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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운대학교 연혁 I
건학 ~ 2000년
1994.03. 학교법인 숭선학원 설립본부 발족
1997.03.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1997.08. 대구·경북지역 최초 전자정보실, 멀티미디어 어학실 운영
1999.04. 경운대학교 새마을연구소 개소
1999.11. 산업정보대학원 설립인가

2001 ~ 2010
2001.10. 교양교육분야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1.11.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2002.07. 지방대학육성 재정지원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3.05. 첨단모바일산업지원센터 설립
2004.06.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주관대학 선정
2005.07. RIS(지역혁신특성화사업) 주관기관 선정(산업자원부)
2006.07. 디지털콘텐츠 컨버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산업자원부)
2007.07. 새마을아카데미 개원
2008.08.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03.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선정(노동부)
2009.05.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지식경제부)
2009.06.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선정(지식경제부).
2009.06.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선정(보건복지가족부)
2010.06.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 현재
2011.02. 청년취업진로 사업선정 및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선정(고용노동부)
2011.03.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창업지원패키지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1.04.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선정(고용노동부)
2011.05.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년 연속 선정(지식경제부)
2011.06. 캘리포니아대학(UC) 리버사이드와 학술교류 체결
2011.07. 민간항공사(아시아나항공)와 조종사 양성 MOU 체결
2011.10. 일반대학교 전환 인가
2011.12.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고용노동부)
2012.03.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경북유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2단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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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대학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05.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11.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 개관
2013. 05.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학술교류 MOU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산학협력 협약체결
2013.06. UNWTO(세계관광기구)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 명예박사학위수여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교육부)
2013.12. 2013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교육부, 한국대학평가원 인증)
2014.02. 취업지원센터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응급·재난 시뮬레이션 교육센터(KUST)개소
2014.03. 구미시 산림복합체험단지 유지관리 MOU 체결
학생군사학교 학·군 협력체계구축 MOU 체결(군사학과)
2014.04. 경운대학교-경상북도-영천시 항공산업업무 MOU 체결
2014.0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2단계 선정(교육부)
2014.06. 경상북도교육청 업무협력증진 MOU 체결
지방대특성화사업(CK-1)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4.08.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미래창조과학부)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묵타르 케디르 압두(Muktar Kedir Abdu) 주지사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수여식
2014.10. 경운대 LINC사업단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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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경운대-구미시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참여기관 선정
경북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준공 및 경운대 QWL Campus 개관
2015.01. KUST Center‘Best ACLS Training Site’최우수교육기관 선정
2015.02. 창조융합센터(Center for Creative Convergence) 개소
경운대학교 제1대 명예총장 김향자 박사 취임
경운대학교 제6대 총장 장주석 박사 취임
2015. 03. 캐나다 벤쿠버 아일랜드대학교 학술교류 협약 체결
캐나다 펜쇼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호주 브리즈번 제임스 쿡 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2015. 04. 영국 버튼&사우스디비셔대학 학술교류 협약 체결
2015. 06.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세종학당 신규 지원사업 선정(베트남 호찌민)
한국간호평가원 주관 2014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 선정
2015. 0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관 2015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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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상호 업무협약 체결
2015. 10. 영국 STM사 Training Limited 업무협약 & 국제자격증 수료증 수여
캄보디아 속안 부총리 명예박사 학위수여식(4호)
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015. 11. 베트남 호찌민산업대학교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한국-베트남 글로벌 산학교류센터 개소
2015. 12. 한국공항공사 공동협력 협약 체결
베트남 드엉 응옥 롱 타이응웬성장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식(5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삼성전자㈜ 구미사업장MOU체결
2016. 01. UC EDUCATION GROUP & TIANHAI INTERNATIONAL SCHOOL 취업약정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공동협력협약 체결
2016. 02. 드림항공㈜ 산학협력MOU체결
경북대학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양과정 공동운영 협약
㈜에어대구 산학협력협약
2016. 03. 경운대학교-스마트기기FGC-구미상공회의소 채용약정형 교육과정 운영협약
2016. 03. 경운대학교-스마트보안FGC-구미중소기업협의회채용약정형 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IT장비 클러스터 채용약정형 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소재부품금형 클러스터 채용약정형
교육과정 운영협약
사천항공우주클러스터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협약
전라남도 영암군 항공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MOU
영국 Pearson Qualifications International MOU
2016. 05. 교육부 주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선정(대형부분)
Warwickshire College Group MOU
Megatech international college MOU
육군 제50보병사단 학·군협력협약 체결
2016. 06. 한국장학재단 2016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업무협약
교원정보화 연수 위탁 연수기관 지정(2016.8.1.~2016.8.5.)
2016. 07.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북부지원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구미 강남병원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E28연합치과 MOU(채용약정형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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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경산미르치과병원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미르치과병원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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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포유삼성치과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LG경북협의회 산업연계 교육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대구 강병원 MOU(채용약정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협약)
경운대학교 HSE 특화 보건의료인력 양성사업단-구미 아성병원 MOU(채용약정형
공동교육과정 운영협약)
2016. 08. (사)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창조경제 및 활성화 MOU
2016. 09. 중국 충칭공업직업기술대학 MOU 체결
경운대학교 PRIME사업 비전선포식 개최
경북경영자총협회 외 5개 기관 산ㆍ학ㆍ관 업무협약
2016. 11.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경북여성고용브릿지」MOU
영국 KLM UK Engineering MOU
2016. 12. 도송중학교 업무협력 협약
2016. 12. 2016년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대학 전국대학 운영평가 우수대학 선정(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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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中) 유일
2017. 02. 2017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선정(전국 20개 대학)
2017. 02. STATE AGENCY for TECHNOLOGY INNOVATION(SATI) MOU
2017. 03.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MOU
2017. 0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선정
대경권 유일 산학협력 사업 3관왕 대학 (산중사업·LINC·LINC+)
2017. 06 경운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
2017. 06. 영덕군과 10개 연수시설간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
2017. 06. 경운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 출범식
2017. 0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경기운영인력 운영 협약
2017. 08. 대구경북 4년제 대학 최초 경운대학교 작업치료학과 WFOT(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교육
인증 획득
2017. 08. 제9회 아시아청소년우슈선수권대회 경기보조인력 운영 협약
2017. 08. 경운대학교-11개 협력기관 재난안전클러스터 산학협력 MOU 체결
2017. 09. 경운대학교 안전방재공학과- 성균관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재난안전분야 연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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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2017. 09. 여주대학교 학술교류 MOU 체결
2017. 09. ㈜메티스메이크 무인항공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상호업무협약 체결
2017. 09. ㈜KR EMS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7. 09.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 09. (사)영남선비문화수련원 인성관련 연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7.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운영 협약
2017.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7. 11. 경운대학교 - ㈜베셀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7. 11. 경운대학교 Beyond Space 2017 개관식
2018. 01. 경운대학교 글로벌직무훈련과정(GSE) 영국 Pearson Assured 국제공인 인증 갱신
2018. 02. ㈜월드타운 손기태 대표회장 명예행정학박사 학위수여식
2018. 02. 구미시 인구증가를 위한 민·관 공동대응 업무협약
2018. 02.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사업 약정(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2018. 0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민간전문교육 대행기관 선정(대구·경북 유일)
2018. 04.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대구·경북 유일)
2018. 04. ㈜에어포항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8. 04. 인도네시아 서(西)자와주 아흐마드 헤리야완(AHMAD HERYAWAN) 주지사 명예안전
학박사 학위수여식
2018. 05. 미국 시에라 항공아카데미(Sierra Academy of Aeronautics) MOU체결
2018. 05. 경운대학교 KUST센터, 2018 학교 관리자과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직무연수 위
탁기관 선정(경상북도교육청)
2018. 05. 미국 BLOOMFIELD COLLEGE OF USA MOU 체결
2018. 06. 경운대학교‘2018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선정(매일경제신문)
2018. 06. 이스타항공(주)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8. 06. 호세 라모스 오르타(Josr Ramos- Horta) 前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대통령 명예행정학
박사 학위수여식
2018. 08. 무인비행교육원‘초경량비행장치 조정사 전문교육기관”대구·경북 4년제 대학 최초
지정(국토교통부)
2018. 08. 인도네시아 PATTIMURA UNIVERSITY MOD(Memorandum of Discussion) 체결
2018. 0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전파항법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2018. 0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자율개선대학’최종선정 (교육부)
2018. 08. 항공기술교육원‘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항공정비사과정)대구·경북 4년제 대학 최초
지정(국토교통부)
2018. 09. 베트남 People’s Committee of Hau Giang Province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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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에어코리아 산학교류협력협약 체결
2018. 10. ㈜에어필립 산학교류협력협약 체결
2018. 11. 대한민국 공군 우수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2018. 11. 비행교육원,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
비행교육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승인(국토교통부)
영남권 유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3개과정(비행조종자, 항공정비사,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자) 공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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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동협력협약 체결
2018. 12.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MOU체결
2018. 12. 해병대 군사학 학·군 교류 협약체결
2018. 12. 2018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한국대학평가원)
2018. 12. 일자리창출 및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비인력양성 협력 협약 체결(국토교통부)
2019. 01.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2019. 02. 대구경북연구원 재난안전분야 업무협약 체결
2019. 03

치위생학과 대구 달서구보건소 협약 체결

2019. 0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2단계 사업자로 선정(한국연구재단)
2019. 04

2019년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대학 선정(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9. 04

2019년 중앙아시아 국가 우수 대학생 초청 연수 대학 선정(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9. 04. 항공보안교육원(KASA) 개원
2019. 04.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협약 체결

About IKW

2019. 04. 제10회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2019. 04.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9. 05.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5년 연속 선정(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9. 05. 임상병리학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제8회 임상병리학과 학술제
2019. 05. 간호인력취업교육 대구·경북센터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9. 05. 경상북도간호사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9. 05. 비행교육원‘flying Center’개관식
2019. 06. 2019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19. 06. 경북 드론활용 인력양성사업 선정(경북테크노파크, 2019.07.01.~11.30.)
2019. 06.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06. 2019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표준형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2019. 06. 한국항공서비스(주)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06. 2019 국가서비스 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
2019. 07. 중국 심천무인기산업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07. 중국 심천세계무인기연합 산학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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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7. 싱가포르 무인기산업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07. 경북금연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9. 07. 2019 중앙아시아·아세안 지역 대학생 초청 연수 입교식(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19. 07. ㈜티웨이에어서비스 산학협약 체결
2019. 08. 경북 구미형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프로젝트 추진 혁신주체 업무협약 체결(경상북도,
구미시 외 17개 기관)
2019. 08. 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대학교 교류협력 협약 체결
2019. 08. [국민체력100] 구미체력인증센터 운영 위탁 및 수탁 협약 체결
2019. 08. 에어프레미아(주) 산학교류협력협약 체결
2019. 09. 말레이시아 마사대학교 협약 체결
2019. 09. 오르타 홀(HORTA Hall) 명명(11호관 101호)
2019. 09. 경북 서부권 대학 발전협의회 구성 업무협약 체결(금오공대 외 5개 대학교)
2019. 10. [국민체력100] 구미체력인증센터 개소
2019. 10. 한국공항공사 산학교류협력협약 체결
2019. 1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약 체결(대구광역시 외 25개 기관)
2019. 10. ㈜티웨이항공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11. ㈜에어맨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11. AVJET ASIA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12. ㈜유니에스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9. 12. 육군정보학교와의 드론봇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19. 12.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산학연 협력 협약 체결
2019. 12.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항공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협약 체결(발전기금 1억원)
2019. 12. 2019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5년 인증’획득(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9. 12. 2019 청년드림 대학평가‘최우수 청년드림대학’선정(고용노동부·동아일보)
2020. 01. (사)구미금형산업발전협의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02.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협약 체결
2020. 03. ㈜대한항공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2020. 04. 2020년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 대학 선정(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0. 04. 2020년 중앙아시아 국가 우수 대학생 초청 연수 대학 선정(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2020. 04

대구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0. 05

기술보증기금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협약 체결

2020. 05.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세림엔지니어링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한국교통이엔씨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고려기술단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대흥엔지니어링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청림이엔씨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협약 체결
2020. 05. 국군간호사관학교 상호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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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5. ㈜영남복합물류공사 항공교통물류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5. ㈜티케이케미칼 항공교통물류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5.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MOA)
2020. 05. 교육부 주관‘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선정
2020. 05. 로벤스타인코리아 상호협력 협약 체결(임상병리학과)
2020. 05. 보아스이비인후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임상병리학과)
2020. 05. 경상북도 주관‘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선정(항공교통물류학과)
2020. 06. ㈔한국항공소년단 충북연맹 공동협력 협약 체결
2020. 06. ㈜인천공항서비스 공동협력 협약 체결



2020. 06. 항공보안파트너스㈜ 산학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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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성원글로벌카고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06. ㈜미래인베스트먼트(하워드존슨 인천국제공항호텔)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07.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7. ㈜에어코리아 산학협력 협약 체결(갱신)
2020. 07.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07. 인천공항경비㈜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07.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9.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 우수인재 양성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9. 항공안전기술원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9. 물리치료학과,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09. 구미시 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0. 09. 구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0. 10.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물류 분야 인재양성 협약 체결
2020. 10. 비행교육원·왕복엔진교육센터, 홍콩 Peiport industries Limited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0. 10. 교육부·한국연구제단 주관‘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선정
2020. 11. ROTAX社 인증‘왕복엔진교육센터’개원
2020. 11. <2020 TV조선 경영대상> 교육경영대상-실무형인재양성 부문 수상
2020. 11. 구미시 생태숲 힐링캠퍼스 운영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0. 11. 한국창업보육협회·매일경제신문 주관‘2020년 창업우수대학’창업인프라 부문 우수상 수상
2020. 12.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수인재 양성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0. 12. 재난안전연구센터,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 지정(자연재난안전분야 및 보건안전 분야)
2020. 12.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2020. 12. 대구·경북지역 사립대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발전 협약 체결(경일대 외 12개 대학)
2020. 12. 비행교육원, 농업회사법인 ㈜금산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0. 12. 평생교육원, 대구·경북지역 유일 민간경비 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동
시 지정(구미경찰서)
2020. 12. 이레산업과의 항공보안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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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비행교육원·왕복엔진교육센터, 캐나다 Progressive air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1. 01. 비행교육원·왕복엔진교육센터, 캐나다 Rodan air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1. 03. 대구과학대학교와의 공간정보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 협약 체결
2021. 03. ㈜아스텍통신과의 항공관제 및 항행안전 분야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1. 03. 구미시-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지역 항공발전 상호협력 3자간 협약 체결
2021. 03. 인천공항시설관리㈜와의 공항운영 전문인재 양성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21. 03. 비행교육원·왕복엔진교육센터, 오스트리아 Bristell LSA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1. 03. 비행교육원·왕복엔진교육센터, 체코 Neomercuty 업무협력 협약 체결
2021. 04.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학교육혁신 참여 및 협력 협약 체결(경북대 외 18개 대학)
2021. 04. 중국 교육부 기계전자 공학분야 교육‘중외합작판학’승인 (중국 허난성 평정산대학교 공동)
2021. 05

경상북도 지역 대학의 미래가 곧 경북의 미래다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1. 05. 대학생 농촌봉사 인력지원 업무협약 체결(대경대학교육협의회, 경상북도, 경북농협, 경
북종합자원봉사센터, 대경지역 19개 대학)
2021. 06. 구미체력인증센터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2021. 06.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분야 인재양성 협약 체결
2021. 06. ㈜에어코리아 인재양성 산학교류협약 체결
2021. 08. (재)포항테크노파크 산학연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 상호협력 체제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21. 08. ㈜테크남코리아 다발항공기 전문인재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1. 08. ㈜아트항공레저 조종사 교육과정 개발 등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2021. 09.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
2021. 09. ㈜티웨이항공 예비 조종훈련생 양성 협약 체결
2021. 09. ㈜아스트 에이에스티지 채용형 항공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2021. 09.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1유형)
2021. 10. 구미시, 도로교통공단 구미운전면허상설학과시험장 신설 협약 체결
2021. 11. KAC공항서비스(주)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협약 체결
2021. 11. 남부공항서비스(주)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협약 체결
2021. 11.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 및 상호 교류 협약 체결
2021. 11. 항공기술교육원, 비행기과정 정원 증원 및 항공전자·전기·계기 과정 신설(국내 최초)
국토부 승인
2021. 11. 특수전사령부 미래 드론봇 전투체계 및 드론산업발전 상호 교류 협약 체결
2021. 12. <2021 TV조선 경영대상> 교육경영대상-실무형인재양성 부문 수상(2년 연속)
2021. 12. <2021년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창업인프라 부문 우수상 수상(매일경제신문·한국창
업보육센터)
2021. 12. 항공교통물류학과, 운항관리사 교육기관 지정(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2021. 12. 국제교육원‘2022-2024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선정(법무부)
2022. 01. KUST센터, 전문심장소생술(ACLS) 최우수 교육기관 2회 연속 선정
(대한심폐소생협회, 전국 간호대학 최초)
2022. 02.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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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운대학교 조직도 I


About I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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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본부조직 및 담당업무 I
1. 기획조정처
■

기구
기획조정처
기획조정과

기획평가예산계

■

대외홍보계

예산계

업무
과명

기획평가예산계

예산계

주요업무내용
ㆍ대학의 총괄 기획조정과 운영계획의 수립
ㆍ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ㆍ대학의 예산계획 수립
ㆍ대학 특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ㆍ대학정보공시 관련 업무 총괄
ㆍ각종 통계자료 수집, 분석 및 관리 업무 총괄
ㆍ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ㆍ기획위원회 관련 업무
ㆍ대내·외평가관련 업무
ㆍ편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업무
ㆍ예산 편성, 조정 및 통제
ㆍ대학등록금 책정 관련 업무

ㆍ국내외 교류협력 협정 체결 관련 업무
ㆍ대외 언론활동 관련 업무
대외홍보계

ㆍ대외협력업무
ㆍ동해연수원 사용신청 관련 업무
ㆍ청탁금지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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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학처
기구



■

교학처

교무과

■

학생복지과

업무
과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련업무

ㆍ교직관련 업무

ㆍ학칙 관련 업무

ㆍ조교 관리 업무

ㆍ학적 관련 업무

ㆍ졸업 업무

About IKW

교무학적

ㆍ학사운영계획의 시행

ㆍ교무 관련 업무

ㆍ교원 출장 관리 업무

ㆍ부(복수)전공 관련 업무

ㆍ교원 출강/취학 관리 업무

ㆍ융합전공 관련 업무

ㆍ교원 휴·보강 업무

ㆍ연계전공 관련 업무

ㆍ학생 및 교원 제증명 업무

ㆍ학부(과)별 교육과정 관리업무

ㆍ스마트출결 및 수업진행에 관한 업무

ㆍ수강신청 관련 업무

ㆍ강사 채용 관련 업무

ㆍ강좌개설 및 강의시간표 관련 업무

ㆍ강사료 지급에 관한 업무

ㆍ개설강좌 추가개설 및 폐강 관리 업무 ㆍ수업계획서, 강의평가에 관한 업무
수업관리

ㆍ편입학학점인정 관련 업무

ㆍ현장실습 관련 업무

ㆍ수업관리 점검 관련 업무

ㆍ성적(정규학기, 계절학기)관리

ㆍ교원 책임시수 및 담당시수 관리 업무

ㆍ시험(중간, 기말고사)에 관한 업무

ㆍ학점인정에 관한 업무

ㆍ학점교류에 관한 업무

ㆍ계절학기, 특별학점 관련 업무

ㆍ학사경고자 관련 업무

ㆍ지도교수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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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장학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ㆍ국가장학 및 교내·외 장학 업무

장학지원

ㆍ장학위원회 및 장학사정관 업무
ㆍ장학통계 및 대학정보공시 업무
ㆍ보건실 운영 관리
ㆍ근로 장학 및 교내·외 장학 업무

ㆍ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ㆍ고충처리관련 업무
ㆍ총학생회 행사 및 동아리 운영지원
학생복지

ㆍ학생단체 지도관리 및 학생간행물 관리 감독
ㆍ학생통학버스 관리 및 학생 시설사용 승인 업무
ㆍ학교배상보험 지원 업무
ㆍ대학운동부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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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개발처
■

기구
인재개발처

■



커리어개발지원계

역량개발지원계

업무
과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역량개발

ㆍ학생 커리어개발 지원 계획 수립
ㆍ비교과과정 혁신위원회 사무 업무
ㆍ비교과과정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ㆍ비교과과정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ㆍ비교과과정 분과별 위원회 관리 업무
ㆍ비교과과정 환류에 관한 업무
ㆍ학생 커리어개발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업무
ㆍ동기유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ㆍ현장전문가 및 참여 기관 발굴 및 지원
ㆍ인재개발처의 문서접수, 발송 및 관리
ㆍ인재개발처장 직인 관리
ㆍ기타 역량개발지원에 부수되는 사항

About IKW

커리어개발

ㆍ재학생 핵심역량진단(KW-CESA) 운영 업무
ㆍ학생 역량개발 지원 계획 수립
ㆍ학생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업무
ㆍ학생 역량진단 문항 및 평가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
ㆍ경운대학교 학생경력관리시스템(KW-CDP) 운영
ㆍ비교과 프로그램 편성 및 개설 승인 업무)
ㆍ비교과 프로그램 결과보고 승인 및 관리 업무
ㆍ비교과 장학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관한 업무
ㆍ비교과 장학 마일리지 신청 및 현황관리 업무
ㆍ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모니터링 업무
ㆍ비교과 프로그램 실적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ㆍ기타 커리어개발지원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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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연구처
■

기구
산학연구처

산학지원

■

연구지원

업무
과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산학협력단 회계·결산 업무
ㆍ산학협력단 구매·계약 업무
ㆍ정부기관 및 기타 교외 개인연구과제 관련 업무
산학지원

ㆍ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업무
ㆍ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관련 업무
ㆍ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 업무
ㆍ간접비고시비율 원가 산출 업무

ㆍ교내일반연구과제 및 정책연구과제 관련 지원
ㆍ교내·외 연구업적등록 정보관리
ㆍ학술회의참가경비 및 연구실적물 관리
연구지원

ㆍ교원연구년제에 관한 업무
ㆍ부설연구소 지원 업무
ㆍ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관련 업무
ㆍ연구윤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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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학홍보처
■

기구
입학홍보처

■



입학홍보과

입학사정관실

업무
과명

입학홍보과

ㆍ대학입학 기본계획 수립
ㆍ대학 신입학 전형관리
ㆍ대학 편입학 전형관리
ㆍ입학홍보출장에 관한 업무
ㆍ입학관련 각종 통계자료 분석업무
ㆍ입학전형 개발 업무
ㆍ입학모집요강 확정
ㆍ대학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

About IKW

입학사정관실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입학사정관전형 유형 개발
ㆍ입학사정관 교육업무
ㆍ자격기준 및 서류평가
ㆍ심층면접 평가
ㆍ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ㆍ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ㆍ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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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지원처
■

기구
행정지원처

총무관재과

■

재무과

구매과

연구실안전
환경관리팀

업무
과명

총무관재과

주요업무내용
ㆍ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ㆍ문서수발
ㆍ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사학연금 및 공제회 관련업무
ㆍ사무직원의 연차·출장·휴가 등 복무관리
ㆍ자산수리 및 기타 업무
ㆍ대강의실 사용관리
ㆍ비품관리, 차량정비 및 관리 업무

재무과

ㆍ회계 및 재무 제반에 관한 사항
ㆍ결산 업무
ㆍ등록금 수납 및 출납 업무
ㆍ교직원 급여 및 연말정산 업무

구매과

ㆍ실험실습기자재, 실험실습재료, 소모품 등에 관한 구매 업무
ㆍ물품 및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 및 입찰 업무

시설관리과

연구실안전
환경관리팀
28

시설관리과

ㆍ신·개축, 증축, 개보수 등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ㆍ전기 통신시설의 신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ㆍ소방시설의 신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ㆍ방사선·석면,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ㆍ오·폐수시설 관리, 처리 및 대관업무
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겸임) 업무
ㆍ벽강아트센터 무대조명, 음향, 무대장치, 공조 운용관리 업무
ㆍ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ㆍ연구실안전환경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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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학협력단
■

기구
산학협력단

■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공용장비지원센터
(SAR시험센터)
- 창업보육센터
- 재난안전연구센터
- 무인비행교육원
-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센터

산학기획부
경영지원부
기술사업부
연구지원부

업무
기관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태 파악 및 신기술 정보 제공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ㆍ지역 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ㆍ기타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동 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ㆍ개발 및 제품화를 위한 공용장비 인프라 구축
ㆍ재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실시
공용장비
지원센터
(SAR시험센터)

- 현장맞춤형 방송통신기기 시험원 양성 교육, 3D 설계 소프트웨어
교육 등
ㆍ산학연협회 연구기반활용사업 운영 기관
ㆍ공용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MOU체결 및 활동
ㆍ측정결과 분석 및 테스트베드 지원

ㆍ입주업체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지원
ㆍ창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서비스 지원
창업보육센터

ㆍ정기적인 진단, 지도 및 수시상담 실시
ㆍ애로기술 해결 지원 및 영업 및 마케팅 지원
ㆍ유관기관과 연계된 지원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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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파흡수율(SAR) 시험분야 공인시험기관

기관명

주요업무내용
주요업무내용
ㆍ재난안전분야 미네르바식 교육·훈련체계 개발 및 리빙랩
구축·운영 사업
ㆍ365일 안전과 행복이 공존하는 안전 경북 구현 사업

재난안전연구센터

ㆍ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ㆍ수상레저조종면허 과정 및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ㆍ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 운영
ㆍ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정기교육 실시

ㆍ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전문교육기관(무인멀티콥터)
ㆍ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교육 및 훈련
무인비행교육원

ㆍ차세대 무인기 산업 분야의 조종 및 운용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
ㆍ산·학·연 교육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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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적 / 수업 / 등록 / 장학 / 취업 / 생활관 / 예비군 / 교직관련
매뉴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방법

– 우 리 대 학 홈 페 이 지 접 속 (http://www.ikw.ac.kr)/ -> 통 합 정 보 시 스 템 클 릭
(https://portal.ikw.ac.kr)

[통합정보시스템 초기 화면]

● 학생용 로그인
– 아이디 : 학번, 비밀번호 : 오리엔테이션 후 휴대전화로 임시 비밀번호 전송 예정 이며 본인
이 반드시 변경 하여야 함
– 학번 및 비밀번호 분실 시 <패스워드확인>메뉴에서 이메일로 찾기 또는 휴대폰으로 찾기
기능 이용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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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적
■

휴학

● 신청기간
– 학기개시 전 소정 기간 내(2월중, 8월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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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화
서비스

▶

학부생

▶

학적
정보

▶

휴학
신청

▶

접수증 출력
(보관)



● 유의사항
– 일반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만 일반 휴학 접수가 가능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학교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종합병원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휴학 완료 후“취소신청”은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 군 입대 휴학은 입영일 이전 일주일 전부터 군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기능요원은“군입영사실확인서”반드시 제출하여야 휴학 처리 됩니다.
– 개강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입영하는 경우, 일반휴학 신청 후 군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합

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군 휴학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복학
– 복학은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복교하는 것으로 해
당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교육
과정상 선후 이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복학하여야 합니다.
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은 학생은 귀향조치 후 7일 이내에 복학하거나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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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군 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복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근거서류(귀

● 신청기간
– 2월초, 8월초(학사일정 참조)

● 신청방법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개인화
서비스

▶

▶

학부생

▶

학적
정보

▶

복학
신청

● 유의사항
– 학부 소속 2, 3, 4학년 학생은 복학신청 시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복학신청자는 등록금 납입 확인 후 복학처리가 완료됩니다.
– 복학 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학적부 정정
–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관계 증빙서
류(호적초본 및 주민등록초본)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원을 교무
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학적부정정기간은 재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후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
명서 사본과 지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졸업기준

● 졸업학점
계열 및 학과

졸업학점

예체능계열(항공보안경호, 사회체육, 멀티미디어)

120학점

일반학과

130학점

간호학과

140학점

● 단일전공(주 전공) 이수에 의한 졸업
– 학생이 입학한 학과를 주 전공(제1전공)이라 함
– Design Thinking은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취득. 단, 간호학과 제외
– 전공 기초는 12학점 이상, 전공필수는 계열별 16~20학점을 이수
– 전공 선택은 계열별 20~38학점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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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120학점
(예체능계열)

130학점
(일반학과)

140학점
(간호학과)

전공선택

20

24

38

전공필수

16

16

20

전공기초

12

12

12

Design Thinking

6

6

-

전공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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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열 : 항공보안경호학부, 사회체육학과, 멀티미디어학과

●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에 의한 졸업
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주 전공 외에 다른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교과를 복수전

●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 1전공 이수자에 대해 복수전공 이수여부 판정 가능
– 2전공(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
– 졸업장에 제1전공과 다전공을 병기 표현

● 졸업자격인증제
– 졸업학점과 졸업종합시험 외에 본교에서 지정하는 대학 핵심역량지수를 충족해야

● 조기졸업
– 계절학기를 제외한 7학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매학기 4.2 이상인
자로서 졸업종합시험(논문)에 합격한 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로 이수한 학점은 조기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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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졸업이 가능함

3. 등록 및 수강신청
■

등록
–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처리 됩니다.

■

수강신청

– 수강 신청은 학업 이수 및 성적처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학과별 강의시간표에 의해서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합
니다.
– 신청기간 : 매학기 지정기간
– 수강신청 학점 범위 :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22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F 또는 U등급이 없는 평점평균 4.0 이상인자
는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재수강 안내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C+이하의 교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하여 성적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 한 학기 6학점까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30학점까지 제한
• 성적은 최대 A 학점까지 취득 가능(A+은 받을 수 없음), 이미 이수한 성적은 무효
로 처리
• 동일 과목의 재수강은 3회에 한하나, 재수강하여 F 학점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 함
– 군 복무 중 학점이수 : 군 복무 중 인터넷 전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 이수 가능합니
다.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최대 12학점까지 가능)
– 1학년 1학기는 배정된 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 처리되오니 개인별 수업시간표 조회를
이용하여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 수강 신청 방법
• 강의시간표 및 수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소속학부(과) 학반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확인합니다.
• 강의시간표를 참조하여 수강신청 할 대상 교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 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정보 → 수강 신청관리 → 수강 신청변경)
• 각 교과목은 최대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으며 최저 수강 신청인원이 미달될 경우
강좌가 폐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종 수강신청내역은 통합정보시스템 개인시간표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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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시별 수업시간
학습구분

월〜금

주간

야간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제1교시

09:30 〜 10:20

제11교시

18:00 〜 18:50

제2교시

10:30 〜 11:20

제12교시

18:55 〜 19:45

제3교시

11:30 〜 12:20

제13교시

19:50 〜 20:40

제4교시

12:30 〜 13:20

제14교시

20:45 〜 21:35

제5교시

13:30 〜 14:20

제15교시

21:40 〜 22:30

제6교시

14:30 〜 15:20

제7교시

15:30 〜 16:20

제8교시

16:3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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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5. 시험 및 성적처리
– 각 교과목의 평가는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추가시험으로 구분합니다.
– 학생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1/3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교과목의 학점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되 강좌유형(지식습득형, 경험학습형,
복합지식습득형, 문제해결형, 혁신형, 현장경험형, 가상학습형 등)에 따라 기본항목(출
석, 정기평가), 선택항목(교수평가/상호평가), 현장전문가평가, 온라인콘텐츠, 기타 등의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된 성적에 따른 등급 부여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절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상대평가시 학업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의 분반에
한해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공동상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등급에 대한 성적의 배점 및 평점 기준은 아래표(40p)와 같이 분류하며, D등급 이상
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합니다.
– 성적등급 및 평점부여가 적정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인정 Satis/Factory(S), 미
인정 Unsatisfactory(U)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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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으며, 성적은 F(과목낙제)로 처리합니다.

– 이수한 교과목은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성적은 무효로 합니다.
–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합니다.
등급

점수

평점

95 ~100
90 ~ 94

4.5
4.0

85 ~ 89
80 ~ 84

3.5
3.0

C+
C

75 ~ 79
70 ~ 74

2.5
2.0

D+
D

65 ~ 69
60 ~ 64

1.5
1.0

F

0 ~ 59

0

A+
A

분포
0 ~ 30%
(교양0~25%)
70%

B+
B

-

6. 강의평가
– 강의평가는 학생이 한 학기동안 수강한 전 강좌에 대하여 매학기 2회(학기중, 학기말)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수업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서는 각종 학사정
보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7. 계절학기
– 계절학기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 개설은 계절학기 개시일 전에 개설교과 및 학점,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8. 교육과정의 구성 및 이수안내
– 우리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선택과목로 구분하고, 전공 및 교양
과목의 교과목 세부 구분은 교과 과정에 따르며, 타과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
택으로 인정됩니다.
– 교양교과목은 핵심교양, 배분교양, 일반교양 합하여 4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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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

구분
대영역
대학기초

핵심교양
(20학점)

사고력

최소이수
학점

이수구분

세부영역
Text Literacy
Global Literacy

필수

비판적사고

선택
필수

창의적사고

4

필수

컴퓨팅사고

4
4
6

나와공동체
경운人

실천적지성인

학문탐색

Ԭ
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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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필수

2
2

선택
필수

8

선택

8

선택

4



배분교양
(16학점)

2
2

대학특성화
인문학

ⴵ
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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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과건강

일반교양
(4학점)

미래설계

미이수시
배분교양으로
보충

사회친화적활동

교양최소이수학점(4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글로벌어학연수

– 전공과목은 Design Thinking,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아래표와 같다.
졸업학점

120학점
(예체능계열)

130학점
(일반학과)

140학점
(간호학과)

전공선택

20

24

38

전공필수

16

16

20

전공기초

12

12

12

Design Thinking

6

6

-

전공구분

예체능계열 : 항공보안경호학부, 사회체육학과, 멀티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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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기숙대학)
경험교양
(일반선택)

– 모든 학생은 재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합니다.
단,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복학생(재입학생)에게는 재학 및 복학당시 학기 이후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해당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 및 전공과목의 모든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9.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
– 본교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합니다.

■

지원자격

–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합니다.(단, 편입생은 본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합니다.)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이미 이수한 학기의 누계 취득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으로 합니다.

■

수강신청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 서류를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 수강 신청자는 한 학기에 1개 대학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등록

–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계절학기는 수학대학교에 등록금(수강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적평가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

국내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 대학

- 용인대학교

- 경북대학교

- 한서대학교

- 대구대학교

- 경일대학교

- 가야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동양대학교

- 계명대학교

- 한동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경주대학교
40

10. 특별학점에 관한 안내
–“특별학점”이라 함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특별학점에 관한규정”이
정하는 특별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말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특별학점
• 어학연수 특별학점
• 도전강좌 특별학점

Ԭ
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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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학점 인정학점 및 인정요건
인정과목

어학연수

1학점이내

학기당
3학점이내

도전

학기당

강좌

3학점이내

이론수업 2시간이상 이수하고, 30시간
(1일5시간이내 인정)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
해외 및 우리대학에서 어학연수를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이상 이수 후
공고 기간에 신청
경험교양(도전강좌) 활동계획서 제출
및 선정과정을 거쳐 30시간 이상 이수
후 공고 기간에 신청

비고
재학중
2학점

재학중
6학점

재학중
6학점

특별학점 인정 및 유의사항

– 특별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된 학점은 평점평균 환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됩
니다.
– 성적평가 인정시 Satisfactory(S)로 표기 되며, 미인정시 Unsatisfactory(U) 로 표기합
니다.
– 특별학점 신청 가능한 시기는 인정과목 이수 후 재학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회봉사활동은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휴학기간 및 이미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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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당

인정요건



사회봉사Ⅰ,Ⅱ

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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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안내
■

입학장학금 ※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장학종류

수혜기준

벽강장학

수능등급의
합 5이내

숭선장학

수능등급의 합 7이내
단,항공운항학과6이내

수혜내용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입학금 포함)
도서비 4년간
1,200 만원
4년간
수업료전액면제
(입학금미포함)

비고

수능 4개영역
[국, 영, 수, 탐
(상위1과목)]반영

수능등급의합12이내
단,항공운항학과7이내,
항공기계공학과11이내
간호학과11이내

성적우수
장 학

입학성적
우수장학

4년간
수업료 50% 면제
학생부과목별내신
석차등급합14이내

우리대학 내신성적
반영 기준
수능 3개영역(국,영,
수) 중 1개 영역 해당
기준에 충족한 자
(국어, 수학 : 3등급, 영
어 : 2등급 이내)
항공운항학과 제외
(수시만 해당)

※ 유지조건 :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점 이상
장학명
프라임희망장학

프라임인력양성장학

장학명
라이프희망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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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준

본교 장학 사정지침에
따라 별도
장학기준 적용

수혜기준

수혜내용
입학학기 수업료
전액면제
입학학기, 수업료
100만원 면제

수혜내용

비고
항공공과대학, 항공
서비스대학 해당
(단, 항공운항학과
별도장학 적용)

비고

본교 장학 사정지침에 따 본교 장학 사정지침에 유지조건: 재학 중 직전
라 별도 장학기준 적용
따른 일정금액
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장학명

수혜기준

수혜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특성화장학

항공교통물류학과
합격자

입학년도 (1년간)
수험료 전액 면제

유지조건: 재학 중 직전
학기 평균평점 2.0이상

장학명

항공조종
인력양성
장학

수혜기준

수혜내용

비고

수능 4개영역 중
영어영역 포함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4년간 수업료
30%면제

수능 4개 영역
[국, 영, 수, 탐(상위1
과목)반영
항공운항학과 해당

수업료 50% 면제

수능 등급의 합
18등급 이내

수업료 30% 면제

국제, 전국대회 경기
입상 실적 3위 이상
입상자

4년간 수업료
50% 면제

본교 장학 사정지침에
따라 별도 장학기준
적용

입학학기
100만원 면제

장교인력
양성장학
인력양성
장학
체육실적
전형장학

간호보건
인력양성
장학
사회안전
인력양성
장학

수능 4개 영역[국,
영, 수, 탐(상위1과
목)반영
군 가산 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구, 군
장학생)로 선발 학기
까지 지원
군사학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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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급의 합
18등급 이내


ⴵ
ᢹ
⸸
⮔

항공보안경호학부
해당
유지조건 :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 평점
2.5점 이상

About I Campus Life

※ 유지조건 : 재학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점 이상
장학명

수혜기준

수혜내용

비고

복지장학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면제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2분위
재학생
(당해학기 1학기만
적용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재단 승인에 따른
수혜자에 한함

장학명

수혜기준

국가장학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승인 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국가장학 Ⅱ유형

우리대학교 대학자체 선발가준에 따라 지급방안에 의거
차등지급

지방인재장학

입학성적이 우수한 비수도권 고교출신으로 지방대학 신입
생을 선발하여 지원

국가근로장학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으로 근로에 따른 장학금 지원

비고

한국장학
재단국가
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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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금

● 우수장학금
장학명

수혜내용

수혜기준

성적우수 장학

수업료범위 내
차등지급

소속학부(과) 학년별 성적 상위자를 학부(과)
추천을 받아 선발

글로벌 장학

일정금액

글로벌 인재양성과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 장학생을 선발

입상품격별
차등 지급

우리대학교 운동부 소속학생으로서 체육관
련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국가와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을 선정
※ 직전학기 평점 2.5이상(단, 신·편입생 성적기
준 없음)

수혜내용

수혜기준

수업료 30%

면학의욕이 높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선
발시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5분위에
해당하는 자 직전학기 3.0 이상인 자를 학부
(과)장이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
※학과별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인원을 결정

수업료 1/3면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심하지 않는 장애인 (구)장애등급 4~6등급
※장애증명서 확인자 및 직전학기 평점 1.5
이상

각 50만원

우리대학교 2명이상 재학 중인 형제, 자매,
남매 및 2촌 이내의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부부를 대상으로 당해학기 재학생
※수업일수 1/3경과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함
※교내장학금 기수혜자는 이중수해불가

체육실적
우수장학

● 복지장학금
장학명

면학장학

장애학생장학

가족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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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수혜내용

수혜기준

보훈장학

수업료전액/ 수업료
50% 면제

교육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배후자) 및
그 자녀에게 신청에 의거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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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점 3.5이상
※ 2학년 이상인 경우 TOPIK 4급이상 충족 필수

수업료 30%

교직원복지장학

정규학기내
수업료 50% 면제

본교 5년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 및 직
계 자녀를 선발하며, 2019학년 2학기부터는
퇴직 교직원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제외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단, 신·편입
생은 성적기준 없음

장학명

수혜내용

수혜기준

창업육성장학

일정금액

창업정신을 고취하는 벤쳐동아리 또는 창업
을 희망하는 학생(단체)의 능력을 평가하여
장학금을 지급

일정금액

비행훈련을 목적으로 비행실습 입관학생 대
상이며 학과추천을 받은 학생
※ 3학년부터 지급하여 총지급액은 4회(또
는 2회)에 분할하여 지급

일정금액

마일리지 활동 입력 기간 내 입력 및 신청을
완료하여 누적된 장학 마일리지 점수를 KWCDP에서 확인받아 누적된 마일리지를 1마
일리지 단위로 장학금을 지급
※「경운대학교 마일리지장학금 운영지침」
에따라 시행



외국인 장학

● 건학이념장학금

마일리지장학

About I Campus Life

운항실습
특별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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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장학금
장학명

수혜내용

수혜기준

학생회 임원 장학

일정금액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회 운영에 기여
한 공이 인정 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총학생회 및 대위원회 임원, 학회장, 동아
리연합회장

봉사장학

일정금액

부속기관은 대학미디어센터 소속 학생 구성
원으로 부속기관별 5명이내 담당교수와 추
천을 받은 학생

홍보장학

일정금액

교내·외 각종 우리대학교 행사참여 및 입시
설명회 참석, 우리대학교 알리미 홍보를 위
해 학생 홍보단으로 선발되어 홍보활동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생활관
자치회장학

일정금액

생활관 자치회위원으로 운영업무 및 기타 생
활관업무에 봉사하는 학생으로 생활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교내근로장학

근로
지침에 의하여 지급

교내에서 일정기간 근로하여 장학금을 지급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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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

● 시설 및 지자체 장학금
국가기관, 공공단체, 외부의 장학법인 단체, 개인이 제공하는 장학금
지정장학금 : 장학기관이 미리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지급.
추천장학금 : 장학기관이 총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지급.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동일 문화재단 장학금, 대구은행재단 장학금, 한국투자신탁 장학
금, 대한전기협회 장학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
국투자신탁장학, 포항시장학회 장학금, 대한전기협회 장학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삼일문화 장학금, 실라장학금, TBC문화 장



학금, 삼일문화장학, 영풍문화장학재단장학, TBC문화재단장학, 문양문화재단장학,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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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금, 문양문화재단 장학금, 삼승장학회 장학금, 구미발전협의회 장학금, 영풍문화재단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쌍용곰두리 장학금, 해군장학금, 공군장학금, 육군장
학금, 대구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KT장학금, (주)동방 장학금,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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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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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자격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학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자녀
– 경운대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
– 행실이 바른 학생으로 학내 근로를 원하는 자
– 수혜 요건이 지정된 경우 그 요건에 적합한 자
–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격상실
–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 휴학, 자퇴,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 된 자
– 장학금 수혜 임무의 사퇴자
– 기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 중지가 결정된 자

● 장학금 수혜기간 :
– 장학금의 수혜는 재학 중 통산하여 8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편입학한 자는 정
상적인 잔여 이수학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시행부서에서 총장 승인을 득한 경
우 수혜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 사유가 발생한 당해 학기로 합니다.
– 수혜자격 미달로 인한 미 수혜학기는 통산 지급횟수에 포함합니다.

● 이중지급금지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① 장학금 수혜 후 의무가 따르는 봉사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
②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외부지정 기탁 장학금을 받은 자
– 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수혜한 자가 유리한 장학으로 추가선정 된 경우 기준 수령
장학금은 반환한다.
단, 장학학생 편의를 위하여 기 수혜장학금과의 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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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콜센터 1599-2000)의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
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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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 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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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상환

● 신청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
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평생학습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
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선취업 후진
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을 제외한 신청
자격 모두 충족 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100점 만
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기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
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구간(분위) 기준
– 8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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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만 45세 이하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재학 중인 학생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소득구간(분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등록(예
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실행 가능

●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
간①과 상환기간②으로 구성
①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②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시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신청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
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55세 초과~만60세 미만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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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기 학생, 대학원생, 장애우의 경우 이수학점 기
준 적용 제외

● 소득구간(분위) 기준
– 9구간(분위) 이상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 중 소득구간(분위) 이외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등록(예정)대학 등록
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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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신용제한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
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졸업 후 2년 뒤부터 상환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

● 대출금리
– 무이자

●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
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융자기간 및 상환
– 졸업 후 2년 거치 후, 한 학기 분을 1년 이내 분할 상환(월별 균등 상환)
※ 상환관련 상세 안내는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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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
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성적기준
– 성적 :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선정기준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6개월(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
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 융자제한 대상자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연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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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무보유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8조제3항 및 제4
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단,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자


ⴵ
ᢹ
⸸
⮔
ⴵᓑ
ᢹ↜
Ә



● 중복지원 제한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은 제외
– 학자금 대출은 한 기관에서만 가능
–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대출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여부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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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복지시설 현황
– 우리 대학은 교내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생복지시
설을 구비하고 있으며,“복지시설운영 및 관리규정”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
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일반적 학생활동 지원시설(창의아이디어실, 총학생회실, 동아리실, 보건
실, 방송국, 신문사 등), 학생편의시설(학생식당, 카페, 휴게실, 서점, 은행 등), 교육지
원시설(자율독서실, 시청각실, 스터디룸 등)과 문화 및 체육시설(문화센터, 야외공연
장, 헬스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 등의 학생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학생복지시설 분류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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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비고

창의아이디어실

1

2호관

총학생회실

1

총학생회실(10호관)

대의원회의실

1

10호관

학과(부)학생회실

23

23개학과(부)

동아리실

17

C.C.C, RCY, Free Soccer 등

보건실

1

Admin Center

방송국

1

8-507

신문사

1

11-509

학생식당

3

2호관학생식당(250석) 등

학생카페

3

얼 카페테리어, 그라찌에 카페 등

휴게실(실내)

2

8호관, 11호관

휴게실(실외)

6

2호관, 6호관(2), 8호관(2), 10호관

편의점 및 매점

3

2호관, 복지1관, 13호관, 글로벌관

학생버스승강장

1

복지3관

구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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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0호관

은행

1

복지1관

학생세탁실

7

생활관 7곳

샤워실

7

9호관, 10호관, 13호관, 체육관

ATM기기

3

복지1관, Admin Center, 생활관

증명서발급기

1

Admin Center

자동판매점

7

자동판매기

자율독서실

2

도서관, 8호관

복사실

1

도서관

시청각실

1

교육관

전자정보검색실

2

도서관, 교육관 1층

교수학습지원센터

1

2-111

문화센터

1

벽강아트센터

야외공연장

1

미네르바광장

헬스장

3

글로벌관, 9호관, 13호관

골프장

1

10호관

농구장

4

체육관, 체육관앞, 생활관A&C동

테니스장

1

생활관

축구장

1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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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시설물 사용 방법

● 학생들이 교내 시설물을 사용할 때
신청서 작성

▶

담당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승인

▶

학생진로개발
처장 승인

▶

운동장 사용

● 신청서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 → 복지 →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교내 홍보게시물 부착

– 학생들이 교내에 각종 현수막,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사계획서 등 관
련서류를 구비하여 필히 학생진로개발처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
합니다.

4. 신·편입생 학생증 발급절차
신·편입생의 학생증발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유의하여 학생증발급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개인정보 동의하기
1.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적정보 → 학생증신청 → 신청하기 클릭 → 동의여
부에‘예(Y)’클릭
2. 통합정보시스템은 학교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3.통합정보시스템 (ID : 학번, PW : 000000000)

■

2단계) 대구은행 경운대점 및 타 대구은행점에서 학생증발급신청서 작성

– 준비물 : 사진3*4 1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학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확인서 복사본 제출가능
•그 외 운전면허증, 여권사본도 가능함
•대구은행 경운대점을 제외한 타 대구은행점은 준비물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지점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3단계) 학생증 수령

– 대구은행 카드사업부 발급(2-4주 소요)→ 대구은행 경운대점→ 학생진로개발처
sms안내 → 학생진로개발처에서 수령(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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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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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인터넷증명발급 접속 신규사용자등록(본인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 결재)

● 방문발급
– 본교 교무처 및 교육관 1층 발급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

● 우편민원발급
–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발급

5. 보건실 및 학교보상보험
● 개요
– 보건실은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복지 증진책의 일환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습
니다. 주 업무는 응급처치, 투약, 건강 상담이며 다양한 의약품과 보건기구 및 안정
을 위한 침상이 구비되어 있고, 각종 학교행사 때에는 약품수급 및 예방적 조치의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용사항
– 일반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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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행정관청(시·도, 군·구, 읍·면·동) 민원실 신청발급(1시간 이내 발급)

– 투약 및 외상 응급처치
– 안정 및 상담
– 보건의료기구(혈압기, 체온계, 체중계 등) 이용

● 보건실 이용시간
– 월〜금 09:00〜17:30(경우에 따라 이용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실 위치
– all set admin center 1층, TEL: (054) 479~1033

● 학교보상보험 안내
– 대상 : 교내, 교육관,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
– 치료비 청구방법 :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청구
• 보험금청구서, 사고발생경위서(보험사 양식)
• 보험금 신청 사고확인서(학교양식)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진단서는 100만원 이상 청구 시)
• 진료비청구명세서 및 영수증
• 범용정보동의서
• 재학증명서
– 구비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사행정서비스센터 ▶ 관련서식 ▶ 학교보상보험양식
※ 공제금액 발생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공제금액 10만원)
※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6. 장애학생지원센터
■

개요
– 장애학생지원센터는‘도덕정신 함양’의 건학이념과‘진리·창조·인덕’의 교육이
념을 바탕으로 경운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수집단학생들의 종합적인 학습권을 보장
하고 실질적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0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소수
집단학생의지원을 위해 이동기자재 대여, 학습 및 보조공학 기자재 대여, 도우미 지
원, 장학금 지원, 대학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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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어울림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월~금 오전9:00부터 오후
17:30까지 장애학생을 위해 열린 공간입니다.

■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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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자재
–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행기

알루미늄클러치
(대, 중, 소)

알루미늄휠체어

전동휠체어

● 학습 및 보조공학 기자재
– 장애학생의 수업과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독서확대기

노트북

휠체어용 책상

About I Campus Life

손가락지지용
타이핑막대

매직톡
딥보이스

※ 장애학생은 누구나 필요한 기기대여 및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이용 가능합니다.

● 도우미 지원
– 매학기 도우미 지원신청을 받아 매월(학기 중) 도우미 지원금을 지급 장애학생의 수
업보조 및 강의실 이동지원, 교내시설 이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우미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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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지원
– 장애학생들의 성적기준 완화 및 입학장학, 복지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을 장애학생들
에게 우선배정하고 있음.

● 상담·진로 및 취업지원
– 장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취업, 학업 및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체제를 구축하
고 있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장애학생의 지속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과 상담기관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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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상담센터
■

설치목적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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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센터는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다양한 Workshop과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
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나아가 자아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벽강중앙도서관 5층 503호 학생생활상담센터 / 054)479-4176

■

이용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요업무

About I Campus Life
63

■

세부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심리검사를 통해 심리적 적응상담, 성격, 적성 등을
측정·평거 후 해석상담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기이
해와 성찰을 도움으로써 대학생활의 적응과 개인의
성숙을 도움

성격

MBTI 성격유형검사, TCI 기질 및 성
격검사, CST 성격강점검사, 에니어
그램 성격검사, NEO성격검사

정서/행동

MMPI-2 다면적 인성 검사, PAI 성
격평가질문지, TAT주제통각검사,
Rorschach Inkblot Test(로샤검
사),BGT(벤더-게슈탈트검사), HTP
그림검사, SCT 문장완성검사

학습/인지

SLT 자기조절검사, MST 학습동기
유형검사, K-WAIS-Ⅳ지능검사

진로

Holland 진로적성탐색검사, MCI 다면
적진로탐색검사, CTI 진로사고검사

스트레스

옴니핏 Mind Care(ICT 기기로 신체
및 두뇌 스트레스 측정)

개인
심리검사

심리검사

신입생
인성검사

심리상태 파악 및 자기이해를 통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지도교수상담 및 개인심리상
담 기초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찾아가는
심리검사

학과 및 생활관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맞
춤형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적성 및 진로선택의 동기를 부여 및 기회를 제공

집단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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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 및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치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심리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

개인
심리상담

질환군 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상담

학생생활센터 내방이 어려운 재학생들에게 학과
요청에 따라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자기이해 및 심리적 건강증진 제고

집단원의 공통된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개발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안
정, 부적응적인 행동수정,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통해 자기계발 및 가치관을 재조명하여 적응력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발표불
안 극복 프로그램
•인성 함양 프로그램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 대인관계 존중 프로
그램, 명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천적 인성역량
강화 및 긍정적 정서 배양
•정서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통합적 예술치료 프로그램, 마음챙김명상
(MBSR), 마음챙김-자비명상(MLCP)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소
진 예방 및 관리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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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의 정
신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지
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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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및 정신

•개인심리상담
성격, 정서(우울, 불안, 소외등), 대인관계, 가족관
계, 이성 관계 및 성(性), 행동 및 습관(주의집중곤
란, 강박적행동 등), 학교적응, 스트레스, 적성 및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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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프로그램
친친상담
프로그램

내용
친친상담자(또래상담자)를 양성하여 부적응 학생
의 조기발견 및 문제해결을 조력함으로써 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

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경운인성·

조사 및

대학생활소진 설문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과 적응 정
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리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신입생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의식조사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대학생활
실태조사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심리상담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중도이탈
분석조사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생의 기초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중도이탈 예방 대책 마련

편입생 요구조사

편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
만족도 및 어려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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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통한 교내 건
강한 성문화 확립

구분

내용

해석워크숍

집단심리검사 실시 후 단체 해석 워크숍을 통하
여 많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해석상담 제공

폭력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을 위하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교내 인권문화 확립
•특강 및 캠페인 실시

자살 예방교육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전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자살예방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Workshop &
특강

지도교수 심리상담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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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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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 간의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지도교수
심리상담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About I 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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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봉사지원센터
■

설립목적

– 우리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고 대학에서 갈고 닦은 인성을 사회에
베풀어 실천하는 봉사자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

위치

– All set Admin Center-108호(사회봉사지원센터)

■

주요 업무

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개요
• 사회봉사는 경운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하게 되어 있다. 이론교육 2시간 및
봉사활동 30시간 이상(1365,VMS,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프로그램, 우리대학교
의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등록기관에서 교내·외 공공기관 및 기타 사회봉사
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1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 교과목 운영방식
•담당교수 배정 및 학점부여(학점은 U/S로 평가)
•개설은 1학기, 2학기에 각각‘사회봉사 1, 2’로 구분하여 개설합니다.

● 재학 중 2학점 까지 이수 가능
교과명

학점구분

이수구분

성적

대상

사회봉사1, 2

2학점

선택

U/S

1 ~ 4학년

● 교과목 이수 절차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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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초>
이론교육
참 석
(2시간)

▶

<학기 중>
봉사활동수행
(VMS, 1365,
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프로그램
등록기관)

▶

<학기 말>
사회봉사학점
인정신청서
및
봉사실적
제출

▶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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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방법
우리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관리

▶

조회조건
대학/기초교양
학부

▶

조회

▶

사회봉사
1,2과목
수강신청

나 봉사활동 인정 및 봉사시간 부여 업무
● 봉사유형별 봉사시간 인정 절차
– 개인봉사 시간인정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개인봉사신청서작성-승인(사회봉사지원
센터 온라인상 승인)-봉사실시-결과보고서작성-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서명)+

– 학과봉사 인정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학과봉사 신청(대표학생)-봉사실시-결과보고



봉사인증서류 출력물(VMS,1365 발행인증서만 가능)-제출(사회봉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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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작성(봉사사진첨부)-신청서및결과보고서(대표학생및지도교수서명)+완료자명
단 및 경비정산 영수증(경비사용 시) 출력 - 제출(사회봉사지원센터)

● 봉사 수행 인정기관(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은 학점인정 불가)
– VMS 자원봉사 포털: http://www.vms.or.kr
– 1365 자원봉사 포털 : http://www.1365.go.kr
– 사회봉사지원센터 : 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프로그램/우리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 봉사활동 인정시간 활용
– 졸업인증 봉사영역(15시간)충족여부 결정, 우수봉사 학생 선발 신청자격부여(학기
별 개인봉사 25시간이상),사회봉사과목 이수 결정(학기당 30시간이상)
– 취업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

● 장학 및 특전
– 학년 말 우수봉사활동 학생을 선발하여 포상 및 봉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 봉사
활동 기회 우선 부여받습니다.
– 취업 및 유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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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다 . 우수봉사 학생선발 및 포상 업무
– 학기별로 1회(연2회) 학기내에 실시한 개인봉사 인정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상장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업무

라. 교내 사회봉사활동 주관
마. 비교과 영역‘We Me Campus’
(자유학기제 대학생봉사단 / 교내·
외 사회봉사활동) 업무 주관
바.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 개요
–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요구 시 봉사인증서 발행
– 학생 개인이 재학 기간 중 실천한 각종 봉사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
– 여러 봉사 기관 확인서를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사. 국내·외 봉사활동프로그램 지원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원 선발 (하계, 동계 단기해외 봉사활동)
– 교육봉사 (컴퓨터,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봉사활동
– 문화교류 (문화공연, 전통춤배우기, 체육대회, 태권도, 한국무용공연등) 봉사활동
– 노력봉사 (마을입구도로 복구, 벽화그리기, 교실, 기숙사환경미화등) 봉사활동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 활동팀 추천
–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주민건강 및 복지서비스 확대,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등을
실시함
– 노력봉사 (마을입구도로 복구, 벽화그리기, 교실, 기숙사환경미화등) 봉사활동
– 매년 우리대학교 1~2개의 동아리팀이 선정되어 활동함

아. 교내 헌혈행사 주관
– 학기별 2회(연 4회)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협조로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헌혈행사를 진행함

■

연락처
– 문 의 처 : 사회봉사지원센터(Tel 054-47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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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생생활관
■

목적
–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은 거주 학생의 학업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생활 주거공간을 공동체 교육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숙형 교육프로그램 KWRC(Residential College)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숙 문화형성을 위한 학생생활
관 규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한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내
냉·난방시설

복지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A동

중앙제어식 /
중앙집중 축열식

2인실, 3인실, 외부농구대, 열람실, 당구장,
탁구장, 세탁기, 건조기, 식음료자판기

C동

중앙집중
심야축열식

4인실, 행정실, 열람실, 택배실, 외부농구대,
세탁기, 건조기, 식음료자판기

E동

개별식
바닥난방

2인실, 식당, 세탁기, 건조기, 식음료자판기,
KW-RC강의실, 자치회의실 열람실, 게스트룸

B동

심야
축열식

4인실, 열람실, 세탁기, 건조기,
식음료자판기, KW-RC강의실

D동

중앙집중
심야바닥난방

2인실, 열람실, 세탁기, 건조기,
식음료자판기, 각층 휴게실

여학생

KW-RC행정실 및 강의실, PC실, 피트니스센터,
편의점, 공용프린트, 게스트룸

글로벌관

※ 호실내 구성비품 : 책상, 의자, 옷장, 침대, 책꽂이, 서랍장, LAN포트

■

편의시설

세탁실

열람실

식당

당구·탁구장

GS편의점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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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사용안내
부대시설

금액

사용시간

사용방법

고장시 연락처

세탁기 및
건조기

1,000원
(1회)

07:00~
22:30

세탁실에 비치된 카드판매기
에서 카드구입 후 사용

031-970-6730

공용프린트기

장 50원(흑백)
장100원(컬러)

08:00~
22:30

체크카드, 신용카드 결재

10:00~
22:00

신용카드 및 기타결재방법

GS편의점

■

편의점 문의

RC(Residential College)안내

영역

WeLive
(공동체인성)

•We-Me RC 문
화제
•We-Me 인성예
C-RC
절 교육
•지역연계 사회
봉사

WeStudy
(기초학습)

FlyMeUp
(진로교육)
•팀윅과 리더쉽 찾기/ 토론을
통한 복합적 문제해결
•NO1 매너라이프

•토크콘서트, 독서토론
•RC튜러링(학습)

•주도적인학습 포트폴리오 작성법/ 문해능력향
•소그룹활동(RA)
•나의꿈 나의 미래 커리어 로
상기법(시사/경제)
•생활관 거주 선
드맵 설계/스마트한 대학생활
후배 공감, 공
설계
A-RC
•산업체요구 직무분야 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유, 커뮤니케이
•셀프 리더쉽/취업, 면접을 위
(오피스(컴활, ITQ), COS자격증, 한국사능력검
션 활동
한 이미지메이킹
정시험
•RA와 생 활 관
꿀팁 백서
•다양한 전공 신
•기숙사에 거주하는 교수님과 함꼐하는
입생들과 RA선
래시대(분야, 직무)특강
F-RC
배들과 매칭하
•대학생활을 위한 효율적 시간관리
여 생활관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보공유

미

•We-Me Culture
•생활영어(원어민)초급, 중급, 고급회화과정(영
Day
어, 중국어, 일어, 라틴어)
E-RC •음악과 영화를 •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문화기행(예술 역사, 영
통한 문화 예술
화, 음악)
해설

P-RC •RC 월드컵

•항공서비스 예비 직무자 체격, 체력요수 직무
능력 함양 및 신체보호 역량강화
•항공분야 체격, 체력테스트: 항공사별 주요 테
스트 항목반영, 생존수영
•신체보호 : CPR, 응급처치, 무도분야등

※ 신청방법 - 매학기 초 영역별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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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ype 4.0 미래진로
디자인
•셀프 스트레스관리와 진로복
합적 문제해결 스킬

•면접관을 사로잡는 영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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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Residential College)강의실 및 수업

RC강의실

피트니스센터

미래공감특강
(Who are you COVID19 )

ⴵᓑ
ᢹ↜
Ә



실무역량향상(A-RC)
(SW융합_IOT-I스마트팜)

공감공유 커뮤니케이션(A-RC)
(실크스크린)

We-Me RC문화제
(Illumination Festival)

■ 학생생활관 신청자격 및 방법
구분

신입생

1학기
정시등록일~
등록마감일
까지

선발비율
2학기

1학기
수용인원의
70%

6월 경
수용인원의
30%

11월~12월 경

2학기

신청방법

대학홈페이지
재학생 신입생
공지
구분없이 수용
인원 내에서
통합정보시스
100%선발
템 신청

※ 선발여부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개별통보 없음)가능하며, 선발비율은 변경
될 수 있음.

● 신입생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확인
로그인화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력)

신청서 작성

인실 배정 및
수납

필수제출서류
업로드
결핵유무
확인서업로드

배정호실 확인

입관

인실 배정 및
수납

필수제출서류
업로드
결핵유무
확인서업로드

배정호실 확인

입관

● 재학생 신청방법
통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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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신청시기

■ 학생생활관 선발기준
우선선발 기준

선발 기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자녀

·직전학기벌점15점미만인자중평점평균순으로
선발
·동점일경우실점총점,상·벌점학과별점유율순
으로선발
·수용인원초과시구미⇨대구달성군이외대구지
역순으로선발에서제외

자치회활동을 성실히 한 자
직전학기 상점 10점 이상인자

■

학생생활관비 규정
– 중도입관시

■

입관구분

관리비

자치회비

시설보증금

4주 이내

100%

100%

100%

8주 이내

75%

75%

100%

8주 이후

50%

50%

100%

학생생활관비 환불 규정
– 중도퇴관시
퇴관구분

■

관리비

열자치회비

시설보증금

1주이내

90%

90%

100%

1주이후 4주이내

75%

75%

100%

4주이후 8주이내

50%

50%

100%

8주이후 12주이내

25%

25%

100%

12주이후

없음

없음

100%

우편물 및 택배
– 일반우편물은 집배원이 각동 우편함으로 배달.
– 특수우편물(등기/소포/특급우편)은 수취인에게 직접 서명받아야 함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 해야 함.
– 택배는 생활관행정실에서 대리 수령하지 않으며,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됨.

※ 생활관주소 (39160) 경북 구미시 산동읍 강동로 730 경운대학교 생활관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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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생활안내
• 출입안내
[출입등록]
구분

범위

비고

안면인식

A동~E동, 글로벌관

감염증 예방 및 출입통제

지문인식

A동~E동

방범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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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시간
오전 6시

폐문시간

오후 11시

비고



구분
개문시간

• 인원점검
구분

시간

주기

비고

인원점검

오후 1시

매일

오후10시 50분 입사 완료

위생점검

오후11시

주1회

점검전 별도 공지

※ 인원점검은 소방시설법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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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보관실 운영
구분

운영시간

위치

물품보관실

오전 9시~오후7시

학생생활관 C동 205호

비고

※ 학기중 택배는 물품보관실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사용
-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인 랜선을 준비하여, 호실내 랜포터에 연결
하여 사용합니다.
• 상·벌점
-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생활관 생활에 봉사•선행 및 모범이
인정되는 사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점을 부여하고, 생활관내 질서를 위
하여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점과 벌점은 서로 상계하여 차기년도 선발
시 적용이 되며, 상점 10점 이상인자는 우선설발되며, 벌점 퇴사자의 경우 입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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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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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벌점

1

생활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 발생을 시도하는 자

퇴관

2

생활관내에서의 절도 행위를 한 자

퇴관

3

생활관 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나 폭언·폭행을 한 자

퇴관

4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입실하거나 무단 숙박시키는 자

퇴관

5

대리입주자(명의 제공자도 포함)

퇴관

6

생활관비 미납자

퇴관

7

생활관 내 및 호실내에서 흡연 행위를 한 자

퇴관

8

마약도박,폭언,폭행,음주(주류반입)등 생활관내 질서 파괴 행위를 한 자

퇴관

9

무단외박 5회이상자

퇴관

10

동일 내용의 벌점을 5회이상 받은 자

퇴관

11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위험의 인화물질 무단반입 하는 행위

퇴관

12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자, 기타 생활관내의 금지 사항을 실하게 위반하는 자

퇴관

13

출입 통제 시간 (23:00~06:00) 내 출입하는 행위

10

14

사전 허가없이 반입 금지 물품 및 전열기구의 무단 반입 행위
<단, 화재 위험성이 적은 컴퓨터, 스탠드, 헤어드라이어, 소형라디오등 제외>

10

15

직원 및 조교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

10

16

안전 생활 현장지도를 지연하는 행위

10

17

생활관 내·외에 담배꽁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5

18

생활관 자치회가 학생(관생)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행위
<동장,층장등 벌점 부여>

5

19

원본 결핵유무확인서 미제출자 행위(3일기간 경과시 추가벌점)

5

20

네트워크 환경에 유해한 행위(IP 주소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 등)

5

21

퇴관 시 호실 청소 불이행 행위

5

22

생활관내 기물 및 시설물 파괴 행위 (변상 조치)

5

23

호실 내 청결 상태의 불량 행위
<E동2인실, 2인, 3인, 4인 모두 공통 벌점 부과>

5

24

기타 생활관내에서 사감 및 조교 직권으로 벌점 부여

5

25

SNS를 통한 허위사실 및 타인의 동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주는 행위

3

26

배정된 관생 호실의 임의 변경 행위

3

27

생활관내 불필요한 소음,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특히 야간 숙면을 방해하는 행위>

3

28

생활관 출입 시 지정된 출입구 이외의 통행 행위

3

29

타관 출입자 및 출입 행위(무단외박)

3

30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대리외박 작성자)

3

31

생활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불참하거나,
각종 서류 미제출 행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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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영안내
■

예비군대대
– 설립목적 : 학생들의 병무상담 및 예비군 훈련 행정지원
–위

■

치 : All set Admin Center 1층 -107호실

병무 안내

● 병역판정검사
–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전문의로 구성된 병역
하여 병역처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판정검사 전문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연령 등 자질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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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
여 병역판정검사 기일 3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 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전자우편 주소(e-mail)로 발송

About I Campus Life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
– 병역판정검사 일정 : 2022.2.7.~12.7
– 본인선택 신청시기 및 방법 : 2022.1.13부터
– 선택방법 : 병무민원포털 또는 모바일 병무청 앱
• 병역판정검사 과정
– 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대상자 선별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 :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가장 우수 정예자원이 현역으로 선발됨)
1급

2급
현역입영대상

3급

4급

5급

6급

7급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으로 입영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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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군복무로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
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입영연기대상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사법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학교별 제한연령
대학교

고등학교

28세

4년제

5년제

6년제

24세

25세

26세

대학원

의과
(치과, 4학기제 2년 초과
한의과,
수의과)

27세

26세

27세

의·치의
과,
한의·
수의과,
약학과

박사
과정

28세

28세

※ 휴학자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자로 관리됨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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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신청 방법 및 입영일자 결정 절차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다음연도 입영일자’를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당해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현역병 입영신청이 가능
입영
신청
구분

신청대상

2003년
생(19세)

(다음
년도)

2002년
이전생
(20~
27세)

입영
접수 일자
방법 (부대)결
정

비고

•병역판정검사결
과모든 현역입
영 대상자

•모든 입영대상자
※ 제외대상
‘22년 입영대상자
‘02년생
(
고졸자 및
‘22년 졸업예정자,
별도입영대상자,
연기자)

2023
년

•2002년생 고졸
자
및‘21년 졸업예
정자중 입영일 미
결정자

‘22년
3월말
공지
예정

•모든 입영대상
자
※ 제외대상
•23년
입영대상자
(2003년생)

선
착
순

선택한
입영일
자로 즉
시결정
(부대는
전산분
류)

선
착
순

미선택
자는 병
무청에
서 직권
결정
선택한 ‘22년5
(
입영일
월중)
자로 즉
시 결정
(부대는
전산분 별도입
영대상
류)
자중 미
선택자
는 수시
직권 결
정

‘22년
1~4월

2022
년
‘22년
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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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여부 결정 !!
• 입영통지서 :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
- 이메일(나라사랑 및 개인 메일) 및 모바일 통지서
①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년도, 당해연도)을 제출한 사람
② 나라사랑카드 발급시‘통지서 수령 동의’로 나라사랑 전자우편 주소가 부여된
사람
③ 모바일 통지서 수신 동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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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영
2002년
일자
이전생
선택
(20~
27세)
(당해
년도)

접수
기간



2023년
입영일
자
선택

입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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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우편
① 이메일 및 홈페이지 확인 비대상자
② (1단계)이메일 및 모바일앱(병무청) 통지서 미확인자
③ (2단계)상용앱(카톡) 발송 후 미열람자

◈ 현역병 복무기간
군별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복무기간

18개월

20개월

22개월

※ <국방개혁 2.0>을 통해 각 군별로 복무기간 결정

● 예비군 복무
– 예비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전력으로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시 병력동원 소
집되어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충당하게 되며, 이에 대비하여 평시에는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과 신속?완벽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받는 한편, 지역의 주요시설 경비, 무장공비 소멸 등 지역 방위능력 배양을 위한 교
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 예비군 대원 신고
대 상
- 군복무후전역한자로서재학생
- 복학생 및 편입생
- 교직원 : 전역후 8년차 이내자
(현역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 및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자)
국외여행

신고 기간

신고관서

사유 발생후 14일이내

예비군대대

신고제도 없음(2000. 1. 1. 부로 폐지)
따라서별도의출·귀국신고는하지않아도됨.

•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예비군정보클릭 → <예비군 전입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전입신고 완료 → 7일내 개인별(E-mail)로 신고 결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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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학생 예비군(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일반예비군(교직원)
동원 지정자: 28시간(2박3일간)
동미(1~4년차): 32시간(4일간)
동미(5~6년차): 20시간(3일간)

8시간(1일간)

● 대학 군장학생, 예비 장교, 학사(남,여)사관
— 각 군 홈페이지 참조
군별

모집관련(인터넷참조)

육군

http://www.army.mil.kr

해군

http://www.navy.mil.kr

공군

http://www.airforce.mil.kr

해병대

http://www.rokmc.mail.kr

— 홈페이지 및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yebigun.ikw.ac.kr
• 문의처 : 예비군대대(Tel 054-479-1115, Fax 054-479-1157)

비고

ళጒၿႊ൮ጅཐ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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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

목적

— 벽강중앙도서관(http://library.ikw.ac.kr)은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및 연구 활동에 필
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전문화된 도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
도서는 물론 사전, 지도 등의 참고자료, 학술지, 교양지, 학위논문 등의 도서자료와
비도서 자료, 전자 자료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매체를 소장, 보존, 열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의 웹 자원까지 소유의 차원을 넘어 접근의 길을 열어 주는 대학의
지식창조와 연구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e-Book, eLearning, Audio-Book, Web DB 및 전자저널 등 전자 자료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여 종합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현황 (자료기준일 : 2022.02.16.)

● 자료
도서

학위논문

전자책
(오디오북)

비도서
자료

연속
간행물

학술DB/
전자저널

261,534책

46,162책

133,974책

9,456점

291종

25패키지

● 좌석수 및 개방시간
구

분

좌석수

개방시간 (학기 중)

24시간열람실

312석

06:00~23:00

인문학자료실

46석

세미나실 1 2 3

124석

디지털열람실Ⅰ

15석

3층

자료실Ⅰ

184석

4층

자료실Ⅱ

299석

정보검색실

190석

콜로키움문화관

202석

1층

2층

5층
계
84

1,372석

09:00~20:30

09:00~20:30

09:00~18:00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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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및 국/공휴일은 1층 열람실만 개방합니다.
※ 개방 시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및 서비스

.● 자료 대출
— 대출
단, 참고자료(RF), 연속간행물(PR), 학위논문(T), 비도서자료(VD, VT, CD 등) 등은



• 일반 단행본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관외대출이 불가합니다.
• 이용방법 : 데스크에 학생증과 함께 대출받고자하는 자료 제출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학생증 발급될 때까지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 대출 책수 및 기간
구분

단행본

학부생

대학원생

비고

1회 대출
연장 가능

권수

5책

10책

대출기간

2주일

1개월

－ 대출 연장
• 대출받은 도서가 반납예정일을 경과하지 않고 타이용자의 예약이 없는 경우, 1회
·이용방법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My Library』→ 대출 연장/조회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도서 예약
•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해당 자료를 예약하여 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우선순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통합검색 → 대출중인 자료 확인 후 예약신청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반납 및 연체 시 제재
• 대출한 자료는 기한 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연체 시 1책 당 연체일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중지됩니다
제재사항 : 대출중지 일수 = 연체일수 × 연체도서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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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체 및 예약 자료인 경우에는 대출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분실 및 훼손
• 대출도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해야 합니다.
•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능한 자료
·발행년도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 정가의 1.5배
5년 이상일 경우 :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배상
·가격불명 및 비매품인 경우 : 국내도서는 페이지×60원
외국도서는 페이지×150원을 배상
– 희망도서 신청
•학술·연구에 필요한 단행본 자료에 대한 구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My Library』→ 희망도서신청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전자자료 이용
－ 학술DB 및 전자저널
• 국내·외 구독중인 DB 및 전자저널의 원문 및 색인·초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구독 종수
–국 내 ( 3 종 ) : KISS(전 주제분야), 스콜라(전 주제분야), DBpia(전 주제분야)
–국 외 ( 2 2 종 ) : CINAHL with FullText(간호-보건의학 분야), ProQuest Nursing &
Allide Health Source(간호학분야), ScienceDirect(RISS Service)(전 주제분야), PAO
KERIS Collection(문학-철학분야), GVRL KERIS Collection(참고문헌), The Vogue
Archive(미국판 보그지), Education Source(교육학분야), Emerald Specialist
Collection(사회과학분야), Academic Video Online(전 주제분야), De Gruyter ejournal HSS Collection(인문과학분야), Emerald Engineering, Computing &
Technology Collection(공학-기술분야), Music and Dance Online(예술-체육분야),
Oxford University Press Journals Collection(전 주제분야), Wiley Online Library(전
주제분야), Bentham Science Publishers Full Collection(자연과학분야), Brill
Journal Collection(교육학분야), JSTOR Life Sciences Collection(자연과학분야),
Oxford English Dictionary(인문과학분야), O eilly Higher Education(공학-기술분
야), ProQuest eBook Reference Collection(전 주제분야), Web of Science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CPCI)(전 주제분야), IOP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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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Full Collection(공학-기술분야)
• 이용 방법
① 교내 : 도서관홈페이지 →『전자정보검색』→ 학술DB → 국내/국외
② 교외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전자정보검색』→ 학술DB → 국내
※ 국외 자료 교외 이용 불가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E-BOOK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E-Book(전자책) :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PC(홈페이지) 및 스마트기기를 통해 국내
• 이용방법
–웹(PC) 이용시,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전자정보검색』메뉴 → e-Book(전
자책)접속(PC용 전자책 뷰어 설치 필요)
–스마트기기 이용시, 구글플레이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설치(5종)
(YES24 전자도서관, New 교보도서관, 북큐브 내서재, 에피루스 전자책도서관
XDF, 알라딘 전자책)
–설치된 어플 사용 전 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책 사이트에 최초 1회 대출 후, 해당
어플 이용가능(기관회원인증절차임)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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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대출 책수 및 기간
구분

E-Book

책수

(전자책) 대출기간

학부생/대학원생

비고

5책

1회 대출 연장
가능함(5일)

14일

● E-Learning(동영상 강좌)
• 모바일 학습관을 통하여 어학 및 취업관련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전자정보검색』→ e-Learning접속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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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Book
• 이용방법
－ PC) 이용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전자정보검색』→ 오디오북 접속
→ 바로듣기
－ 스마트기기 이용시, 구글플레이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오디언도서관’어플
리케이션 설치(오디언 북에만 해당)
－ 설치된 어플 사용 전 도서관 홈페이지 오디오북 사이트에 최초 1회 대출 후,
스마트폰 사용자 등록 후 해당 어플 이용가능(기관회원인증절차임)
－ 로그인 시 ID는 학번, PW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거나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자료를 협약된 타도서
관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 택배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용방법: RISS(www.riss.kr) 회원가입 후 → 자료 검색 → 복사/대출 신청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벽강중앙도서관 설정 필수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무료 문헌복사 서비스
－ 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공학분야, 환경·에너지, 인문학, 기술과학, 자연과학,
임상의학, 교육·사회·예체능, 농·축산학, 행정·경영·법학 총 10개 주제 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소장자료에 한하여 원문 복사요금에서 우편요금까지 전액 무
료로 논문에 대한 복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RISS(www.riss.kr)
FRIC(www.fric.kr) 회원가입 후, 해외학술지논문 검색 → 원문복사 신청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벽강중앙도서관 설정 필수

● 국회도서관 원문제공 서비스
－ 국회도서관과 원문이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국회도서관이 구축하고 있는 원문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3층 자료실 국회전자도서관 전용검색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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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서관 열람신청
－ 다른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열람신청서를 발급해 주
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 3층 자료실 방문 신청
• 타도서관 방문시 발급된‘열람신청서’와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
• 타도서관 이용시 그 기관의 이용규정 준수

－ 도서관의 자료, 시설,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맞춤교육 및 학



● 도서관 이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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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 구분 : 정기/수시/전문 교육, 개별 및 그룹 진행

● 자료의 복사, 스캐닝, 프린트(컬러/흑백) 서비스
－ 자료실 2, 3층에 설치된 카드 복사기, 프린트,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출
력, 복사하거나 스캐닝 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① 복사카드 구입방식 : 안내데스크에서 현금으로 카드 구입 (3,000원/ 5,000원)
② 스마트큐브 : 신용카드, 페이결제 등 직접 결제 (현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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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함 대여 서비스
－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물함 대여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 시설이용 → 사물함신청하기
• 신청기간 : 매학기 온라인접수
• 이용기간 : 1학기 - 3월 ~ 6월(하계방학 전 반납)
2학기 - 9월 ~ 12월(동계방학 전 반납)
• 문의 : 2층 인문학자료실(479-1082)
• 이용조건 : 사물함 배정 시 예치금(10,000원) 납부, 열쇠 반납시 환불

● 세미나실 이용 서비스
－ 그룹별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자율적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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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공간입니다.
• 2층 인문학세미나실(3실) 운영
• 이용방법 : 2층 인문학자료실 방문 신청

2. 전산정보센터
■

개요
－ 전산정보센터는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학생교육, 교수연구, 전산망을 통한 교내·
외 정보처리, 정보화에 관련되는 산·학·관 협동사업, 전산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소개
● 전산정보센터 소개
－ 전산정보센터는 교육정보화 취지로 1997년 설립, 연구·학술 및 학사행정지원과
첨단정보화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및 한국
교육전산망 등을 기간망으로 활용하여 신 개념의 정보환경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내 전역에 기가비트 캠퍼스 네트워크와 무선랜을 설치, 초고
속,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 공간을 초월한 가상대학 구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재택강의, 나아가 원격강의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산 서비스 안내

● 웹메일 이용 안내
－ 신입생 웹메일 주소 발급 안내
2021년도 신입생들의 웹메일 주소는“학번@ikw.c.kr@ikw.ac.kr로 일괄적으로 자
동 발급됩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웹메일은 초기 비
밀번호는 첫 번째 로그인 후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구글메일과 동일합니다
－ 재학생 웹메일 주소 발급 안내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 후 전산정보센터로 Email이나
팩스로 전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아이디
는“학번@ikw.c.kr@ikw.ac.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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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service@ikw.ac.kr / Fax : 054-479-1069
위치 : 2호관 106호
－ 웹메일 접속 방법
• 웹 메 일 접 속 은 우 리 대 학 홈 페 이 지 http://www.ikw.ac.kr 상 단 에 있 는
“WEBMAIL”메뉴를 클릭하거나 웹 주소“http://mail.ikw.ac.kr”를 바로 입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메일에 로그인 시 아이디에“학번@ikw.ac.kr”같이 메일주소를 모두 써주셔야 합
•웹메일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규정집] → [제3편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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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제1장 일반행정] → [경운대학교 웹메일서비스운영규정]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안내
－ 웹 주소 https://portal.ikw.ac.kr/으로 접속한 후 접속한 후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
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 비밀번호 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용안내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서비스
휴·복학 신청, 다전공 신청, 졸업 관련 자료 확인 등
• 등록정보 :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확인, 계절학기 및 초과·미달 학점 관련
등록 자료 출력, 등록금 분납 신청 등
• 장학정보 : 장학금신청 및 장학 수혜 확인 등
• 수업정보 : 교과과정/개설과목/수업계획서 조회, 수강신청정보, 전체학기수강정
보, 강의평가, 성적공시조회, 계절학기수강신청, 학습구분변경 신청,
어학연수 신청, 사회봉사학점인정 신청 및 사회봉사활동 신청, 교직신
청 및 결과 관리 등
• 기타 : 예비군전입신고, 훈련일정 관리, 생활관 신청 등
• 커뮤니티 : 공지사항(학생용)

● Office 365 Education 학생용 안내
Microsoft 사와 계약을 통해 우리대학의 학생들에게 정품 오피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소유의 PC및 노트북, 모바일 디바이스까지 정품
91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 학적정보 : 전체학기성적조회, 학생정보수정/조회, 학생카드, 예비군전입신고,

오피스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T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OneDrive와 웹 오피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 계정신청 : www.office.com/getOffice365
- office 365 홈페이지 : https://login.microsoftonline.com/

● 전산정보센터 서비스 안내
－ 전산정보센터 서비스 안내
경운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ikw.ac.kr/

전산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ic.ikw.ac.kr/

통합정보시스템

http://haksa.ikw.ac.kr/
(학적, 수업, 성적, 등록, 장학 등 학사 및 행정 지원)

웹메일 서비스

http://mail.ikw.ac.kr/, http://mail.ikw.kr/
(신청서 제출 후 사용 가능, 윗 내용 확인)

무선랜 서비스

스마트 폰 사용시 인터넷 연결
(KT/LG/SK 사용자 모두 사용 가능)

전산정보센터 위치

2호관 106호

전산정보센터 연락처

전화: 054-479-1061~3, 팩스: 054-479-1069

3. 산학융합캠퍼스
■

개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
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 되는 체계 구축하고,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
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에서는 건축 연면적 3,200㎡의 건물에 연구실, 강의실, 실습실, 장비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하여 산업체와 연계된 강좌를 통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산업단지캠퍼스란?
－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인접 지역에 대학의 교육, 연구기능을 이전하여 기업-대학
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기업의 연구역량 및 고용효과 제고
－ 산업단지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R&D-고용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기업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일체화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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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캠퍼스 층별 안내

■

공용장비지원센터-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LINC+)
－ 지역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를 대학이 보유함으로써 기업체들의
연구 개발과 애로사항을 지원
－ 소량 다품종 시제품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극대화
－ 재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층별

실명

7F

종합강의실 / 산학융합R&D /
비즈니스 LAB 1 / 비즈니스 LAB 2 /비즈니스 LAB 3

6F

교수연구실 /산학융합R&D / 소회의실 /
프로젝트 LAB2 / 프로젝트LAB 3 /프로젝트 LAB4

5F

4F

3F



－ 측정결과 분석 및 테스트베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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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공학과 실습실 / 준비실 /
모바일공학과 동아리실 / 프로젝트 LAB 1 /모바일공학과 실습실
컴퓨터공학과 실습실 / 준비실 /
컴퓨터공학과 동아리실 / 컴퓨터공학과 실습실
강의실 / 강의실 / 공용장비실 /
캡스톤디자인실1 / 캡스톤디자인실2
회의실 / 사업단장실 / 행정실 / 세미나실

1F

휴게실 / 공용장비실(전자파인체측정)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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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프로그램

내용

쾌속조형기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장비(3D 프린터)

3차원 측정기

3차원 비접촉식 광학 스캐너로 측정 면적내의 대상 물체를
스캔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D로 표현(3D 스캐너)

전자파인체
흡수율
(SAR)
측정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하는
장비, 경운대학교 SAR시험센터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됨, 시험항목(LTE,WCDMA)추가 신청,
TUV 공인 시험기관 지정

EMC
Scanner

PCB 단계에서 EMC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발 또는
디버깅용으로 사용
다양한 종류의 Probe, XYZ축 자동 스캐닝으로 얻어진 입체적인
측정결과의 표현

열화상
카메라

각종 전기 및 기계설비에서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열된 부분을 즉시 발견할수 있음
SARS, 메르스 등 감염으로 인한 발열 체크를 위해 사용 가능

공용
장비 기지국
시뮬레이터

CMW500 - WCDMA, LTE Signaling을 지원하는
Communication Tester

이동식 3D
컬러스캐너

고품질 지오매트리와 컬러를 동시에 수집가능, 고속 스캐닝을 통한
대량의3D데이터수집,스캔과정에서스캐너와물체둘다이동가능

핸드헬드레이저
3D 스캐너

최대 30m 물체 측정 가능, 광학식 3D 스캐너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형상 측정가능

광대역
스캐너

건물 외부 및 내부, 시설물 스캔데이터 획득
시설물 설계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획득

케이블차폐측정
시스템

차량용 하네스 및 RF Cable 차폐 측정장비

각종SW

역설계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iCAD Plus등
역설계와 2D ⇔ 3D 도면 작업 가능

무선시험 시스템 무선통신기기의 RF 측정을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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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육원
■

설립목적
－ 국제교육원은 외국의 우수대학 및 기관 등과의 교류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단기 교육연수 등 우리 대학 재
학생들의 국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에 위치한 국제기관과 글로벌기
업과의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여 해외취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해외인턴프



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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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대외협력업무
－ 외국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 및 자매결연
－ 국제교류관련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
－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 국외 인사 방문 의전 지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입학 업무 지원
－ 해외 정부초청 장학생 업무 지원
－ 외국인교환학생 유치 업무
－ 외국인학생 민원처리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 해외 어학연수 선발 및 파견 업무 지원
－ 해외 교환학생 선발 및 파견 업무 지원
－ 글로벌인재양성 외국어교육프로그램
－ 짯국제학생 버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외교환교수 및 교환학생 초청, 파견 업무
－ 내·외국인 학생간 교류 및 협력 지원
－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관련 업무
－ 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 외국인 어학연수과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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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인재로 가는 길, 경운대 국제화프로그램

● 외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 파견지역 : 미국 / 캐나다, 유럽, 아시아(일본/중국/필리핀)등
－ 모집시기 : 4월, 10월
－ 파견인원 : 20명 내외

● 글로벌 장학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 파견지역 : 미국/캐나다, 유럽, 아시아(일본/중국/필리핀)등
－ 모집시기 : 3월, 9월
－ 파견인원 : 400 ~ 500명 /년 규모

●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파견지역 : 미국/캐나다, 유럽, 아시아(일본/중국/필리핀)등
－ 모집시기 : 상시모집
－ 모집인원 : 매 학기 50명 내외

■

기타 교내국제화 프로그램

● KWU Buddy 프로그램
－ 모집시기 : 2월, 8월
－ 모집인원 : 외국인 교환학생 수에 따라 상이

● 어학캠프(방학)
－ 모집시기 : 5월, 11월
－ 모집인원 : 매학기 300명 내외

● 외국어능력 향상지원 프로그램(학기중)
－ 모집시기 : 3월, 9월
－ 모집인원 : 매학기 300명 내외

● 국제교류 도우미
－ 모집시기 : 상시모집

● 미디어영어 교육 프로그램
－ 모집시기 : 3월, 9월
－ 모집인원 : 매학기 5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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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매대학

● 영국
－ 본빌대학(Bournville College)
－ 버튼&사우스 더비져대학(Burton and South Derbyshire College)
－ 서섹스 코스트 대학(Sussex Coast College Hastings)
－ 워릭셔 대학(Waraickshire College Group)
－ 캠브릿지 칼리지 (Cambridge Regional College)



● 미국
－ 하와이아시아퍼시픽대학(Asia-Pacific College in Hawaii)
－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AVID 국제공인교육센터(AVID Technology)

● 캐나다
－ 벤쿠버 아일랜드 대학(Vancouver Island University)
－ 캐나다 팬쇼 대학(Fanshawe College, Canada)
－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 대학교 (Simon Fraser University)

● 중국
－ 심양공업대학 Shenyang university of technology
－ 산동공예미술학교(Shandong art & design university)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 요녕문화공예미술학교(Liaoning art & design university)
－ 우전대학 세기학원(Century college BUPT)
－ 장사대학교(Changsha university)
－ 대련대학교(Dalian University)
－ 연변대학교(Yanbian University)
－ 충칭공업직업기술대학(ChongQing Industry Polytechnic College)
－ 허난평정산대학(HeNan PingDingSHan University)

● 일본
－ 명해대학(Meikai university)
－ 벳부대학(Beppu university)

● 말레이시아
－ 메가텍대학(Megatech International College)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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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국립대만체육대학(National taiwan sport university)

● 필리핀
－ 벵게트주립대학(Benguet state university)

● 사우디아라비아
－ 국왕장학생 위탁교육대학(Technical & Vocational Training Corporation)

■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 http://global.ikw.ac.kr
－ 블 로 그 : http://blog.naver.com/kwcia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경운대학교 국제교육원
－ 문 의 처: 국제교육원(☎ 054-479-4058)

5. 대학미디어센터
－ 우리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는 학내 언론기관으로, 학생들이 직접 신문과 방송을 제작합니
다. 대학신문 발간과 교내 방송, 교지발간을 통해 학우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
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외 및 각 분야의 주요 정보를 보도하여 대학 언론
창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정서적으로 풍성한 대학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 대학미디어센터는 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등 3개의 언론기관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경운의 주요 소식을 전하고 열정의 대학문화를 조성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문사는 연 1회에 걸쳐 기획부터 발행까지 경운대 신문사 기자들의 손길에 의해 제작
되고 있습니다. 경운대신문은 종합면, 대학면, 의견면, 특집면, 교육면, 사회면, 문화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대학과 사회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우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교육방송국은 교내 방송을 통하여 우리대학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비롯하여 학술,
문화 등의 소식을 입체적으로 담아 제공하고 또한 음악방송을 운영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교지편집위원회는 매년 출간되는 학교잡지로서 학생들의 문학작품을 비롯한 경
제, 문화, 시사 등 사회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잡지형태로 편집 및 발간하
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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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업보육센터
■

소개
－ 2002년 중소기업청 지정, 2011년 확장건립사업에 선정, 2013년1월 준공(연면적
4,908㎡, 4층건물 40여개 보육실). 확장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최고의 입주공간을 제
공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단계 첨단 중소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업에게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구미지역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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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2002년도 중소기업청 지정사업자인 경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식정보가 기반
이 되는 21C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갖춘 학생·
교직원 예비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들에게 사업장을 비롯한 최적의 창업여건을 지원
하여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업무내용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창업 단계
•입주업체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지원
•창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서비스 지원

•정보화, 실용화 기술지원
•기술개발, 및 엔젤펀드 투자 알선
▼

보육 단계
•정기적인 진단, 지도 및 수시상담 실시
•전담지도교수제 실시
•핵심보육기술 이전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시스템 운영
•초기 사업화 및 경영 멘토링

•애로기술 해결 지원
•영업 및 마케팅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된 지원시스템 운영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
자립 단계

•전문기술, 경영 기법의 지속적인 지원
•기술개발, 운전자금 알선 및 엔젤투자 알선

•졸업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산학협동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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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 사항
－ 위 치 : 창업보육센터 행정실(15호관 111호)
－ 문의처 : 054)479-1146, FAX : 054)472-1139 메일 : Changup@ikw.ac.kr

7. 평생교육원
■

소개
－ 우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바람직
한 인격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조성하고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건설하는데 궁극적
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자아완성과 이상
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교육원은 모든 국민이 언
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에 뜻을 두고 정규 학교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각 계층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성장
을 목표로 합니다.

■

교육과정

● 일반 교육과정
－ 일반교육강좌를 기초로 하는 사회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더욱더 깊이 있는 지식
을 습득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 교양과정
－ 몸을 살리는 필라요가, 기초가 튼튼한 골프, 포토에세이, SNS영상바리스타, 밸런스
워킹, (고급이론)부동산과정, 내몸에맞춤약초과정, 생활속의사진인문학, 핵심스피
치, 전통민화, 공감통기타, 차문화 & 보이차 과정등 교육수요에 부흥하는 과정개설
•자격증과정
－ 심리상담사, 치과병원코디네이터, 미술심리상담사, 타로심리상담사, 치매예방지
도사
－ 그림책가정코칭지도사, 인지향상웰빙건강운동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양성과정 등

100

수강신청
희망학생

▶

강좌문의

상담 및 홍보
(평생교육원)

▶

접수
(평생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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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국가지정교육과정
－ 민간경비교육 과정을 우리대학이 경찰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과정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개인신청, 사업주위탁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사업주위탁교육)
홍보 및
인원모집
(평생교육원)

▶

상담, 일정안내
(평생교육원)

▶

신청서,
계약서 접수
(평생교육원)

▶



민간경비교육일
▶
정공지

교육

● 위탁 교육과정
－ 일반교육강좌 및 국가지정교육과정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등이
의뢰 또는 위탁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홈페이지 (http://edulife.ikw.ac.kr), 2호관 1층 122호
－ 연락처 054)479-1143~4, FAX : 054-479-1149
－ e-mail : ps@ikw.ac.kr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목적
－ 우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직업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기능의 강화
를 통해 지역산업 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현장실무형 인재개발과 종합인력개발체제
로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가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 정책과 지역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한 취업지원체제의 구축과 급변하는
기술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의 양성을 지원합니다. 대학일
자리센터 주도의 취·창업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선도적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으
로 지역의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의 육성,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와 경
쟁력 있는 실무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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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더 나아가 능동적인 현장참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실무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
에 의한 창의력(Creativity by Practice)을 배양함으로써 학문적 지식과 직업적 소양을 갖춘 준비
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

● 진로 및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진로선택의 기회제공과 진로탐색의 방향성 제시
－ 취업－ 창업 관련 특강, 기업/채용/자격증/정책 설명회 등 제공
－ 취업캠프 및 현장견학프로그램, 모의 입사경진대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1:1 전문컨설턴트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상담 제공
－ 정부정책의 청년고용정책설명회 주최 및 청년고용인지도 확립
－ 상담역량이 풍부한 전문컨설턴트가 상주하여 상시 취업정보 및 알선, 동행면접,
입사지원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창업프로그램으로 창업정책안내 및 클라우드 펀딩, 벤처기업 탐방, 창업기술교육
등 다양한 창업교육 제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부속시설물 이용안내
구분

내 용

위치

취업 및 진로상담 상시 실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구직등록 및 입사지원서 클리닉 등
취업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연계 제공
상시적인 동행면접, 취업프로그램 진행

도서관
501호

(1:1 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셀프 모의면접실 운영)
진로 및 취·창업정보 검색용 컴퓨터 설치
항공커리어굿잡존

진로 및 취·창업 준비 스터디 공간
진로 및 취·업정보제공 DID 시스템

도서관
5층

특강을 위한 콜로키움홀(200여석) 강당 운영

■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사업’연계맞춤형취·창업지원서비스제공
－ 대학 내에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는‘대학일자리사업’의 전문민간컨설턴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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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상시로 재학생들에게 채용정보 제공/취업알선/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학 특성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창업준비역량 및 실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다양한 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학 내 취업률 향상과 취업·창업
붐 조성을 상승을 이끌어 재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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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job.ikw.ac.kr), 도서관 5층, 501호
－ 연락처 054)479-1126~8, Fax : 054)479-1125
－ e-mail : happyjob@ikw.ac.kr

9. 취업지원센터
■

취업지원센터 설치 목적
－ 우리대학교 취업지원센터는 학생의 취업지원 스킬 강화를 통해 전공의 전문성 연계
및 강화와 현장에 맞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취업관련 통계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요구

■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업무

● 취업프로그램 운영
－ 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선택의 기회제공과 취업탐색 제시
－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취업경쟁력강화 노력
－ 취업관련 장학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취업률 분석 및 제고도 분석

● 취업 관련 업무
－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안내 상담 및 기업체 채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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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 활용 및 취업프로그램 진행 등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센터 부속시설물 이용안내
－ 취업전문교육실 및 잡 섹션에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이 편하게 찾아와 멀게만 느껴지
는 취업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취업교육 및 취업상담을
연계하는 등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현장에 맞는 현장실무형 인재육성과 전문성과 실효성을 가진 예비취업인
을 양성하기 위해 취업지원ㆍ취업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관련 다양한 정
보를 교환하며, 취업상담코너 등의 활용과 취업관련서적,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한 취
업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구분

내 용

위치

취업검색용 컴퓨터 2대 설치
취업정보열람실

취업지원 서류작성 지원

도서관

취업관련 자료 열람

501호

취업스터디 장소 제공

취업전문교육실

■

취업 및 진로관련 특강실시

운동장

취업스터디 지원 및 상시진로 프로그램 실시

지하

취업지원센터 제공 정보
－ 취업 및 아르바이트 구인업체 및 내용을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자료 제공
－ 취업 관련 각종 서적 및 취업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열람
－ 각종 정기 간행물 열람 (리크루트, 인턴, 시사정보, 각종 일간지, 공모전 등)
－ 각종 취업지원 서류비치 및 채용정보 게시판 게재

■

기타 문의사항
－ 홈페이지(http://job.ikw.ac.kr), 도서관 5층, 501호
－ 연락처 054)479-1126~8, Fax : 054)479-1125
－ e-mail : happyjob@i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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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해연수원
■

소개
－ 우리대학교 동해연수원은 박중광 설립자께서 경운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 사유지를 희사한 것을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경운대학교는 그 뜻을
이어받아 2008년 8월 24일 2년간의 공사 끝에 동해연수원을 완공하였습니다.
공해 궁극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구 및 업무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
성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



동해연수원은 경운대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각종 연수와 심신단련의 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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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 주소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1길 24
－ 문의처 : 054-479-1117~8(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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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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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자인센터
■

소개
－ 디자인 전문 교육 공간이자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기업과 학교와 학생들과 디자인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산업체의 특성과 경운대학교의 이상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
의 디자인개발력을 한충 더 강화하여, 글로벌 마켓에서의 디자인 퀄리티를 확보하고
Global Design Trend를 리드하고자 한다.

■

업무
－ Identity Design(교내 디자인 개선 / 대외 홍보물 디자인 / 이미지 촬영 제작)
－ Design Education(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원)
－ Design Consulting(가족회사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 디자인 인력 취업지원)
－ 구미시 멀티미디어 공모전 주관

■

기타 문의사항
－ 위치: 13호관 6층 613호
－ 문의처 : 054-479-1266~7(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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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설연구소
■

산학융합연구소
－ 산학융합연구소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및 보건 제 분야 등에 관한 융합연구로
기술연구개발 및 연구결과를 제 분야에 적용하여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 첨단기계 및 전자장비의 집합체인 항공기에 대한 정비 또는 조종 및 항공분야의 지
상지원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항공기 엔진 및 전자제어 장치, 기체의 판금수
리작업, 각종 용접수리잡업 및 배관수리작업, 케이블 작업과 같은 기체수리 및 정비
에 대한 연구 및 지상지원 분야의 경우, 항공기 일반, 공항 지상안전과 항공기 운영
및 서비스, 항공운송일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기본 업무이다.

■



항공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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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연구소
－ 군사학의 체계화 및 과학화와 국내 민간부문에서의 연구 활성화 및 관심 제고를 위
한 군사 특성화 대학으로의 육성 발전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향토지역 부대
들과 군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학군 협력을 통해 군사학 연구 분야, 군 지원 분
야, 군사학 운용분야, 기타 군사 분야를 연구하여 국내 민간분야에서의 군사학 발전
선도 및 한국군 국방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진로교육연구소
－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불확실하고 복잡한 정보로 지향된 고도의 기
술사회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자신
이 원하는 목표와 직업에 맞게 능력과 적성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자아 인식
의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가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의 균형 있는 개발과 건전한 사회적
직업윤리 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진로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아실현과 현재를 이해하
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학 진로교육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About I Centers and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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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TOEIC)

－ 한국토익위원회 Tel.(02)2279-0505. www.TOEIC.co.kr
회차

시험일
2022.02.06 (일)

제454회
오전 9시20분
★ 제455
회
★ 제456
회

2022.02.20 (일)
오전 9시20분
2022.02.27 (일)
오전 9시20분
2022.03.13 (일)

제457회
오전 9시20분
2022.03.27 (일)
제458회
오전 9시20분
2022.04.10 (일)
제459회
오전 9시20분
2022.04.30 (토)
제460회
오후 2시20분
2022.05.15 (일)
제461회
오전 9시20분
★ 제462
회

2022.05.29 (일)
오전 9시20분
2022.06.12 (일)

제463회
오전 9시20분
★ 제464
회

2022.06.26 (일)
오전 9시20분
2022.07.10 (일)

제465회
오전 9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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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발표일
2022.02.16 (수)
낮 12시
2022.03.03 (목)
낮 12시
2022.03.14 (월)
낮 12시
2022.03.23 (수)
낮 12시
2022.04.06 (수)
낮 12시
2022.04.20 (수)
낮 12시
2022.05.11 (수)
낮 12시
2022.05.25 (수)
낮 12시
2022.06.09 (목)
낮 12시
2022.06.22 (수)
낮 12시
2022.07.07 (목)
낮 12시
2022.07.20 (수)
낮 12시

인터넷 접수기간
정기접수 : 2021.12.20 (월) 오전 10시~2022.01.24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1.26 (수) 오전 10시~2022.02.03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1.03 (월) 오전 10시~2022.02.07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2.09 (수) 오전 10시~2022.02.17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1.10 (월) 오전 10시~2022.02.14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2.16 (수) 오전 10시~2022.02.24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1.24 (월) 오전 10시~2022.02.28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3.02 (수) 오전 10시~2022.03.10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2.07 (월) 오전 10시~2022.03.14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3.16 (수) 오전 10시~2022.03.24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2.21 (월) 오전 10시~2022.03.28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3.30 (수) 오전 10시~2022.04.07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3.14 (월) 오전 10시~2022.04.18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4.20 (수) 오전 10시~2022.04.27 (수)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3.28 (월) 오전 10시~2022.05.02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5.04 (수) 오전 10시~2022.05.12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4.11 (월) 오전 10시~2022.05.16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5.18 (수) 오전 10시~2022.05.26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4.25 (월) 오전 10시~2022.05.30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6.01 (수) 오전 10시~2022.06.09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5.09 (월) 오전 10시~2022.06.13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6.15 (수) 오전 10시~2022.06.23 (목) 낮 12시
정기접수 : 2022.05.23 (월) 오전 10시~2022.06.27 (월) 오전 10시
특별추가 : 2022.06.29 (수) 오전 10시~2022.07.07 (목) 낮 12시

회차

시험일
2022.07.24 (일)

★ 제466회
오전 9시20분
2022.08.07 (일)
오전 9시20분
2022.08.21 (일)
★ 제468회
오전 9시20분
2022.08.28 (일)
★ 제469회
오전 9시20분
2022.09.04 (일)
제470회
오전 9시20분
2022.09.25 (일)
제471회
오전 9시20분
2022.10.15 (토)
제472회

2022.10.30 (일)
제473회
오전 9시20분
2022.11.13 (일)
제474회
오전 9시20분
2022.11.27 (일)
제475회
오전 9시20분
2022.12.11 (일)
제476회
오전 9시20분
2022.12.25 (일)
제477회
오전 9시20분

2022.08.17 (수)
낮 12시

2022.08.31 (수)
낮 12시

2022.09.07 (수)
낮 12시

2022.09.15 (목)
낮 12시

2022.10.05 (수)
낮 12시

2022.10.26 (수)
낮 12시

2022.11.09 (수)
낮 12시

2022.11.23 (수)
낮 12시

2022.12.07 (수)
낮 12시

2022.12.21 (수)
낮 12시

2023.01.05 (목)
낮 12시

정기접수 :2022.06.06(월)오전10시~2022.07.11(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7.13(수)오전10시~2022.07.21(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6.20(월)오전10시~2022.07.25(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7.27(수)오전10시~2022.08.04(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7.04(월)오전10시~2022.08.08(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8.10(수)오전10시~2022.08.18(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7.11(월)오전10시~2022.08.15(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8.17(수)오전10시~2022.08.25(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7.18(월)오전10시~2022.08.22(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8.24(수)오전10시~2022.09.01(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8.08(월)오전10시~2022.09.12(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09.14(수)오전10시~2022.09.22(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8.29(월)오전10시~2022.10.03(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0.05(수)오전10시~2022.10.12(수)낮12시
정기접수 :2022.09.12(월)오전10시~2022.10.17(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0.19(수)오전10시~2022.10.27(목)낮12시
정기접수 :2022.09.26(월)오전10시~2022.10.31(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1.02(수)오전10시~2022.11.10(목)낮12시
정기접수 :2022.10.10(월)오전10시~2022.11.14(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1.16(수)오전10시~2022.11.24(목)낮12시
정기접수 :2022.10.24(월)오전10시~2022.11.28(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1.30(수)오전10시~2022.12.08(목)낮12시
정기접수 :2022.11.07(월)오전10시~2022.12.12(월)오전10시
특별추가 :2022.12.14(수)오전10시~2022.12.22(목)낮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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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ust - See

오후 2시20분

2022.08.05 (금)
낮 12시

인터넷 접수기간



제467회

성적발표일

ҙ
Ẑ
ὔ
ἴ
،
ᓔ

■

112

TOEIC Speaking
시험일시

성적발표일

접수기간

2022.01.30 (일)

2022.02.04 (금) 낮 12시

2021.12.27(월)오전 10시~2022.01.27(목)오전10시

2022.02.05 (토)

2022.02.10 (목) 낮 12시

2022.01.03(월)오전 10시~2022.02.02(수)오전10시

2022.02.06 (일)

2022.02.11 (금) 낮 12시

2022.01.03(월)오전 10시~2022.02.03(목)오전10시

2022.02.12 (토)

2022.02.17 (목) 낮 12시

2022.01.10(월)오전 10시~2022.02.09(수)오전10시

2022.02.13 (일)

2022.02.18 (금) 낮 12시

2022.01.10(월)오전 10시~2022.02.10(목)오전10시

2022.02.16 (수)

2022.02.22 (화) 낮 12시

2022.01.25(화)오후6시~2022.02.13(일)오전10시

2022.02.19 (토)

2022.02.24 (목) 낮 12시

2022.01.17(월)오전 10시~2022.02.16(수)오전10시

2022.02.20 (일)

2022.02.25 (금) 낮 12시

2022.01.17(월)오전 10시~2022.02.17(목)오전10시

2022.02.26 (토)

2022.03.03 (목) 낮 12시

2022.01.24(월)오전 10시~2022.02.23(수)오전10시

2022.02.27 (일)

2022.03.04 (금) 낮 12시

2022.01.24(월)오전 10시~2022.02.24(목)오전10시

2022.03.01 (화)

2022.03.08 (화) 낮 12시

2022.01.31(월)오전10시~2022.02.26(토)오전10시

2022.03.05 (토)

2022.03.10 (목) 낮 12시

2022.01.31(월)오전 10시~2022.03.02(수)오전10시

2022.03.06 (일)

2022.03.11 (금) 낮 12시

2022.01.31(월)오전 10시~2022.03.03(목)오전10시

2022.03.09 (수)

2022.03.14 (월) 낮 12시

2022.02.07(월)오전10시~2022.03.06(일)오전10시

2022.03.12 (토)

2022.03.17 (목) 낮 12시

2022.02.07(월)오전 10시~2022.03.09(수)오전10시

2022.03.13 (일)

2022.03.18 (금) 낮 12시

2022.02.07(월)오전 10시~2022.03.10(목)오전10시

2022.03.19 (토)

2022.03.24 (목) 낮 12시

2022.02.14(월)오전 10시~2022.03.16(수)오전10시

2022.03.20 (일)

2022.03.25 (금) 낮 12시

2022.02.14(월)오전 10시~2022.03.17(목)오전10시

2022.03.26 (토)

2022.03.31 (목) 낮 12시

2022.02.21(월)오전 10시~2022.03.23(수)오전10시

2022.03.27 (일)

2022.04.01 (금) 낮 12시

2022.02.21(월)오전 10시~2022.03.24(목)오전10시

2022.04.02 (토)

2022.04.07 (목) 낮 12시

2022.02.28(월)오전 10시~2022.03.30(수)오전10시

2022.04.03 (일)

2022.04.08 (금) 낮 12시

2022.02.28(월)오전 10시~2022.03.31(목)오전10시

2022.04.09 (토)

2022.04.14 (목) 낮 12시

2022.03.07(월)오전 10시~2022.04.06(수)오전10시

2022.04.10 (일)

2022.04.15 (금) 낮 12시

2022.03.07(월)오전 10시~2022.04.07(목)오전10시

접수마감

2022.04.16 (토)

2022.04.21 (목) 낮 12시

2022.03.14(월)오전 10시~2022.04.13(수)오전10시

2022.04.17 (일)

2022.04.22 (금) 낮 12시

2022.03.14(월)오전 10시~2022.04.14(목)오전10시

2022.04.23 (토)

2022.04.28 (목) 낮 12시

2022.03.21(월)오전 10시~2022.04.20(수)오전10시

2022.04.24 (일)

2022.04.29 (금) 낮 12시

2022.03.21(월)오전 10시~2022.04.21(목)오전10시

2022.04.30 (토)

2022.05.06 (금) 낮 12시

2022.03.28(월)오전 10시~2022.04.27(수)오전10시

2022.05.01 (일)

2022.05.06 (금) 낮 12시

2022.03.28(월)오전 10시~2022.04.28(목)오전10시

2022.05.07 (토)

2022.05.12 (목) 낮 12시

2022.04.04(월)오전 10시~2022.05.04(수)오전10시

2022.05.08 (일)

2022.05.13 (금) 낮 12시

2022.04.04(월)오전 10시~2022.05.05(목)오전10시

2022.05.14 (토)

2022.05.19 (목) 낮 12시

2022.04.11(월)오전 10시~2022.05.11(수)오전10시

2022.05.15 (일)

2022.05.20 (금) 낮 12시

2022.04.11(월)오전 10시~2022.05.12(목)오전10시

2022.05.21 (토)

2022.05.26 (목) 낮 12시

2022.04.18(월)오전 10시~2022.05.18(수)오전10시

2022.05.22 (일)

2022.05.27 (금) 낮 12시

2022.04.18(월)오전 10시~2022.05.19(목)오전10시

2022.05.28 (토)

2022.06.02 (목) 낮 12시

2022.04.25(월)오전 10시~2022.05.25(수)오전10시

2022.05.29 (일)

2022.06.03 (금) 낮 12시

2022.04.25(월)오전 10시~2022.05.26(목)오전10시

2022.06.04 (토)

2022.06.09 (목) 낮 12시

2022.05.02(월)오전 10시~2022.06.01(수)오전10시

2022.06.05 (일)

2022.06.10 (금) 낮 12시

2022.05.02(월)오전 10시~2022.06.02(목)오전10시

2022.06.11 (토)

2022.06.16 (목) 낮 12시

2022.05.09(월)오전 10시~2022.06.08(수)오전10시

2022.06.12 (일)

2022.06.17 (금) 낮 12시

2022.05.09(월)오전 10시~2022.06.09(목)오전10시

2022.06.18 (토)

2022.06.23 (목) 낮 12시

2022.05.16(월)오전 10시~2022.06.15(수)오전10시

2022.06.19 (일)

2022.06.24 (금) 낮 12시

2022.05.16(월)오전 10시~2022.06.16(목)오전10시

2022.06.25 (토)

2022.06.30 (목) 낮 12시

2022.05.23(월)오전 10시~2022.06.22(수)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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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ust - See

접수시작



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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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TOEIC Speaking & Writing 시험 일정
시험 일시

성적 발표일

접수 기간

2022.02.13 (일)

2022.02.18 (금) 낮 12시

2022.01.10 (월) 오전 10시~2022.02.10 (목) 오전 10시

2022.03.06 (일)

2022.03.11 (금) 낮 12시

2022.01.31 (월) 오전 10시~2022.03.03 (목) 오전 10시

2022.04.17 (일)

2022.04.22 (금) 낮 12시

2022.03.14 (월) 오전 10시~2022.04.14 (목) 오전 10시

2022.05.08 (일)

2022.05.13 (금) 낮 12시

2022.04.04 (월) 오전 10시~2022.05.05 (목) 오전 10시

2022.06.05 (일)

2022.06.10 (금) 낮 12시

2022.05.02 (월) 오전 10시~2022.06.02 (목) 오전 10시

2022년 JPT 정기시험 일정

회차

시험일시

성적발표일시

인터넷 접수기간

제358회

2022.02.13 (일)

2022.02.21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1.10 (월) 오전 10시~2022.02.08 (화) 낮 12시

제359회

2022.03.20 (일)

2022.03.28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2.07 (월) 오전 10시~2022.03.15 (화) 낮 12시

제360회

2022.04.17 (일)

2022.04.25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3.14 (월) 오전 10시~2022.04.12 (화) 낮 12시

제361회

2022.05.22 (일)

2022.05.30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4.11 (월) 오전 10시~2022.05.17 (화) 낮 12시

제362회

2022.06.19 (일)

2022.06.27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5.16 (월) 오전 10시~2022.06.14 (화) 낮 12시

제363회

2022.07.17 (일)

2022.07.25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6.13 (월) 오전 10시~2022.07.12 (화) 낮 12시

제364회

2022.08.14 (일)

2022.08.22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7.11 (월) 오전 10시~2022.08.09 (화) 낮 12시

제365회

2022.09.18 (일)

2022.09.26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8.08 (월) 오전 10시~2022.09.13 (화) 낮 12시

제366회

2022.10.23 (일)

2022.10.31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09.12 (월) 오전 10시~2022.10.18 (화) 낮 12시

제367회

2022.11.20 (일)

2022.11.28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10.17 (월) 오전 10시~2022.11.15 (화) 낮 12시

제368회

2022.12.18 (일)

2022.12.26 (월)
오후 3시

정기접수 : 2022.11.14 (월) 오전 10시~2022.12.13 (화)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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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가 : 2022.02.08 (화) 오후 2시~2022.02.10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3.15 (화) 오후 2시~2022.03.17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4.12 (화) 오후 2시~2022.04.14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5.17 (화) 오후 2시~2022.05.19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6.14 (화) 오후 2시~2022.06.16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7.12 (화) 오후 2시~2022.07.14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8.09 (화) 오후 2시~2022.08.11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09.13 (화) 오후 2시~2022.09.15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10.18 (화) 오후 2시~2022.10.20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11.15 (화) 오후 2시~2022.11.17 (목) 낮 12시

특별추가 : 2022.12.13 (화) 오후 2시~2022.12.15 (목)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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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바일 웹 홈페이지 소개 I
● 접속주소 : m.ikw.ac.kr
● 접속주소를 입력하거나 모바일 검색창에‘경운대학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이므로,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bout Must - See

① 접속 시 첫 화면입니다.
메인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 Chapter.01 모바일 웹 메인페이지 소개

② 메인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스쿨버스’아이콘이
바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학사일정’등 다양한 학
교 소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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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02 모바일 웹 전체메뉴 소개

‘전체메뉴’

누르면 학교 학교소개부터 전체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Chapter.03 우리대학교 운영 SNS 소개

‘메인메뉴’에서‘주요SNS’메뉴를 누르시면 우리대학교 모든 SNS가 소개 되어있습
니다. 카카오톡으로 궁금한 점을 실시간 문의 할 수 도 있으며, 블로그나 페이스북 친
구 추가를 통해 학교정보, 주요 행사일정을 쉽고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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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04 학부(과) 홈페이지 접속방법
(예시- 항공서비스대학 항공운항학과)


About Must - See

‘메인페이지’에서‘학부(과)안내’아이콘을 누르면, 단과대별 학부(과) 홈페이지가 링크됩
니다. 우리대학교 학과 홈페이지는‘반응형 홈페이지’으로 새롭게 통합 구축하여 어떤 기
기에서도 최적화된 가독성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으로 가득한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신입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우리 대학교
정보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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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운대학교 스쿨버스 시간표 조회(홈페이지) I
- 손쉽게 스쿨버스 시간표 조회하기! 1. 인터넷 주소창에서 www.ikw.ac.kr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2.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 부분‘학사행정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위 그림과 같이 우측 하단에‘예비신입생’,‘재학생’,‘교직원’,‘학사행정서비스’중‘학
사행정서비스’를 클릭하면‘스쿨버스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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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00
I 경운대학교 공식 학생홍보단 울림(Ulim) I
IQ.

학생홍보단 울림(Ulim)은?
A. 먼저, 울림(Ulim)의 사전적 의미는‘소리가
무엇에 부딪혀 되울려 나오는 형상 또는 그
소리’로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단 공식 명칭
입니다. 학생홍보단은 경운대학교 대내외
학교 홍보를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순
히‘대학 알리미’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운대학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울림’으로 울려 퍼질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Q.

울림(Ulim) 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A. 2019년 현재, 울림(Ulim)은 항공서비스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여러 학
과와 다양한 학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총 인원은 12명이며,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맞게 홍보기획팀, 홍보진행팀, 온라인홍보팀 등에서 배속되어 세분화된 활
동을 하고 있어요!

▲ 입학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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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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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은 주로 어떤 활동
을 하나요?
A. 홍보단은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아주 다양하고 많은 활

Tip

동을 하고 있어요! 홍보단
활동은 크게‘오프라인 홍



보활동’과‘온라인 홍보활
동’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먼저 오프라인 활동은 교내

외 행사 내빈 의전에서 중·고등학생 본교 캠퍼스투어와 각종 박람회 참가, 연말
나눔 활동, 수험생 응원활동 등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홍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입니다! 홍보단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
는 이 활동은 주로 6월~9월까지 전국 주요 고등학교로 해당 교수님과 입학처 선
생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우리학교 우수성과 입시설명, 상담을 진행 합니다.
홍보단 온라인 홍보활동으로는‘SNS 기자단 활동’이 있는데요. 예비 신입
생을 위해 일주일에 1회 회의를 통해서 경운대학교 네이버 공식 블로그, 페
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릴 우리학교 소식과 자랑거리 등을 기획, 취재하는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시대인 만큼
우리 홍보대사 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던지 영상

About Useful Info for New Students

제작 및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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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단 홍보 아이디어 회의

경운대학교 학생홍보단 울림(Ulim)은 월 1회 전체 교육과 주 1회 홍보아이디어 회의
를 하여, 서로 소통하며 정보 교류를 통해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네이버 지
식인 활동’과‘고교방문 입시설명회’같으 경우 정확한 학교 정보를 숙지하고 있지 않
으면 자칫 잘못된 정보가 예비신입생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회
의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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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울림(Ulim) 단원 선발 절차와 어떤 해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A. 울림(Ulim)은 보통 신학기 시작되는 3월에 학교홈페이지와 네이버블로그,
그리고 모집포스터 통해 선발모집을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4학년과 남자
의 경우 미필자를 제외한 모든 경운대학교 재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히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학기 소정의 홍보활동금과 홍보대사 명찰, 명함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졸업
시 홍보활동 수료증이 발급이 되어 취업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신입홍보대사로 선발이 되면 매

Tip

또한, 경운대학교의 대표 얼굴인 만큼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관심이 많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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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 외에도 교내 타 프로그램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대사에게
그 만큼의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4년동
안 조금 더 활동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싶거나 열정적으로
우리대학교를 알리

About Useful Info for New Students

고 싶다면 꼭 도전
하세요!!

▲ 홍보단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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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 1
I 교환학생편 I
IQ.

교환학생 제도가 뭔가요?

A. 우리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자매대학교 중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교류대학의 유학하는 학생을 말해요!

IQ.

교환학생 제도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2018년 2학기 학교생활 중 버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학교의 교환학생이란 제
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알려주면서 나도 중국의 문화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
음 학기 동기들이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후회하지 말고 도전해봐야겠
다는 생각으로 동기들에게도 물어보고 학교의 인터내셔널센터를 통해 여러 정보
를 수집하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IQ.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던 학교는 어딘가요?
A. 북경 옌칭에 위치하고 있는‘북경우전대학교 세기학원’입니다.

IQ.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교환학생 신청서1부, 보호자 동의 서약서, 교수님 추천서(학과장추천서), 영문/한
글 수학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영문), 여권사본, 증명사진 2매,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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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필요해요. 각파일은 모집하는 기간(약 5월과 10월)에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오
기 때문에 출력하여 제출했던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국제 교류센터에 문의했었
어요.

학교/생활관 시설에 대해서…

Tip

IQ.

ⴵ
Ԭ
ᢹ
⸸

A. 학교의 시설은 학생의



수가 많아서인지 넓은
공간과 많은 건물 그리
고 건물 안에 강의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 수업은
각 자리마다 배치되어있
는 헤드폰을 통해 좀 더
집중하며 수업을 할 수
있게 해놓았으며, 학생식
당에 엄청나게 많은 음식
점들 덕분에 여러 가지
중국음식들을 많이 먹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매점과 과일가
게, 미용실, 네일샵, 핸드폰가게, 문구점 등 다양한 시설로 불편함 없는 4개월 중
생활관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양로원에서 지냈는데 시설은 호텔과 동일하며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해주셨고 휴지통도 비워주시며 기간에 맞춰 이불 커버도 바꿔주셨기
때문에 위생상의 환경은 매우 우수했었습니다. 그밖에도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시고 보
안을 통제해주시는 인심 좋은 경비 아저씨들 덕분에 한학기 동안의 중국생활을 잘 마
무리 했던 거 같습니다.

IQ.

주변 관광지에 대한 소개
A. 저희 학교 주변의 관광지 중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만리장성에 대해 소개 해드리
겠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30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넓은 중국 땅에서 다른 관광지 보다 이동하기가
가장 수월한 곳이었고,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가봐야 할 대표적인 관광지에 꼽히기
때문입니다.
만리장성이란 중국의 최대 건축물인 성벽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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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생활이 되었습니다.

옛날 전쟁 때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각각의 장성을 구축한 것으로 진나라 때
연결하여 완성시킨 것이 만리장성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관광지는 대부분 고궁으로 모두 볼거리인데 많은 볼거리 중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리장성에 올라가 그 경치를 보는 것은 말로 못 다
할 아름다움이고 그런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한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어서 소개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올라가는 방법으론 걷기, 케이블카, 슬라이
딩카 이렇게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기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오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 밑쪽에 길거
리 음식과 음식집이 있어 식사도 해결할 수 있으니 중국에 가보신다면 만리장성에
꼭 가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IQ.

중국생활 중에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세요.
A. 중국 생황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시간의 여유였습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그런 생각들 덕분에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개월의 시간 속에서 중국의 문화와 음식을 접하고 배우며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면 알 수 없는 지혜와 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지도 아닌 타국에서 같
이 교환학생에 온 학생들 모두 한명도 빠짐없이 친해지며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하루하루 재밌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며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추억을 만든점도
정말 좋았던
점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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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ⴵ
Ԭ
ᢹ
⸸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A. 저는 경운대학교에서도 생
활관 생활을 해 왔었기 때문
에 평소에 기숙사 생활 하는

Tip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었어
요. 같이 간 선배들과 저는
의 향신료나 중국 특유의 냄
새에도 큰 불편함을 못 느꼈었는데요, 가끔씩 한국 음식이 정말 그리울 때가 있어



적응력이 빠른 편이라 음식

요, 그럴 때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김, 고추장, 참치, 라면 등으로 선배님들과 요리
를 해 먹으면서 잠시나마 한국에 있는 듯 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아!!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을 기숙사에 초대해서 김치불고기, 수육을 만들어 김치와 김, 각종
한국 반찬들을 함께 대접하니 중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IQ.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수업은 영어 수업과 중국어 수업이 있었는데 두 수업 모두 영어로 수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영어에 미숙한 저에겐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고 중국어 이외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수업 시간은 1교시 당 45분 수업이며 수업 후 5분 휴식을 가지며 총 2교시가 한
수업의 시간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시간에 대한 약속이 칼 같아 수업에 지각
하는 학생은 보기 드물었고, 여유로운 수업 시간표 덕분에 한국에서의 학교생활보
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에서는 중국어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수업보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모둠별로 과제를 내주셔 같이 교환학생에 온
학생들과의 팀워크 향상에 도움을 주셨고 역동적인 수업에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수업은 선생님
들의 배려로 저희에게 알맞은 수업방식을 제공 해주시며 수업시간 틈틈이 중국 문
화에대한 것도 (예를들어 차, 음식, 경극 등)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
은 수업이 되었고, 중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따라하며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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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Q.

중국에서 받은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점은 중국에서 받아온 성적표가 경운대학교 교무처로 보내지게 됨으로써 학점
인정이 되는데요, 6과목이 각각 3학점임으로써 총 18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수업
일수와 시간은 한국에서와 같아요. 그렇게 때문에 중국에서의 학점 역시 신경을
써야해요.

IQ. 학교지원&개인부담 비용
A. 먼저, 개인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학교에서 지원해줘요. 경운대학교 등록금
을 똑같이 내고 중국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 이지요, 생활관은 학교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지만, 개인 식비, 항공료, 비자 발급비, 용돈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IQ.

마지막으로 다녀온 소감 한 마디 부탁해요!!
A. 저에게 교환학생은 제 인생의 반환점이 되는 큰 시간을 안겨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학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어 중국이라는 나라에 반년을 다녀온다는 결정
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중국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중국 간김에 많은 곳을 관광하자!’
라는 고민을 할 때, 전‘정말 가고는 싶은데 돈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했었
으니까요. 그런 고민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라 모르겠다.’하고
서류를 넣었는데 덜컥 붙어 버렸고, 그렇게 시작된 중국에서의 생활은 처음 고민
했던 돈의 가치와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은걸 보고 느끼고 그리고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음 학기 교환학생에 가게 되는 학
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려 도움을 주고 싶을 만큼 교환학생 꼭 한번 도전하셔서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생각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배우고 직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경험
을 통해 언어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
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 비해 제공되는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이
런 정보들 또한 많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길 희망하고 만약 저처럼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걱정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학교에서 큰 비용은
다 부담해주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교환학생이라는 좋은 경험을 놓치
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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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 2

ⴵ
Ԭ
ᢹ
⸸

I 열람실 이용편 I

Tip

IQ.

신입생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열람실 에티켓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열람실을 들어가는 동
시에 정숙해야 해요.
들어갈 때 떠드는 소리
나 약간의 소음이라도
방해가 되더라고요. 음
식물은 가지고 들어오
면 열람실 전체에 음식
냄새가 퍼지기 때문에
반입금지이고 흡연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돼요. 책상에 낙서도 하면 안 되고 휴대폰도 진동이나 벨소리로 설정한 학생들이
많아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니 무음으로 해주세요. 열람실에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옆자리나 뒷자리의 학우와 이야기하는 것도 안돼요.

열람실 올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것이 있다면?
A. 열람실 복도에는 정수기가 있어요. 우선 개인물통에 물을 담아두시면 목마르실
때 마다 들락거리면서 종이컵으로 먹을 필요 없이 열람실에서 개인물통으로 조용
히 마시면 되요. 의자가 조금 딱딱해서 자세에 민감하신 분들은 개인방석 챙겨 오
시면 편하게 공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어플러그 가져
오셔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각 층 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식사 후
양치하셔도 되고, 화장실마다 휴지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어서 휴지는 따로 챙기
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mp3, pmp,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는 행여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가져오시되 분실하거나 타인에 의해 파손되지 않게 관리 잘 하셔
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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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Q&A No. 3
I 국가근로 장학생편 I

IQ.

우선, 국가근로장학생을 하게 된 계기와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A.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대학생이 된 후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알바 할 곳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국가 교육근로장학생 신청공고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신청방법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에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의 통장을 준비 한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가입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신청하기)에서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요. 교
내는 시급이 9,000원, 교외는 11,500원 이에요. 1차적으로 한국장학 재단에 먼저
신청하고 우리학교 홈페이지 장학/학자금공지를 통해 2차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
행되요. 교내에는 일하는 곳이 학과, 부서등 많은 곳이 있어요.

IQ.

국가근로장학생 하면서 도움됐던 점
A.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학교 교직원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학과에서 일하는 경
우에는 학과 교수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점
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건 사회생활의 간접경험을 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이나 사
회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배워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생활 하
는데 제 자신에 대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계
획만 잘 세워서 열심히 한다면 학교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학교 외부에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용돈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는 학교와 가까우니 학교 외부보다 학교 내부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
은 학생들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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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후배들이 지원할 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학교생활과 같이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로 장학생
구들이나 선, 후배들과의 어울리는 시간도 조금은 줄여야 할 부분이구요. 미리 계



일을 하는 시간외 에는 성적이 떨어지지 않게 학업에도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친

Tip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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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하면 일의 차질이 생기지 않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내부 시설에
서 일한다고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할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About Useful Info for New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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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 4
I 학생 생활관 이용편 I

IQ.

입주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생활관에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책상, 책꽂이, 의자, 침대, 옷장, 서랍장이 구성 되
어 있으니 침구세트, 세탁용품(드럼용세제),세면도구, 개인휴지, 슬리퍼, 랜선(컴
퓨터 가져오는 학생만)등 은 개별
적으로 가져와 주세요!
※생활관 내 전열기구, 취사도구등
화재위험이 있는 제품은 반입불가입
니다!

IQ.

생활관입출입시간은어떻게되나요?
A. 생활관은 안면인식발열체크 및 지문인식 입출입시스템으로 출입통제가 되구요.
저녁 11시 ~ 아침6시까지는 출입통제가 됩니다.

IQ.

생활관 편의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각 동 휴게실, 세탁실, 식당, 열람실, 영화감상실, 편의점, 피트니스센터, 공용프린
터기, 탁구, 당구장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용시설은 방
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방역
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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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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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RC는 어떤프로그램인가요?
A. 우리 대학의 RC프로그램은 생

Tip

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시행하는 비교과 프로



그램으로서 공동체학습영역,
기초학습영역, 진로교육영역
으로 구분하여 인성기반 공동
체 교육을 통한 전인적 인격체
양성 및 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학생의 생활 주거공간을 공동체 교육공간으
로 전환하여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거
주 신입생과 재학생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을
학생 자발적 동기에 의해 투입하여 신입생들의 안정적 대학생활 및 건전한 대학문
화 정착으로 활력넘치는 대학생활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기마
다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되요

IQ.

세탁기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및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사용방법은 1.카드 충전식으로
세탁실 앞에 있는 카드자판기에
서 충전카드를 구입. 2.사용금
액 충전 3.세탁기에 세탁물, 세제 넣기. 4.카드리더기에 충전한 세탁카드 태그 5.
세탁코스 선택 6.세탁완료예정 시간 확인 후 회수. 세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
으면 다음 학생들과 세탁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유의해주세요~

IQ.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A. 경운대학교 학생생활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http://dormitory.ikw.ac.kr) 또 는 카 카 오 톡 플 러 스 (https://pf.kakao
.com/_rDLKC)를 통해 정보를 얻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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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탁하는 곳은 각 동에 세탁기

Q&A No. 5
I 동아리편 I

IQ.

동아리활동 중 대학생활에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A. 저는‘제니스’라는 밴드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학생
들이 모였다는 공통점이 있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금방 친해 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음악이나 악기 다루는 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방에 모여 서로 알고 있는 정
보도 공유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활동했어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평소 소심했던 제 성격이 조금씩 활발하게 바뀌었던 것 같고
평소 관심 있는 분야로 인해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 밴드동아리 뿐만 아니라 저희학교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으니 그쪽 분야에 관
심 있고 활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학기 초에 벽강 도서관 1층 대구은행 앞에서 며
칠간 동아리 모집을 하니 참고하시고 동아리가입 하시면 많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
게요!^^ 대학생활의 꽃은‘동아리활동’이라는 거 아시죠?

IQ.

동아리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동아리도 하나의 소규모 조직이므로 각자 지원한 동아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
고 중간에 사소한 이유로 임의탈퇴하거나 해당 동아리에 누가되는 행위는 그 동아
리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므로 삼가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
하겠죠? 참고로 동아리방의 위치는 동아리센터입니다. 각 동아리의 특색에 맞게
잘 꾸며놓았답니다^^

134

Q&A No. 6
I 영어캠프 편 I
IQ.

영어캠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주로 토익 고득점을 위한 수업으로 총 4개의 반으로 구성되었고 오전 10시~12시는 RC
님이 오셔서 다시 LC를 해요. 저녁 식사 이후 7시부터는 생활관 열람실과 지하식당에서
조별로 모여 10시까지 스터디를 마무리로 공식적인 하루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나요. 주말



수업(문제풀이)을 하고 점심 식사 이후 1시~3시는 LC 수업을 하고 3시~5시는 조교 선생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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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업이 없고요!

방학 중에 영어캠프가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생활관에서
지내게 되나요?
A. 네, 생활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학기 중에도 생활관에서 살
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생활관 생활하듯이 지냈어요. 호실은 바뀌었지만 짐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사실 여분 옷 몇 벌이랑 이불, 노트북만 있어도 생활할 수 있
습니다.

IQ.

영어캠프 기간은 얼마이며 힘들었던 점과 뿌듯했던 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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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A. 약 4주간 동계영어캠
프가 진행되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열심
히 가르쳐주시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크게 능률이 오
르지 않아 죄송하고
속상했어요. 뿌듯한
점은 비록 더디지만,
성적이 올랐다는 점과 이 프로그램을 했다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집에 있는 것보
다는 확실히 마음가짐도 다르니까요^^

IQ.

4주동안의 성과가 있었나요?
A. 결과적으로 골고루 향상되었어요.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지만 매주 모의고사를
통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영어공부 방향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이 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
다. 방학기간동안 한 번쯤은 참가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평균 200점 정
도는 점수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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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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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로벌장학 해외어학연수 편 I

Tip

IQ.

글로벌 장학 해외어학연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글로벌 장학 해외어학연수는 토
익성적으로 선발되는데요. 매학
기 마다 학교 공지사항을 통하여
신청 공지할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건 아니랍니
다. ^^ 그래도 신청안하는 것 보
다는...

IQ.

어느 나라로 가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현재 캐나다, 영국, 필리핀 이렇
게 3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참
여 인원은 매학기 200여명정도
준비를 하면 어학연수 갈수 있어
요. 캐나다, 필리핀, 영국 브라스
하우스는 4주이고 영국 워릭셔,
버튼앤사우스더비셔대학은 3주
동안 진행되구요. 앞으로 다양한 나라로 추가 한다고 합니다.

IQ.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영어캠프 참여시 해택이 있나요 ?
A.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영어캠프를 통하여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수 있구요. 특
별학점을 교무처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학점은 어학연수, 교환학생, 영
어캠프를 통하여 수업시간 30시간에 1학점입니다. (글로벌 장학만 되는 건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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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평소에 토익을 틈틈이

Q&A No.8
IQ.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링크사업단의 영어수업을 꾸준히 들었고, 토익성적으로 지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어인터뷰 면접과, 수업태도를 통하여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선발 되었어요. 어학연수 참가비는 약 50만 원 정도 이었습니다. 해외어
학연수,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400만 원이 드는데 비하면 거의 무
료로 다녀온 것이라 생각해요. 영국 이외에도 미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어학프로
그램도 참가할 수 있어요. 신입생 여러분들도 꼭 교내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보세요! 강추예요.

IQ.

연수기간과 숙소생활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홈스테이 생활을 하였고, 홈스테이는 애완동물을 좋
아하는지 아닌지,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등을 가기 전에 선택을 해요. 선택한다고 해
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고려해서 홈스테이를 결정해주는 편이에요. 주말에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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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주말동안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관광명소에도 들릴 수 있고 홈스테이가족
과 함께 영국 유명한곳에 피크닉을 갈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실력향상에는 도움
이 많이 되었어요^^

들었던 비용과 기억에 남는 곳은?
A. 가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르고, 어학연수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많
있어요.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이 들구요,



은 곳을 여행 다닌다면 사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용을 아낄 수

Tip

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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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가 가장 저렴한 편이였어요.‘파운드랜드’라는 숍에서 1파운드로도 필요
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유용하였어요! 기억에 남는 곳은‘브라스하우스어학원’이
에요! 이곳의 경우에는 다국적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와서 다양한 사람들
이랑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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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으면 담당자한테 말하여 한국어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IQ.

영국의 생활환경
A. 영국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한 번만 요금을 끊으면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데, 집이 멀어서 환승해야 한다거나 많은 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무제한으로 표
를 끊는 게 한번 탑승하는 것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국제학생증을 만들어 가면 옷
을 살 때나 물건을 살 때, 박물관 입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영국
에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 경우에 공부나 여행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고 여권이
나 국제학생증을 보여주면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또한, 동
양인은 소매치기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소지품관리를 잘 하는 게 좋아요. 주머니
에 중요한 소지품을 넣어 두는 것은 비추!! 작은 크로스백에 넣어 다니는 편이 좋
을 것 같아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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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No.10
I 공강 및 점심시간 Tip! I

IQ.

학교 내 가장 마음에 들고 신입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A. 우리학교 옆에 보면 문수지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사계절마다 각 각의 특색이 있지만
특히! 벚꽃이 피는 봄이 되면 유
독 예뻐요!! 벚꽃축제가 열리는 경
주나 진해에 버금갈 정도로 예쁩
니다. 또 하나의 장소는 학교 정
문에서 2호관까지 올라오는 길입
니다. 길가 양쪽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벚꽃나무인데요~ 만개가
될 때 거닐면 너무 예쁘고 사진
또한 잘 나오는 핫 스팟입니다!
A. 벽강아트센터 또한 자랑할 만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에는
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A. 저수지 근처 산책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때 친구들과 저녁 먹고
나서 소화도 식힐 겸해서 산책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입니다.

IQ.

신입생에게 학식(학생식당)
추천 메뉴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A. 저는 학생식당에서‘비빔밥’
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먹습니
다. 여러 가지 나물과 특히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해주시는
▲ 학생식당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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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분의 따끈한 계란후라이를 얹혀놓으면 든든하답니다. 가격 또한 아주 착해
서 저는 비빔밥을 자주 먹어요!! 또 하나! 참치비빔밥도 있는데 그 위에 초장을 넣

A. 저는 제육덮밥을 즐겨 먹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아닐까 싶

IQ.



어요. 양념과 밥이 잘 어우러져있어 퍽퍽 하지고 않고 맛이 일품이에요.

Tip

어 맛이 아주 새콤달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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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에 있는 체육국에 문의하면 돼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고, 사용 시간은 최대 오후 7시 까지라고 하니 공강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에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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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생 복지시설 I

Admin Center
■

학생진로개발처

■

얼 카페테리어

■

교무처

■기획처

■

그라찌에

■

입학처

■사무처

보건실
■

학생진로개발처

방송&학보

학생휴게실(실내)
■

8호관

■

11호관

학생휴게실(실외)

■

교육방송국 8-507호

■

2호관

■

학보사 11-509호

■

6호관

■

8호관

■

10호관

학생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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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카페

2호관 학생식당(250석)

편의점 및 매점
■

2호관

■

복지 1관

■

13호관

I 학생 복지시설 I

학생버스승강장
■

복지3관

서점
■

10호관

은행
■

복지 1관

학생세탁실
■

생활관 7곳

샤워실
■

9호관

■

10호관

■

13호관

■

체육관

ATM기기
■

Admin Center

■

복지 1관

■

생활관 B동

증명서발급기
■

Admin Center

자율열람실
■

벽강중앙도서관 1층

■

8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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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생 복지시설 I

세미나실
■

벽강중앙도서관 2층

복사/스캔/출력
■

벽강중앙도서관 3층

창의아이디어실
창의아이디어실
■

2호관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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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관

디지털열람실
■

벽강중앙도서관 1, 5층

■

교육관 1층

문화센터
■

벽강아트센터

시청각실
■

교육관 1층

풋살장
■

생활관

I 학생 복지시설 I

헬스장

농구장

■

글로벌관

■

체육관 앞

■

9호관

■

생활관 A, C동 앞

■

13호관

야외공연장
■

미네르바광장

축구장
■

자동판매점
■

2호관

■

3호관

■

6호관

■

8호관

동아리센터

대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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