■ 연계전공의 신청 및 이수와 관련한 제반사항

은 복수전공과 동일하다.

융합전공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0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전공)

와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

그램이다.

학생은 현재 학과(전공)의 소속을 유지하지만, 

졸업 시점에서 원 소속 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전

공만 이수 후 졸업할 수 있다.

교직제도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제도 

문의처  사범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직부 학림관 1층 T  2260-3122, 3112

비사범대학(사범대학을 제외한 대학) 교직설치

학과를 대상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직이수 자격(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
3학기(2학년	1학기)	재학생(휴학생	제
외)

신청 기회 재학	중	1회

신청 시기 매년	1학기(5월	중)

신청 방법 uDRIMS를	통해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선발 방법
선발	전	누계	성적(80%),	지필고사
(10%)	및	면접고사(10%)를	통해	대
상자	선발

선발 인원 교직	설치학과별	교육부	승인	인원

유의사항

-	신청	기회는	재학	중	1번뿐임.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후	전과	시	자
격	박탈
-	별도의	이수요건	충족	후	졸업	시	정
교사(2급)	자격증	발급

※ 교직설치학과는 사범대학 교학팀, 교직부로 문의

교직복수(연계) 신청 제도

문의처 사범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직부 학림관 1층 T  2260-3122, 3112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를 대

상으로 주전공 외 복수전공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복수 제도이다

(주의: 학위복수와는 별개). 

전공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학과 또는 학부에 

따라 전공 수업을 듣게 된다. 학과 입학생 및 전

공 확정 학부 입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른 

수업을 듣게 되며, 전공이 결정되지 않고 학부

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2학기에 자신의 전

공을 결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0

다전공 복합학문의 연구로 종합적인 사고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1전공 졸

업학점 이내에서 제2, 제3의 전공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로서 다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부

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

드 참조

연계전공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0

연계전공의 특징

■ 복수의 학과 또는 전공이 상호 협동하여 개

발한 공통교육과정으로서 학과 간 또는 전공 간 

연계통합 프로그램이다.

■ 단일 학문의 영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성격

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또한, 모집단위 내의 공통교육과정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내실 있고 풍부한 전공과정 확

립의 기반이 된다.

연계전공 개설 현황

■ AI 영어교육, 디자인공학, 커뮤니케이션 관리

과정, 문화기획, 문화학, 문화공학, 경제사회범

죄학, 국제교류협력, 식품영양학, 융합소프트웨

어, 융합지식재산, 과학수사, 불교생사철학, 예술

융복합, 건설정보소프트웨어, 로봇융합소프트

  신청 시기
기본적으로	제1전공을	배정받은	자는	누구나	성적제한	없이	잔여석의	범위	내에서	매학기	신청할	수	있
다.	단,	1학년의	경우엔	2학기	말에	시행되는	‘복수전공	신청기간’부터	기회가	주어진다.	복수전공	신청
은	uDRIMS에서	신청

선발 가능 인원 제한	없음(단,	아래	경우는	신청	불가)

  제한 사항

①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②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	간	복수전공	및	타	단과대학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	가능.	단,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불허

③	비사범계열	학생의	사범대학	내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단,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는	가능
④		예체능계	학과(전공)로의	복수전공	신청	시	해당	학과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실기)에	통과하
여야	함.

  기타 사항

①	복수전공	포기	가능
복수전공	신청	후	본인	희망에	따라	포기	기간에	포기	가능.	단,	포기의	경우	단일전공	졸업요건(최저이
수학점,	전공학점	등	취득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

②	졸업연기제
복수전공	중인	자가	졸업여건을	갖추었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를	마치기	위해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2
개	학기에	한하여	가능

③	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부전공일	경우	미인정)
④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부전공	전환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했으나,	중도	포기하고	단일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자동	인정(법학과,	사범대학은	제외).	단,	복수전공	미취
소	시	부전공	인정

⑤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	제3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졸업	불가).

복수전공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조

(예)	A학과	학생이	C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시점에	서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①	A학과	학위만	취득
		 ②	C융합전공	학위만	취득
		 ③	주전공	A학과	학위와	복수전공	C융합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 참조

A학과	전공이수	필수
(B학과	복수전공	가능)

 현재  융합전공

A학과	학생이	A학과(전공)가
아닌	C전공만	이수도	가능

A학과
A학과

C전공
(융합(공유)전공)

B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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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도교수제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전과, 전공선택, 복수전공, 대학원 진학 등 다양

한 진로에 따른 고민 해결과 교내 장학금 신청, 

수강신청, 성적 등 학사관련 민원 해결에 도움

이 되기 위해 만든, 학부나 학과 소속 교수에 의

한 학업지도 체계이다. 학업지도교수는 면담 내

용을 개인별 학업지도카드에 기록하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이나 해외연수, 취업 추천 등에 참

고자료로 활용한다. 학업지도교수는 면담시간

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해 놓아 학생들과 면담

을 할 수 있다. 

※ 학기당 1회 이상 지도교수상담을 하여야 함.

성적  
시험 및 성적

시험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가. 원칙: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의 필답시험

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험실습 또는 실기 등을 요하는 과목은 필

답시험을 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개별시험: 학기 수업 일수의 3/4 이상 출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

는 학생은 개별시험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자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성적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가. 성적 구분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하단의 표와 같이 분

류된다.

나. 학점 인정

D등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

번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

에 의한 것임이 드러날 경우엔 학점 인정을 취

소한다.

다. 평가 방법

■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상대평가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 

준으로 하여 A등급(A+, A0)은 40% 이내로 한다.

■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라. 평점평균 산출 방법

평점평균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고 F학점을 포

함하여 산출한다.

∑수강신청 과목 학점 × 취득평점

수강신청 학점

※ Pass/Fail 과목의 경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강의 평가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취지: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의에 대한 학

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당교수에게 필요한 정

신청 자격
사범대학	재학생	및	비사범대학	교직
이수	예정자

신청 기회
사범대학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비사범대학	재학생:	교직이수	예정자	합
격	이후부터(3학기(2학년	1학기)부터)

신청 시기 매	학기	

신청 방법 uDRIMS를	통해	교직복수	신청

선발 방법 누계	성적	100%

선발 인원
사범대학	학과:	입학정원의	100%
비사범대학	학과:	해당학과	교직이수	
승인	인원의	2배수	

유의사항

-	최초	선발	시에는	상기	인원으로	선
발하나	신청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전	
선발자를	제외한	TO로	선발하기에	인
원이	줄어듦.
-	비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	예정자
로	선발된	학생만	교직복수	신청이	가
능함.
-학위복수(교원자격증	미발급)와는	별
개임.
-	교직복수는	학년별	TO에	의해	선발

※ 교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범대학 교학팀 또는 관

련 홈페이지(사범대학: http://edu.dongguk.edu)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과(전공변경)제도 

문의처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0

전공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으로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의 열린 교육이념을 현실화한 제도이다.

전공결정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20

전공결정제도

대상
학부모집	 단위	 입학생	 및	 복학생	
(학과별	또는	전공확정	후	입학생	제
외)

결정 시기 1학년	2학기	중

결정 기준
1순위:	지망전공
2순위:	1학기	평점평균(15학점	이상	
미취득	시	후순위)

주요 내용
①	전공결정	대상자는	소속	모집단위	
내의	개설	전공만	가능
②	반영	성적은	1학년	1학기	성적임.

신청 방법
소속	모집	단위	내의	개설전공에	희
망	순위를	정하여	uDRIMS에서	신청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물리반도체과학부/경찰행정학부 

소속 학생은 수강한 교과목에 따라 졸업 시 전공 결정

전공결정 승인

위 표의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전공을 신

청한 결과, 소속모집단위 내의 각 전공별 배정 

가능 인원 내에 포함될 경우, 자동 승인됨.

등급 A+ AO B+ BO C+ CO D+ DO F P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성적구분표

신청 자격 2~5학기	재학	중인	학생(총	4학기	중	3회	신청	가능)

신청 및 허가 시기 6월	초,	12월	초

허가 및 절차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입학정원	50%	이내)	허가

신청 방법
1.	uDRIMS로	직접	전과신청	및	학업이수계획서	작성	 	 	
					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전과)→전과신청/취소등록→신청
2.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전형료(2만	원)	납부

제한 사항

①	약학과,	경찰행정학부,	연극학부,	글로벌무역학전공,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
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로의	전과	불허.(단,	미래융합대학	학과	간	전과는	허용	가능)	

②	학과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자(2007학년도	이전	수시모집	불교계추천전형	불교
학부	입학생,	2008학년도	이후	불교학부	입학생	전체,	2014학년도	이후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전체(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변경한	학생	포함),	2014학년도	이후	특성
화고졸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전체,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전체)의	전과는	불허

③	편입학생,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	휴학	중인	학생,	경주캠퍼스	법학과	학적	이동자	등은	전
과	불허,	종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한	학생

④	기타	각	전과(전공)별	세부전형	기준은	해당	학기	전과	안내문	참조(학교	홈페이지	공지)	

면접전형 및 발표
①	전형:	학기(전공)별	전형(면접)일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부(否)’	판정	또는	불참자
는	불합격	처리

②	발표:	매	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	확정

전과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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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알려 주고 이를 교육업적평가의 기초자료

로 사용하기 위함.

평가시기: 종강일 전후 2주 내외의 기간 중

방법

■ uDRIMS 로그인→학사정보→교과수업→강

의평가관리→강의평가 등록 및 조회

■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설문 문항의 해당사

항을 선택

■ 건의 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기술하며, 종료 

시 반드시 확인 단추 클릭

■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솔직하

고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자신이 수강한 전체 

강좌에 대해 설문응답을 해야 함.

성적 공시 조회

강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본교 홈페이지 접속 

후 uDRIMS 로그인을 통해 공시된 성적의 조회

가 가능함(단, 강의평가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

해 수강 강좌의 모든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

은 성적 조회를 할 수 없음).

취득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 기간 중 담

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재수강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19

이미 한 번 수강했던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

을 재수강이라 한다.

신청 대상: C+ 이하를 취득한 과목

재수강 과목의 최대 취득가능 성적: B+ 

성적 표기 및 성적 계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의 성적란에 ‘R’(Repeated course)로 표기되며, 성

적 계산에서 제외

재수강 시 이미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은 자동 취

소되며, 재수강 전의 성적이 더 좋더라도 재수

강으로 인하여 취득한 성적만 인정됨.

우등제도 안내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기별 

또는 재학연한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

한 학생들을 학기우등생 또는 우등졸업생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학기우등생 기준: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4학년

은 12학점)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졸업이수학점이 140인 대학

은 18학점, 160인 대학은 20학점). 다만, 계절학

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8학기)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최)우등졸업생 기준: 재학기간 중 품행이 방정

하고, 성적이 F등급인 과목이 없으며,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우등졸업생, 4.2 이
상인 자는 최우등졸업생으로 인정함. 다만 성적

경고를 받은 자 및 편입학자는 제외함.

학기우등생, (최)우등졸업생은 학적부에 기재되

어 기록이 보관됨.



우리 학교에는 성적우수 장학을 비롯해 약 250여 종의 장학제도가 있어요.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거나, 용돈을 벌고 싶다면 

장학제도를 잘 알아본 다음 잊지 말고 매 학기 장학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신청기간 확인은 기본!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는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졸업요건이 있답니다. 

저학년 때부터 미리 미리 준비하면 곤란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단 1학점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할 수도 있으니 졸업요건은 숙지합시다! 

잘 모르겠으면 역시, 학과 조교 및  소속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합시다.

장학  |  휴학·복학  |  수료·졸업   

성적 경고·성적 경고 누적·제적  

규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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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도

휴학·복학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일반휴학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일반휴학

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

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의 경우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에 한해 인정

함(최대 1년). 단, 일반휴학기간을 사용하더라도 

학기 중간에 휴학하는 경우, 종합병원장이 발행

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함.

임신·출산 및 육아 휴학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

유로 휴학하는 경우 통산 6학기까지 휴학 가능.

창업휴학

대학(원)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재

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군휴학(병사휴학) 

입대예정일이 학기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당 학기 신

청기간 내에 먼저 신청한 후 입대 직전 병사휴

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함. 병사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에 복무하는 자가 복학

하고자 할 경우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

는 자에 한함(복학예정연도 학기에 미복학 시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됨).

※ 휴학·복학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제도 및 학업

이수 가이드 참조

수료·졸업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학년별 수료 기준

졸업학점에 따라 학년별 수료학점이 다르며,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학년에 대

한 ‘수료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각 단과대

별 상세 졸업 기준은 학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조기졸업

우수한 학생들에게 졸업연한 단축의 혜택을 줌

으로써 보다 빠르고 유리한 사회진출(취업 또는 

대학원진학 등)의 여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자극하여 성숙한 면학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단, 편입학

생은 제외).

신청
자격

이수	학기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로서	
해당학기	이수로	모든	
졸업요건의	충족이	가능한	자

평점	전체 평점이	4.0	이상인	자(F	포함)

     신청 절차
졸업예정학기에	
uDRIMS에서	신청

※ 단, 조기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8학기 정규등록을 해야 함

(조기수료제도 없음).

 www.dgu.edu >> 

	서울캠퍼스	>>			

	학사/생활/장학	>>	

장학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98

장학제도 구성

지혜장학금

■ 목표 : 창의·융합적 사고로 연구하고 실천

하는 창조적 지식인 양성

■ 지혜장학 종류 : 성적장학, 고시장학, 국가우

수장학, 대학원 진학 지원 장학

자비장학금

■ 목표 : 민족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도덕적 

지도자 양성

■ 자비장학 종류 : 국가장학, 복지장학, 봉사장

학, 불교장학, 국고보조장학

정진장학금

■ 목표 : 도전하고 모험하며 깨달음을 실천하

는 진취적 도전자 양성

■ 정진장학 종류 : 글로벌장학, 동국리더장학, 

근로장학, 외국인장학, 현장실습장학

교내장학 자격 요건

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

범이 되는 학생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금 신청을 한 자’ 중에서 선발

성적 기준

취득학점 15학점 이상(7학기 이수생 12학점 

이상) 및 평점평균이 3.0 이상. 단,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장학제도의 모든 것

■ 장학센터 홈페이지(https://scholarship. 
dongguk.edu/)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장학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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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수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19

아래 항목들을 학사센터 홈페이지나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학점 이

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전공결정 전의 전공과목 이수

2) 타 전공 교과목의 전공학점 인정

3)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국내: 교무학생지원팀, 국외: 국제교류센터)

4) 대학원 학점 선취득(석사과정 과목 수강) 

5)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문의처: 일반대학원 교학팀 본관 3층 T  

2260-3036)

외국어 시험 및 영어 강의 이수 요건

모든 신입생 및 편입생은 외국어 시험 및 영어

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과대학 및 학과별 최저이수기준 세부사항은 

학사센터 홈페이지 혹은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 적용 예외: 군위탁생, 북한이탈학생, 시청각언어장애학생, 

재외국민전형 입학생, 글로벌무역학전공, 체육교육과, 연극학

부(연극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미술학부, 스포츠문화학과, 

문예창작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

학과 학생, 2006학년도 영어우수 입학생, 2006편입학년도까

지 학사편입생, 2007학년도까지 신입학 승려(불교대학), 해외 

복수학위 이수자(영어권), 2011학년도 1학기까지 외국인전형 

입학생(영어 강의는 입학년도 구분 없이 외국인입학전형 입

학생 전체 이수 면제)

※ 영어 강의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

표 또는 강의시간표에 ‘영어강의’라고 명기된 과목을 말함.

성적 경고·성적 경고 누적·
제적
성적 경고 

문의처  소속대학 교학팀 T  6쪽 참조 

교무학생처 교무학생지원팀 본관 3층 T  2260-3619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기말 성적 평

점평균(F학점 포함)이 1.75 미만인 학생 및 수

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 경고’ 처분

을 한다. 

학업부진 학생 상담 프로그램

대상 및 상담자

■ 성적 경고 1회 받은 학생: 해당 학과 지도교

수 상담

■ 성적 경고 2회 받은 학생: 카운슬링센터(T  

2260-3932) 전문상담원 상담

미상담 시 제한 사항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중지

성적 경고 누적 및 제적

제적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을 취득했던 학생이 

졸업 또는 자퇴 이외의 사유로 학생의 신분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입학년도 성적 경고 누적 제적 기준

2005학년도   
이후

						성적	경고	연속	3회:
						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재입학 이후 성적 경고 2회: 제적(1년 경과 후 재입학 가능)

※ 사범대학 재입학의 경우는 별도 정원관리로 인하여 신청

기간에 문의 후 신청 요망

동
국	

소
개



도서관  |  남산학사  |  고양학사  |  근로장학사  

정보시스템  |  정각원  |  교내 시설  |  낙산학사  

만해마을  | 교내 복지매장  |  생활협동조합  |  건강증진센터

기관 시설 복지

우리 학교에는 강의 시설 외에도 다양한 학생 복지 시설과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봅시다.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때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구입신청’을 해 보세요. 

읽고 싶은 책, 보고 싶은 DVD 등등.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비치가 되니까요. 

교내 시설은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봅시다.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건의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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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복지

도서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dongguk.edu

페이스북  http://fb.com/dongguklibrary

뉴스레터  http://dgulibrary.tistory.com

카카오톡  @도석완

중앙도서관은 ‘정보의 숲, 미래의 빛’을 모토

로 글로벌 지식사회의 미래가치를 선도할 창

의적인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

다. 1906년 설치된 명진학교 도서실이 그 기

원이며, 2003년 현 건물(지하 3층~지상 3층)

로 이전하여 개관한 후, 2009년 지상 4층을 

증축하였다. 또한, IC(Information Commons) 
Zone, IF(Information Forest) Zone, The Lounge 
MASIL(Meeting and Self-healing in Library), 메이

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창의학습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국보 1점, 보물 13
점을 포함하여 약 150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소장 중이며, 연간 출입인원이 172만여 명에 달

할 정도로 교내 학습 및 연구, 문화 활동의 구

심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12학년도에는 고

양 바이오메디캠퍼스에 약학도서관을 개관하

였고, 2015학년도부터 바이오약학도서관으로 

개칭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입 및 학생증 소지

도서관 출입은 카드 학생증 혹은 모바일 열람증

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소지 시, 출입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므로 학

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도서관 구성 및 자료 배열

도서관은 각 층별 분리된 자료실 형태로 운영되

고 있다. 단행본, 정기간행물, 참고도서, 학위논

문 등의 각종 학술정보자료를 비치하고 있어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사서

로부터 전문적인 참고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또한 검색용PC, 무인복사기, 프린터 등의 각

종 전산 장비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자료 활용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지정된 서가에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자료의 정확

한 소장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출 

학부생은 15일간 10책을 대출할 수 있으며, 대

학원생은 30일간 20책을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권한은 재학 및 수료 중인 상태에 한해 유지할 

수 있으며 졸업, 제적 등으로 학적상 변동이 발

생할 경우 즉각 회수된다. 대출 가능한 자료는 

대출데스크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아래 표의 

자료들은 관내 열람만 가능하다. 

건물 층 명칭 분야/시설

이용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중앙
도서관

4층 창의학습공간

4차산업혁명	
기반	교육공간,	
3D프린터실,	

레이저	커팅실	등

이용시간	미정	→	별도	안내	예정

3층

IC	Zone
세미나실,	컨퍼런스
룸,	열람좌석,	캐럴

09:00-
21:00

09:00-
17:00

휴관 09:00-17:00 휴관

자료실	 자연·과학분야,
	지정도서

2층

The	Lounge	
MASIL

학습·휴식	공간,	
전시,	미디어	활

용공간

IF	Zone 멀티미디어	이용·감상

대출·반납실 대출·예약

인포메이션
출입관리,	열람증	
발급,	상호대차

1층

불교학자료실 불교학·철학·예술
분야,	고서열람,	

참고봉사
통합학술지원

센터

지하1층 자료실
사회과학·경영분
야,	법학	참고도서

지하2층 자료실

어학·문학·역사·
법학분야,	정기간
행물,	참고도서,	미

당문고

법학관
1층

열람실 열람실
00:00-24:00	(24시간,	연중	무휴)

2,3층 06:00-24:00	(연중	무휴)

약학관 2층

자료실 바이오·약학분야
09:00-
21:00

09:00-
17:00

휴관 09:00-17:00 휴관
정보검색실 정보검색실

남종현열람실 열람실 06:00-24:00(연중	무휴)

바이오
관

1층 세스코열람실 열람실 06:00-24:00(연중	무휴)

지하1층 IM	Zone
멀티미디어	이용·

감상
10:00-
21:00

09:00-
17:00 휴관 09:00-17:00 휴관

유형 내용 이용장소 비고

지정도서 각	학과	전공별	참고교재용으로	지정된	도서 3F	자료실

•
참고도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도서	

자료실정기간행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

학위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쓴	석·박사	학위논문

고서/귀중본 고서실	및	귀중본실에	보관	중인	도서 1F	자료실 평일	10:00-
17:00	Microfilm Microfilm	형태의	자료 B1	자료실

DVD, VHS DVD,	VHS	등의	각종	시청각	자료 IF	Zone •

기타 이외	중앙도서관에서	대출불가로	처리한	도서 • •

<대출불가자료>

※ 귀중본 열람은 제한, 고서 열람은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가능(약 1일 소요).

※ 시험기간 중 도서관 이용안내 별도공지(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실 구성 및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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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실 이용 목적으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원문복사 신청 / 타대학자료대출 신청

도서관 미소장 자료를 협약기관을 통해 우편, 

팩스, 택배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문복사: [홈페이지-서비스-미소장자료이

용-원문복사서비스]에서 신청

■ 타대학자료대출: [홈페이지-서비스-미소장

자료이용-타대학자료대출]을 통해 신청

※ 타대학자료대출의 경우 전임 교직원 및 대학원생만을 대

상으로 함(1인 3책 15일/KERIS 협정기관)

북삼매

북삼매(BOOK三昧)는 ‘마일리지 제도’를 기

반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booklib.dongguk.
edu)으로 추천도서, 독서토론클럽, 명사강연, 휴

먼북라이브러리, 독서 워크숍 등 학생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

시 중이다. 

사물함

■ 기간제보관함: 840개(7,000원/1개월), 신청

접수 연 4회 (매 학기 직전 및 방학 초,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시간제보관함: 48개(1,000원/1일)

IF Zone(구 멀티미디어실)

중앙도서관 2층 IF(Information Forest) Zone은 

ICT기반 창의학습 공유 공간으로, 다양한 멀티

미디어 기반의 학습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단

순한 PC 이용에서부터 복합적인 학습·문화 활

동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로 조성되었다. 

IF Zone 내의 좌석배정시스템을 통한 이용 현

황 조회 및 예약/배정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IF 
Zone 홈페이지(http://media.dongguk.edu)에
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구분 내용 비고

Presenta-
tion	Room

Presentation	및	모의	
Interview	등	진행,	해당	
과정의	동영상	녹화	및	리뷰	
활동,	자체	학습	활동	지원

3개소

Editing	
&Audio	
Training	
Room

PC	및	스캐너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자료	편집	지원,	

어학학습	지원
3개소

Searching	
Corner

이용자의	다양한	PC	활용	
학습	활동	지원

36석

Watching	
Corner

Smart	TV,	Player,	위성방
송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	자료	

감상	및	학습	지원
5개소

Teaching	
Room

전자칠판	및	전자교탁,	PC	
장비를	통한	중앙도서관	전자
저널,	WebDB	교육	등	지원

20석

ACE	
Lounge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휴게	공간	

Notebook	
Zone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좌석	
확충,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전원	및	무선랜	장비	설치

32석

전순표	
세미나실

수업,	세미나,	영화자료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	지원

30석

Printing	
Corner

출력	서비스	제공 1개소

The Lounge MASIL

중앙도서관 2층 The Lounge MASIL(Meeting 
And Self-healing In Library)은 만남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우리 대학 교훈인 

지혜, 자비, 정진의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공간에서 학습, 휴식, 미디어를 활용

한 활동들이 가능하다. 우측 창가에는 인기도

서, 세계명작 세미나 고전도서, 동국대학교출판

부 발행도서, 핫이슈 도서 등 테마도서 서가가 

비치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학과 및 동

아리의 각종 전시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는 

사전 시설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예약문의 : 중

앙도서관 3층 데스크)

반납

자료 반납은 반납데스크에서 가능하며 도서관 

운영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출입구에 비치된 도

서자동반납시스템에서 반납이 가능하다. 반납

예정일을 어길 경우 연체료(1일 1책당 100원)가 

부과되며 연체료 납부 전까지는 대출, 예약, 연

장, 캠퍼스대출 등의 제반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다. 특히, 3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시 출입중지, 

제 증명서 발급 중지의 추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장기 연체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연체 중 

도서를 모두 반납하고, 연체료 지불까지 완료하

여야 한다. 대출 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

였을 경우, 동일 도서로 구매하여 변상 처리하

여야 한다.

연장

대출 중인 자료의 이용기간을 [홈페이지-My 

Space-자료이용-대출/연장/예약/캠퍼스대출] 

메뉴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

해 본인이 직접 연장해야 한다. 연장은 1책당 2
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장신청일로부터 이용

자 본인의 대출 권한상의 대출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체로 인한 제재 중이거나 해당 도

서에 예약이 걸려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없다. 

예약

원하는 자료가 모두 대출 중이거나 정리 상태에 

있는 신간 자료의 경우, 예약을 하면 우선적으

로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은 1인당 3책까지 가

능하며, 이용가능 시점은 E-Mail 및 문자메시

지를 통해 통보된다. 예약내역은 [홈페이지-My 

Space-자료이용-대출/연장/예약/캠퍼스대출]

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료 도착 통보 후 취소처

리 없이 대출 대기일을 2회 이상 경과하면 일정

기간 예약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료구입 신청

자료구입 신청(희망도서 신청)은 도서관에 원하

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자

료를 신청하여 도서관에 구비하는 서비스로, 신

청금액 상한제가 적용된다. 학부생의 경우 연간 

20만 원, 대학원생의 경우 연간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구입 신청이 가능하다. 

열람실 이용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열람실은 중앙도서관 3층 

IC Zone 열람석, 법학관 1~3층 열람실 및 바이

오메디캠퍼스 남종현열람실과 세스코열람실에 

한하며, 각 열람석은 열람좌석배정시스템을 통

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열람좌석배정시스템은 

학기 중에는 1회 5시간씩 총 3회 연장이 가능하

며, 시험기간에는 1회 3시간씩 총 5회 연장이 

가능하다.

IC Zone 이용 

3층 IC Zone 내에는 스터디룸, 세미나룸, 캐럴, 

컨퍼런스룸 및 열람좌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 

각 협업학습시설은 [홈페이지-시설 이용-시

설/기기 이용-학습시설]에서 사전 예약 및 승

인 처리 후 사용 가능하다. 

※ 4인실 스터디룸 4개소, 8인실 세미나룸 6개소, 14인실 세

미나룸 3개소, 컨퍼런스룸 1개소 및 캐럴 5개소

서가부재도서 신청

서가부재도서는 검색한 도서가 대출가능으로 확

인되나, 실제 서가에 없어 도서 확인이 필요한 경

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관 내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도서 검색] 후 우측의 ‘서가

부재도서’ 아이콘을 클릭해 신청하면, 처리 결과

를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타대학열람의뢰서 신청

타 기관 및 타 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열

람 및 복사의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의뢰서

로, [홈페이지-서비스-미소장자료이용-타대

학열람의뢰]에서 출력 가능하며 자료대출 및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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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수칙

■	도서관	이용	시	학생증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	타인	학생증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	도서관	내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	관내에서의	휴대폰	통화는	삼가도록	한다.	

■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대출	중	자료는	반납예정일을	준수해	연체되

				지	않도록	한다.	

■	도서관	내에는	각종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	관내	전	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남산학사 

시설안내

시설현황

 가. 기숙사: 378실 751명
구분 단위 실수 수용인원 비고

남학생
2인실 185 370

1인실 3 3 장애인실

소계 188 373

여학생
2인실 188 376

1인실 2 2 장애인실

소계 190 378

합계 378 751

나. 부대시설: 식당(푸드코트), 카페, 편의점, 세

탁실, STUDY ZONE,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선발기준

가. 지원자격: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나. 선발기준: 지역기준을 우선적용하고 선발인

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함.

■ 지역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 기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준)

     - 1순위: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거주자

     - 2순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주자

■ 성적기준: 입사기간 중 받은 선행점/벌점은 

각 5점당 0.1점을 가감하여 반영됨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 신입생: 입학성적 

다. 선발

■ 선발일정: 매 학기 남산학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 선발과정: 선발공고→uDRIMS 신청→서류

접수→합격발표→사비 수납→룸메이트신청→

입사

■ 외국인학생은 별도 선발(국제학생센터 문의)

라. 입사기간: 4개월, 6개월, 방학(2개월)으로 

운영되며 신청 시 선택이 가능함.

마. 비용: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는 공

지사항 참조

■ 입사보증금: 100,000원(시설 및 비품의 훼손 

없이 퇴사 시 전액 환불됨)

■ 기숙사비: 375,000원/월, 12,500원/일

바. 남산학사 행정팀

■ 위치: 남산학사 1층
■ 연락처: 2260-4932~3
■ 주소: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홈페이지: http://dorm.dongguk.edu

바이오약학도서관

바이오약학도서관은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약

학관 2층에 있으며, 약학대학과 바이오시스템

대학 전공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캠퍼스대출 서

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자료실: 대출반납 가능, 캠퍼스대출, 이용자

교육실, 검색용 PC
■ 정보검색실: 노트북존, PC, 프린터

■ 열람실: 50여 석 규모

바이오관 세스코열람실은 고양 바이오메디캠퍼

스 바이오관 1층에 있다. 

■ 열람실: 258석 규모

IM Zone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 지하1층에 개

설된  IM(Information Multimedia) Zone은 ICT 

기반 교육과 학습, 문화와 교류가 있는 첨단 디

지털 공유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과 학습공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각 코너를 

구성하였다.

 IM Zone은 ACE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PC
이용에서부터 복합적인 학습·문화·휴식 활동

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인프라로 조성하였다.

구분 내용 비고

VOD	감상
코너

•	VOD	service	기반	최신	DVD	
등	영상	자료	감상	및	학습지원

6개소

P.T	
Room

•	Presentation	및	자기	모니터링	
설비	구축(동영상	녹화	및	다운로드)

•	PC,	영상장비,	칠판(유리벽)	등을	
활용한	소규모	협업학습	활동	지원

2개소

정보검색
코너

•	이용자의	다양한	PC	활용	학습	
활동	지원	및	전자	자료	검색	지원

5개소

ACE
라운지

•	만남,	교류,	문화,	휴식	등	복합문
화공간으로서	창의	학습	공간

1개소

프린팅	코너•	출력서비스	제공 1개소

안내데스크 •	좌석배정,	인포메이션,	사무공간 1개소

통합관리
시스템

•	전용관리도구(멀티라이브	2.0)
			및	최신	원격관리도구	도입

이용문의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T 	02-2260-8622~8624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바이오약학도서관		T 	031-961-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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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학사

시설안내

시설현황

 가. 기숙사: 210실 400명
구분 단위 실수 수용인원 비고

남학생

2인실 94 188

1인실 10 10
장애인실	
1실	포함

소계 104 198

여학생

2인실 96 192

1인실 10 10
장애인실	
2실	포함

소계 106 202

합계 210 400

나. 부대시설: 학생식당, 카페, 세탁실, 스탠딩

PC, 휴게실, 체력단련실

선발기준

가. 지원자격: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수

료생

나. 선발기준: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

우 지역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순위에서는 

성적기준을 적용함

※ 신입생은 지역구분 없이 100% 선발

■ 지역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 기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기준)

     - 1순위: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거주자

     - 2순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주자

■ 성적기준 : 입사기간 중 받은 선행점/벌점은 

각 5점당 0.1점을 가감하여 반영됨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 신입생: 입학성적

다. 선발

■ 선발일정: 매 학기 고양학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 참조

■ 선발과정: 선발공고→uDRIMS 신청→서류

접수→합격발표→사비 수납→희망 룸메이트신

청→입사

라. 입사기간:  4개월, 6개월, 방학(2개월)으로 

운영되며 신청 시 기간 선택이 가능함

※ 매 학기 퇴사와 입사 기간 사이에 기숙사 청소, 방역, 보수 

등을 위한 2일간 전체 퇴사 기간이 있음

마. 비용: 매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세는 고

양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 고양학사 행정팀

■ 위치: 고양학사 1층

■ 연락처: 031-961-5393~4
■ 주소: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

로 32(식사동)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고양학사

■ 홈페이지: http://bmcdorm.dongguk.edu

근로장학사

시설안내

설립배경: 동국대학교 근로장학사는 장래가 촉

망되는, 지방 엘리트 장학생의 보금자리 지원을 

위하여 1957년 총장 백성욱 박사가 재건하였고, 

2012년 근로장학사를 교내 기숙사로 규정화하

여 동국대학교 공식 기숙사로 설립함.

설립목적: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공

동생활을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을 준수하며, 국

가와 인류 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글로벌 인재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지닌 지식인 양성을 목적

으로 함.

근로장학사 현황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1(남산

학사 옆)

■ 학사정보: 4인실, 3인실, 1인실 각 1개
      

지원자격

■ 남학생에 한함

※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남녀 공용사용 불가

■ 본교 장학금 수혜(예정)자로서 신입생 및 재

학생  

※ 지방거주자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

■ 입사 중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자

■ 아래의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학업성적기준 비고

재학생 전체	학년	평점평균	3.0	이상 ·

신입생
수시:	학생부	성적	평균	2등급	이내
정시:	수능성적	평균	2등급	이내

·

■ 공동생활에 적합한 자

선발관련

■ 선발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평가

■ 선발일정: 매년 2월 및 충원 시

기타사항

■ 기숙사비: 150,000원/월

※ 공과금 및 시설관리는 학교부담, 기숙사비 추후 변동 가능함

■ 기타 공동경비(인터넷, 생수 등)는 자율적 부

담 후 운영

■ 문의: 교무학생지원팀 T  2260-304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장학 관련 게

시판 공지사항 참조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교내 정보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다

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털시스템은 

uDRIMS(종합정보시스템), e-Class, 웹메일 등

의 관문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며,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맞춤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홈페이지 소개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홈페이지는 교내외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동국 구성원들의 정보마당으로, 사용

자의 편리성과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울캠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대학 안내→캠퍼스 안내→캠퍼스 맵을 클릭

하면 소속대학의 건물, 행정부서, 편의시설 등의 

위치 확인 가능

② 동국대학교 공식 SNS 바로가기: Facebook·블

로그 등을 통해 학교 주요 뉴스 및 학사·생활 

공지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영화시사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③ 교내 주요 성과, 인물 기획인터뷰 등 동국대

학교 대표 소식을 전하는 공간

④ 공지사항: 교내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공지들을 수시로 게시. 카테고리별로 분류(일

반, 학사, 장학, 입학, 취업, 연구,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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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http://facebook.com/dg.univ
※ 인스타그램 dongguk_university

⑤ 롤링 배너: 주요 공지 및 소식, 홍보자료를 

웹 배너를 통해 알리는 공간

⑥ DONGGUK STORY: 동정·단신·행사 안

내 등 교내 주요 소식과 다양한 기획성 콘텐츠

를 선보이는 공간

⑦ NEWS CLIPPING: 언론에 보도된 동국대학

교 기사 안내

⑧ QUICK LINK: 교내 홈페이지, 교직원 찾기 

등 바로가기 메뉴 제공

⑨ 교내 주요 관련기관 사이트로 이동

⑩ QUICK MENU: 사용자별 분류를 통한 빠

른 서비스 메뉴. 전화번호 검색 및 학부모 이메

일 등록 등 주요 바로가기 메뉴 제공

⑪ 검색엔진: 홈페이지 내의 정보를 키워드로 

검색 가능

uDRIMS 소개

uDRIMS(udrims.dongguk.edu)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각종 신청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Class 소개

e-Class 홈페이지(eclass.dongguk.edu)에서 교수

님의 수업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인터

넷을 이용하여 사이버 강좌를 언제, 어디서라도 

강의받을 수 있다.

웹메일 소개

가. 웹메일 신청 방법: 

■ 재학 중 언제든지 사용자 인증 후(uDRIMS 
ID/PW) 가입이 가능하다.

■ 구글 G Suite 도입으로 웹메일 가입 시 가상

계정으로 생성되며 로그인 후 구글 계정 연동을 

통하여 ID@dgu.ac.kr 메일 계정 생성이 가능 

하다.

<가상계정	연동화면>

■ 자세한 신청 및 사용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www.dongguk.edu) 상단 WEBMAIL 링크 또는 

mail.dongguk.edu 접속 후 회원가입 안내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나. 웹메일(구글 G Suite)의 주요 기능

■ 교육용 인증 라이센스로 메일 및 구글드라이

브를 용량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 클래스룸, 행아웃 등 각종 구글 클라우드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사용 방법은 구글메일 사용안내

(http://mailinfo.dongguk.edu)를 참조하기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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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원격지원 사용 방법 안내

원격지원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

요 없으며 단지 인터넷을 통해 원클릭만으로 원

격으로 PC A/S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

비스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

■ 정보처로 전화(PC A/S: 2260-8877~8) 접수 

■ 접수순번에 따라 정보처 A/S 담당자가 연락

하면, URL 입력(http://clinic.dongguk.edu) 또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 접

속하여 서울캠퍼스 Quick Menu→정보서비스→

원격지원 서비스를 참조하여 사용하면 된다.

라. 모바일ID(모바일 학생증) 사용방법 안내

■ 스마트폰에서 모바일ID(모바일 학생증) 다

운받고 도서관 등 학교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 학교 대표앱에서 대관신청 등 각종 신청서비

스 사용 가능

■ 발급 대상: 서울캠퍼스 재학, 재직 중인 이용자

  - 발급 방법: 동국대학교 앱 하단 발급메뉴

에서 이용자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

  -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설치(검색어 

: 동국대학교)

마. 기타 정보서비스 관련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보처 홈페이지(http://it.dongguk.edu)에 접

속하거나 T  02-2260-8877(IT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구글 G Suite의 경우 크롬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어 다른 브라우저(IE, FireFox 등)로 접속

할 경우 화면표시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

지 않을 수 있으니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주기 바란다.

정보서비스 소개

가. 교내 무선랜(DGU wifi) 사용방법 안내

■ 사용방법 

▶ SSID
▷ DGU-WIFI : 인증

- 학생(휴학생, 졸업생 포함), 교직원 등 

uDRIMS에 이용자 ID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 사용 가능

▷ DGU-GUEST : 무인증 - 특정공간(외부

대여공간 등)에서만 사용 가능

▷ eduroam : 글로벌 무선로밍서비스 

▶ 인증방법

▷ ID : uDRIMS ID ▷ PW : uDRIMS PW
- 추가 보안설정 필요 없음(단, windows7 이
하는 필요)

- 하나의 아이디로 최대 3대까지 무선 인터

넷 동시 이용 가능 

※ uDRIMS ID / PW 확인방법 : http://
udrims.dongguk.edu 접속 후 ID 찾기 / 비밀

번호 찾기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음. 

uDRIMS 비밀번호 변경 시에는 DGU-WIFI 
사용은 1시간 후부터 가능함.

■ 자세한 사용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우측 퀵

메뉴 정보서비스를 클릭하거나 또는 정보처 

홈페이지(http://it.dongguk.edu)에 접속-[모바

일]-[무선랜]에 접속하면 된다.

■ 문의: 정보인프라팀 T  2260-3909

나. 동알이(동국알림이) 서비스

■ 동알이란?

  동국알림이의 준말로, 각 행정부서에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각종 정보 및 전달사항

을 EMS(대량메일), PUSH(앱 기반의 문자서

비스), SMS를 통해 전달하는 솔루션

※ Push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수신자가 동알이 앱을 설

치하면, 발송자가 자동적·주기적으로 정보를 문자메시지 형

태로 수신자에게 직접 밀어 넣어(push) 주는 기술.

■ 사용방법

1) 앱 설치

 - 구글 안드로이드 계열: “동알이” 검색 후 

설치

- 애플 IOS 계열: “동알이” 검색 후 설치

※ 아이폰의 경우 앱 설치 시 푸시 알림을 허용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보는데, 이때 꼭 ‘허용’을 선택해야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푸시 알림을 허용하지 않고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정

→알림센터’에서 동알이(또는 동국알림이) 앱을 선택하여 

‘알림스타일’에서 ‘없음’이 아닌 ‘배너’나 ‘알림’을 선택해 주

어야 푸시 알림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는 단말에서 앱 설치

-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T  2260-3909
번으로 로그인 정보와 함께 문의 바람.

2) 사용자 인증

- 기존 uDRIMS 사용자: 기존 uDRIMS 아
이디/패스워드로 인증

※ uDRIMS의 핸드폰 번호로 연동되니, 사전에 uDRIMS

에서 수정해야 함.

- uDRIMS 미사용자: 예비동국인, 동문, 신

도 등은 별도로 앱 내에서 계정신청 필요

※ 반드시 계정신청 후 최초 로그인을 한 번 해야 메시지 

수신이 가능함.

 3) 발신번호 기준으로 불필요한 메시지는 수

신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4) 행정부서 등에서 보내는 각종 학사, 연구, 

취업 등 학교 관련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동

알이 앱으로 수신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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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컴퓨터실습실 이용안내

가. 공용컴퓨터실습실 현황
나. 각 실습실 위치는 홈페이지의 캠퍼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방학기간 중에는 개방 실습실 및 일시가 변

경된다.

라. 출력가능 PC 위치정보

건물
설치 위치

유료 무료
층 상세

학술관

B1 휴게실 2 　

B1 컴퓨터실 1 　

1 로비 1 　

문화관 1 로비 3 　

경영관
1 컴퓨터실 5 　

2 로비 6 1

사회과학관
2 컴퓨터실 40 　

2 로비 6 　

혜화관
1 로비 2 　

2 컴퓨터실 4 　

법학관
1 로비 3 1

2 컴퓨터실 2 　

만해관 2 로비 1 　

명진관
1 로비 4 　

2 컴퓨터실 2 　

과학관 1 로비 2 　

중앙도서관

B2 검색대 1 　

B1 검색대 1 　

B1 출력센터 3 　

1 검색대 1 　

4 열람실	앞 3 2

신공학관
3 로비 2 　

9 로비 4 　

남산학사 1 정보프라자 2 　

본관 3 CS센터 2 　

원흥관 3 로비 2 　

정보문화관 3 출력센터 4 　

학림관
1 로비 3 　

2 로비 2 　

반야관
B1 로비 2 　

5 컴퓨터실 2 　

소계(서울캠퍼스) 118 4

상영바이오관
1 컴퓨터실 2 　

2 로비 4 1

약학관
2 컴퓨터실 2 　

3 컴퓨터실 2 　

고양학사 1 로비 2 　

산학협력관 6 컴퓨터실 2 　

소계(바이오메디캠퍼스) 14 1

무인 스탠딩 PC / 출력시스템이란?

■ 교내 건물 로비 등에서 간단한 인터넷 검색, 

메일 확인, 과제물 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

된 PC+프린터 시스템이다.

■다른 사용자를 위해 장기간 사용을 자제하기 

바람.

■ 무인 스탠딩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상 문의

사항이나 장애발생 시,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

이 필요한 경우 02-2260-8984(AJ네트웍스)로 

연락 바람.

■ 위치 : 학술관 B1, 문화관 1층, 경영관 2층, 

사회과학관 2층(실습실 포함), 법학관 1층, 명진

관 1층, 중앙도서관 4층, 신공학관 3층, 신공학

관 9층, 원흥관 3층, 정보문화관 3층, 학림관 1
층 실습실, 학림관 2층, 반야관 5층 실습실, 반

야관 B1

건물명
실습실명
(호실)

PC
수량

용도

평일개방시간
(학기 중)

2290국
교내 전화

프린터

스캐너 비고
주말개방시간

(학기 중)
2260국
(수위실)

컬러 흑백

법학관
2층

(B)
공용컴퓨터실
(303-214)

25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62
(8789) ◯ 1

대학원	및	
소수인원-

사회과학/
경영관 4층

(L)
공용컴퓨터실
(202-463)

50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67
(3563) ◯

-

학술/
문화관 2층

(K)
공용컴퓨터실
(102-211)

50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66
(3563) 1

-

정보문화관
 Q동 2층

(Q)
공용컴퓨터실
(408-221)

48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69
(3568) 1

토,	일,	
공휴일	개방10:00~20:00

신공학관
3층

(T)	
공용컴퓨터실
(401-3115)

47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70
(3568)-

원흥관
3층

(F)
공용컴퓨터실
(405-318)

50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30 1763
(3568)-

명진관
2층

(A)
공용컴퓨터실
(307-241)

48 자유실습
09:00~18:00

1761
(8789) 1

09:00~18:00

혜화관
2층

(G)
공용컴퓨터실
(207-243)

48 자유실습
09:00~21:30

1764
(3563) ◯ ◯ 1

-

사회과학관 
2층

(M)
공용컴퓨터실
(201-255)

40 자유실습
09:00~21:00

1768
(3563) ◯ 2

토,	일,	
공휴일	개방10:00~20:00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정보검색실
(1103-218)

20
수업	및	
자유실습

09:00~21:00 (031-
961-
5483)

◯ ◯
고양

바이오메디
캠퍼스09:00~17:00

약학관 
3층

공용컴퓨터실
(1103-351)

40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00 (031-
961-
5483)

◯ ◯
고양

바이오메디
캠퍼스08:30~21:00

상영
바이오관

1층

공용컴퓨터실
(1104-151)

34
수업	및	
자유실습

08:30~21:00 (031-
961-
5490)

◯ ◯
고양

바이오메디
캠퍼스08:30~21:00

합계 
(강사 및 관리자용 제외)

500
방학	중

10:00~17:00
토,	일,	공휴일	개방실습실은	
설날,	추석	연휴만	휴관

※ 공용컴퓨터실 수업 및 대여는 용도구분의 ‘수업 및 자유실습’용만 가능함. (정보처 : 2260-8877~8)/ (BMC관리팀 : 031-961-5118)



동
국 

소
개

등
록·

수
업

규
정·

제
도

기
관•

시
설•

복
지

경
력·

취
업

상
담·

서
비
스

친
목·

사
람

6564

무인 스탠딩 PC 출력방법 

■ 위치 : 표기된 위치 외 모든 무인 스탠딩 PC/

출력시스템

■ 출력 시 설정 창을 누른 후 색상, 부수, 출력

페이지 범위, 모아찍기 등을 설정 후 인쇄 버튼

을 누른다.

■ 모니터 창에 금액 및 수량, 매수를 확인한다.

■ 카드단말기에 금액이 뜬 후 신용카드/체크

카드를 삽입하거나 긁는다.

무인 스탠딩 프린터 설치 장소

건물
위치

종류 대수
층 상세

학술관
B1

휴게실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프린터 1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1

1 로비 컬러프린터 1

문화관 1 로비
컬러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프린터 1

경영관

1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1

2 로비
컬러프린터 3

흑백복합기(복사가능) 2

사회과학관 2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2

흑백복합기(출력전용) 1

컬러프린터 2

컴퓨터실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혜화관
1 로비 컬러프린터 2

2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2

만해관 2 로비 컬러프린터 1

법학관
1 로비

컬러프린터 1

흑백프린터 1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2 컴퓨터실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명진관
1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프린터 2

2 컴퓨터실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과학관 1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중앙도서관

B2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B1
출력센터

흑백복합기(출력전용) 1

컬러프린터 1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1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3 로비 흑백복합기(복사전용) 1

4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2

신공학관

3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9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프린터 3

남산학사 1 정보프라자 컬러프린터 2

원흥관 3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정보문화관 3 출력센터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흑백복합기(출력전용) 1

컬러프린터 2

학생회관 1 로비 컬러프린터 1

학림관
1 로비 컬러프린터 3

2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반야관
B1 로비 컬러복합기(복사가능) 1

5 컴퓨터실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상영바이오관

1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1

2 로비

흑백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복합기(복사가능) 1

컬러프린터 1

약학관
2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1

3 컴퓨터실 컬러복합기(복사가능) 1

고양학사 1 로비 컬러프린터 2

산학협력관 6 컴퓨터실 컬러프린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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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복사실(복사, 출력, 제본, 스캔 가능) 이용안내

유인복사실 연락처
운영시간
(학기 중)

운영시간
(방학 중)

사회과학관	
2층

02-2260-8984
0９시~18시
토요일　휴무

09시~1８시

명진관	1층 02-2260-8786 08시~18시 09시~17시

중앙도서관	
지하	1층

02-2260-8763 08시~18시 09시~17시

학림관	1층 02-2260-8786 08시~18시 09시~17시

정보문화관	P동
3층

02-2260-8788 08시~18시 09시~17시

일산	종합강의동	
2층

031-961-5468 08시~18시 09시~17시

※ 토요일 : 09시~13시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단

말기에 카드를 삽입 혹은 긁어서 사용 가능

■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출력된다.

정각원 

사색과 명상의 장소 정각원 

문의처  만해관 연구동 지하 1층 정각원 행정팀
T  2260-3016~９

홈페이지  http://jeonggak.dongguk.edu

정각이란 올바른 깨달음을 뜻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도량, 정각원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공간입니다.

정각원에서는 학기 중 매주 수요일 재학생법회, 

매주 목요일 목요법회, 격주 화요일 기도정진법

회, 고승이나 명사를 초청하는 월례정기법회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수계대법회, 템플스테

이 등 교내 종교행사를 주관하며, 불교청년지도

자장학생을 선발 관리하고, 국내 명찰순례 및 

해외 불교성지순례 등 재학생들을 위한 신행활

동도 적극 지원하며, 포교지 『정각도량』도 발간

합니다.

또한 법당 공간(정각원, 대각전)은 『자아와 명

상』 등 불교수업이 열리는 강의실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국인의 힐링 공간인 정각원에서 학문 연찬과 

더불어 사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지혜

의 등불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교내 시설
(서울,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대관신청 안내

신청방법

홈페이지(www.dongguk.edu)→uDRIMS 로그인

→대관신청→교내시설 예약관리→신청하기→

날짜 및 강의실 선택→조회→이용시간 체크→

예약선택→예약신청→상세내역 입력→예약신

청→사용승인&관련부서 합의→허가서 출력→

수위실 제출

※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람. 

※ 컬러프린터(복합기)는 흑백겸용입니다.

2020 법회 일정표

법회 내용 요일 시간

재학생법회
불교의	기본사상,	
교리	설명

매주 
수요일

16:00~17:00

목요법회
명상법	설명,	
명상실습

매주 
목요일

15:30~16:30

기도정진법회
축원,	금강경,	
천수다라니	염송

첫째	
화요일

14:00~15:00

중국어법회
불교교리	설명,
명상실습

셋째	
화요일

15:30~16:30

영어법회
한국불교	설명,	
명상실습

넷째	
화요일

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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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가. 강당

■ 상영홀은 150명 이상 참석 가능한 교내 행사

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됨. 

■ 약학관 대강당은 70명 이상 참석 가능한 교

내 행사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됨.

나. 운동장 및 농구장

■ 바이오메디캠퍼스 운동장 및 농구장 사용은 

uDRIMS로 신청  가능 

문의：BMC종합행정실 031-961-5456

다. PBL실 

■ 각 단과대학 교학팀 대관 신청 후 사용

라. 농장 시설(잔디밭 및 정자 이용)

■ 바이오자원생태농장 031-962-6210

마. 기타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대관 문의 

■ BMC종합행정실 031-961-5456

4. 유의사항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함.

■ 당일대관 신청불가(단, 대관시스템 점검일 

제외) 

■ 허가 여부는 ‘예약확인/변경/취소/허가서 출

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관신청 시 홈페이지 상세내역 기재예시를 

참고하여 행사명 및 행사개요를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시설 사용승인이 가능함. 

■ 승인불가자는 uDRIMS 시설대관→예약확

인/변경/취소/허가서 출력에서 승인불가사유를 

확인 바라며, 승인불가된 시설은 승인여부 SMS 

통보 즉시 대관신청 허용으로 승인불가 시설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 

바람.

■ 신청내용 허위기재 및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

용할 경우에 대관신청 승인이 취소되며, 대관신

청 단체나 신청자는 대관시설 사용불가자로 등

록되어 추후 교내시설 이용이 불가능함.

※ 교내 입시 및 홈커밍데이 등 교내행사로 인하여 교내 전체 

강의실에 대하여 대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양해 바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팀 시설대관 담당자(T  

02-2260-3079)에게 문의 바람. 

※ 매 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첫 1주일 동안은 수업시간 변경

으로 강의실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대관 신청과 중복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많은 양해 바람. 

낙산학사 

이용안내

이용대상: 재학생, 본교 교직원 및 직계가족 

이용목적: 개인휴양, 워크숍

개장기간: 성수기(7.1~8.31), 비성수기(성수기 

제외 기간)로 구분하여 운영함.

■ 성수기: 2박 3일(회차별 운영) 

■ 비성수기: 제한 없음.

※ 동절기 기간은 운영 안 함.

신청기간 

 ■ 성수기: 접수기간 별도 공고 후 uDRIMS 낙
산학사 예약관리 화면에서 선착순 접수

■ 비성수기: 이용희망일 1개월 전부터 2일 전

까지 uDRIMS에서 선착순 접수

신청시간: 09:00~17:00

신청 및 배정방법: uDRIMS→대관신청→낙산

학사 예약관리에서 선착순 접수 

사용요금 및 납부방법

■ 사용요금(사용요금은 변경될 수 있음): 교직

신청기간

연 4회(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 자세한 사항은 uDRIMS 시설대관 공지사항 참조 바람.

※ 방학 마지막 1주일은 개강 전 강의실 집기 및 영상장비 점검

으로 대관하지 않음.

사용가능 기간

자세한 사항은 uDRIMS 시설대관 공지사항 참

조 바람.

신청 시 참고사항 

1. 공통

가. 강의실 및 세미나실

■ 사용 희망일 1개월 전~2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uDRIMS로 신청할 수 있음. 

■ 강의실은 1인당 1회 4시간, 월 3회 이내, 강

당/세미나실은 1인당 1일 1회, 학기 2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승인불가 건수 포함). 

2. 서울캠퍼스

가. 중강당

■ 중강당은 300명 이상 참석 가능한 교내행사

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됨.

나. 운동장

■ 대관불가 시간(중구민 개방)

 평일: 06:00~09:00
 토요일: 06:00~08:00
 일요일: 06:00~13:00
■ 자세한 사항은 매학기 운동장대관신청 안내 

참조 바람.

■ 운동장은 1인당 1일 1회, 학기 2회 이내로 신

청할 수 있음(승인불가 건수 포함). 

다. 만해광장

■ 사용 가능 시간: 10:00~13:00/13:00~16:00
/16:00~19:00(3회) 

 ■ 만해광장은 1인당 1일 1회, 학기 2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승인불가 건수 포함). 

대관신청 시 상세내역 기재 예시

상세내역 항목 기재사항 안내 예시

행사명
행사개요의	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

예)	수학교육과	임용고사	대비	관세법	관세평가	관세율표	무역실
무	교과목	모의시험	및	스터디

단체(주최자)명
행사	주최단체명을	구체적
으로	기재

예)	수학교육과	임용고사	대비◯◯◯	스터디

행사개요

‘사용시간대별’로	구체적
으로	기재하고,	공부하
는	교재	및	내용을	간략
하게	기재

예)	수학교육과	임용고사	대비	관련하여	‘관세법’,	‘관세평가’,	‘관
세율표’,	‘무역실무’	4과목을	주	1회	총	8~9회	정도에	걸쳐	진행
할	계획이며,	시험을	대비하여	모의시험을	보고,	목차와	관련한	
의견교환을	통한	스터디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모의문제는	스터
디원이	각자	40문제씩	준비하여	시험	1과목당	8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며	스터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9:30~10:30	관세법	모의시험
								10:30~11:00	목차의견교환	및	스터디
								11:00~12:20	관세율표	모의시험
								12:20~13:30	목차의견교환	및	스터디
								14:00~14:30	관세평가	모의시험
								14:40~15:00	목차의견교환	및	스터디
								15:00~16:30	무역실무	모의시험
								16:30~										목차의견교환	및	스터디

예상인원 필수	기재사항 예)	10명

신청자명 필수	기재사항 예)	김동국

소속명 필수	기재사항 예)	수학교육과

핸드폰 필수	기재사항 예)	010-0000-0000

연락처 필수	기재사항 예)	02-2260-2260

이메일 필수	기재사항 예)	dongguk@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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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마을 

이용안내

이용대상: 본교 재학생, 교직원, 동문

이용목적: 휴양, 대학 OT 및 MT, 학과 워크숍, 

부서 워크숍 등

개장기간: 상시 운영 

<만해축전(8월 셋째 주 예정)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유선 예약 T  033-462-2303 

입·퇴실: 입실은 15시부터, 퇴실은 11시까지

객실안내

■ 문인의 집

각급 학교·기관·단체·기업 연수 및 세미나

를 위한 숙소와 식당, 강당이 있습니다.

■ 설악관

단체 MT·연수·세미나를 위한 강당과 식당, 

숙박시설. 산과 하천이 어우러져 자연의 풍광과 

함께 단체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 금강관

합숙하면서 단체수련, 집중학습, 퍼포먼스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

니다.

숙박시설 객실타워 객실 크기

문인의집
온돌 3인실 5인실 6인실

침실 2인실 4인실

설악관 온돌 5인실

금강관 온돌 5인실 10인실

컨벤션 시설

장소 위치 극장식 스쿨식

문인의	집	강당(문인홀) 1층 250인 140인

설악관	강당(설악홀) 지하	1층 350인 220인

금강관	강당
(금강그랜드볼룸)

지하	1층
좌식	
400인

만해학교	세미나실 2층 60인 40인

만해문학박물관	
세미나실

3층 16인 12인

3층 40인 30인

북카페 1층 80인

※ 다양한 단체행사 진행에 필요한 A/V시설 완비

 휴식&문화

■ 만해문학 박물관 

(운영시간 08:30~17:00, 월요일 휴관)

1층 상설전시실, 2층 기획전시실

■ 북카페 ‘깃듸일 나무’

(운영시간 09:00~22:00)
원목으로 꾸며 나무향과 커피향이 좋은 쉼터로

서, 책과 음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 서원보전

만해선사를 기리는 법당으로 예술, 참선, 발우공

양, 사물치기 등 다양한 사찰 체험을 할 수 있습

니다.

■ 님의 침묵 광장

설악의 자연경관을 배경 삼아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광

장으로 사랑과 평화라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문

학정신을 계승한 자연과 인간의 환경친화적 실

천의 장입니다.

원실(1박 30,000원), 학생실(1박 15인실 30,000
원, 5인실 20,000원)

■ 성수기 납부방법: 

  1) uDRIMS 예약 이후 각 신청자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로 3일 이내 사용

요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2) 입금가능시간: 은행영업일 09:30~16:00 
(지정시간 외 입금불가)

■ 비성수기 납부방법: uDRIMS 예약 이후 반

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3일 이내 사용요금 전액 

입금(신한은행 140-005-942339 예금주: 동국

대학교)

신청조건: 성수기에는 낙산학사 예약이 1인당 1
회까지만 가능함.

■ 잔여객실이 ‘없음’일 경우 현재 예약이 완료

된 상태임.

■ 대기예약은 예약희망일 2주일 전부터 2일 

전(09:00~17:00)까지 ‘대기예약신청하기’ 화면

에서 신청이 가능함. 잔여객실이 생길 경우 대

기번호순으로 연락하여 객실을 배정함.

■ 낙산학사 객실 변경/취소는 ‘예약 확인/변

경/취소/허가서 출력’에서 가능함. 

입퇴실 안내: 입실은 14시부터, 퇴실은 11시까지

유의사항

■ 재학생 및 본교 교직원 외에는 이용할 수 없

음(타교생 절대 사용불가).

■ uDRIMS로 예약 후 3일 이내 사용요금 전액

을 성수기에는 가상계좌 온라인 입금, 비성수기

는 대관료 계좌(신한 140-005-942339)로 입금

하여야 하며 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또한 

예약 후 3일 이내 미입금 시 예약취소 처리됨.

■ 납부한 사용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 입실 시 학생증 및 허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

야 하며, 취사도구는 개인별로 지참하여야 함.

■ 예약 후 사전 연락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

와 신청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및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예약이 취소되며, 대관신청 

단체나 신청자는 대관시설 사용불가자로 등록

되어 추후 교내시설 이용이 불가함.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위반 시 퇴실 조치함. 

■ 출발 전 예상 도착시간을 낙산학사(T  033-

671-2181)에 통보해야 함. 

■ 성수기에도 잔여객실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접

수를 받음(비성수기는 수시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자산팀( T  02-2260- 

3079)으로 연락 바람.

객실안내

신청절차

캠퍼스 구분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구분 학생실	
교직원실
(5인	기준)

학생실	
교직원실
(5인	기준)

사용가능
객실

15인실	5실 5인실	6실 9실 15인실	1실 5인실	2실 2실

	동절기	기간은	운영	안	함(12월~2월)

객실예약	신청하기

→

예약	확인/
변경/취소

→

허가서	출력

→

사용승인

→

사용요금	
납부

•	낙산학사	객실예약	화면
•	성수기는	접수기간	별도	
공지

•	비성수기는	이용희망일	
1개월	전부터	예약가능

•	객실예약	
변경가능

•	직접	출력하여																	
낙산학사에	

			제출

•	계좌입금	확인	후	
사용승인

•	사용승인	후	
예약변경	불가

•	예약	후	3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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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복지매장
교내 복지매장 안내

위치 매장명 취급품목(업종) 연락처
국번(2260)

상록원

1층

분식점 각종	분식류	 8979

상록원	매점 음료수,	과자류 8978

버거킹 패스트푸드 2277-3006

파리바게트 제빵,	쿠키,	커피 2275-8801

솥앤누들 우동,	알밥,	분식류 8979,	8980

2층 학생식당 한식,	양식	등	set	메뉴 8979,	8980

3층 교직원식당 한식,	양식	등	set	메뉴,	행사식 8977

경영관
지하

그루터기	학생식당 한식,	양식	set	메뉴,	분식류 8957

그루터기	매점 음료수,	과자류 8963

야외벤치 그루터기	카페 커피,	음료수,	간식류 8953

혜화관

1층

옥외

디초콜릿커피앤드 커피,	음료수,	간식류 2261-5107

구두수선점 구두수선,	열쇠,	도장 4954

4층 혜화	매점 음료수,	과자류 8942

옥상 혜화	디저트	커피 커피,	음료수,	간식류 8966

다향관 1층

매점 음료수,	과자류 8964

서점 전공서적,	어학교재,	단행본 8956

문구점 문구류,	팬시용품 8950

안경점 안경,	렌즈 8969

사진관 각종	사진	촬영,	현상 8971

기획사 전산서식,	논문,	출력 8972

휴대폰	 휴대폰,	액세서리 8970

원흥관    3층					 아리수북카페 커피,	음료수,	간식류 8965

신공학관
1층

남산학사	식당 한식,	양식,	피자	등 8507

남산학사	카페 커피,	음료수,	간식류 8509

9층 여행사 배낭여행,	유학,	항공	티켓	판매 2273-7338

중앙도서관 1층 커피,	음료수,	간식류

학림관 1층 세븐일레븐 음료수,	과자류

과학관 지하 교재실 각종	마스터인쇄,	교재제작	업무 8975

문화관 1층

두리터	매점 음료수,	과자류 4925

가든쿡 파스타,	피자,	샐러드 1478

카페두리터 커피,	음료수,	간식류 1478

본관 옥외
블루팟 커피,	음료수,	간식류

가온누리 커피,	음료수,	기념품 8961

명진관 1층
신한은행 은행	관련	업무 8989

우체국 우편물	수발,	공과금	납부 8988

교내 전 지역
복사실 유인/무인	복사,	컬러출력 8984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A/S 8955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산학협력관    1층					 할리스	커피 커피,	음료수,	간식류 031-961-5692

종합강의동    2층 복사실								 유인복사,	컬러복사 031-961-5468

상영바이오관    1층 누리터
음료수,	과자류,	간식,	문구류,	

생활필수품,	택배,	도서류
031-961-5691		

고양학사 1층
학생식당 한식,	양식	등 031-961-5696

세탁실 세탁,	세제

유의사항 

■ 재학생, 본교 교직원 이용 시 본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할인이 가능합니다.

(입실 시 학생증, 교직원증 지참)

■ 성수기 및 연휴기간에는 사전예약 요망 

※ 8월 만해축전 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 

미정

■ 일반 투숙객들도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니 고성

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갑니다.

■ 식당은 조식(08시~09시), 중식(12시~13시), 

석식(17:30~18:3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식사 시간 3~4시간 전 예약 필수/

조식은 하루 전(~20시) 예약 마감합니다.

■ 금강관에는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취

사도구는 개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강관을 제외

한 문인의 집, 설악관은 취사가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만해마을(033-462-2303)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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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문의처  생활협동조합 사무국 혜화관 1층 
T  2260-8946~53

홈페이지  http://dgucoop.dongguk.edu

생활협동조합이란?

대학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학 안에

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쾌적한 면학환경,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서까지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받는 등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보

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단체이다. 

생협은 협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와 상생

의 대학문화를 추구하며, 대학 내 생활공동체를 

추구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조합

원인 대학구성원이 출자하고 운영하며 이용하

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기에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동국대학교 구성원에게 환

원한다.

조합원이란?

조합원은 생협의 구성원으로서 출자금 1만 원

을 내고 생협의 사업에 동참한 사람을 말한다. 

조합원이 되면 생협의 운영자로서 의견을 말

할 수 있고, 조합원만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합원의 혜택

■ T-money가 있는 조합원 카드로 결제 시 3%
할인(해당 매장: 학생식당, 매점, 서점, 문구점)

■ 문화유적답사 및 기타 행사 참여 자격 부여

■ 학내매장 모니터활동 참가자격 부여

■ 복지매장 아르바이트 신청 시 우대

가입 방법

1)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가입장소: 생협 사무국, 식당, 서점)

2) 출자금 1구좌(1만 원)를 출자한다. 

 (출자금은 졸업, 탈퇴 시 전액 환불)

3) 가입과 동시에 조합원 카드를 받는다.

  (조합원 카드는 T-money이므로 충전한 금

액으로 시내교통 이용 가능)

4) 조합원 가입확인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dgucoop.dongguk.edu)

주요 행사 생활문화사업	안내

■ 문화유적답사

■ 무한리필 열공 국수(매 학기 시험 기간 내)

■ 학내매장 모니터활동

■ 이 외에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사업 지원, 

4·19 등반대회 지원, 각종 특별판매행사 지원, 

대동제 지원 등 학교 구성원들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문의처  건강증진센터 본관 2층 T  2260-3443

홈페이지  http://health.dongguk.edu

건강증진센터 소개

동국대 건강증진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1차 건강관리를 담당하며, 양방 및 

한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센터는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활기차고 명랑한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한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기구이다.

 

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이용방법

■ 이용시간: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
분까지(점심시간 12시~1시)

■ 학생증을 지참하여 이용시간 내 방문

의사진료

■ 한방: 매주 금요일 오전 9시~11시 30분
■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장

■ 건강상담 및 한방치료

일반진료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사 상주

■ 일반의약품 투약 및 상담

■ 각종 외상에 대한 처치, 응급처치

건강사업

■ 실시 2주 전 홈페이지 공지

■ 재학생 건강검진

■ 체지방검사를 통한 영양 및 운동 상담

■ 금연클리닉 운영

■ 결핵 검진

■ 심폐소생술 교육

안정실 이용

학교생활 중 신체, 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해야 

할 경우와 질병으로 인해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급약품낭 대여

재학생과 교직원의 공식행사 시 구급약품을 지

급하여 교내, 교외에서 발생하는 응급사태에 대

비할 수 있도록 한다.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 교학팀 혹은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 

행사 2일 전까지 건강증진센터에 제출한다.

만성질병은 부속병원을 찾으면 된다. 학생증, 재

학증명서를 지참하면 선택 진료비를 제외한 금

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

당구 불정로 268 T  031-710-3700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

구 동국로 27 T  1577-7000



봉사활동, 교환학생, 학생기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 봅시다. 

경험이 쌓일수록 학업의 성취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행동하는 지식인이 됩시다.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얻은 경험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만든 넓은 인맥은 

취업에는 물론, 분명 어떤 일을 하든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역량개발센터 | 현장실습지원센터 | 청년기업가센터

동국참사람봉사단 |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 | 학생기자  

교환학생·해외파견 프로그램    

외국어·한국어 교육 | 창업진흥센터 | 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알리미 ‘Dreamer’

동국대학교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경력 취업 

※  화쟁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비교과(전공 및 교양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자료는 비교과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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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 역량 성과분석, 포트폴리오, 상담 등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Dream PATH+ System의 의미는 재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경로라는 의미와 더불

어 미래를 탐색(Pathfinding)하고, 환경을 분석

(Analyzing)하며, 대학교육의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Thinking)가 가능하도록 

학교가 지원(Helping)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

습니다.

Dream PATH+ 시스템 내용 

■ 접속방법

-우리 대학 메인 홈페이지 우측 하단 「QUICK 

LINK」의 「드림패스」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https://cdc.dongguk.edu를 직접 입력 후 접속

-ID와 Password 입력(uDRIMS와 동일)

■ 프로그램 신청방법

-Dream PATH+ 로그인 후 「경력관리」 탭 클릭

→「프로그램 신청」→희망 프로그램 우측의 「신

청하기」 클릭

경력·취업

역량개발센터 
http://cdc.dongguk.edu

교육혁신처 역량개발센터 본관 3층 
T  2260-8850~4, 8856

■ 역량개발센터는 재학생들이 사회 또는 기업

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단계적·체계적으로 개

발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함

은 물론, 효율적인 대학생활과 성취감 있는 삶

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재학생들은 핵심역량 함양을 통해 변화하는 글

로벌 경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화쟁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센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구분 업무 담당자 연락처

1 시스템
Dream	PATH+
시스템

02-2260-8851

2 교과 자기개발교과목	운영 02-2260-8852

3 비교과
6대	핵심역량	
프로그램

02-2260-8853

4 비교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02-2260-8852

5 비교과 현장체험	프로그램 02-2260-8853

6 비교과 핵심역량코칭 02-2260-8852

7 비교과 진로상담 02-2260-8852

8 비교과 동국108리더스 02-2260-8854

9 비교과 재직자	멘토링 02-2260-8854

Dream PATH+ 시스템 개요 

■ Dream PATH+ System은 전공별 교과와 다

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뛰어난 동국인재를 양

성하여 효율적인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진

출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통합관리시스템입니

다. 단순한 경력관리 시스템을 넘어 역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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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기간 동안 진로와 취업 설계를 목적으로 

이수한 비교과 활동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 대학에서의 교과,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계획과 실행, 성찰 등 일련의 과정을 통

해 축적된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

원합니다.

Dream PATH+ 구성

■ Dream PATH+진단 : 핵심역량을 진단하여 

개인의 역량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역량이 무

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Dream PATH+ 진단 : 학생의 핵심역량 수준

과 직업심리 및 인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가진 

단도구로, 1년에 1회 시행가능합니다. 

-핵심역량진단 : Dream PATH+ 진단 실시 후 

상시적으로 진단 및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 핵심역량진단 완료 학생만 희망강의 신청가능

-진로진단 : 네 가지 진로검사를 통해 스스로

의 진로를 파악합니다.

※ 직업가치관검사, 직업흥미검사, 성격진로검사, 다중지능

검사 

-심리진단 :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우울증검사, 스트레스검사, 자아존중검사, 불안검사

■ 진로탐색 : 빅커리어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면 그 기업에 입사한 동국대학교 

졸업생의 4년간 취업통계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진로설계

-Step 1. 진로목표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Step 2. 진로목표에 따른 깊이 있는 성찰을 

합니다.

-Step 3. 진로목표에 따라 세부목표를 세우고

 설계합니다.

■ 경력입력

-교내 비교과 : 학교에서 활동했던 비교과프로

그램 이수현황을 알아봅니다.

-교외 비교과 : 학교 밖에서 활동했던 비교과

활동을 직접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교과 :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전문상담센터 : 진로, 취업, 학습, 인권, 심리 

전문상담 선생님에게 온라인, 오프라인(방문상

담) 맞춤형 상담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My Dream Portfolio : Dream PATH+진단, 

진로목표, 대학생활 비교과활동 그리고 마일리

지 인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으로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Dream PATH+ 마일리지 제도

■ Dream PATH+ 마일리지 제도란 교과에서 

배양하기 어려운 역량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

해 배양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마일리지(포인

트)로 적립해 가는 제도입니다. 즉 입학에서 졸

업까지 모든 경력사항을 점수화(마일리지)하여 

수치로 역량의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

다. 

■ Dream PATH+ 마일리지 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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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T  (계절제) 현장실습지원센터 02-2260-4940, (학기제) IPP행정팀 02-2260-4941/3628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사회 또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단계적·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사회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대학생활과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보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현장실습 운영 프로세스

No. 내 용 비고

1 시스템을	통해	현장실습	신청 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검색	및	신청

															⇩

2 현장실습기관(기업)	확정 현장실습	참여기관(기업)	합격자에	한함

															⇩

3 수강	신청 담당부서에서	합격자에	한하여	일괄	신청

															⇩

4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OT)	참여 필수	참여

															⇩

5 현장실습	실시

															⇩

6 현장실습	과제	제출

															⇩

7 성적	평가 P/F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현장실습 실시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 

계절학기)으로 운영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개설학기 비고

1 현장실습	1 ITS4001 출석일	20일(4주) 3 계절학기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	2 ITS4002 출석일	20일(4주) 3 계절학기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	3 ITS4003 출석일	60일(12주) 9 1,	2학기 전공(전문)

4 현장실습	4 ITS4004 출석일	80일(16주) 12 1,	2학기 전공(전문)

5 글로벌현장실습	1 ITS4005 4주 3 계절학기 전공(전문)/자유선택

6 글로벌현장실습	2 ITS4006 4주 3 계절학기 전공(전문)/자유선택

7 글로벌현장실습	3 ITS4007 12주 9 1,	2학기 전공(전문)

8 글로벌현장실습	4 ITS4008 16주 12 1,	2학기 전공(전문)

수강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과 계

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 계절학기)의 수강자격은 다음과 같음.

No. 구분 수강 자격

1 학기제	현장실습 해당	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2 계절제	현장실습 재학생/휴학생	가능(휴학생은	국고	지원	장학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실습교과목 수강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불가

수강 가능 학점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

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No. 구분 수강 가능 학점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1
학기제	
현장실습

9학점	또는	12학점	
※	통산	1회만	수강	가능

동시	수강	불가
(일반: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	제외)
(IPP/일학습병행	:	사이버강의	제외)

2
계절제	
현장실습

재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재학생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에만	동시	수강	가능,	두	과정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근무	시	:	불가)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근무	시	:	가능)

휴학생 3학점
휴학생 동시	수강	불가

※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성적평가 및 학점부여

출석일 20일 160시간 현장실습을 3학점으로 학점을 부여하며,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

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No. 구분 이수	구분 학점 평가방법 성적등급

1
학기제	
현장실습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중	택일)
출석일	60일	:	9학점 출석	40%

실습기관	평가	30%
교수평가	30%

P/F

출석일	80일	:	12학점 P/F

2
계절제	
현장실습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또는	
자유선택	중	택일
※출석일	40일	근무	시	동일	이수구분	
선택

출석일	20일	:	3학점
출석	40%
실습기관	평가	60%	

P/F

출석일	40일	:	6학점 P/F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기간은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의 경우 출석일 60일(12주) 이상, 계절제 현장실습(하계·

동계 계절학기)의 경우 출석일 20일(4주) 이상으로 하며, 통산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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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국내 현장실습: (계절제)현장실습지원센터 T  02-2260-4940, 
                          (학기제)IPP행정팀 T  02-2260-4941/3628
- 해외 현장실습: 국제교류센터 T  02-2260-3464
※ 학기제 현장실습(IPP/일학습병행)은 전공별 배정된 산학협력교수 상담 상시 가능

- 학기제 현장실습(IPP) 전공별 연락처

현장실습 참가확인서 발급

  - uDrims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

  - 발급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취업 → 현장실습생관리 → 현장실습참가확인서발급(학생)  

전공
경영대,	

사회과학대,	
법과대

공과대
(전자전기공학)

불교대,	문과대,	
경찰사법대,	예술대,	
공과대(건설환경공학,	

화공생물공학,	
기계로봇에너지,	건축공학)

이과대,	바이오대,	
공과대(컴퓨터정보통신공학,	

산업시스템공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

연락처 02-2260-3622 02-2260-3623 02-2260-3624 02-2260-3638

청년기업가센터
신공학관 7101호   T  02-2260-4992, 4994, 4995, 4991



동
국 

소
개

등
록·

수
업

규
정·

제
도

기
관·

시
설·

복
지

경
력•

취
업

상
담·

서
비
스

친
목·

사
람

8584

수강 단계 교과목 내용

1단계	기초

소셜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우리	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s)’를	인식,	
대안제시,	성공/실패	모델의	사례분석	학습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
업가정신	함양	및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공한	리
더들의	생각,	행동,	습관을	파악·실천하는	자기관리에	기반한	리
더십	훈련

글로벌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글로벌	시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의	롤모델	등을	스타트업	성
공/실패	모델의	사례분석	학습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효
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공한	리더들의	생각,	행동,	
습관을	파악·실천하는	자기관리에	기반한	리더십	능력	함양	

테크노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기술기반	창업이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역할	및	성공/실패	모
델의	관련	사례분석	학습활동을	통해	기술	기반의	기업가정신	함
양	및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성공한	리더들의	생
각,	행동,	습관을	파악·실천하는	정보기술	기반	자기관리	리더
십	향상

2단계	기본

기업가정신과	혁신
기업가정신의	기본적	이해와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개념과	수립방
법을	학습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모델	설계	역
량	강화

창업아이디어개발과
상권분석

1인	기업형태,	자영업,	프랜차이즈	등의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	검토	및	성공사례	분석

디자인씽킹과
비즈니스모델개발

디자인씽킹	수행	역량과	사용자(고객,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가치
를	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3단계	심화

소셜벤처
소셜벤처	기반의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	문제해결을	목표
로	전문적	창업교육	실시

창업시뮬레이션	게임
맞춤형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가	역량을	극대화하여	사업계획
서	작성	역량을	강화

창업시뮬레이션	활용
창업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구상한	사업계획을	실전적으로	시뮬
레이션하여	창업	성공	여부	검증

창업캡스톤디자인1

다학제	전공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팀	구성,	창의적	주제	선정	및	
목표를	설정한	뒤	다학제간	지도교수	및	외부	전문가의	멘토링으
로	학생(팀)이	대안제시를	위한	일련의	활동(지식재산권	출원,	비
즈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실제	수행하여	기업가정신	및	실
전	역량	함양	목표		

창업캡스톤디자인2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다학제적	융합지식을	토대로	실무적	문제
인식,	기회발견,	주제선정,	팀원구성,	역할분담을	통해	팀별	학습
목표(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	수립,	실제	창업연
계	등)를	진취적인	활동을	통해	진행

강의 세부 내용  

※ 창업교과목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학기별 강좌개설 현황 및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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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참사람봉사단
http://volunteers.dongguk.edu 본관 3층  

T  2260-3058~3059 

동국참사람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창의적이고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170여 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학생 

봉사자를 파견,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안내

사회봉사교과목(학점봉사)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일반교

양(P/F) 교과목으로 사회봉사기관과 협력 운영

※ 8학기 이내 재학생만 수강 가능(졸업 직전 계절학기 수강불가)  

※ 방학기간 중 학점봉사캠프 ‘미동’ 운영

※ 사회봉사교과목은 학점과 봉사시간 모두 취득 가능

가. 사회봉사 1(1학점)

■ 대상: 사회봉사 교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재학생

■ 운영시기: 1학기(봄학기), 여름계절학기

                   2학기(가을학기), 겨울계절학기

■ 운영과정 및 신청절차

 - 본교 및 참사람봉사단 홈페이지 공지

 -    유드림스에 수강신청(파견기관 및 봉사활

동 선택)

 - 예비교육 및 평가회 참석(필수)

 - 활동 소감문 등록(필수)

 - 협력기관 사회봉사 33시간 이상 활동

 - 협력기관에서 활동평가

■ 수강신청 3회까지 가능(총 2학점 이수 가능)

나. 사회봉사 2(1학점)

■ 대상: 사회봉사 1을 이수한 재학생

■ 운영시기 및 과정 : 사회봉사 1과 동일

다. 해외봉사(0학점) 

■ 대상: 본교 또는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봉사단에 선발된 학생

■ 운영시기 : 방학기간(여름, 겨울) 중

■ 운영과정 및 내용

 - 유드림스 신청(사회봉사 → 해외봉사 신청)

 - 해외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현지 

       활동

사회봉사 교과목

전공연계 봉사활동

국내캠프 봉사활동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
홈페이지 http://donggam.dongguk.edu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onggam

홍보대사 ‘동감’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학업 이외에도 다양한 경

험을 쌓으면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어지기 마

련이다. 그렇다면 학교 홍보대사 ‘동감’의 문을 두

드려 보는 건 어떨까? ‘같은 느낌, 같은 생각’, 또

한 ‘동국인의 느낌’이라는 의미를 지닌 ‘동감’은 항

상 밝은 얼굴로 동국대학교를 알리기 위해 앞장

서는 학생 홍보대사다. 학교 홍보물의 학생모델 

활동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투

어 진행, 교내외 각종 행사 의전 등 다양한 홍보 

관련 일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건학 100주년

을 맞아 출범한 ‘동국 100년 서포터즈’가 홍보대

사 ‘동감’의 전신이다. 현재 13기와 14기가 활동 

중이며 2020년 3월, 15기를 선발할 예정이다.

홍보대사 ‘동감’은 동국대학교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과 애교심,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를 형성하며 학교의 얼굴로서 다양한 홍보활동

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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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를 방문하는 중·고등학

생에게 우리 대학의 역사와 미래비

전을 소개하고 캠퍼스에 숨어 있는 

명소들을 둘러보는 캠퍼스투어를 

진행합니다.

‘동감’은 동국대학교 홍보영화, 브로

슈어, 홈페이지, 광고 등의 분야에서 

홍보모델로 활동하여 학교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행해지는 주요행사의 안내와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태도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동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입시행사에 참여하여 

예비 동국인들과 직접 

만나 우리 대학을 소

개하고 있습니다.

‘동감’은 교내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자체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동제 기간의 ‘동감와플’은 동국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됐으며, 11월에

는 수도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감이 쏜다, 감동의 

야식’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감 활동안내

1 캠퍼스 투어

2 홍보 모델 활동

3 교내 주요행사 의전활동

5 자체 기획 활동

4 입시관련

활동 지원 사항

■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반영

■ 스피치교육 등 외부 전문교육 실시

■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홍보대사 활동 수료증 발급

홍보대사 동감 15기 지원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 끼, 열정, 책임감, 모교 사랑이 넘치는 학생

■ 교육 및 워크숍, 정기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 가

능한 학생

■ 2년 연속 활동이 가능한 학생(2020~2021년)

※ 동감 15기 선발공고는 3월 중 동국대 홈페이지(www.
dongguk.edu)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연말에는 선배 홍보대사들과 함께 ‘동감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동감인의 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선

후배 간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는 축제로 매우 뜻

깊은 시간입니다.

‘동감’은 선발 직후인 4월 입문 리더십교육과 더

불어, 여름방학을 이용해 발표력 및 이미지메이

킹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역량개발 프로그램인 

HRDP 교육 등 동국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동감’은 매년 다양한 학교 홍보활동을 기획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봄에는 학내 교육방송국 학

생들과 함께 학교 뮤직비디오인 립덥(LIP-DUB) 제

작을 기획·진행한 결과, 약 500명의 재학생들이 참

가하는 대규모 립덥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에

코캠페인 등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참가, 전국대학홍보대사협의회 활동 등 학내외의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다양한 학교 홍보활동

7 교육프로그램

6 동감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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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T  2260-3491

동대신문은 1950년에 창간됐다. 

2019년 12월 1612호의 지령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신문이다. 신문은 대판으로 창간되어 60여 

년간 대판체제를 유지해 오다 2009년 2학기부

터 베를리너판으로 바꾸어 더욱 세련되고 깔끔

한 판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동대신문은 다른 대학신문처럼 취재와 편집만 

학생기자들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기자

들이 직접 컴퓨터편집디자인과 조판 작업까지 

하는 전천후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취재와 원고 작성뿐 아니라 신문 편집과 제작에 

이르는 실무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최

적의 실무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의 편집, 웹진 발행, 웹디자인

까지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교육방송국(DUBS) 

http://www.dubscast.com

T  2260-8503

교육방송국(DUBS)은 1959년에 개국하여 역사

와 전통을 토대로 방송 실무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오디오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는 교내 방송국이다.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아나운서부 등 총 4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국원들이 기획부

터 촬영 및 영상편집에 이르기까지 직접 콘텐츠

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

디어(Social Media)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학

생국원들이 졸업 후 언론·방송, 뉴미디어 등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국포스트(영자신문)

http://www.dgupost.com 

T  2260-3493 

동국포스트는 1966년 영문학회의 학회지로 창

간된 <Dongguk Post>를 동대신문사가 인수하

면서 발행되어 온 영자신문사이다. 

1960~80년대에는 타블로이드 영문신문판형으

로 제작되다가 90년대부터 잡지판형으로 바뀌

어 발행이 됐다. 

그리고 2009년부터 동대신문과 판형을 통일해 

베를리너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취재와 편집, 컴퓨터편집디자인 등을 학생기자

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님과 외국인 교수님께서 학생기자들을 지도하

고 있다.

학생기자 선발

대학미디어센터의 학생기자는 3월에 정기적으

로 선발하고 결원이 생길 시 부정기적으로 모집

하기도 한다. 모집분야는 동대신문 기자, 동국포

스트(영자신문) 기자, 교육방송국(기자, PD, 엔

지니어, 아나운서) 국원이며, 세부 사항은 각 사

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자격

우리 대학 학부생으로서 1학년 신입생이면 누

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인원

학부생 30명 내외

대우

소정의 장학금과 취재 활동과 관련된 활동비 지

급 및 선발을 통해 해외 취재 기회 부여함. 현역 

언론인과의 대화, 언론사 특강 및 견학 기회 부

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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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해외파견 프로그램

국제처 

http://www.dongguk.edu → 국제 / 교류

국제처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 전담 기구로서, 
‘Leading the Future of Global Knowledge Society’
라는 국제화 비전하에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조직 

개편으로 국제화추진단에서 국제처로 조직명

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국제처 산하에는 글로

벌교류팀과 글로벌입학팀, 글로벌인재지원팀

을 두고 대학 국제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

다. 혜화관 2층에 위치한 글로벌교류팀은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 국제교육 프

로그램 기획, 학생 및 교원 교류 등 대학의 국

제교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혜화관 

2층에 위치한 글로벌입학팀과 글로벌인재지원

팀에서는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에서

부터 학사, 생활, 체류관리 등 유학생 지원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해외 자매대학 : 51개국 302개 대학(2020. 1월 기준)

글로벌교류팀

혜화관 2층 
T  2260-3463 (영어권 outbound)
T  2260-3465 (영어권 inbound)
T  2260-3464 (일본, 해외인턴십)
T  2260-3466 (중화권, 어학연수학점)
T  2290-1781 (인터내셔널서머스쿨)

교환학생 프로그램

본교와 학생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자매대학

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한 후, 해외대학에

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지원 자격 

■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해

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파견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신분	유지(휴학	불가)

■ 지원시점 기준 2학기 이상 이수

■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 및 누적 평점

평균 3.0 이상

■ 파견대학별 어학기준 충족(TOEFL, JLPT, 
HSK 등) 

※ 대학원생 지원자는 별도 상담 요망

학점 인정

■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

대 1/4까지 본교학점으로 인정 가능 

(한 학기 파견자의 경우 최대 18학점, 편입생의 

경우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1/4까지)

■ 이수학점은 P/F로 인정

※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원별 학점 인정 기준 및 범위 확인 

및 별도 상담 요망

교환학생 장학

■ 파견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 지급

※ 단, 7학기 이수생은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3.0 이상

■ 장학금액은 파견대학에 따라 상이하며, 매 

학기 교환학생 선발 시 공지

선발 시기: 2~3월 및 8~9월

복수학위 프로그램

학부 재학생이 본교에서 4학기를 마치고 해외

대학에서 3학년부터 2년 이상 수학하여 학위취

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교 및 해외대학의 학위

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대학

국 가 해외대학명 비고

미국

뉴욕주립대
(SUNY,	Stony	Brook)

텍사스대	
(Univ.	of	Texas,	Dallas)

경영대학	
학생만	지원	가능

중국

Northeast	Normal	Univ.	

Zhuhai	College	of	Jilin	
Univ.

중어중문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

대만
National	Taiwan	Normal	

Univ.
중어중문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

선발 시기: 2~3월 및 8~9월

해외인턴십(글로벌 현장실습)

재학생의 경력개발 및 진로설계를 돕고, 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

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북미 및 중국 해외인

턴십 프로그램 운영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국가 파견 기간

New	York	Internship 미국 6개월

미국	장기	유급	인턴 미국 12개월

WEST	Program 미국 6~18개월

Shanghai	Global	
Internship

중국 4개월

선발 시기: 3~4월 및 9~10월

학점 인정 

■ 현장실습 학점인정을 위한 최소근무시간은 

4주 160시간이며, 4주 160시간을 3학점의 기준

으로 하여, 파견학기 본교 등록 시 최대 18학점

(정규학기 12학점+계절학기 6학점), 휴학 시 최

대 3학점까지 학점 인정(전공 또는 자선, P/F)
■ 파견학기 본교 등록자 중, 정규학기 기간 중 

총 근무기간이 16주 640시간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15학점 인정(정규학기 9학점+계절학

기 6학점)

■ 현장실습학점은 전공과 자선(자유선택)학점

으로 구분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복수전공을 포함하여 전공학

점으로 인정 가능

■ 전공(복수전공)학점은 소속 전공(복수전공)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통한 승인 시에만 인정하

며, 학과에서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

선 학점으로 인정

■ 재학 중 통산하여 국내 현장실습 및 글로벌 

현장실습(해외인턴십)을 통해 취득 가능한 학

점은 최대 18학점이며, 기존에 현장실습 학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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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18학점에서 해당 취득학점을 차감

한 만큼만 학점취득이 가능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현장

실습학점 취득 불가

■ 학교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이 아닌, 근무회사

를 학생 개인이 섭외한 개별인턴십은 학점 인정 

불가

■ 기타 현장실습 학점인정과 관련된 세부내용

은 ‘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름

단기연수 프로그램 

동·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2~4주간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가 내용

영어권
	미주권,	유럽권,	동남아시아	자매대학

Summer/Winter	School

일본
Kwansei	Gakuin	Univ,	Rissho	Univ,	

Nagasaki	Univ,	Sapporo	Gakuin	Univ	등

중화권
중국,	대만,	홍콩	자매대학	
Summer/Winter	School

교내 프로그램

동국벗(DUBUD)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의 원활한 캠퍼스 적응 및 

유학생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 교환학

생과 재학생을 매칭하여 서포트하는 Buddy 프
로그램

주요 활동 내용

■ 외국인 교환학생 공항 픽업, 수강신청, 통장 

및 핸드폰 개설,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원 등

■ 교환학생과의 문화 프로그램 및 교류행사 

참여

※ 동국벗 활동자에게는 교환학생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선발 시기: 2월 및 8월 

언어교환 프로그램(Language Exchange

Program)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이 외국어 스터디그

룹을 조직한 후, 해당 외국어와 한국어를 상호 교

환 학습함으로써 언어 교류 및 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내용

■ 외국인 교환학생과 재학생 그룹이 외국어 학

습그룹 조직 후 자율적으로 학습

■ 학습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선발 시기 : 3월 및 9월

해외 어학연수 학점 인정

■ 해외대학 부설 어학기관에서 어학연수를 수

료한 경우, 심사를 통해 1~3학점 인정

(사설 어학연수기관은 불인정)

학점 인정 절차

■ 어학연수 시작 전: 출국신청서 작성 후 국제

교류센터 제출

■ 어학연수 종료 후: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국

제교류센터 제출

외국어·한국어 교육

국제어학원

홈페이지  http://interlang.dongguk.edu
T  82-2-2260-3471~3, 3758, 3498(한국어)

국제어학원은 한국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과정은 외국인(어학연수생, 학부/대학원

생, 교환학생 등)의 한국어능력 수준 향상을 위

해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의 4개 학기로 진행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예과반(학부, 대

학원 입학 준비반)’과 같은 토픽(TOPIK,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등 다양한 특별과정과 방학기

간을 이용한 1~4주간의 한국어·한국문화 체

험 단기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교환학생, 외국

인 재학생은 할인을 적용받아 한국어 과정을 수

강할 수 있으며, 본교 재학생은 외국인 재학생을 

위한 Conversation Partner(글로벌 버디 프로그

램)로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봉사시간 인정).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
T  +82-2-2260-3467~70(일반)

T  +82-2-2260-3468(E-Clinic)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는 교양영어 교육

과정과 학부생 졸업 패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레벨테스트, 모의영어시험 등 시험 운영

을 담당하고 있다.

교양영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재

학생 영어 학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한 졸업 패스제도를 시행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원어민 교수와 무료로 영어학

습을 할 수 있는 Global Lounge를 운영하고 있

다. Global Lounge는 1:1로 발음교정, 첨삭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English Clinic과 자유롭게 

영어로 주제별 토론을 할 수 있는 English Zone
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어과정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특강(Hot Topic & Discussion)을 운영하

고 있다. 

■ Global Lounge(E-Clinic/Zone) 이용시간:  학

기 중 월요일~금요일, 9:00~17:00, 혜화관 5층

창업진흥센터

충무로관 본관 802호
T  2088-3737 F  2088-3738 

E-mail  startup@dgu.ac.kr

홈페이지  http://dvic.dongguk.edu

창업진흥센터는 21세기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

업인재를 육성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교육지원, 창업사업화지원 및 학생들이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기업가정신 함양과 성공 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창업동아리 : 동아리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문의: 02-2088-3737
■ 모집: 3~4월경 모집

■ 신청자격: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본교 

재(휴)학생,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대표는 반

드시 본교 재학생

■ 지원내용

아이템	개발지원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자금	지원
•아이디어	개별	컨설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시제품	제작	멘토링
•이용시설	제공

사후관리	지원

•자금	및	인력	지원
•네트워크	교류
•전담	멘토	구성	지원

+ +

※ 청년기업가센터 참고

창업강좌 

■ 문의: 02-2088-3737
■ 목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역

량과 기술적 역량을 모두 갖춘 통합적 핵심 창

업인재 양성

※ 청년기업가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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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프리미어창업리그(창업경진대회) : 수상자 상

금 및 총장상 수여

■ 모집: 5월 중

■ 신청자격: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 아이템을 

보유한 개인 혹은 팀

■ 지원내용

- 최종 입상자 상장(총장상) 및 상금 지원

- 수상자는 도전 K-Startup 등 전국대회 진출

을 위한 집중 컨설팅 지원

-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창업사업화

■ 문의: 02-2088-3737
■ 모집: 별도 모집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상: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회사설립,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d.oum 멘토링

■ 문의: 02-2088-3737
■ 모집: 상시접수(~12월)

■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분야별 심화멘토링(경영, 마케팅, 기술 등)

- 우수기업에 한해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

비 100만 원 지원

창업강좌	단계별	체계도

•잠재	투자자	연결

•미래	공동	창업자	모색

•인적	네트워크	강화

•기업협력을	통한	제품

			개발	효율성	증대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소통창구	설정

•기본	세무/특허정보	제공

•사업비	집행시기	설정과	

			알림	서비스

•창업아이템	산업화	전용강좌

•기본창업지식	습득

•기술/경영/글로벌	부문별	커리큘럼

•기업경영을	위한	세무/법률/

			특허서비스

•공용공간	및	

			회의공간	지원

•입주연계	지원

•대학생	창업공간	

			지원

•각종	기자재	

			활용공간	지원

•사업전략	구상

•경영/마케팅/인증	등

			부문별	자문

•학내	전문가	및	

			졸업기업	연계

d.ew(동국기업가정신주간)

■ 시기: 12월 

■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스타CEO/유명인사 초청특강, 토크콘

서트 진행, 우수학생 창업사례 발표 및 스피치 

대회 등

창업전투강좌(수강료 전액 지원)

■ 모집: 별도 모집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창업자

■ 교육내용: 기업가정신, 창업의 기초, 실전창

업, 투자유치전략 등 체계적 교육 지원

<실전창업강좌	운영방향>

1.접근성:
서울 중심 교육공간 위치
충무로역	1분거리/주말	전일제	수업과	
주중	야간반	편성

2.강사진:
외부 분야별 전문가 강사진
수강생	후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강
사진	구성

3.커리큘럼:
차년도 사업화 확대지원
교육수료	후	매출,	고용,	특허창출	기준
충족	시	차기년도	사업화	지원(최대	3명)

4.사후지원:
기술창업의 A to Z 제시
연	4회	주제별	맞춤형	강좌	개설/강의	중	
QnA	적극	활용

창업장학금 지원 : 연간 30명 선발

■ 모집: 별도 모집 공고(홈페이지 참조)

■ 대상: 본교 재학생

d.IR Road SHOW(미니 IR)

■ 모집: 별도 모집 공고

■ 대상: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모의 IR발표를 통해 투자유치과정 이해

 - 투자자와의 만남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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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알리미 
‘Dreamer’
홈페이지 http://ipsi.dongguk.edu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odream2012

인스타그램  dongguk_dreamer

학생부전형알리미 ‘Dreamer’

동국대학교 학생부전형알리미 Dreamer는 2012

년에 출범한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소속 학생 단

체로서 2020년 현재 7기와 8기가 활동하고 있으

며 다가오는 2020년 3월에 새로운 신입 기수인 

9기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Dreamer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

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

교생 대상 멘토링, 수시박람회 의전활동, 고교생 

대상 모의면접 진행도우미, 신입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입학처 

자체 행사, 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합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라는 문구처럼 누군가의 꿈이 된 우

리들의 모습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

적으로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그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교생 대상

<드림 멘토링> Dreamer는 직접 고등학교 방문.

<THE 드림 멘토링>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로 고교생들이 직접 방문.

<모교방문 멘토링> Dreamer의 모교로 방문.

<모의면접 프로그램>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모의면접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전공체험> ‘Dreamer’가 각 학과의 멘토가 되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의 전공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

학생들의 입시에 힘쓰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자녀들의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님들께 동국대학교의 학생부전형을 

설명하는 자리인 ‘교사연수’와 ‘학부모연수’에서 

행사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멘토링의 멘토가 되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수시박람회 의전

‘Dreamer’는 교육부 및 

대교협,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수시 박람회에 

참가하여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에게 동국대학교를 

홍보하고, 원활한 

상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Dreamer 활동

신입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고교생 대상 모의면접

수시 박람회 의전

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드림 멘토링-THE 드림 멘토링-모교방문 멘토링

고교생 대상 모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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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nghwa2009/

동화, 동국을 말하다.

2008년,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된 ‘학생모니터링

단’은 우리 대학의 교육, 행정, 학사운영 서비스

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대학의 서비스 환

경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학생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동국대학교를 만

들고자 하는 학생단체입니다. 2019년 현재 12기
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 3월에 새

로운 신입 기수인 13기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기획처 소속인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는 크게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개선제안 보고,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등 세 가지 활동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학생모니터링단은 매 학기 이러한 

활동 결과를 총장님께 보고하고 실제 대학 행정

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은 일종의 ‘Mystery Student’ 
활동으로, 민원인을 가장해 학생접점 행정부서

를 방문하고, 응대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 고객

(학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합니

다. 

개선제안 보고

학생 입장에서 학교교육, 행정서비스를 살펴 문

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매 학기 총장

님께 직접 보고합니다.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는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보다 협력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건의 활동입니다.

동화, 동국을 밝히다.

학생모니터링단 동화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수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강의실 문 앞 강의

시간표 부착, 모바일학생증 및 무인도서반납기

의 도입, 홈페이지 및 E-Class의 개편, 지도교수 

상담제 개선 등 학교의 행정, 정책, 제도 등 시설 

전반에서 그 변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편함을 찾고 이

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싶은 당

신. 평소 학교에 불만이 많아 건의하고 싶은 것

이 많은 당신. 학생모니터링단과 함께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보는 건 어떨까요?

가.  활동내용

■ 우리 대학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 민원 청취 및 의견 수렴

■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 교육 및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 우리 대학에 대한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나. 활동 지원 사항

■ 학생모니터링단 수료증 발급(1년 이상 활동

자에 한함)

■ 우수 단원에 대한 총장 표창 시상

■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스킬 등 전

문 교육 지원

■ 각종 학생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선발 시 가

산점 부여

다. 학생모니터링단 동화 13기 지원 자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학생

■ 교육 및 워크숍, 정기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 

가능한 학생

■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학생

■ 2년 연속 활동 가능한 학생(2020~2021년)

※ 동화 13기 선발공고는 3월 중 동국대 홈페이

지(www.dongguk.edu) 공지사항에 게재 예정



각종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 | 병사 안내  

상담  서비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마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 조언을 구하고 싶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대학생활 중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동기나 선배님, 혹은 교수님께라도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많은 상담·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부터 진로, 취업, 인생 상담까지! 

모르는 게 있다면 이런 곳들을 방문해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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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문의처 신공학관 9101호
T  2260-3648~9

E-mail  human_rights@dongguk.edu

홈페이지 http://humanrights.dongguk.edu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장애학생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

다. 인권침해 발생 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

고,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증

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또한 장애학생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통한 학습 

성과 제고 및 다양한 교육부여를 위한 도우미 

지원, 학습도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신고 

동국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인권침해 및 성인권 

침해(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

고, 신고할 수 있다. 본인 혹은 주변인의 피해나 

가해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은 경우에는 ‘인권상

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측으로 신고를 원하

는 경우에 ‘인권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인권센터 이용 절차

-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 권장, 방

문 시 신공학관 9101호 방문 

- 상담시간 예약 및 담당자 배정 

- 방문하여 상담신청서(혹은 인권침해신고서) 

접수 후 상담 

※ 익명상담을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이 가능함. 

※ 대리인 신고를 원하는 경우, 대리인 신고가 가능함. 단, 신

고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듀라이츠(DU Rights, 동국인권지킴이) 선발 

학내의 인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서

포터즈이다. 학생들을 대표하여 캠퍼스 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축제 기간 

인권 수호 캠페인, 인권 회의, 학내 인권 모니터 

링, 인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동국 

대학교 인권 향상을 위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4월 초에 선발하여 12월까지 활동한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교수·학습 지

원, 이동편의, 소모임 지원, 간담회 등 생활지

원, 진로 및 취업상담 지원 등의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장애학생들

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 CS센터 

문의처  본관 3층 
T  2260-8661~4  F  2260-3042

E-mail  cscenter@dongguk.edu

Friend & Supporter ‘학생 CS센터’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불편사

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

이다.

학생 CS센터 운영시간

구분 학생 CS센터 운영시간(학기	중)

평일 09:00~17:00

제증명 발급 / 팩스 송수신 / 휴대 전화 충전 / 

우산 대여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

비스 제공

교내 분실물의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교내의 모든 유실물 정보는 학생 CS센터로 등

록되고, 그 정보는 웹상에 공지되어 소중한 물

건을 분실한 학생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CS톡

‘CS톡과 친구해요. CS톡에 물어봐요!’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학사행정, 편

의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 친구추가는 이렇게

  - ID: dgucs(친구찾기→ID검색→dgucs입력

→친구추가→완료)

■ 이용안내

 - 이용시간: 평일 09:00~17:00
  - 내용: 학사행정, 편의서비스 등 학교관련 문의

카운슬링센터 

문의처  카운슬링센터 계산관 A동 1층 T 2260-3932

홈페이지  http://counseling.dongguk.edu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대인

관계·학업문제·진로문제·성격문제·정서문제

에 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내면의 성

장 및 성숙을 도모하는 대학 내 전문심리상담기

관이다. 카운슬링센터는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계산관 A동 1층 카운슬링센터 직접방문→신청

서 작성(개인상담, 심리검사)→접수상담→필요

검사 실시→상담시간 예약→개인상담/심리검

사 해석

카운슬링센터의 프로그램

카운슬링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상담, 심리검사, 또래상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별 프로그램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

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알아볼 수 있다.

가. 개인상담

적응의 어려움이나 일상적인 고민 등 다양한 문

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전문상담

원과 1:1 관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

어 나갈 수 있다.

나. 심리검사 및 해석

■ 성격검사 - MBTI성격유형검사, TCI기질성

격검사

■ 진로검사 - Holland적성탐색검사, Strong직
업흥미검사 

■ 인성검사 - MMPI다면적인성검사, SCT문

장완성검사 

■ 학습검사 - MLST학습전략검사, SLT자기조

절 학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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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재지원팀(국제학생센터)

문의처  혜화관 2층 543호 사무실 
T  +82-2-2260-4944  

글로벌인재지원팀(국제학생센터)은 외국인 유

학생의 유학생활, 학사업무, 체류관리 등 전반적

인 유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

하여 학생들과 정기 면담을 실시하는 등 유학

생의 원만한 유학 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련 업무 대행을 비롯한 출입국체류 관련 업

무도 지원하고 있다.

유학생 상담

유학생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사, 비

자, 생활, 취업 등 유학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중

국어, 영어에 능통한 센터 직원들이 유학생들과 

1:1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편한 시

간에 혜화관 2층 글로벌인재지원팀(국제학생센

터)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외국인 신입생은 1회 

이상 반드시 정기 상담에 참석하여야 하며 상담

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주최의 각종 문화 체

험 활동, 장학금 등의 혜택에 불이익이 있다.

출입국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글로벌인재

지원팀(국제학생센터)은 유학생의 체류자격연

장 등 체류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글로벌인재지원팀(국제학생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세종로 출입국관리사무

소 관할지역에 한함). 출입국업무 소요기간은 

약 7~10일이다.  

각종 증명서 및 
학생증 발급 
증명서 종류 및 발급처 안내

학생 CS센터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동국CS광장→학생CS
센터→증명서 발급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

■ 학생 CS센터 방문 발급

■ 무인증명 발급기(중앙도서관, 문화관, 사회

과학관, 학림관, 학생CS센터 입구/BMC 상영

바이오관 입구 위치) 

■ 인터넷증명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 및 우체국 방문 신청

 

학생증 발급 및 이용 

문의처  학생 CS센터 본관 3층 T  2260-8661~4

학생증 기능

■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  

■ 학생증 체크카드(신한은행, 국민은행) 

■ T-money 교통카드   

■ 전자 출결 시스템 등 이용 예정 

※ 학생증 체크카드의 경우, CGV, 스타벅스 할인혜택, 환전

수수료 우대, 영어강좌 할인, 벨소리 무료제공 등의 혜택이 있

다(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참조).

증명서류명 발급처 연락처(국번 2260)

학적부,	재적,	재학,	휴학,	졸업	
(학위수여),	졸업예정(학위수여예정),	
수료,	수료예정,	제적,	성적,	
회계과목취득

학생	CS센터 8661~4

학생증	신규	및	재발급 학생	CS센터 8661~4

장학수혜확인원
uDRIMS에서	출력
(문의:	교무학생지원팀)

3699

사회봉사인증서 동국참사람봉사단 3051

추천서(취업	관련) 취업센터 3055

현장실습참여확인서 역량개발센터 4940~1

타기관(도서관)열람의뢰서 중앙도서관
8623~4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시설사용신청서 uDRIMS에서	직접	출력 8661~4

교육비납입증명서
uDRIMS	또는	DEIS에서	출력
(문의:	재무팀)

3086

동국대학교 
모바일 열람증

App 설치
또는 업데이트

로그인
(uDrims ID/PW)

모바일 학생증
(Mobile ID)
메뉴 클릭

모바일 학생증(Mobile	ID) 안내
모바일 학생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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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내용

다기능 학생증

분실	및	훼손	시	신한은행,	국민은행	통한	무료 재발급

-교내기능정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02-2260-8622~3

-금융기능정지:	신한카드	분실센터	1544-7200,	국민카드	분실센터	1588-1688

일반형 학생증
학생	CS센터	방문	신청
-분실,	훼손,	사진	변경,	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 수수료 5,000원

학생 CS센터: 2260-8661~4 

신한은행: 1588-1599, 2260-8989

국민은행: 1588-1688, 2197-4516

※ 개강 직후에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즉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국제학생증 

1. 신청자격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수료생, 졸

업생 신청불가)

2. 종류(금액: 유효기간 1년당 17,000원으로 

동일)

 가. 금융기능 O(체크카드형)

 나. 금융기능 X
3. 신청방법

 가. 금융기능 O : 동국대 홈페이지 >동국CS광
장 > 학생 CS센터 >학생증 발급 >국제학생증 >

국제학생증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서 작성

 나. 금융기능 X : http://www.isic.co.kr 접속 > ISIC 

온라인 신청서 바로가기

※ (국문)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 필요

4. 수령방법

 가. 금융기능 O : 명진관 1층 신한은행 동국대

지점 방문(02-2260-8989)
 나. 금융기능 X : 종각역 1번출구 키세스 방문 

또는 우편수령(02-733-9393)

  주소, 연락처 변경 

성적표와	고지서	및	기타	주요	학사일정에	대한	

안내	등이	우편물,	휴대전화를	통해서	안내되니,	

입학	당시	신고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uDRIMS를	통해	수정하거나,	소속

대학	교학팀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용

절차

1.	카드형	학생증
	가.	일반형	학생증	:	uDRIMS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	학생CS센터	방문
	나.	다기능	학생증	:	uDRIMS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	→	모바일APP	또는	은행	
						방문	신청(신한은행/국민은행	중	택1)
수령	:	3월	말	각	소속대학	교학팀	또는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2.	모바일	학생증	:	‘동국대학교	모바일	열람증’	APP	다운로드
※	학생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발급 비용 신규	학생증의	경우	무료

학생증 사진 uDRIMS에	등록된	증명사진

신입생 학생증 발급 병사 안내 
문의처  직장예비군연대 본관 2층 
T  2260-3047~8  서울병무청 T  1588-9090

입영

입영 연기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 대학(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 입영 

연기

■ 학교별 제한 연령

- 휴학자 및 동급 대학(원) 편·입학자도 제

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 전 졸업자는 졸업하는 해

까지 입영 연기

입영 연기 연령표

구분 연령

대학

4년제 24세

6년제 26세

의·치·한의대 27세

대학원
2년제 26세

5,6학년제 27세

입영 희망 시

■ 대학 재학(휴학) 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출원,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휴학 절차 종료 후→입영

■ 전역한 뒤 학업 공백 없이 복학하려면 입영

을 희망하기 전해의 10월 말까지 ‘재학생 입영

원’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가)	일반휴학	중에	입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반드시	병사휴학으로	변경해야	한

다(만일	변경하지	않으면	1년	후	휴학기간	

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나)	학적부상의	본적,	성명,	생년월일	등의	변동사

항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초본(변경	전후	포

함)	1통을	교무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입대한	뒤	신체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귀

향하였을	경우에는	귀향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교학팀에서	병사휴학원을	취소하

여야	한다.

라)	군입영을	위해	일반휴학을	했으나	휴학기간	

중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연기원	또

는	복학을	해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병

사휴학을	해야	한다(이	경우	학기의	2/3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한다면	복학	시	

등록금은	유효하다).

지방병무청		

↑↓

본인

↓

소속대학	교학팀

	 																																				
																											 									
			

①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	 		②	입영통지

③	입영통지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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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지원 입영

가. 지원 입영 자격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www.mma.go.kr)

나. 지원 입영 절차

다. 모집 시기

■ 장교: 1년 1회(주요 일간지에 공고, 학군단에

서 접수)

■ 병사: 매월 초

예비군 편성

■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및 보충역 신분의 신

입생, 편입생, 복학생은 입학(복학)과 동시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신고를 해야 한다.

■ 일반휴학 후 복학 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 졸업, 휴학, 자퇴, 제적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전출을 시킨다.

■ 재학생 예비군 교육

- 전역 1~6년차: 연 8시간

- 전역 해당연도 및 전역 7~8년차: 교육면

제(자원관리)

※ 예비군으로 신고된 재학생이 해외에 나갈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예비군 연대 본부에 신고해야 함.

※ 준비서류: 여권, 비자, 입학허가서, 항공권의 각 사본 1부

민방위 편성

신입생 또는 재학 중 제2국민역에 편입된 학생

은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동사무

소에 제출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됨. 하지만 교육

에서는 제외됨.

병무행정 홈서비스

■ 병무민원 자동안내 전화(ARS): 1588-9090
■ 병무청 인터넷 서비스: www.mma.go.kr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재학생(입

영연기, 입영원)

■ 병무청 홈페이지→군지원(모병)안내→자주

하는 질문 모음(FAQ)

     

지방병무청(모병실)

본인

각	군본부

군부대

➋	송부	

➍	합격자	발표

➏	입영	

➊	현역복무	
				지원서	제출	

➎	합격자에게
'현역병	선발	통지서	교부'

➌	신체검사	및	필기시험
(카투사는	토익시험성적	600점	이상
자로	컴퓨터	랜덤방식에	의해	선발)

학생군사교육단 소개 

문의처  학군단 행정실 T  2260-8537

www.armyofficer.mil.kr

본교 학생군사교육단은 1961년 6월 1일 사관 

후보생 양성을 위하여 제112학도군사 훈련단으

로 창설되어 1971년부터는 일반 대학생 교련단

을 흡수하여 이원화된 교육을 해 오다 1989년 

일반대학생 교련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56기에 걸쳐 4,858명을 임관시켰고, 현재

는 99명이 후보생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제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대학생 중 우수

자를 선발, 2년간 군사훈련을 통하여 학문과 인

격을 겸비시킨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시

키는 제도이다.

가.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

■ 기초 군사훈련: 입단 전 1월 중 2주
■ 교내교육: 입단 후 주 4시간씩 연간 88시간

■ 입영훈련: 하계방학 4주, 동계방학 2주

나. 교육기간 중 혜택

■ ROTC 교육기간 중 징병 검사 및 징집 연기

■ 입영 훈련기간 장교 후보생 급여 지원

■ 각계각층 ROTC 선후배들의 인적 Network 
형성

■ 해외탐방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

■ 대학별 우수후보생 장학금, ROTC 중앙회 

장학금, 군장학금 등 장학 혜택

다. 특전

■ 전공학과 고려, 병과 분류

■ 대기업체 ROTC 출신 장교 우선 선발 및 우대

■ 육군 장교 과정 중 가장 짧은 복무 기간(2년 

4개월)

군장학생

군장학생제도란 대학 1~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

하여 4년(1~4학년) 또는 3년(2~4학년) 동안 국

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 육군 학생군

사 학교에서 장교훈련을 받은 뒤 육군 소위로 임

관하여 복무연장자 또는 장기복무자로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ROTC 지원 시 특전이 부여된다.

※ 1~3학년 지원 시 장학금(입학금 포함) 소급 지급함.

학군장학생 학사장학생

•	ROTC	지원,	선발된	장학생

•	3,	4학년간(2년간)	후보생	생활

•	ROTC장교로	임관	

•	6년	4개월	복무

•	학사사관	후보생	자동	입단	

•	3사관	학교	양성교육(16주)

•	4년제	장학생:	7년	복무	

	

군장학생(1,	2학년	때	선발)

의무복무
2년	4개월	

장학금
수혜기간	4년
(1학년	기준)

+
의무복무
3년

장학금
수혜기간	4년

(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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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

학사사관제도는 대학 졸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

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학생군사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군단이 없는 대학 및 

외국대학 졸업자들도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복무기간도 짧은 편

이어서 병 입대를 꺼려 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후 합격하면 

합격한 해 7월에 괴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16주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하여 3
년간 근무하게 된다.

       학군사관 후보생 군장학생

지원 자격

동국대학교	1,	2학년	재학생
임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
세	이하인	자
대학성적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학년별	취득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임관예정	연월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
하인	자
대학	1~3학년	재학생
대학성적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구비 서류

지원서	1부
수능	성적	증명서	1부
대학	1학년	확인용	성적	증명서	1부
천연색	사진(4cm×5cm)	4매
면접	평가	관련서류
신원진술서	A	양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각	2부	등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대입	수능고사	성적	증명서	1부
대학	1학년	확인용	성적	증명서	1부
복무연장	지원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각	2부
천연색	사진(4cm×5cm)	4매
면접	평가	관련서류
재정	보증인	관계서류	각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1부

모집 시기 매년	3월 매년	3월(전반기),	8월(후반기)

합격자 발표 8월	중순 8월,	익년	2월

학사사관 후보생 군장학생

지원 자격
·4년제	대학졸업자
·	임관일(2017.	7.1.)	기준	만27세	
			이하인	자

·4년제	대학졸업자
·임관일	기준	만27세	이하인	사람
·	전학년	각	학기별	학점	평균	‘C학점
			(백분율70%)’	이상인	사람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구비 서류

·1차	평가	합격자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증

명서	1부
			-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고교생활지도기록부(학교생활	세부사항기

록부)	1부
			-	가산점	증빙	서류	각	1부
			-		신원진술서	3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기혼자),	
							자기소개서	3부

·1차	서류접수
			-	지원서	1부,	서약서	1부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	2부

·2차	서류접수
			-	신원진술서	3부,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전학기)	1부
			-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단,	수시입학자의	경우	수능성적증명서	대신	고

교생활기록부-고교내신성적	포함-	1부)
			-	기타	가산점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	원본	제출

모집 시기 매년	7월	중	지원접수 매년	3월~5월	모집공고	및	지원접수

합격자 발표 익년	1월 11월	중

※ 모집 관련한 상세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장교」 참고



동아리  |  학교 주변 명소 

친목 사람

후배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학교에는 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부터 폭넓게는 해외까지 뻗어 나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재발견하고 유감없이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 가는 동아리! 

건강한 동아리 활동은 후배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역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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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현황

학술 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다현사
민족	근현대사의	비판적	학습을	통해	진보적인	역사인
식을	확산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의	시대	창조

학생회관		2층/https://www.
facebook.com/Dahyunsa

맑스철학연구회
철학	전반과	맑스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인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연마하고,	회원	상호	간
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https://
www.facebook.com/
dgmarxlab/?fref=ts

DNA(네트워크	
사용자	연합)

비전문인이	Linux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바라
는	회원	누구나	Power	Linuxer로	거듭날	수	있도록	
Linux	시스템,	Linux	프로그래밍,	Linux	서버	구축	
및	관리를	공부함.

학생회관		2층/http://www.
dna.dongguk.ac.kr

DUSSA(통계조
사연구회)

통계조사	및	리서치	활동을	통하여	자료처리와	통계분
석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
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club.
cyworld.com/dussalove

HAM(아마추
어	무선통신	연
구회)

서울의	유일한	대학	단체국.	무전기를		다루는	기본지
식부터	전파에	관련된	모든	활동(드론,	블루투스	등)들
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동아리로서	44년의	오래된	전통
을	가지고	있음.

학생회관		4층/http://juliet.
or.kr

KCC(한국상경
학회)

한국의	경제적	현실을	분석,	연구하여		대학생으로서의	
지도자적	자질을	배양하고,	6개	대학이	연합하여	각종	
행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며,	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5층/http://dgukcc.
co.kr/xe/

MECS(영어회
화연구회)

‘Keep	on	Keeping	on’이라는	모토	아래	영어회화
를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통
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club.
cyworld.com/mecslove

친목 ·사람

동아리 
문의처  

제34대 총동아리 연합회 학생회관 1층 T  2260-3616

홈페이지 www.dguclub.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nggukclubunion

동아리 전체 현황

정규 동아리(67개, 회원 수: 2,775명, 2020년 1월 기준)

분과명 개수	:	동아리명 합계	:	동아리원

학술분과 10 319

예술창작분과 7 337

공연분과 11 462

사회분과 5 287

봉사분과 9 503

연구분과 5 150

체육	1분과 9 279

체육	2분과 6 148

신규분과 5 260

총합계 67 2,745

NSA(자연과학
연구회)

천체	관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얻고,	천체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학문적	자세와	가치관
을	지닌	과학인으로	거듭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s://
www.facebook.com/
dongguknsa/

TIME(영어연
구회)

시사주간지	TIME을	통해	대중	앞에서의	발표능력을	향
상시키고	영어	학습과	토론	활동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
과	현	세계의	시사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학교	내	다양한	전공분야의	회원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www.
dgutime.com

카페인

카페인은	식품	관련	동아리로서	매주	모여	간단하면서
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며	요리	
활동	외에도	식품	관련	박람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가서	참관하기도	하고,	교내	외국
인	재학생과	함께하는	한식	클래스,	교내	환경미화	및	
경비	선생님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의		다양
한	활동을	하고	있음.

학생회관	4층/없음

예술창작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AD	RUSH
(광고)

각종	대외	광고활동을	통하여	광고의	대중화와	동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부단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
원의	능력개발과	능동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s://
www.facebook.com/#!/
ad.rush.58?fref=ts

그리고...그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림으로써	창의력	향상	및	지적예
술능력을	고취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기적인	전시회
를	통해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cafe.
naver.com/grigogrim

동국문학회

소설,	희곡을	비롯한	기성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창작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시창작과	합평활동을	통
해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더	나아가	다른	문학동인
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학생회관	3층/http://cafe.
naver.com/dgmoonhak

동국서도회
서도로써	참신한	인간상을	정립시키고	올바른	자아형
성과	진실한	인격을	도야하고	주변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없음

동그라미	사진
연구회

사진	예술을	통하여	대학생의	창조적	취미	활동을	고
양하는	한편,	회원	간	친목과	유대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상을	창조하고자	함.

학생회관	옥외	지하	1층/https://
www.facebook.com/	
DonggukDGRM?fref=ts

디딤돌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이론연구,	영화창작을	
통해서	대학영화의	건전한	위상을	확립하고	개성의	
자유로운	표출을	위한	출구	역할을	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http://m.cafe.
naver.com/	didimpictures

만화얼

현대사회	주요	콘텐츠로서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문화
를	다양하게	포용	및	교류하기	위한	모임으로,	회원들	
간의	상호이해적인	친목도모를	중시,	개인의	작화	실
력	향상을	위한	실기모임이	주된	활동임.	

학생회관3층/http://cafe.
naver.com/comicspirit	

공연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AJAX(힙합동
아리)

본교	유일의	힙합	동아리로서	힙합에	대한	정보공유
와	공연(Rap,	Dance,	DJing,	Graffiti	등)을	통
해	대학	내에	힙합	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는	동시
에	힙합을	사랑하는	회원	상호	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
모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www.facebook.
com/blackmusicajax

LOTUS(마술)

문화예술로의	마술과,	심리상담으로의	타로를	배우
고	마술	타로인들의	교류로	관객	및	청중을	사로잡
는	기술과	화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
하는	동아리

학생회관	2층/페이스북	동국대학교	
마술타로	로터스-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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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C(Street	
Dance)

Street	Dance	Team	O.D.C는	스트릿	댄스의	여
러	가지	장르(힙합,	왁킹,	걸스힙합,	락킹,	하우스	등)
를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며	나아가	대중문
화로서의	스트릿	댄스	알림을	목표로	함.

학생회관	5층/http://m.club.
cyworld.com/51364223

OPUS(오케스
트라)

OPUS는	동국대학교의	유일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음악을	통하여	협동심과	개인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친목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학생회관	3층/http://club.
cyworld.com/opus

극예술연구회
연극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	및	공연을	통해	창조적이
고	발전적인	대화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자아실현과	
교내	문화풍토	진작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

학생회관	5층/https://www.
facebook.com/dgthclub

뭉게구름(창작
음악)

모든	부원이	공연에	참여하는	동국대학교	유일의	창작	
음악	중앙	동아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직접	연주하
고,	공연하며	또한	창작하기도	함.	공연	준비와	일련
의	활동들을	통해	부원	모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

학생회관	5층/http://www.
moongge.net

아리랑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쿠스틱	인디,	풀밴드,	아
카펠라,	민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	동
아리.	가창	일정과	반주	일정을	통해	신입생들도	쉽
게	접할	수	있음.	

학생회관	5층/http://dgurang.
cyworld.com

피어리스던
(Fearless	
Dawn)

Rock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며	자
기와	맞는	사람과	공연을	목적으로	밴드를	구성함.	
그	외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
동을	함.

학생회관	5층/http://cafe.
daum.net/fealess

현여울(클래식
기타)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을	감미로운	기타선율과	
함께	직접	느낄	수	있음.	입문자들도	부담	없이	물어
볼	수	있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가르침과	향상된	실력
을	토대로	정기연주회를	시행함.

학생회관	5층/http://cafe.
naver.com/hyunyeoul

음샘

1988년	공대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현재	중앙동아리	
공연분과에	속해	있는	밴드동아리.	음샘에서는	1년에	
4번의	정기공연이	있으며,	그	외에도	학교	축제	공연	
같은	행사들을	준비하여	공연하는	동아리

학생회관	3층/페이스북	eumsaim

HOLA
대학	축제와	문화를	기획하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
이디어를	통해	기존에	없던	대학	축제문화를	창달함.

학생회관	3층/페이스북	홈페이지	
‘HOLA’

사회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KUSA(유네스
코학생협회)

유네스코의	기본	정신과	이념	아래	봉사,학술	등의	
다양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전인적	인격양성
에	기여한다.	32개	대학의	정식	KUSA들과	연합하
여	대학문화창조에	앞장선다.	50년	전통의	역사를	자
랑하고	있음.

학생회관	3층/kusa.unesco.
co.kr

UNSA(유엔한
국학생협회)

UN의	산하	학생	기구로서,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연
합동아리.	국제연합의	목적	및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생운동을	전개하여,	국제학생	간의	상호이해와	우
의	증진을	꾀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없음

동국불교학생회

삼보에	귀의하여	자아를	완성하고	보살정신으로	모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불교의	현대화
와	대중화를	실현하여,	나아가	사회봉사의	기수로서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http://cafe.
naver.com/dongbulunion

프론티어(벤처창
업연구회)

창업동아리	프론티어는	15년	전	창립	이후,	오로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	동아리
로서	2011년	다시	사회적으로	창업이	집중	조명받게	
되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며,	청년창업을	부흥
시키는	데	정부	및	각계	청년들과	함께	앞장서	왔음.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청춘과	
꿈을	만들어	가는	창업정신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여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

학생회관	2층/www.
clubfrontier.com

RICH(금융투자
동아리)

동국대	유일의	금융투자동아리로,	투자에	관한	전반
적인	공부	및	실전투자를	진행하며,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반적인	공부를	통해	금융시장을	예측하고자	
노력함.	더불어	금융권에	대한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원들의	금융권	진출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
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아리

학생회관	4층/http://cafe.
naver.com/dgurich

봉사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ELF(Education	
		Love	Friendship)

매주	1회	소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봉사를	실시,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인의	인격도야	및	
자질을	함양하고	사랑과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옥외	지하/cafe.naver.
com	/elf1970

RCY

RCY는	대한적십자사의	후원을	받는	동아리로서,	동
국대학교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	교류
를	통하여	연합	봉사를	할	수	있는	연합동아리.	대학
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봉사를	대외적으로	행하여
서	적십자	이념의	뜻을	세우고,	개개인의	자기계발을	
꾀하고자	함.

학생회관	옥외	지하/https://
www.facebook.com/
dguredcrossyouth

길

1967년	발족	이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옥
수	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으며,	
봉사를	통한	사회생활의	조직과	단체생활을	통한	회
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각인의	인격	수양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음.

학생회관	옥외	지하/없음

손짓사랑회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수화교육을	통해	
청각장애인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동시에	청각장애인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기
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https://www.
facebook.com/sonsa0815

젊은	새이웃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운동
에	대한	연구	및	활동으로	지역사회	교육운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옥외	지하/cafe.daum.
net/newyoung

푸름누리(농어촌
연구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
동을	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하고자	
함.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농
촌문제	인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3층/없음

한글학교	하람

한국을	찾은	외국인유학생	및	이주노동자의	한국문화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
식을	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지역사회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2층/www.dguharam.
com

페인터즈
동국대학교	중앙	벽화봉사	동아리로서	전문성과	책임
감을	바탕으로	벽화봉사를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하
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https://www.facebook.
com/dgupainters

오아시스 동국대학교	합창봉사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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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경영학연구회
(BARC)

경영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경
영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나은	사회	진
출	및	적응을	위해	노력함.

경영관	지하1층/www.facebook.
com/barcopenpage	

경제학연구회
(FODE)

경제학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고찰하는	능력의	배양을	꾀하고자	함.

사회과학관	5층/없음

국제통상연구회
무역학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연구를	진행하고	무역
에	있어서	필요한	그	외의	능력들을	기름으로써	무역
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함.

경영관	지하	1층/없음

정치학연구실
정치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	및	연구를	함으로써	학
습능력을	높이고	그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논문발
표회를	통해	정치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함.

사회과학관	M519호/http://
cafe.naver.com/dgpoliticus

회계학연구실
회계학	및	제반	학문을	폭넓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
술	연구	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토론함으로써	본	학문과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영관	지하	1층/없음

체육 1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검도부

본	동아리는	검도수련을	통해서	상호	간의	친목	및	화
합을	도모하고,	부원	각자의	정신수양	및	건강증진에	
목적을	둠.	또한	각종	대회	출전	및	타교와	교류전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임과	동시에	개인의	성취
감	및	자신감	양성을	도모함.

학생회관	4층/http://cafe.
daum.net/dggumdo

기우회
바둑	인구	저변	확대와	바둑을	통한	심신수양	및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학생회관	4층/없음

선무부

5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태권도	동아리로서,	태권도
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부원	상호	간의	친목도
모	및	각	개인의	실력향상	그리고	모교의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4층/http://
cafe.naver.com/
sunmubu1955/241

아마추어	농구회
(COURTIST)

농구를	통하여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인격
완성과	자아개발을	그	목적으로	함.	꾸준한	농구기술	
연마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겸비한	엘
리트인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학생회관	1층/http://cafe.
daum.net/courtist

중앙야구동아리
(LAE)

야구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맺어진	인연을	바탕
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부
조하면서,	모교의	영광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운동장/http://www.
facebook.com/
DGULAE/?notif_t=page_
user_activity

테니스	동아리	
(DUTC)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하는	긴	역사를	가진	운동	동아
리로서,	테니스	실력과	관계없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
나	가입할	수	있으며	테니스를	매개로	다향한	활동	및	
행사를	통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학생회관	4층/없음

FC.토토
축구를	통하여	건강과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
여	활력	있는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학생회관	1층/http://cafe.
daum.net/totodongguk

명궁 동국대학교	국궁동아리 학생회관	4층/없음

터스커스

2013년	창단으로	올해	7년째(2019년	기준)를	맞이
하는	Tuskers는	다른	대학의	팀에	비해	역사는	짧지
만	17년	3년째	정식	리그에서	경기를	치르며	협회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미식축구동아리

학생회관	1층/https://www.
facebook.com/dgu.tuskers/

체육 2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동국산악회
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성인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킨다.	산악활동을	통해	동아리원	
간의	친목과	대학생활의	추억을	쌓는다.

학생회관	지하	1층/www.
dongak.or.kr

동굴탐험연구회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반세기를	이어	온	전통이	깊은	
동아리로	미지의	동굴탐험뿐만	아니라	해외탐험,	국
내•외	대학	합동탐험,	트레킹,	암벽등반,	캠핑,	래
프팅	등	다양한	탐험분야에서	활동	중임.

학생회관	지하	1층/http://www.
donggukcave.com

바람소리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함
양하고	이를	매개체로	하여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
고자	함.

학생회관	4층/http://m.cafe.
daum.net/wind-sound/_rec

수중탐험연구회

많은	이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아리로	50년의	전통을	자랑함.	아름다운	바
다의	수중환경과	귀여운	수중생물들을	관찰하며	해
외탐험,	대학연합활동,	수중정화활동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선사함.

학생회관	지하	1층/없음

스키부(DUST)
대학스키연맹	4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
계적인	교육으로	스키실력	증진은	물론	많은	대학의	
스키부와	교류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

학생회관	4층/dgski.cyworld.
com

무법

건강한	몸을	만들고	자신감을	기르는	수련,	위험한	상
황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실용적인	호신술,	풀컨택
트	격투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을	수양하고	올바
른	곳에	힘을	쓰는	강한	무도

학생회관	옥외지하/http://m.
cafe.daum.net/gdm1	

신규분과

동아리명 동아리	소개 위치	및	홈페이지

큗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큗은	“모든	사람은	성소
수자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립
된	성소수자들에게	접근가능한	공동체가	되어	주고,	
소수적인	성들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https://www.facebook.
com/qud.dongguk/

인액터스
동국대	학생들의	역량과	열정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	이슈들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이를	실
천하는	동아리

　

티키타카
티키타카는	탁구를	취미로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
듦.	탁구를	통하여	실력	증진과	함께	여가생활도	즐기
고	친목을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멋쟁이	사자처럼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를	슬로건으로	비
전공자들도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원하는	IT	서비
스를	직접	런칭할	수	있도록	함.

https://www.facebook.
com/DGUlion

두둠칫

동국대학교	중앙커버댄스동아리	두둠칫은		
K-pop,	힙합	등	여러	안무를	커버하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댄스동아리이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춤추며	즐길	수	있는	대학생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https://www.facebook.
com/DGU.Dodoomc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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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명소
역사의 향기가 배어 있는 박물관 

문의처  박물관 학예실 T  2260-3722

우리 학교 박물관은 1963년에 개설되어 불교 

관련 미술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는 불교종합

박물관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상설전 및 특별

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불교미술』을 간

행하고 있다. 박물관은 홍치2년명 청화백자송

죽문호(국보 제176호), 보협인석탑(국보 제209
호)과 같은 국보 2점과 안중근의사 유묵(보물 

제569호), 정조대왕 필 파초도(보물 제734호), 

납석제삼존불비상(보물 제742호) 등과 같은 보

물 8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보협인석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주목

받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용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4시 사

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 

하늘마루(옥상 정원)

하늘마루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개방돼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현재 하

늘마루는 혜화관, 사회과학관, 정보문화관, 만해

관 등 11개 건물의 옥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각의 하늘마루는 그들만의 특색을 갖는다. 

■ 혜화관 하늘마루에서는 하늘아래라는 매점

에서 파는 간단한 먹거리를 먹으며 정원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지정된 흡연 구역이 있어 흡

연자들도 담배를 즐기며 하늘마루의 풍경을 감

상할 수 있다. 

■ 사회과학관 하늘마루의 특징이라면 키가 큰 

화초보다 키가 작은 화초들이 많다는 점이다. 

작은 화초들과 어우러지는 건물 밖 풍경은 차를 

마시며 눈요기하기에 제격이다. 

■ 학술관·문화관의 하늘마루는 다른 곳과 달

리 분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분수의 시원한 물

줄기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학술관·문화관 하늘마루를 추천한다. 

■ 만해관 하늘마루는 아름다운 옥상정원의 풍

경을 느끼며, 일석이조로 소규모 야외무대를 이

용한 공연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학림관 하늘마루는 사회과학관 하늘마루와 

같이 말 그대로 쉼터다. 넓은 하늘을 지붕 삼아 

향긋한 자연의 내음 속에서 맞이하는 휴식을 학

림관에서 느껴 보자.

■ 현재 학생회관 하늘마루를 이용하기 위해선 

백상응원단실을 경유하여야 한다. 학생회관 하

늘마루는 아담한 작은 화실과 같다. 규모는 작

지만 여러 가지 화초들로 알차게 꾸려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해랑예술극장 

문의처  T  2260-8901~2 

홈페이지  http://www.donggukartcompany.co.kr 

이해랑예술극장은 한국 연극사에 커다란 족적

을 남긴 이해랑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예술가의 이름을 걸고 탄생한 

공연예술 전문극장이다. 한국연극 100주년이자 

동국대 연극학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이해랑연

극재단으로부터 2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받

아 기존의 동국대 예술극장을 전면 리모델링하

여 2008년 11월 29일에 정식 개관하였다. 

동국대학교 연극학과를 창설하고 유명을 달리

할 때까지 후학을 양성해 왔던 이해랑 선생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는 우리 

공연예술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해랑 선생의 정신을 잇는 이해랑예술

극장이 학생들에게 전문공연장에서 현장의 생

동감을 경험하게 하고 내실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산학 연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은 보

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hanokmaeul.seoul.go.kr/jsp/

intro0101.jsp

서울의 상징인 남산은 옛 이름을 목멱산이라고 

하였으며,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으

로 불리어 왔다. 남산은 그 자연의 경치가 아름

다워 우리의 조상들이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자연의 순리에 시화로 화답하는 풍류생활을 하

던 곳으로서 각종 놀이와 여가생활을 위하여 수

려한 경관을 찾는 선남선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 남산골 전통정원 내에는 그동안 훼손되었

던 지형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계곡을 만들어 물

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 

민속자료 한옥 다섯 채를 이전, 복원하여 선조

들의 삶을 재조명하였으며, 고풍스러운 정자를 

지어 선조들이 유유자적하였던 남산 기슭의 옛 

정취를 한껏 느끼도록 하였다. 

※ 이용시간과 교통편은 홈페이지 참조 

N서울타워

홈페이지  http://www.nseoultower.co.kr

서울의 중심, 서울의 상징이자 서울의 가장 아

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N서울타워는 1969년 TV와 라디오 방

송을 수도권에 송출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세워졌다. 1980년 이후에 일반인에

게 공개된 이후 남산의 살아 있는 자연과 함께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외국인의 관광명소

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최신 LED 기술의 조명

으로 시시각각 색과 패턴이 변하는 ‘빛의 예술’

과의 어우러짐 속에서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함

께 색다른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

화공간으로 새로 태어났다.

남산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msanlib.go.kr

남산도서관은 공립공공도서관으로서 경성부립

도서관을 전신으로 1922년에 개관하여, 1964년 

현 위치(서울시 용산구 소월길)에 건물을 신축

하여 이전하였고, 이듬해인 1965년에 도서관 명

칭을 현재와 같이 남산도서관으로 개칭했다. 남

산도서관은 인문사회과학실, 자연과학실, 어문

학실,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실 등 19개실에 

달하는 자료실과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도

서 44만여 권, 고서 2000여 권 등 다양한 형태

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이용시간과 교통편은 홈페이지 참조 

국립예술극장

홈페이지  http://www.ntok.go.kr/index.do

국립극장이 완성되면서 바야흐로 남산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남산의 국립극장 대극장은 명동

의 구 국립극장의 무대보다 8배나 넓은 400평
의 규모와 회전무대, 좌우 이동무대 등 당시 최

첨단의 무대 시설을 갖춘 매머드급 예술극장이

었다. 이 시기 국립극장 산하에는 최대 8개의 전

속단체가 운영되다가 1977년 10월 국립가무단

이 <시립가무단>으로 이관되고, 1981년 8월 국

립교향악단이 한국방송공사(KBS)로 다시 운영

권이 이관되었다. 1995년 국립관현악단이 창단

되어 국립극장은 총 7개 전속단체를 운영하였

다. 2009년 1월 1일부터 국립극장은 책임운영

기관 제4기를 맞이하면서 예술성과 생산성, 국

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

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정오의 음악회, 국립극장 

고고고, 국가브랜드공연, 청소년공연예술제, 세

계 국립극장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국립극장 공

연예술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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