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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바로 알기

대학이념

우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사랑으로 교육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를 밝혀 가르친다”라는 뜻의 “明知”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

진리

봉사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적 

사랑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진리 뿐 아니라 기독교적 진리를 포함한다. 기독교적 진리란 넓은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참된 삶의 이치”를 가리킨다.

대학에서 연구하고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오늘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자칫 대학의 주요 기능인 

교육과 연구만을 강조하여 지적으로만 성장 발달하는 인간이 아닌 남을 

사랑하고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화로운 인간발달이 우리 

대학교의 대학이념이라는 것을 말한다. 

    

설립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문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목적이며 설립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兪 尙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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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우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본 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봉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함양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정보화 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주적 주체의식을 고양시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켜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목표

•  敬天愛人 경천애인 인격과 교양을 갖춘 기독교 신앙인 양성

•  誠實有能 성실유능 학술연구와 교수를 통한 전문인 양성

•  忠國孝親 충국효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할 사회인 양성

•  平和奉仕 평화봉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세계인 양성

01

02

03

04

1948. 07 「재단법인 무궁학원」설립

 09 「서울고등가정학교」개교

1952. 07   서울고등가정학교를 폐지하고 

「근화여자  급대학」설립

1955. 03 대학명칭을 「서울여자  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956. 01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제정, 선포

 02 서울여자  급대학을 폐지하고 2년제 남녀공학

  「서울문리사범대학」 설립

1962. 02  서울문리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서울문리실과대학」 

설립

1963. 09 「재단법인 명지학원」으로 명칭 변경

 10 서울문리실과대학을 「명지  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2 4년제「명지대학」설립

1964. 01  재단법인 명지학원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조직 

변경

1967. 02 「대학원」설립

1968. 02 「명지  급대학」폐지

1973. 01 대학원「박사과정」설치

 

 

1976. 01 대학본부를 「남가좌동 캠퍼스」로 이전

1979. 07 「용인캠퍼스」 기공식

1983. 03 대학본부를 「용인캠퍼스」로 이전

 09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4. 11 「정보산업대학원」설립

1986. 12 부설교육기관 「사회교육원」설립

1987. 11 「사회교육대학원」 「무역대학원」 설립

1989. 10 「계열별 이원화」인가

  용인캠퍼스 : 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서울캠퍼스 :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1990. 11 「산업기술대학원」 설립

 

1992. 11 「교육대학원」 설립

1993. 09 「교통대학원」 설립

1995. 08 자연캠퍼스 부설「사회교육원」 설립

 10 「지방자치대학원」 설립

   정보산업대학원을 「증권보험대학원」으로 

무역대학원을 「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96. 11 교통대학원을 「교통관광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0. 07 「정보통신경영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2001. 07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설립

2002. 03 캠퍼스 명칭 변경

   (용인캠퍼스->「자연캠퍼스」 : 서울캠퍼스-> 

「인문캠퍼스」)

 03 「건축대학」 신설

2003. 03  증권보험대학원과 무역경영대학원을 

「투자정보대학원」으로 통합 명칭 변경

  「기록과학대학원」 설립

 03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을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교통관광대학원」 폐지

2004. 03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으로 경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대학」 신설

 03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 및 

「정보통신경영대학원」 신설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 으로, 예체능대학을 

「예술체육대학」으로 명칭 변경

2004. 0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5. 03  「투자정보대학원」, 「유통대학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폐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신설

 03 「사회봉사단」

 08 일반대학원을 「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09 「방목기  교육대학」 신설

2006. 02 「인문캠퍼스 생활관」 신축 개관

  (총 3,600여평,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04 「국제대학원」 설립

 11  기록과학대학원을 폐지하고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신설

200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최우수)」 

획득

▲ 서울문리사범대학 교사

명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ㅣ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교육목적

우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본 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봉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문리사범대학 교사 ▲ 방목학술정보관 (인문캠퍼스)

교육목표

• 敬天愛人 경천애인 인격과 교양을 갖춘 기독교 신앙인 양성

•誠實有能 성실유능  학술연구와 교수를 통한 전문인 양성

•忠國孝親 충국효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할 사회인 양성

•平和奉仕 평화봉사  인류사회의 평화 와 발전에 기여할 세계인 양성

기독교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함양교육목표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정보화 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주적 주체의식을 고양시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켜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

1948. 07 「재단법인 무궁학원」설립

	 09 「서울고등가정학교」개교

1952.		07 서울고등가정학교를 폐지하고 「근화여자초급대학」 	

	 	 설립

1955.		03 대학명칭을「서울여자초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956.		01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제정, 선포

	 02  서울여자초급대학을 폐지하고 2년제 남녀공학
  「서울문리사범대학」 설립

1962.		02  서울문리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서울문리실과대학」 

	 	 설립

1963.		09  「재단법인 명지학원」으로 명칭 변경

	 10 서울문리실과대학을 「명지초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2  4년제 「명지대학」 설립

1964.		01  재단법인 명지학원을「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조직 

	 	 변경

1967.		02  「대학원」 설립

1968.		02 「명지초급대학」 폐지

1973.		01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

1976.			01			 대학본부를 「남가좌동 캠퍼스」로 이전

1979.			07		 「용인캠퍼스」 기공식

1983.			03			 대학본부를「용인캠퍼스」로 이전

		 09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4.			11	  「정보산업대학원」 설립

1986.			12	  부설교육기관 「사회교육원」 설립

1987.			11		 「사회교육대학원」 「무역대학원」 설립

1989.			10    「계열별 이원화」 인가
    용인캠퍼스 : 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서울캠퍼스 :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1990.			11   「산업기술대학원」 설립

~

1992.		11	 「교육대학원」 설립

1993.		09  「교통대학원」 설립

1995.		08  자연캠퍼스 부설 「사회교육원」 설립

	 10  「지방자치대학원」 설립
  정보산업대학원을 「증권보험대학원」으로 무역대학원을

  「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96.		11  교통대학원을 「교통관광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0.		07	 「정보통신경영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2001.		07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 설립

2002.		03  캠퍼스 명칭 변경
  (용인캠퍼스 → 「자연캠퍼스」 : 서울캠퍼스→ 「인문캠퍼스」)

	 03  「건축대학」 신설

2003.		03 증권보험대학원과 무역경영대학원을 「투자정보대학원」  
  으로 통합 명칭 변경

  「기록과학대학원」 설립

	 03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을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교통관광대학원」 폐지

2004.		03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으로 경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대학」 신설

	 03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 및 「정보통신경영대학원」 
  신설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예체능대학을 「예술체육대학」으로 명칭 변경

2004.		0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5.		03 「투자정보대학원」, 「유통대학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폐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신설

	 03  「사회봉사단」

	 08  일반대학원을 「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09  「방목기초교육대학」 신설

2006.		02  「인문캠퍼스 생활관」 신축 개관
  (총 3,600여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04  「국제대학원」 설립

	 11  기록과학대학원을 폐지하고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신설

200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최우수)」 획득

▲ 방목학술정보관(인문캠퍼스)

  명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151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교육목적

우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본 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봉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함양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정보화 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주적 주체의식을 고양시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켜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목표

•  敬天愛人 경천애인 인격과 교양을 갖춘 기독교 신앙인 양성

•  誠實有能 성실유능 학술연구와 교수를 통한 전문인 양성

•  忠國孝親 충국효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할 사회인 양성

•  平和奉仕 평화봉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세계인 양성

1948~1973

1948. 07 「재단법인 무궁학원」설립

 09 「서울고등가정학교」개교

1952. 07   서울고등가정학교를 폐지하고 

「근화여자  급대학」설립

1955. 03 대학명칭을 「서울여자  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956. 01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제정, 선포

 02 서울여자  급대학을 폐지하고 2년제 남녀공학

  「서울문리사범대학」 설립

1962. 02  서울문리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서울문리실과대학」 

설립

1963. 09 「재단법인 명지학원」으로 명칭 변경

 10 서울문리실과대학을 「명지  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2 4년제「명지대학」설립

1964. 01  재단법인 명지학원을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조직 

변경

1967. 02 「대학원」설립

1968. 02 「명지  급대학」폐지

1973. 01 대학원「박사과정」설치

 

1974~1990
 

1976. 01 대학본부를 「남가좌동 캠퍼스」로 이전

1979. 07 「용인캠퍼스」 기공식

1983. 03 대학본부를 「용인캠퍼스」로 이전

 09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4. 11 「정보산업대학원」설립

1986. 12 부설교육기관 「사회교육원」설립

1987. 11 「사회교육대학원」 「무역대학원」 설립

1989. 10 「계열별 이원화」인가

  용인캠퍼스 : 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서울캠퍼스 :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1990. 11 「산업기술대학원」 설립

1991~2007
 

1992. 11 「교육대학원」 설립

1993. 09 「교통대학원」 설립

1995. 08 자연캠퍼스 부설「사회교육원」 설립

 10 「지방자치대학원」 설립

   정보산업대학원을 「증권보험대학원」으로 

무역대학원을 「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96. 11 교통대학원을 「교통관광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0. 07 「정보통신경영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2001. 07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설립

2002. 03 캠퍼스 명칭 변경

   (용인캠퍼스->「자연캠퍼스」 : 서울캠퍼스-> 

「인문캠퍼스」)

 03 「건축대학」 신설

2003. 03  증권보험대학원과 무역경영대학원을 

「투자정보대학원」으로 통합 명칭 변경

  「기록과학대학원」 설립

 03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을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교통관광대학원」 폐지

2004. 03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으로 경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대학」 신설

 03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 및 

「정보통신경영대학원」 신설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 으로, 예체능대학을 

「예술체육대학」으로 명칭 변경

2004. 0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5. 03  「투자정보대학원」, 「유통대학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폐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신설

 03 「사회봉사단」

 08 일반대학원을 「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09 「방목기  교육대학」 신설

2006. 02 「인문캠퍼스 생활관」 신축 개관

  (총 3,600여평, 지하2층, 지상7층 규모)

 04 「국제대학원」 설립

 11  기록과학대학원을 폐지하고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신설

200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최우수)」 

획득

Myongji University 72th

▲ 서울문리사범대학 교사

명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ㅣ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교육목적

우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파를 초월한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를 대학이념으로 제정하였다.

본 대학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올바른 활용방법을 연구·교수하며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봉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문리사범대학 교사 ▲ 방목학술정보관 (인문캠퍼스)

교육목표

• 敬天愛人 경천애인 인격과 교양을 갖춘 기독교 신앙인 양성

•誠實有能 성실유능  학술연구와 교수를 통한 전문인 양성

•忠國孝親 충국효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할 사회인 양성

•平和奉仕 평화봉사  인류사회의 평화 와 발전에 기여할 세계인 양성

기독교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인격 함양교육목표

심오한 학술 연구와 교수를 통하여 정보화 산업·기술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주적 주체의식을 고양시켜 국가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공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켜 21세기 세계화 사회에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

1948. 07 「재단법인 무궁학원」설립

	 09 「서울고등가정학교」개교

1952.		07 서울고등가정학교를 폐지하고 「근화여자초급대학」 	

	 	 설립

1955.		03 대학명칭을「서울여자초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956.		01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 제정, 선포

	 02  서울여자초급대학을 폐지하고 2년제 남녀공학
  「서울문리사범대학」 설립

1962.		02  서울문리사범대학을 폐지하고 「서울문리실과대학」 

	 	 설립

1963.		09  「재단법인 명지학원」으로 명칭 변경

	 10 서울문리실과대학을 「명지초급대학」으로 명칭 변경

	 12  4년제 「명지대학」 설립

1964.		01  재단법인 명지학원을「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조직 

	 	 변경

1967.		02  「대학원」 설립

1968.		02 「명지초급대학」 폐지

1973.		01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

1976.			01			 대학본부를 「남가좌동 캠퍼스」로 이전

1979.			07		 「용인캠퍼스」 기공식

1983.			03			 대학본부를「용인캠퍼스」로 이전

		 09	  「종합대학교」로 승격

1984.			11	  「정보산업대학원」 설립

1986.			12	  부설교육기관 「사회교육원」 설립

1987.			11		 「사회교육대학원」 「무역대학원」 설립

1989.			10    「계열별 이원화」 인가
    용인캠퍼스 : 이과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서울캠퍼스 :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1990.			11   「산업기술대학원」 설립

~

1992.		11	 「교육대학원」 설립

1993.		09  「교통대학원」 설립

1995.		08  자연캠퍼스 부설 「사회교육원」 설립

	 10  「지방자치대학원」 설립
  정보산업대학원을 「증권보험대학원」으로 무역대학원을

  「국제통상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1996.		11  교통대학원을 「교통관광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2000.		07	 「정보통신경영대학원」 및 「문화예술대학원」 설립

2001.		07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 설립

2002.		03  캠퍼스 명칭 변경
  (용인캠퍼스 → 「자연캠퍼스」 : 서울캠퍼스→ 「인문캠퍼스」)

	 03  「건축대학」 신설

2003.		03 증권보험대학원과 무역경영대학원을 「투자정보대학원」  
  으로 통합 명칭 변경

  「기록과학대학원」 설립

	 03  정보통신과학전문대학원을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으로 명칭 변경

  「교통관광대학원」 폐지

2004.		03	 법정대학을 「법과대학」으로 경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명칭 변경

  「사회과학대학」 신설

	 03  「정보통신경영전문대학원」 폐지 및 「정보통신경영대학원」 
  신설

  이과대학을 「자연과학대학」으로, 

  예체능대학을 「예술체육대학」으로 명칭 변경

2004.		07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5.		03 「투자정보대학원」, 「유통대학원」, 「정보통신경영대학원」 
  폐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신설

	 03  「사회봉사단」

	 08  일반대학원을 「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09  「방목기초교육대학」 신설

2006.		02  「인문캠퍼스 생활관」 신축 개관
  (총 3,600여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

	 04  「국제대학원」 설립

	 11  기록과학대학원을 폐지하고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신설

200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최우수)」 획득

▲ 방목학술정보관(인문캠퍼스)

  명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15명지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15 



2008. 03 「국제교육원」 개원

2008. 09 “명지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선포

   건강한 영성과 섬김의 리더양성,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학환경 조성

2008. 10  자연캠퍼스 「차세대과학관」개관 (연면적 10,495㎡, 

지상 7층 규모)

 12  자연캠퍼스 「60주년 채플관」개관 (연면적 4,308㎡, 

지상 4층, 2,000여명 수용)

2009. 02 자연캠퍼스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개관

 03 공과대학 13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12 중장기발전계획 “MJU2015” 수립

2010. 03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신축 개관

 05 자연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09 대한민국 최   「여성 ROTC 시범대학」 선정

2011. 06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

 08 자연캠퍼스 「명진광장 녹색공원」 조성

 09 한국환경공단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선정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SAS)의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2012. 02 건축대학 「한국건축교육학인증」실사 만점 획득

 0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

  명지대-LG연암문고 「한국대표 대학유산」으로 선정

 05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07 「캠퍼스 CEO육성사업」 선정

 12 공과대학 11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3. 05  동아일보-채널A-딜로이트 대학평가 「2013년 

청년드림 우수대학」 선정

 1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

2014. 02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획득

 0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선정

 09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 5년 인증(최우수)」 획득

 11  자연캠퍼스 「창조관/예술관」 완공(연면적 19,608㎡, 

지하1층/지상8층)

 12 공과대학 11개 전 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5. 04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 성화봉송 행사 개최

 05 동아일보「2015 청년드림대학(취업)」 선정

 07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선정

 1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6. 03 「ICT 융합대학」 신설

 05 교육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09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CK) 선정

 10 한국산업인력공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 선정

2017. 03 「미래융합대학」 신설

 03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2018. 학     사 : 학부 18개, 학과 43개, 전공 18개

 대 학 원 : 석사과정 49개, 박사과정 50개, 통합과정 21개

 전문대학원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3개)

 특수대학원 :  사회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2019. 07 경영대학 「3주기 경영학교육 통합인증」 획득

▲ 창조예술관(자연캠퍼스)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창조예술관 (자연캠퍼스)

2008.		03  「국제교육원」 개원

2008.		09  “명지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 선포
  건강한 영성과 섬김의 리더양성,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학환경 조성

2008.		10  자연캠퍼스 「차세대과학관」 개관 
  (연면적 10,495㎡, 지상 7층 규모)

	 12  자연캠퍼스「60주년 채플관」 개관 
  (연면적 4,308㎡, 지상 4층, 2,000여명 수용)

2009.		02  자연캠퍼스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개관

	 03  공과대학 13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12  중장기발전계획 “MJU2015” 수립

2010.		03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신축 개관

	 05	 자연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09  대한민국 최초 「여성 ROTC 시범대학」 선정

2011.		06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

	 08  자연캠퍼스 「명진광장 녹색공원」 조성

	 09  한국환경공단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선정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SAS)의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2012.		02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2주기 인증 (최우수)」 획득

	 0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
  명지대-LG연암문고 「한국대표 대학유산」으로 선정

	 05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07  「캠퍼스 CEO 육성사업」 선정

	 12  공과대학 1 1 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3.		05	 동아일보-채널A-딜로이트 대학평가
  「2013년 청년드림우수대학」 선정

	 1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

2014.		02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 획득

	 0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선정

	 09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 5년 인증(최우수)」 획득

	 11	 자연캠퍼스 「창조관/예술관」 완공
  (연면적 19,608㎡, 지하1층/지상8층)

	 12	 공과대학 11개 전 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5.		04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 성화봉송 행사 개최

	 05	 동아일보 「2015 청년드림대학(취업)」 선정

	 07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선정

	 1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6.		03	 「ICT 융합대학」 신설

	 05	 교육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09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CK) 선정

	 10  한국산업인력공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 	 	

	 	 선정

201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3주기 인증 (최우수)」 

	 	 획득

	 03	 「미래융합대학」 신설

	 03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07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 (최우수)」 획득

2018.		현재
 학 사 : 학부 18개, 학과 43개, 전공 18개

 대 학 원 : 석사과정 49개, 박사과정 50개, 통합과정 21개

 전문대학원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3개)

 특수대학원 : 사회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학사정보

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요모조모 쓸모있는 학생증 이용법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2019학년도 학사력 / 수강신청하기 / 학점관리하기

2019학년도 교양교과목 내역
강의평가하기 / 성적확인하기

학사안내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봉사학점취득 / 채플 / 교직이수

Honor Program (인문캠퍼스) / 대학간학점교류실시안내 / 장학금
학자금을대여하고싶어요

학적안내
성적경고 / 자퇴, 제적 / 재입학 / 휴학, 복학

2008~2019

1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요모조모 쓸모있는 학생증 이용법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2021학년도 학사력 / 수강신청하기 / 학점관리하기

2020학년도 교양교과목 내역

강의평가하기 / 성적확인하기

학사안내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봉사학점취득 / 채플 / 교직이수

대학간학점교류실시안내 / 장학금

학자금을대여하고싶어요

학적안내
성적경고 / 자퇴, 제적 / 재입학 / 휴학, 복학

  1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2008. 03 「국제교육원」 개원

2008. 09 “명지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선포

   건강한 영성과 섬김의 리더양성,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학환경 조성

2008. 10  자연캠퍼스 「차세대과학관」개관 (연면적 10,495㎡, 

지상 7층 규모)

 12  자연캠퍼스 「60주년 채플관」개관 (연면적 4,308㎡, 

지상 4층, 2,000여명 수용)

2009. 02 자연캠퍼스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개관

 03 공과대학 13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12 중장기발전계획 “MJU2015” 수립

2010. 03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신축 개관

 05 자연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09 대한민국 최   「여성 ROTC 시범대학」 선정

2011. 06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

 08 자연캠퍼스 「명진광장 녹색공원」 조성

 09 한국환경공단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선정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SAS)의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2012. 02 건축대학 「한국건축교육학인증」실사 만점 획득

 0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

  명지대-LG연암문고 「한국대표 대학유산」으로 선정

 05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07 「캠퍼스 CEO육성사업」 선정

 12 공과대학 11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3. 05  동아일보-채널A-딜로이트 대학평가 「2013년 

청년드림 우수대학」 선정

 1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

2014. 02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획득

 0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선정

 09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 5년 인증(최우수)」 획득

 11  자연캠퍼스 「창조관/예술관」 완공(연면적 19,608㎡, 

지하1층/지상8층)

 12 공과대학 11개 전 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5. 04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 성화봉송 행사 개최

 05 동아일보「2015 청년드림대학(취업)」 선정

 07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선정

 1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6. 03 「ICT 융합대학」 신설

 05 교육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09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CK) 선정

 10 한국산업인력공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 선정

2017. 03 「미래융합대학」 신설

 03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2018. 학     사 : 학부 18개, 학과 43개, 전공 18개

 대 학 원 : 석사과정 49개, 박사과정 50개, 통합과정 21개

 전문대학원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3개)

 특수대학원 :  사회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2019. 07 경영대학 「3주기 경영학교육 통합인증」 획득

▲ 창조예술관(자연캠퍼스)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창조예술관 (자연캠퍼스)

2008.		03  「국제교육원」 개원

2008.		09  “명지VISION 2015 사랑과 창조의 글로벌 리더” 선포
  건강한 영성과 섬김의 리더양성, 국내 10대 명문사학 진입

  글로벌 스탠다드의 대학환경 조성

2008.		10  자연캠퍼스 「차세대과학관」 개관 
  (연면적 10,495㎡, 지상 7층 규모)

	 12  자연캠퍼스「60주년 채플관」 개관 
  (연면적 4,308㎡, 지상 4층, 2,000여명 수용)

2009.		02  자연캠퍼스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개관

	 03  공과대학 13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12  중장기발전계획 “MJU2015” 수립

2010.		03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신축 개관

	 05	 자연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09  대한민국 최초 「여성 ROTC 시범대학」 선정

2011.		06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선정

	 08  자연캠퍼스 「명진광장 녹색공원」 조성

	 09  한국환경공단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선정

	 1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SAS)의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

2012.		02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2주기 인증 (최우수)」 획득

	 0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
  명지대-LG연암문고 「한국대표 대학유산」으로 선정

	 05  국토해양부 「한옥기술개발사업 교육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07  「캠퍼스 CEO 육성사업」 선정

	 12  공과대학 1 1 개 전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3.		05	 동아일보-채널A-딜로이트 대학평가
  「2013년 청년드림우수대학」 선정

	 12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

2014.		02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 획득

	 06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선정

	 09	 경영대학 「경영학교육인증 5년 인증(최우수)」 획득

	 11	 자연캠퍼스 「창조관/예술관」 완공
  (연면적 19,608㎡, 지하1층/지상8층)

	 12	 공과대학 11개 전 학과 「공학교육인증」 획득

2015.		04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 성화봉송 행사 개최

	 05	 동아일보 「2015 청년드림대학(취업)」 선정

	 07	 교육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 「2015 평생학습중심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선정

	 10	 한국대학신문 「대학대상(사회봉사 부문)」 수상

2016.		03	 「ICT 융합대학」 신설

	 05	 교육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09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CK) 선정

	 10  한국산업인력공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지원사업 	 	

	 	 선정

2017.		01  건축대학 「건축학교육인증 3주기 인증 (최우수)」 

	 	 획득

	 03	 「미래융합대학」 신설

	 03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선정

	 06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선정

	 07 건축대학 전통건축전공 「건축학교육인증 

	 	 국내최초인증 (최우수)」 획득

2018.		현재
 학 사 : 학부 18개, 학과 43개, 전공 18개

 대 학 원 : 석사과정 49개, 박사과정 50개, 통합과정 21개

 전문대학원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3개)

 특수대학원 : 사회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학사정보

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요모조모 쓸모있는 학생증 이용법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2019학년도 학사력 / 수강신청하기 / 학점관리하기

2019학년도 교양교과목 내역
강의평가하기 / 성적확인하기

학사안내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봉사학점취득 / 채플 / 교직이수

Honor Program (인문캠퍼스) / 대학간학점교류실시안내 / 장학금
학자금을대여하고싶어요

학적안내
성적경고 / 자퇴, 제적 / 재입학 / 휴학,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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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요모조모 쓸모있는 학생증 이용법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입학에서 졸업까지
2021학년도 학사력 / 수강신청하기 / 학점관리하기

2020학년도 교양교과목 내역

강의평가하기 / 성적확인하기

학사안내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봉사학점취득 / 채플 / 교직이수

대학간학점교류실시안내 / 장학금

학자금을대여하고싶어요

학적안내
성적경고 / 자퇴, 제적 / 재입학 / 휴학, 복학

  



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학사정보

 

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 

하고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Myiweb에 접속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납부 (고지서 출력은 등록기간에만 가능)

| 등록고지서 출력 화면 |

왼  메뉴 중 등록금 고지서 출력 메뉴 클릭

요모조모 쓸모 있는 학생증 이용법

신규 발급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및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복학생이며, 신청은 본인명의 스마트폰 포털사이트(구글or네이버)  “영하나”검색 

“학생증카드발급”접속하여 신청(사진, 신분증 촬영필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학생증 분실신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하나은행에 신고합니다.  하나은행 (1599-1111)에 신고

재발급 방법

학사지원팀(인문-행정동 1층, 자연-창조예술관 4층)에 재발급 신청서와 수수료 

5,000원을 제출하면 지정된 날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재발급의 경우 사진 

지참)

국제학생증 발급

국제학생증은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계 공통의 학생 신분증인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입니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신청과 동일한 코너에서 하며, 국제학생증 신청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저장한 후,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수수료 입금후 학사지원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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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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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명지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 

하고 지정장소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Myiweb에 접속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지정된 

장소에 납부 (고지서 출력은 등록기간에만 가능)

| 등록고지서 출력 화면 |

왼  메뉴 중 등록금 고지서 출력 메뉴 클릭

요모조모 쓸모 있는 학생증 이용법

신규 발급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및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복학생이며, 신청은 본인명의 스마트폰 포털사이트(구글or네이버)  “영하나”검색 

“학생증카드발급”접속하여 신청(사진, 신분증 촬영필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학생증 분실신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하나은행에 신고합니다.  하나은행 (1599-1111)에 신고

재발급 방법

학사지원팀(인문-행정동 1층, 자연-창조예술관 4층)에 재발급 신청서와 수수료 

5,000원을 제출하면 지정된 날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재발급의 경우 사진 

지참)

국제학생증 발급

국제학생증은 해외를 여행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계 공통의 학생 신분증인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입니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증 신청과 동일한 코너에서 하며, 국제학생증 신청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저장한 후,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수수료 입금후 학사지원팀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지정된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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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하기:  도서관 출입, 자료대출, 좌석발급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생증을 

사용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충전은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 이용하기: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버스와 지하철 탑승시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리조리 쓸 수 있는

                 학생증 이용하기

알 아 두 기

• 도서관 이용하기  학생증을 리더기에 놓으면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시 학생증을
 제시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충전은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이용하기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버스와 지하철 탑승시 이용할 
 있으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 교내전자화폐 교통카드
니

전자출결확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학생증(다기능카드) 충전기설치장소

•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경상관 1층 로비

• 자연캠퍼스  명진당 로비  버스 관리사무소

학생증(다기능카드) 충전기 설치장소
•  인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경상관 1층 로비

•  자연캠퍼스 :  버스관리사무소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Myiweb이 무엇인가요?

Myiweb에 접속하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이용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www.mju.ac.kr) 

우측 중앙 부분에 위치

⁂ 도메인 직접 입력

Myiweb은 명지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 내역, 휴·복학 신청, 성적조회, 상담신청, 등록금 고지서 출력, 생활관입사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수강신청 확인, 성적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입니다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주소란에 http://myiweb.mju.ac.kr을 입력한 후 

Enter Key를 치면 MyiWeb에 접속할 수있습니다.

⁂ Login 화면

통합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정보시스템 

Main Menu 화면이 나타납니다. 

학생 ID는 학번으로 자동생성 

되므로 ID가 이상이 있는 경우 

정보지원팀 (☎031-330-6102) 

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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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하기:  도서관 출입, 자료대출, 좌석발급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학생증을 

사용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충전은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 이용하기: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버스와 지하철 탑승시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리조리 쓸 수 있는

   학생증 이용하기

알 아 두 기

• 도서관 이용하기  학생증을 리더기에 놓으면 도서관 출입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시 학생증을
 제시합니다

•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충전은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교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교통카드이용하기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버스와 지하철 탑승시 이용할 
 있으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 교내전자화폐 교통카드
니

전자출결확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학생증(다기능카드) 충전기설치장소

•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1층  경상관 1층 로비

• 자연캠퍼스  명진당 로비  버스 관리사무소

학생증(다기능카드) 충전기 설치장소
•  인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경상관 1층 로비

•  자연캠퍼스 :  버스관리사무소

Myiweb(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하기 

Myiweb이 무엇인가요?

Myiweb에 접속하기

⁂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 이용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www.mju.ac.kr) 

우측 중앙 부분에 위치

⁂ 도메인 직접 입력

Myiweb은 명지대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 

신청 내역, 휴·복학 신청, 성적조회, 상담신청, 등록금 고지서 출력, 생활관입사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수강신청 확인, 성적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입니다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주소란에 http://myiweb.mju.ac.kr을 입력한 후 

Enter Key를 치면 MyiWeb에 접속할 수있습니다.

⁂ Login 화면

통합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정보시스템 

Main Menu 화면이 나타납니다. 

학생 ID는 학번으로 자동생성 

되므로 ID가 이상이 있는 경우 

정보지원팀 (☎031-330-6102) 

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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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Web Main 화면

❶  메뉴

Myiweb 기본 메뉴로 1차 메뉴를

클릭하면 2차 세부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공지사항 

MyiWeb 사용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입니다.

❶
❷

학부생의 사용자 ID는 학번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생년월일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며 최초 로그인시 본인인증 후 자신만 아는 고유의 비밀

번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브라우저 사용 유의사항

∷ 유의사항

❶
❷

•MyiWeb은 일반 Web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사용자별 권한을 체크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MyiWeb 화면 중 조회,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화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끊어 집니다. 

•MyiWeb 화면 중 조회,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화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회를 먼저 한 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지 않고 항목을 입력한 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입력한 내용이 전부 없어집니다.

항상 최신의 웹 환경과 정보로 갱신하기 위하여 인터넷옵션>일반탭의 설정을 클릭 하여 

임시 인터넷파일의 설정에서 “웹페이지를 열때마다”로 설정(➊)하고, 가끔 파일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오프라인 항목을 모두 삭제하면(➋) MyiWeb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iWeb은 웹 환경의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MyiWeb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브라우저는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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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Web Main 화면

❶  메뉴

Myiweb 기본 메뉴로 1차 메뉴를

클릭하면 2차 세부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공지사항 

MyiWeb 사용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입니다.

❶
❷

학부생의 사용자 ID는 학번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생년월일이 기본으로 되어있으며 최초 로그인시 본인인증 후 자신만 아는 고유의 비밀

번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방법은 본인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이용합니다.

브라우저 사용 유의사항

∷ 유의사항

❶
❷

•MyiWeb은 일반 Web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사용자별 권한을 체크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보를
MyiWeb 화면 중 조회,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화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끊어 집니다. 

•MyiWeb 화면 중 조회, 입력, 수정, 삭제가 일어나는 화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회를 먼저 한 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지 않고 항목을 입력한 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입력한 내용이 전부 없어집니다.

항상 최신의 웹 환경과 정보로 갱신하기 위하여 인터넷옵션>일반탭의 설정을 클릭 하여 

임시 인터넷파일의 설정에서 “웹페이지를 열때마다”로 설정(➊)하고, 가끔 파일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오프라인 항목을 모두 삭제하면(➋) MyiWeb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iWeb은 웹 환경의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MyiWeb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브라우저는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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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카드

학생카드는 학생의 주소, 연락처 및 E-Mail 등의 계정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왼쪽 메뉴에서 [개인정보관리/학생카드]를 클릭하면,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이 조회되며,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및 E-Mail ID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   우편번호는 검색버튼을 이용해 입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주소부분을 학생이 직접 입력해서 

저장합니다.

•   화면에 입력 또는 수정한 내용을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   전화번호와 E-mail 계정(➊)은 각종 정보전달(학사일정, 교과지도, 상담 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계정은 신입생에게 학번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학번계정은 [계정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개인 계정이 있으면 개인계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   InternetDisk(웹하드)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림(➋)의 인터넷디스크 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Myiweb 계정으로 바로 인터넷디스크(http://idisk.mju.ac.k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❶

❶

❷

2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수업관련, 취업안내, 휴·복학기간, 등록기간 등의 전반적인 학사일정과 공지사항은 

전화와 SMS, E-mail을 통하여 안내되므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와 E-mail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화면의 기본 인적사항은 학생이 수정할 수 없는 정보이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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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Disk(웹하드)를 사용하고자 하면 그림(➋)의 인터넷디스크 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클릭하면 Myiweb 계정으로 바로 인터넷디스크(http://idisk.mju.ac.k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❶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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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관련, 취업안내, 휴·복학기간, 등록기간 등의 전반적인 학사일정과 공지사항은 

전화와 SMS, E-mail을 통하여 안내되므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와 E-mail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화면의 기본 인적사항은 학생이 수정할 수 없는 정보이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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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은 고등학교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간표를 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실천해야 할 

것들 뿐입니다. 알려주고 일러주며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정보를 

구하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수님이나 선배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하세요.

입학에서 졸업까지

2021학년도 학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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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금) 신정

1월 4일(월) - 1월 8일(금) [학  부] 복수·부·연계전공 접수

 [학부·대학원] 전과 및 재입학 원서접수기간

 [대학원] 과정변경 원서접수기간

1월 4일(월) - 1월 15일(금) [학부·대학원] 1학기 휴·복학기간

1월 8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제본) 제출 마감

2월 8일(월) - 2월 19일(금) [학부·대학원] 1학기 수강 신청기간

2월 11일(목) - 2월 13일(토) 설날연휴

2월 15일(월) - 2월 26일(금) [학부·대학원] 1학기 등록기간

2월 16일(화)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월 17일(수) [학  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월 18일(목) [학  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학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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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월) 3.1절, 학기개시일

3월 2일(화) [학부·대학원] 1학기 개강

3월 2일(화) - 3월 5일(금) [학부·대학원] 수강신청 변경기간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

3월 8일(월) - 3월 12일(금) [학  부] 조기졸업 접수, 학생 면담 주간

3월 20일(토) [대학원] 1학기 외국어시험

 3월 22일(월) - 3월 26일(금) [학부·대학원] 수강철회 기간

4월  2일(금) [학  부]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제1차 모의토익시험

4월 3일(토) [대학원] 1학기 종합시험

4월 5일(월) - 4월 9일(금) [학  부] 재수강신청원 제출기간

4월 12일(월) - 4월 23일(금) [학  부] 강의개선 설문조사 기간

4월 19일(월) - 4월 23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4월 19일(월) - 4월 24일(토) [학  부] 중간고사 기간

4월 19일(월) - 5월 14일(금) [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5월 3일(월) - 5월 7일(금)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5월 5일(수) 어린이날

5월 19일(수)   석가탄신일

5월 28일(금) [학  부]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제2차 모의토익시험

5월 31일(월) - 6월 4일(금) [학  부] 하계 계절수업 접수 및 조기복학 기간

5월 31일(월) - 6월 11일(금) [학부·대학원] 강의평가기간

6월 6일(일) 현충일

6월 7일(월) - 6월 12일(토) [학부·대학원] 기말고사 및 보강기간

6월 7일(월) - 6월 21일(월) [학부·대학원] 최종 성적입력 기간

6월 11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마감

6월 14일(월) - 8월 31일(화) 하계방학

6월 21일(월) - 6월 25일(금) [학부·대학원] 성적이의 신청기간

6월 21일(월) - 7월 12일(월) [학  부] 하계 계절수업기간

7월 9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제본) 제출 마감

7월 12일(월) - 7월 16일(금) [학부·대학원] 재입학 원서접수기간

 [학  부] 복수·부·연계전공 접수

 [대학원] 전과 및 과정변경 원서 접수기간

7월 12일(월) - 7월 23일(금) [학부·대학원] 2학기 휴·복학 기간

8월 2일(월) - 8월 6일(금) 하계 집중 휴무기간

8월 9일(월) - 8월 20일(금) [학부·대학원] 2학기 수강신청기간

8월 15일(일) 광복절

8월 16일(월) - 8월 27일(금) [학부·대학원] 2학기 등록기간

8월 17일(화)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월 18일(수) [학  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9월 1일(수) [학부·대학원] 2학기 개강, 학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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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가능학점은(수강신청 과목이 0과목일 경우 학사경고) 최고 17학점(공대, 

건축대, ICT융합대학은 18학점) 단 채플·봉사학점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학기와 전학년 평균평점이 4.0이상이면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일 경우,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 

변경기간에 3학점 초과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 자녀의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통하여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스템(http://class.mju.ac.kr)에서 하며, ID는 학번, 

Password는 종합정보시스템(http://myiweb.mju.ac.kr)과 동일합니다.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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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수) - 9월 6일(월) [학부·대학원] 수강신청 변경기간

 [대학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 기간

9월 6일(월) - 9월 10일(금) [학  부] 조기졸업 접수, 학생 면담 주간

9월 7일(화) 개교기념일(73주년)

9월 20일(월) - 9월 22일(수) 추석연휴

9월 23일(목) - 9월 29일(수) [학부·대학원] 수강철회 기간

9월 24일(금) [학  부]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제3차 모의토익시험

9월 25일(토) [대학원] 2학기 외국어시험

10월 3일(일) 개천절

10월 4일(월) - 10월 8일(금) [학  부] 재수강신청원 제출 기간

10월 9일(토) 한글날

 [대학원] 2학기 종합시험

10월 11일(월) - 10월 22일(금) [학  부] 강의개선 설문조사 기간

10월 18일(월) - 10월 23일(토) [학  부] 중간고사 기간

10월 18일(월) - 11월 12일(금) [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10월 25일(월) - 10월 29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11월 8일(월) - 11월 12일(금) [대학원] 지도교수 제청서 제출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11월 26일(금) [학  부]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제4차 모의토익시험

11월 29일(월) - 12월 3일(금) [학  부] 동계 계절수업 접수 및 조기복학 기간

11월 29일(월) - 12월 10일(금) [학부·대학원] 강의평가 기간

12월 8일(수) - 12월 14일(화) [학부·대학원] 기말고사 및 보강기간

12월 8일(수) - 12월 21일(화) [학부·대학원] 최종 성적입력 기간

12월 15일(수) - 2022년 2월 28일(월) 동계방학

12월 17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마감

12월 21일(화) - 12월 27일(월) [학부·대학원] 성적이의 신청기간

12월 22일(수) - 2022년 1월 13일(목)학  부] 동계 계절수업기간

12월 25일(토) 성탄절

2022년 1월 1일(금) 신정

1월 3일(월) - 1월 7일(금) [학  부] 복수·부·연계전공 접수

 [학부·대학원] 전과 및 재입학 원서접수기간

 [대학원] 과정변경 원서 접수기간

1월 3일(월) - 1월 14일(금) [학부·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휴·복학기간

1월 14일(금) [대학원]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제본) 제출 마감

1월 31일(월) - 2월 2일(수) 설날연휴

2월 7일(월) -  2월 18일(금) [학부·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기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학부·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월 15일(화) [대학원]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월 16일(수) [학  부]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월 17일(목) [학  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학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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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가능학점은(수강신청 과목이 0과목일 경우 학사경고) 최고 17학점(공대, 

건축대, ICT융합대학은 18학점) 단 채플·봉사학점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전학기와 전학년 평균평점이 4.0이상이면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평균평점이 4.0이상일 경우,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시 

변경기간에 3학점 초과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 자녀의 경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통하여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스템(http://class.mju.ac.kr)에서 하며, ID는 학번, 

Password는 종합정보시스템(http://myiweb.mju.ac.kr)과 동일합니다.

|수강신청 시스템|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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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학과 리스트 |

로그인 후 수강신청할 강좌가 있는 학과를 클릭하여

해당 강좌를 신청합니다.

| 강좌 리스트 |

해당학과 및 교양구분을 선택하여 강좌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강좌번호 및 시간표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단,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요

책가방 및 수강신청 내역 화면이다. 이 화면을 통해 담아놓은 책가방의 내역을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3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처리내용

1.   책가방 내역 : 책가방 내역은 미리 담아놓은 임시 파일이므로 수강신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버튼을 통해 저장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내역 : 수강신청된 내역이 표시된다.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 주의사항

1. 책가방 담기는 수강신청 제한 학점 + 1과목 더 담을 수 있다.

2.   책가방 내역에서 수강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내역에 추가 되는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모바일 수강신청

2020학년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수강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명지대학교 수강신청”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   IOS(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명지대학교 수강신청”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   매학기 수강신청 일정안내 공지 게시글을 통해 “모바일 수강신청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를 탑재하오니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숙지하여 주세요.

2021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   신입생 미리담기: 2021.02.23.(화) 예정

    수강신청: 2021.02.24.(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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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학과 리스트 |

로그인 후 수강신청할 강좌가 있는 학과를 클릭하여

해당 강좌를 신청합니다.

| 강좌 리스트 |

해당학과 및 교양구분을 선택하여 강좌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강좌번호 및 시간표를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합니다. (단, 수강신청 제한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개요

책가방 및 수강신청 내역 화면이다. 이 화면을 통해 담아놓은 책가방의 내역을 수강신청 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3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처리내용

1.   책가방 내역 : 책가방 내역은 미리 담아놓은 임시 파일이므로 수강신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버튼을 통해 저장 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 내역 : 수강신청된 내역이 표시된다.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 주의사항

1. 책가방 담기는 수강신청 제한 학점 + 1과목 더 담을 수 있다.

2.   책가방 내역에서 수강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내역에 추가 되는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모바일 수강신청

2020학년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수강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명지대학교 수강신청”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   IOS(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명지대학교 수강신청”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   매학기 수강신청 일정안내 공지 게시글을 통해 “모바일 수강신청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를 탑재하오니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미리 숙지하여 주세요.

2021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   신입생 미리담기: 2021.02.23.(화) 예정

    수강신청: 2021.02.24.(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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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수강신청 이후 잔여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최대 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가능]

ex)   21학년도 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 17학점

     실제 신청학점 15학점 남은 2학점  20학년도 2학기 17학점 신청 + 남은 2학점 

     최대 19학점까지 신청가능

수강신청 철회

재학생의 수학능력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강후 4주차에 철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수강철회

⁂ 유의사항

•  수강신청 철회 후 최소 1과목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강신청 철회 가능학점은 최대 7학점입니다.

•  철회기간 이외에는 철회 및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철회 후 잔여학점은 기 납부한 등록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이 하나도 없을 경우 학사경고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과목 (http://ctl.mju.ac.kr/)

관련 부서 이러닝-무크센터 (인문 : 02-300-1731 / 자연 : 031-330-6638)

온라인 교과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 간의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 

교과목은 원격수업과 블렌디드 러닝(b-Learning)으로 구분합니다.

•  원격 수업이란?

평가활동(중간 및 기말고사 등)을 제외한 100%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대학교는 교내 원격수업과 교외 원격수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원격수업은 

다양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홈페이지(http://ctl.mj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원격수업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80여개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홈페이지에서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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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디드 러닝(b-Learning)이란?

매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최상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온라인 교과목 관련 내용은 대학교육혁신원 홈페이지(http://ctl.mju.ac.kr/) >

이러닝-무크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신청원 제출시기(매학기 개강 후 6주차 전후)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1개 학기당 최대 2과목, 1과목당 졸업시까지 최대 

3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한 최고성적은 B+입니다. 다만,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과목은 재수강 제한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각 

단과대학 교학팀, 전공자유학부는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하며, 소정양식에 따라 

재수강신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수강 신청으로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되고, 평점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평점에 산입됩니다. 또한 교과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대학원명 수강신청 자격기준 학점 인정기준

(일반)대학원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자
•직전 2개학기 평점 3.5 이상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취득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105학점 이상 취득자
•직전 2개학기 평점 3.5 이상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취득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통합치료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자
•재학중 6학점까지 취득 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유의사항
    (1) 학부 혹은 대학원 성적으로 결정 후 변경 불가
    (2) 대학원 강의 수강을 철회 할 경우 철회기간에 필히 학사지원팀을 방문
    (3) 학부성적이 이관된 이후에 대학원 성적이 입력되므로,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평점에 반영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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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이월제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수강신청 이후 잔여학점을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최대 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가능]

ex)   21학년도 1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 17학점

     실제 신청학점 15학점 남은 2학점  20학년도 2학기 17학점 신청 + 남은 2학점 

     최대 19학점까지 신청가능

수강신청 철회

재학생의 수학능력 및 자율성을 고려하여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개강후 4주차에 철회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수강철회

⁂ 유의사항

•  수강신청 철회 후 최소 1과목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강신청 철회 가능학점은 최대 7학점입니다.

•  철회기간 이외에는 철회 및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철회 후 잔여학점은 기 납부한 등록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과목이 하나도 없을 경우 학사경고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과목 (http://ctl.mju.ac.kr/)

관련 부서 이러닝-무크센터 (인문 : 02-300-1731 / 자연 : 031-330-6638)

온라인 교과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학생과 교수, 학생과 학생 간의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온라인 

교과목은 원격수업과 블렌디드 러닝(b-Learning)으로 구분합니다.

•  원격 수업이란?

평가활동(중간 및 기말고사 등)을 제외한 100%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대학교는 교내 원격수업과 교외 원격수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원격수업은 

다양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 

홈페이지(http://ctl.mj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 원격수업은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80여개 대학 간 학점교류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 

홈페이지에서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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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렌디드 러닝(b-Learning)이란?

매주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블렌디드 러닝 교과목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최상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온라인 교과목 관련 내용은 대학교육혁신원 홈페이지(http://ctl.mju.ac.kr/) >

이러닝-무크센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수강신청원 제출시기(매학기 개강 후 6주차 전후)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1개 학기당 최대 2과목, 1과목당 졸업시까지 최대 

3회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한 최고성적은 B+입니다. 다만, 

계절수업으로 이수하는 과목은 재수강 제한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수는 각 

단과대학 교학팀, 전공자유학부는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하며, 소정양식에 따라 

재수강신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수강 신청으로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되고, 평점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평점에 산입됩니다. 또한 교과과정 개편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은 각 단과대학장이 인정한 교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대학원명 수강신청 자격기준 학점 인정기준

(일반)대학원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자
•직전 2개학기 평점 3.5 이상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취득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105학점 이상 취득자
•직전 2개학기 평점 3.5 이상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취득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통합치료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졸업학점의 1/2 이상 취득자
•재학중 6학점까지 취득 가능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학점으로 각각 최대 6학점까지 인정

※ 유의사항
    (1) 학부 혹은 대학원 성적으로 결정 후 변경 불가
    (2) 대학원 강의 수강을 철회 할 경우 철회기간에 필히 학사지원팀을 방문
    (3) 학부성적이 이관된 이후에 대학원 성적이 입력되므로,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평점에 반영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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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수강신청 허용인원 이외에는 

수강신청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꼭 수강하고 싶은 교양강좌는 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수강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력된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는 변경기간 내에 할 수 있으나, 변경할 강좌의 

수강신청은 허용인원 내에서만 입력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학점초과나 수강신청 교과목의 시간중복은 변경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은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학부장(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기 바랍니다.

•   Myiweb(종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 자료가 수강신청 교과목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은 

반드시 강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반드시 Myiweb(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하게 수강신청 되었는지 확인 필요

•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수기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해 학기 수업수강을 통한 취득학점이 14학점 미만인 학생은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봉사학점은 장학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성적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학생복지봉사팀)

   ·자연 : (031)330-6034~5 ·인문 : (02)300-1521~4

계절수업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 계절 수업을 신청·수강할 수 있습니다.

8학기 까지 이수 가능 - 졸업시까지 총 8회 / 계절수업 수업기간은 4주 / 회당 최대 7학점

 성적표에 별도 학기로 구분표시됨 (전체 평점에 포함)

⁂ 수강신청 절차

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이 개설되며 수강대상은 ‘재학생 및 조기 복학 

원서를 제출한 복학예정자’입니다.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에 상관없이 캠퍼스 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학기 당 7학점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신청결과 25명 미만(전공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되며, 폐강된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환불이나 수강신청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계절수업로 별도 관리되며, 장학 사정이나 성적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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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리하기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  학문기초  교양 최소이수기준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   

※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문기초교양 교과목은 일반교양 교과목에서 단과대학별로 지정  

단과대학 학부 (과)
교양

전공
자유
선택

최소이수 
졸업학점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일반교양 소계

인문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사회과학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10 48 63 17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7 12 18 10 57 70 7 134

정보통신공학과 17 12 15 10 54 70 10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자연과학

수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물리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화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식품영양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공과

전기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전자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화학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신소재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환경에너지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컴퓨터공학과 17 12 19 0 48 74 12 134

토목환경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교통공학과 17 12 33 0 62 70 2 134

기계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산업경영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일반과정 (비인증) 17 12 15 10 54 70 10 134

예술체육

스포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디자인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예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바둑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7 12 14 9 52 112 0 164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17 12 14 9 52 118 0 170

건축학부 
공간디자인전공

17 12 14 9 52 112 0 164

국제학부 (공상관리전공) 17 12 15 10 54 70 1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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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강좌에 대하여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수강신청 허용인원 이외에는 

수강신청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꼭 수강하고 싶은 교양강좌는 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수강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력된 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는 변경기간 내에 할 수 있으나, 변경할 강좌의 

수강신청은 허용인원 내에서만 입력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학점초과나 수강신청 교과목의 시간중복은 변경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과목은 자동으로 수강신청이 취소됩니다.

•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학부장(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기 바랍니다.

•   Myiweb(종합정보시스템)의 수강신청 자료가 수강신청 교과목으로 인정되므로 학생은 

반드시 강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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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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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리하기 

졸업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  학문기초  교양 최소이수기준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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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사회과학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10 48 63 17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7 12 18 10 57 70 7 134

정보통신공학과 17 12 15 10 54 70 10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10 51 63 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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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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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식품영양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10 55 63 10 128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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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화학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신소재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환경에너지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컴퓨터공학과 17 12 19 0 48 74 12 134

토목환경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교통공학과 17 12 33 0 62 70 2 134

기계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산업경영공학과 17 12 30 0 59 70 5 134

일반과정 (비인증) 17 12 15 10 54 70 10 134

예술체육

스포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디자인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예술학부 17 12 6 10 45 63 20 128

바둑학과 17 12 6 10 45 63 20 128

건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7 12 14 9 52 112 0 164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17 12 14 9 52 118 0 170

건축학부 
공간디자인전공

17 12 14 9 52 112 0 164

국제학부 (공상관리전공) 17 12 15 10 54 70 1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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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전자출결)하기

각 교과목의 출석확인은 기본적으로 전자출결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자출결은 

스마트폰에 전자출결 관련 앱(Ucheck Plus)을 다운받아 이를 통해 출석을 

확인합니다.

1. 앱(App)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http://ucheck.mju.ac.kr  통합로그인창에 본인의 ID(학번)와 PW 입력 

비밀번호 변경  저장

•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참조

•  여기에서 변경한 비밀번호가 전자출결 앱 Ucheck Plus 의 PW(패스워드)임

•  여기에서 변경한 비밀번호는 명지대학교 통합로그인 비밀번호와 관계없음

•  전자출결 앱용 비밀번호(PW)는 특수문자 사용 불가

2. 전자출결 앱(App) “Ucheck Plus” 다운로드 및 비밀번호 등록

•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Ucheck Plus”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블루투스 활성화 필수, GPS 위치정보 안내 시 “허용”)

•  Ucheck Plus 앱 실행  대학교명 “명지대학교” 선택  ID: 학번, PW: 인터넷에서 변경한 

비밀번호 입력  학생인증 클릭  “학생인증성공” 확인

3. 출석체크 (개강일부터 사용 가능)

•  Ucheck Plus 앱 실행 > 출석체크 홈으로 이동 > 출석체크할 강의 선택

3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변경 안내

•  Ucheck Plus 앱 실행 > 로그인 > “폰변경 신청” 메뉴 클릭으로 신청 및 변경 완료

•  폰변경 신청은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변경 시에만 사용

•  폰변경 신청이 잦은 경우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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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양 교과목 내역

교양학점

⁂ 공통교양 교과목

⁂ 핵심교양 교과목

수강학생 중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체대학

기독교

채플 0.5 4회(2학점 부여)

성서와 인간이해 2

택 2
현대사회와 기독교윤리 2

종교와 과학 2

기독교와 문화 2

언어

영어 1 2

‘수준별 수업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강

영어 2 2

영어 3 2

영어 4 2

영어회화 1 1

영어회화 2 1

영어회화 3 1

영어회화 4 1

언어

한국어 1 2

4학점 이상 이수
외국인학생 전용
 

2학점 이상 이수
외국인학생 전용
 

한국어 2 2

한국어 3 2

한국어 4 2

한국어연습 1 1

한국어연습 2 1

한국어연습 3 1

한국어연습 4 1

사고와 표현
발표와 토의

3
택 1

글쓰기

3

진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선택 2

계 29

수강학생 중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체대학

역사와 철학

철학과 인간 3

택 1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3

역사와 문명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비판적 사고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현대사

3

3

택 1

사회와 공동체

세계화와 사회변화 3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3

여성·소수자·공동체 3

현대사회와 심리학 3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사회의 이해 3 택 1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39

수강학생 중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체대학

문화와 예술

글로벌 문화 3

택 1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3

*외국인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창조성 3

예술과 창조성 3

과학과 기술

우주·생명·마음 3

택 1

환경과 인간 3

창업 입문 3

SW 프로그래밍 입문 3

인공지능의 세계 3

4차 산업혁명의 이해 3

*외국인학생을 위한 컴퓨터 활용 3

계 12

※ (주)공학교육인증 대상 학과와 ICT융합대학 학생은 <SW프로그래밍입문> 교과목 선택 시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 *과목은 외국인학생 전용

•  단계별 수강과목

학습능력평가에서 사전 평가한 점수를 기초로 개인별 단계가 결정되어 단계별로 

수강합니다

영어회화 및 영어 단계별 수강 전학과

단계 수강 기초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단계 수강

단계 수강

미적분학

기초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단계 수강

단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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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

우주·생명·마음 3

택 1

환경과 인간 3

창업 입문 3

SW 프로그래밍 입문 3

인공지능의 세계 3

4차 산업혁명의 이해 3

*외국인학생을 위한 컴퓨터 활용 3

계 12

※ (주)공학교육인증 대상 학과와 ICT융합대학 학생은 <SW프로그래밍입문> 교과목 선택 시 자유선택으로 인정됨

※ *과목은 외국인학생 전용

•  단계별 수강과목

학습능력평가에서 사전 평가한 점수를 기초로 개인별 단계가 결정되어 단계별로 

수강합니다

영어회화 및 영어 단계별 수강 전학과

단계 수강 기초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 영어

단계 수강

단계 수강

미적분학

기초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미적분학 단계

단계 수강

단계 수강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39 



강의개선 설문조사

강의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한 학기동안 실시되는 강의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통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강의개선을 유도하여 수강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강의개선 설문조사를 클릭하면 화면 맨 위에 학생의 

기본인적사항이 조회됩니다. 강의개선 설문조사할 강좌를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 강의 평가 항목이 조회됩니다. 강의개선 설문조사 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강의개선 내용이 저장됩니다.

강의평가하기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교원 업적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강의평가를 클릭하면 화면 맨 위에 

학생의 기본인적사항이 조회됩니다. 강의 평가할 강좌를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 강의 평가 항목이 조회됩니다. 강의 평가 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강의평가 내용이 저장됩니다.

※   강의평가 미완료시 성적이의 신청기간 중 Myiweb을 통한 성적조회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4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성적확인하기

MyiWeb에서 본인이 수강한 과목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입력되었을 때 표시되며,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합니다.

메뉴에서 [성적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기본인적사항과 함께 전체 성적정보와 함께 성적 

누계정보가 조회됩니다. 현재까지의 총 신청학점, 이수학점(취득학점), 총평점, 평균 평점(확인용, 

취업용), 이수구분별 취득학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학생별 상황에 따라 이수구분 등의 누계정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성적확인 화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14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강의개선 설문조사

강의개선 설문조사 결과는 한 학기동안 실시되는 강의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통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강의개선을 유도하여 수강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강의개선 설문조사를 클릭하면 화면 맨 위에 학생의 

기본인적사항이 조회됩니다. 강의개선 설문조사할 강좌를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 강의 평가 항목이 조회됩니다. 강의개선 설문조사 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강의개선 내용이 저장됩니다.

강의평가하기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교원 업적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Myiweb > 수강신청/성적조회 > 강의평가를 클릭하면 화면 맨 위에 

학생의 기본인적사항이 조회됩니다. 강의 평가할 강좌를 선택한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아래 강의 평가 항목이 조회됩니다. 강의 평가 완료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강의평가 내용이 저장됩니다.

※   강의평가 미완료시 성적이의 신청기간 중 Myiweb을 통한 성적조회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4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성적확인하기

MyiWeb에서 본인이 수강한 과목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입력되었을 때 표시되며,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합니다.

메뉴에서 [성적조회]를 선택하면 본인의 기본인적사항과 함께 전체 성적정보와 함께 성적 

누계정보가 조회됩니다. 현재까지의 총 신청학점, 이수학점(취득학점), 총평점, 평균 평점(확인용, 

취업용), 이수구분별 취득학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학생별 상황에 따라 이수구분 등의 누계정보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성적확인 화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1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1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 봉사학점취득 / 채플

교직이수 / 대학간 학점교류 실시안내 

장학금 / 학자금을 대여하고 싶어요

복수전공

복수전공은 재학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학점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과별 복수전공 이수 학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안내

4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복수전공 이수학점 

단과대학 학부 (과)
교양 복수전공자

복수학문
기초교양

자유 
선택

졸업최소 
기준학점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교양

소계 주전공 복수전공

인문 전학과 17 12 12 41 36 36

해당
전공
지정
학점

졸업 
최소 
기준 

학점의 
잔여 
학점

128

사회과학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35 45 45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38 36 36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7 12 18 47 42 42

17 12 15 44 42 42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

정보통신공학과 134

8

자연과학

수학과 17 12 16 45 36 36

128

물리학과 17 12 16 45 36 36

화학과 17 12 16 45 36 36

식품영양학과 17 12 16 45 36 36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45 36 36

공과 일반과정 (비인증) 17 12 15 44 42 42 134

예술체육 
대학학부

스포츠학부 17 12 6 35 36 36

128
디자인학부 17 12 6 35 36 36

예술학부 17 12 6 35 36 36

바둑학과 17 12 6 35 36 36

※인증제를 운영하는 단과대학은 해당 인증제 관련 지침에 따름

※건축대학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다전공 불허(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내에서만 가능)

※위의 표는 동일 단과대학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대상 학점계산표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34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전과 / 졸업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제 / 경영학교육인증제 / 공학교육인증제 / 봉사학점취득 / 채플

교직이수 / 대학간 학점교류 실시안내 

장학금 / 학자금을 대여하고 싶어요

복수전공

복수전공은 재학중 소속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학점을 이수하고, 타 

학부(과)의 전공교과목 기본단위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두 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학과별 복수전공 이수 학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안내

4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복수전공 이수학점 

단과대학 학부 (과)
교양 복수전공자

복수학문
기초교양

자유 
선택

졸업최소 
기준학점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 
교양

소계 주전공 복수전공

인문 전학과 17 12 12 41 36 36

해당
전공
지정
학점

졸업 
최소 
기준 

학점의 
잔여 
학점

128

사회과학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8

경영 전학과 17 12 6 35 45 45 128

법과 전학과 17 12 9 38 36 36 128

ICT융합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7 12 18 47 42 42

17 12 15 44 42 42

134

미래융합 전학과 17 12 12 41 36 36 12

정보통신공학과 134

8

자연과학

수학과 17 12 16 45 36 36

128

물리학과 17 12 16 45 36 36

화학과 17 12 16 45 36 36

식품영양학과 17 12 16 45 36 36

생명과학정보학과 17 12 16 45 36 36

공과 일반과정 (비인증) 17 12 15 44 42 42 134

예술체육 
대학학부

스포츠학부 17 12 6 35 36 36

128
디자인학부 17 12 6 35 36 36

예술학부 17 12 6 35 36 36

바둑학과 17 12 6 35 36 36

※인증제를 운영하는 단과대학은 해당 인증제 관련 지침에 따름

※건축대학 건축학부, 컴퓨터공학과 다전공 불허(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학과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내에서만 가능)

※위의 표는 동일 단과대학내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대상 학점계산표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3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3 



신청 시기

4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1학년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서’를 복수전공을 지원하는 

학과(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본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이 아님), 

경영대학 소속 학과에 대한 복수전공은 2학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영 

학과를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학원론, 경상통계학을 이수한 2학년 재학생에 

한함)

단, 건축대학 건축학부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는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미래융합대학 내 학과간 복수전공만 

가능합니다.

부전공

부전공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이외의 타 학부(과)와 전공 교과목 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1학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부전공 신청서’를 지원하는 부전공 학과(부)가 

소속된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이수 안내

부전공 신청후 선발되면 이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을 소속학과(부)의 

승인을 얻은 후 부전공 희망학과(부)의 동의를 얻어 학사지원팀에 신청합니다.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 희망학과(부)에서 부전공 교과목 및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부전공 학과(부)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 표시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2개 이상의 학부(전공) 또는 학과와 학부(전공)들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신청 시기

1학년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및 연계전공 관련학부(과)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는 연계전공을 담당하는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연계전공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학위수여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소속 

학부(과) 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소속 학부

(과)의 전공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위를 수여   

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5

학년을 마치고 매 방학 중 소정의 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서’를 ?????팀(14학번 이후)

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대학 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 3학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

다.(단,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경제학원론, 경

상통계학을 선 이수해야 합니다.)

단, 건축대학 건축학부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는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미래융합대학 내 학과간 복수전

공만 가능합니다.  

4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신청 시기

4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1학년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복수전공 신청서’를 복수전공을 지원하는 

학과(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본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이 아님), 

경영대학 소속 학과에 대한 복수전공은 2학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영 

학과를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학원론, 경상통계학을 이수한 2학년 재학생에 

한함)

단, 건축대학 건축학부 및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는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이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미래융합대학 내 학과간 복수전공만 

가능합니다.

부전공

부전공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이외의 타 학부(과)와 전공 교과목 중 일정학점 또는 

일정단계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부전공 교육과정 21학점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자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1학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부전공 신청서’를 지원하는 부전공 학과(부)가 

소속된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이수 안내

부전공 신청후 선발되면 이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소정양식을 소속학과(부)의 

승인을 얻은 후 부전공 희망학과(부)의 동의를 얻어 학사지원팀에 신청합니다.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 희망학과(부)에서 부전공 교과목 및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부전공 학과(부)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 표시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연계전공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2개 이상의 학부(전공) 또는 학과와 학부(전공)들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입니다.

신청 시기

1학년을 마치고 매 방학중 소정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연계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및 연계전공 관련학부(과)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는 연계전공을 담당하는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연계전공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학위수여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소속 

학부(과) 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소속 학부

(과)의 전공학위수여를 유보하며, 연계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학위를 수여   

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5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5 



 연계전공  이수학점

연계전공명
공통
교양

핵심
교양

학문
기초
교양

연계
학문
기초
교양

일반
교양

소속
전공

연계
전공

자유
선택

합계
비고

(주관학과)

사회복지학

제1전공(주전공)
지정 학점

18

자율

제1전공

(주전공)학점
36

36

자율

행정

도시경관디자인 0 22

인문ICT콘텐츠 9 36 사학

응용데이터사이언스 9 36 경제

Entrepre 
neurship

비경영대학 6 45
경영

0경영대학 45 36

프로세스
자동화
경영

비경영대학 6
제1전공

(주전공)학점
36

45
경영정보

경영대학 0 45 36

스마트임베디드
기계시스템공학

30 54 36
전기
전자
기계

반도체장비공학 30 54 36

소속학부
(과)별

최소졸업
학점

전자,신소재
기계,산업경영

정보통신

산학협력 30 54 36

전자
기계

산업경영
정보통신

스포츠ICT - 36 36

90(건축,  공간)
90(전통건축)

건축, 공

부동산,
미래융합경영

간
전통건

법학,국문,
영문,사학

법학,철학, 영문

축

프롭테크비즈니스

법조인양성

공공인재양성 0 3636

0 3636

0 3636

스포츠학부
바둑

모빌리티설계 - 54 36
교통

컴퓨터

사회혁신 6 36 36

행정,정치
외교,경제,

디지털미디어,
아동,청소년지도

[주1]   「일반과정(비인증)」이수자의 연계학문기초교양 이수학점은「단일전공 이수학점 일반과정(비인증)」에 따른다.

[주2]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단일전공시 소속 학부(과)의 최소 전공 
졸업 이수학점수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주3]   경영대학 소속 학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주4]   해당 연계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중복 
인정 학점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4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연계전공 교과과정,진로 및 전망 등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연계전공 

코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74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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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일반과정(비인증)」이수자의 연계학문기초교양 이수학점은「단일전공 이수학점 일반과정(비인증)」에 따른다.

[주2]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주전공) 이수학점과 연계전공 이수학점의 합이 단일전공시 소속 학부(과)의 최소 전공 
졸업 이수학점수 이상이 되도록 이수하여야 한다.

[주3]   경영대학 소속 학생이 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주전공)을 4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주4]   해당 연계전공 참여학과 소속 학생이 제1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일치할 경우 중복 
인정 학점에 관한 사항은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4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연계전공 교과과정,진로 및 전망 등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연계전공 

코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7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47 



전과

전과는 계열별 구분없이 실시하며, 선발은 각 학과의 내규로 정해진 사정기준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됩니다.

전과의 자격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학생은 2학년 

수료 후), 해당 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이어야 하며,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칙 제 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육특기자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소속된 단과대학 

내에서만 전과(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대학의 경우 상기 기준 이외에 건축대학 내부규정을 따릅니다.

전과의 종류

전과는 일반전과와 다운전과가 있는데, 일반전과는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2, 

3학년으로 전과하는 것이고, 다운전과는 학년 또는 학기를 내려서 하는 전과입니다.

전과의 시기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1월 중 (홈페이지 

학사일정 참고))에 실시합니다.

전과의 절차

희망자는 학사지원팀에 비치되어 있는 ‘전과원서’를 작성합니다.  ‘전과원서’에 

전출학부(과) 및 전입학부(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과원서’ (수학계획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첨부)를 전입하려는 학과의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접수합니다.  학사지원팀에 접수된 ‘전과원서’를 해당 전입 

희망학과로 발송합니다.  각 학부(과)별로 전과 희망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합니다.  학사지원팀은 전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4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의 학과·전공 본배정

학과배정

졸업인증제

졸업인증제란 우리 대학 졸업을 위해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을 갖춘 학생에 대해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술체육대학 전학부(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 미래융합대학 전학부(과), 장애인, 귀순동포, 

편입생(외국인특별전형은 제외)

졸업인증 요건

•  필수교양 영어 과목 3단계 중 본인이 해당하는 단계의 교과목을 이수

•  단대 및 학부(과)별로 지정한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 이상 획득

졸업인증제 관련 부서 인문방목기초교육대학 (☎ 02-300-0853~5)

자연방목기초교육대학 (☎ 031-330-6749,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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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들은 1학년 과정 수료 후 2학년으로 승급시에 

해당 모집단위의 학과(전공)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선택·배정은 각 

단과대학 또는 학부의 학과(전공)의 기준에 따릅니다.

학과배정 대상자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 중 1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으로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으로서 현재 가배정만 되어있는 학생

  나. 전공자유학부 소속 학생

  다. 창의융합인재학부 소속 학생

  라. 융합전공학부(인문), 융합공학부(자연) 소속 학생

학과배정 절차

대상자는 해당 교학팀의 일정에 맞춰 ‘본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본배정 

신청서’에 가배정학과 또는 학부의 학부장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교학팀에 제출합니다. → 각 단과대학 또는 학부별 학과 선택기준에 따라 학과를 

배정하고 그 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합니다. → 학사지원팀은 학과배정 

결과를 공지하고 학적에 반영합니다.

4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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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칙 제 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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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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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학부(과) 및 전입학부(과)의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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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학사지원팀으로 발송합니다.  학사지원팀은 전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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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과)별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

대학 학과 졸업 인증 기준 점수

인문대학 
[ * ]

전 학부(과)

TOEIC 500

TOEIC SPEAKING 100

IELTS 4.5

TEPS 400

NEW TEPS 211

OPIC IL 이상

TOEFL

PBT 450

CBT 133

IBT 45

영어영문학과

TOEIC 550

TOEIC SPEAKING 110

IELTS 5

TEPS 430

NEW TEPS 229

OPIC IM 이상

TOEFL

PBT 470

CBT 150

IBT 52

사회과학, 법과, 
자연과학, 공과, 

건축, ICT융합대학 
[ * ]

전 학부(과)

TOEIC 500

TOEIC SPEAKING 100

IELTS 4.5

TEPS 400

NEW TEPS 211

OPIC IL 이상

TOEFL

PBT 450

CBT 133

IBT 45

사회복지학과

글로벌법무 금융학과

경영, 국제학부 
[ * ]

[ * ]

전 학부(과)

TOEIC 700

TOEIC SPEAKING 130

IELTS 6

TEPS 580

NEW TEPS 315

OPIC IH 이상

TOEFL

PBT 540

CBT 207

IBT 76

부동산학과

예술체육, 미래융합
전 학부(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표시 대학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은 영어졸업인증 대신 TOPIK 4급 이상(예술체육대학은 TOPIK 3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졸업인증제 인증방법

•  교내모의토익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연 4회 시행되는 교내 모의토익에 응시하여 기준 점수 이상 취득시 졸업인증

•  공인토익 (ETS주관)

   ETS주관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표를 해당캠퍼스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신분증 필수 지참)

※ TOEIC 외 기타 영어졸업인증 자격 점수는 공과대학 영어졸업인증 자격과 동일함

※ [*] 표시 대학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은 영어졸업인증 대신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함

필수교양 영어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교내 모의토익

을 응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필수교양수업을 마친 시점에서 자신의 영어실력을 점검한뒤 졸업까지 남은 학기동안 졸

업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물론 이후 계속되는 모의토익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개설된 토익강의 등을 수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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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대학은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TOPIK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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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양 영어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실시하는 교내 모의토익

을 응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필수교양수업을 마친 시점에서 자신의 영어실력을 점검한뒤 졸업까지 남은 학기동안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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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후 계속되는 모의토익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개설된 토익강의 등을 수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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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or.kr)에 의해 제시된 건축학전문 학

위과정을 위한 교육기준과 교육지침을 통해 인증받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수 

있는 등록 건축사의 자격으로 필요한 전문학위 교육의 질을 주기적으로 평가받아 유지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의해 인증된 학위는 캔버라어코드 

(www.canberraaccord.org)에 의해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홍콩, 영연방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건축학 인증원으로부터 상호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UNESCO-UIA건축학인증기구에 의해 정식 인정받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AAB.or.kr 참조)

우리학교 건축학부의 건축학교육인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된 이래 2006년 국내최초로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 3개 대학교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으며, 명지대학교의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은 2011년의 2주기 심사와 2016년 가을 실시된 3주기 심사에서 

국내최초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여 국내 대학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학전공 교과과정

졸업이수학점 164

전공이수학점 112
전공필수 87

전공선택 25

교양이수학점 52

공통교양 17

학문기초교양 14

핵심교양 12

일반교양 9

※ 자세한 인증기준은 2013 KAAB 인증규준 참조

5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국내최초 인증) 과정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은 교육프로그램 인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전공과목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건축대학 두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은 충분한 인적,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교육 환경 위에 

전공필수 과목들과 함께 수반되는 전공선택 과목들 및 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 

그리고 건축대학의 각종 교과 외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학생 자치활동 그리고 일련의 

자체평가체계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 

건축학부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상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대학 건축학부의 교과안내 편람을 참고 바랍니다.

국제워크샵

건축 대학은 2004년도 이후 국내 대학중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갖춘 예비 건축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로마건축대학, 국립베네치아건축대학, 뉴욕공대(NYIT)건축대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3개의 국제워크샵에 다수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우수학생 들에게는 건축대학 전체 교수진과 해외건축답사를 동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한 학교의 명성에 걸맞는 국제교육의 

성과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자랑입니다.

전통건축전공 교과과정

졸업이수학점 170

전공이수학점 118
전공필수 99

전공선택 19

교양이수학점 52

공통교양 17

학문기초교양 14

핵심교양 12

일반교양 9

※ 자세한 인증기준은 2013 KAAB 인증규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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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교육인증제

건축학교육인증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or.kr)에 의해 제시된 건축학전문 학

위과정을 위한 교육기준과 교육지침을 통해 인증받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수 

있는 등록 건축사의 자격으로 필요한 전문학위 교육의 질을 주기적으로 평가받아 유지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의해 인증된 학위는 캔버라어코드 

(www.canberraaccord.org)에 의해 미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홍콩, 영연방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건축학 인증원으로부터 상호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UNESCO-UIA건축학인증기구에 의해 정식 인정받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AAB.or.kr 참조)

우리학교 건축학부의 건축학교육인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된 이래 2006년 국내최초로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등 3개 대학교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으며, 명지대학교의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은 2011년의 2주기 심사와 2016년 가을 실시된 3주기 심사에서 

국내최초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여 국내 대학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학전공 교과과정

졸업이수학점 164

전공이수학점 112
전공필수 87

전공선택 25

교양이수학점 52

공통교양 17

학문기초교양 14

핵심교양 12

일반교양 9

※ 자세한 인증기준은 2013 KAAB 인증규준 참조

5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국내최초 인증) 과정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은 교육프로그램 인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전공과목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건축대학 두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은 충분한 인적,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교육 환경 위에 

전공필수 과목들과 함께 수반되는 전공선택 과목들 및 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 

그리고 건축대학의 각종 교과 외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학생 자치활동 그리고 일련의 

자체평가체계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 

건축학부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상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대학 건축학부의 교과안내 편람을 참고 바랍니다.

국제워크샵

건축 대학은 2004년도 이후 국내 대학중에서 가장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역량을 갖춘 예비 건축가의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로마건축대학, 국립베네치아건축대학, 뉴욕공대(NYIT)건축대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3개의 국제워크샵에 다수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우수학생 들에게는 건축대학 전체 교수진과 해외건축답사를 동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인증을 획득한 학교의 명성에 걸맞는 국제교육의 

성과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자랑입니다.

전통건축전공 교과과정

졸업이수학점 170

전공이수학점 118
전공필수 99

전공선택 19

교양이수학점 52

공통교양 17

학문기초교양 14

핵심교양 12

일반교양 9

※ 자세한 인증기준은 2013 KAAB 인증규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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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교육인증제

2007년 9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경영교육인증제도를 시작한 직후, 우리학교 경영

대학은 경영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학습성과 및 평가 시스

템 개선, 학생 및 교수 지원 시스템 개선, 그 외 교육 인프라 제고 등 경영교육 인증에 

필요한 모든 기준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이 결과, 한국

경영교육인증원에 의한 2009년 1주기 심사인증(2년 인증)을 거쳐, 2014년 2주기 심사 

및 2019년 3주기 심사에서 학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하는 

5년 인증(최장기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학교 경영교육이 우수 경영교육

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을 뜻합니다. 

경영학교육인증 학과별 전공이수기준학점

경영대학 내 학과 간 교차수강에 따른 전공학점 인정

경영대학 재학생이 경영대학 내 타 학과(부동산학과 제외) 전공과목을 교차수강 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소속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영대학 내 학과 간 교차수강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부동산학과 제외) 

최종학기 종강일까지 “이수구분변경신청원”을 경영대학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학교육인증제

 관련 부서 경영교육혁신센터 (☎02-300-0770)

대학 학과 졸업요건 전공학점 졸업인증제 요건

경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학문기초교양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단일전공 63학점
토익 700

복수전공 45학점

부동산학과 해당없음

1. 본 기준은 2009년 입학생부터 적용함

2. 해당 프로그램 졸업요건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5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공학교육인증제

공학교육인증제(ABEEK)는 Washington Accord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별 교육목표달성 여부와 졸업생의 학습성과

를 평가 인증하여 회원국간의 동등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급 엔지니어를    

양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인증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졸업생이    

국제적으로 공학실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http://abeek.

mju.ac.kr)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과대학에서는 모든 학과가 2006학년도부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요구 

하는 교과과정, 학습방법, 강의평가, 학습성과 및 학생 상담제도 등 심화교육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국제적 인증기준 KEC2005에 따라 2010년 2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

였고, 2010년과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 연이어 공과대학 전학과가 공학 

교육인증을 받았습니다.

공학교육인증(ABEEK) 참여 학과

공대 10개 전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 에너지

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공학교육인증 교과영역별 이수기준학점

 
공학교육인증제

 관련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031-330-6865~7)

인증기준 영역 인증졸업조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

전문교양

프로그램별 운영지침 참고수학, 기초과학, 전산학(MSC)*

공학주제 (전공)

* 컴퓨터 공학과는 수학, 기초과학(BSM)
각 프로그램별 졸업조건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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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교육인증제

2007년 9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경영교육인증제도를 시작한 직후, 우리학교 경영

대학은 경영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학습성과 및 평가 시스

템 개선, 학생 및 교수 지원 시스템 개선, 그 외 교육 인프라 제고 등 경영교육 인증에 

필요한 모든 기준들에 대해 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이 결과, 한국

경영교육인증원에 의한 2009년 1주기 심사인증(2년 인증)을 거쳐, 2014년 2주기 심사 

및 2019년 3주기 심사에서 학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정까지를 포함하는 

5년 인증(최장기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학교 경영교육이 우수 경영교육

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음을 뜻합니다. 

경영학교육인증 학과별 전공이수기준학점

경영대학 내 학과 간 교차수강에 따른 전공학점 인정

경영대학 재학생이 경영대학 내 타 학과(부동산학과 제외) 전공과목을 교차수강 하는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소속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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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기 종강일까지 “이수구분변경신청원”을 경영대학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학교육인증제

 관련 부서 경영교육혁신센터 (☎02-300-0770)

대학 학과 졸업요건 전공학점 졸업인증제 요건

경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학문기초교양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단일전공 63학점
토익 700

복수전공 45학점

부동산학과 해당없음

1. 본 기준은 2009년 입학생부터 적용함

2. 해당 프로그램 졸업요건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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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

공학교육인증제(ABEEK)는 Washington Accord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는 

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과별 교육목표달성 여부와 졸업생의 학습성과

를 평가 인증하여 회원국간의 동등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급 엔지니어를    

양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인증프로그램으로 공부한 졸업생이    

국제적으로 공학실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http://abeek.

mju.ac.kr)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공과대학에서는 모든 학과가 2006학년도부터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이 요구 

하는 교과과정, 학습방법, 강의평가, 학습성과 및 학생 상담제도 등 심화교육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국제적 인증기준 KEC2005에 따라 2010년 2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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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을 받았습니다.

공학교육인증(ABEEK) 참여 학과

공대 10개 전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 에너지

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공학교육인증 교과영역별 이수기준학점

 
공학교육인증제

 관련 부서 공학교육혁신센터 (☎031-330-6865~7)

인증기준 영역 인증졸업조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

전문교양

프로그램별 운영지침 참고수학, 기초과학, 전산학(MSC)*

공학주제 (전공)

* 컴퓨터 공학과는 수학, 기초과학(BSM)
각 프로그램별 졸업조건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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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학점취득

 
봉사학점취득

 관련 부서 학생복지봉사팀 
 (인문 ☎ 02-300-1431, 자연 ☎ 031-330-6719)

학점신청

학점 신청자격은 재학생에게 주어지며, 8학기생의 경우 정규학기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1학점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학점 신청 횟수는 최대 졸업까지 한 

학기 1학점씩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는 P(pass)/N(no pass)로 하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됩니다. 봉사학점의 이수 

시간은 학교가 인정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봉사시간만 인정됩니다.

학점이 가능한 봉사시간 총 30시간 이상입니다. (http://vol.mju.ac.kr)

신청절차

봉사할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합니다.(봉사단 홈페이지 및 각종 봉사기관 모집내용 

참고)  사회봉사단 홈페이지(http://mjupsc.mju.ac.kr)에서 계획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업로드 합니다.(반드시 봉사시행전 제출)  제출한 봉사계획서의 내용을 

승인 받으면 봉사활동을 시행합니다.  봉사활동 종료 후 ‘봉사활동확인서’에 

봉사기관단체 감독관, 단체장 확인을 받고 ‘봉사활동보고서’와 함께 받아 학생복지

봉사팀에 제출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기관별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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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봉사활동 계획서(봉사활동 시행 전 사회봉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봉사활동 확인서 

및 보고서 (해당학기 봉사학점 마감시한까지 직접 제출)

학점평가

정규학기에 봉사활동을 30시간 이상 시행하고 확인서, 보고서를 종강 1주일 전까지 

제출하면 시행학기에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학에 봉사학점 절차를 완료한 

경우 학점은 다음 학기에 반영됩니다.

채플

 
채플

 관련부서 교목실 선교지원팀  
 (인문 ☎ 02-300-1444 자연 ☎ 031-330-6060)

채플 규정

•  채플의 평가결과는 Pass와 Nonpass로 표시됩니다.

•  결석일수 1/5 이상의 학생 성적은 Nonpass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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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학의 교양과목인 채플은 기독교문화권에서 기독교 학교들이 부속 성당이나 채플 

에서 학생들에게 삶의 진리와 경건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드리던 예배를 채플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기독교대학은 일반대학처럼 인간을 육체적이고 정신적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라고 전제하고 교육을 하는 학교 

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채플은 전인교육을 위한 기독교적 인성수업으로 뮤직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정해진 주제에 따라 오프닝 공연이 있고, 교내 교수님들과 외부의 

초청된 이야기 손님들의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재학생으로 구성된 

교목실 소속 공연채플팀(예사랑, 블루파이어)과 초청 뮤지션들의 공연도 있습니다. 

  강연으로 삶의 진리와 지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들과 일반강의들에서 

접할 수 없는 삶에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 다양한 강사가 초대되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채플에서 인생에 필요한 진리와 지식들을 얻고 공연들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대학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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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직과정은 대학 재학 시 교사로서 필요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및 전문상담 

교사(2급),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교직이수 시기 및 절차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재학생에 한하여(교직이수신청은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개강 후(3월 중)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수강합니다.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학부(과)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2학년을 수료(교직과목 4학점 이상 필수이수)한 학생 중 성적 및 인성 

평가를 거쳐 2학년 말에 선발합니다.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4월, 5월 중) 4주간 실시되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은 

4학년 2학기(12월 중)에 접수합니다.

⁂ 교직과정 이수 안내

•    교직과정이 인가된 학부(과)의 학생은 2학년 1학기(3월초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반드시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학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졸업시까지 소속 학부(과)에 관련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하고,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직홈페이지(http://teaching.mj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과)별로 지정된 기본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직과정의 중도 포기자 또는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이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교원자격 이수예정자가 복수교직을 신청할 경우, 소속학과 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은 각각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공과대학 교직이수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부(과) 학생은 재학 중 방학기간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간 이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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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직과정 승인학과

대학간 학점교류(계절수업 포함) 실시안내

대상대학

⁂ 경인지역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자연캠퍼스만 해당)

경기대, 강남대, 용인대, 가천대(舊경원대), 한세대(舊순신대), 안양대, 성결대, 아세아

연합 신학대, 대진대, 한국항공대, 카톨릭대(성심교정), 서울신학대, 인천대, 한양대

(안산), 수원대, 협성대, 한신대, 평택대, 아주대, 경희대(수원), 한경대(舊안성산업대), 

한국 외국어대(용인), 중앙대(안성), 경인교육대, 서울장신대, 루터대, 단국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국산업기술대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문

국어국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국어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 (2급) -

영어영문학과 영어

공과

전기공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기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전자공학과 전자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화학공학과 화공

아랍지역학과 아랍어 토목환경공학과 건설

사학과 역사 기계공학과 기계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 (2급) -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사회 
과학

아동학과
유치원 

정교사 (2급)
-

예술체육

스포츠학부 체육

청소년지도학과 전문상담교사 (2급) - 스포츠지도학전공 실기교사 -

행정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일반 사회 시각디자인전공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디자인

경영
경영학과 상업 영상디자인전공 디자인

국제통상학과 상업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

법과 법학과 일반 사회 패션디자인전공 의상

자연 
과학

수학과 수학 영화전공 연극영화

물리학과 물리 뮤지컬공연전공 연극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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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직과정은 대학 재학 시 교사로서 필요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및 전문상담 

교사(2급),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교직이수 시기 및 절차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재학생에 한하여(교직이수신청은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개강 후(3월 중)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수강합니다.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 학부(과)별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2학년을 수료(교직과목 4학점 이상 필수이수)한 학생 중 성적 및 인성 

평가를 거쳐 2학년 말에 선발합니다.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4월, 5월 중) 4주간 실시되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은 

4학년 2학기(12월 중)에 접수합니다.

⁂ 교직과정 이수 안내

•    교직과정이 인가된 학부(과)의 학생은 2학년 1학기(3월초 소정기간)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반드시 교직팀(자연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학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졸업시까지 소속 학부(과)에 관련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하고,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직홈페이지(http://teaching.mj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과)별로 지정된 기본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직과정의 중도 포기자 또는 선발에서 탈락한 학생이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교원자격 이수예정자가 복수교직을 신청할 경우, 소속학과 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은 각각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공과대학 교직이수자 중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학부(과) 학생은 재학 중 방학기간에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간 이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건설, 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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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교직과정 승인학과

대학간 학점교류(계절수업 포함) 실시안내

대상대학

⁂ 경인지역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자연캠퍼스만 해당)

경기대, 강남대, 용인대, 가천대(舊경원대), 한세대(舊순신대), 안양대, 성결대, 아세아

연합 신학대, 대진대, 한국항공대, 카톨릭대(성심교정), 서울신학대, 인천대, 한양대

(안산), 수원대, 협성대, 한신대, 평택대, 아주대, 경희대(수원), 한경대(舊안성산업대), 

한국 외국어대(용인), 중앙대(안성), 경인교육대, 서울장신대, 루터대, 단국대, 을지대, 

차의과대, 한국산업기술대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문

국어국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국어 자연과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 (2급) -

영어영문학과 영어

공과

전기공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기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전자공학과 전자

일어일문학과 일본어 화학공학과 화공

아랍지역학과 아랍어 토목환경공학과 건설

사학과 역사 기계공학과 기계

문헌정보학과 사서교사 (2급) -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사회 
과학

아동학과
유치원 

정교사 (2급)
-

예술체육

스포츠학부 체육

청소년지도학과 전문상담교사 (2급) - 스포츠지도학전공 실기교사 -

행정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일반 사회 시각디자인전공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디자인

경영
경영학과 상업 영상디자인전공 디자인

국제통상학과 상업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

법과 법학과 일반 사회 패션디자인전공 의상

자연 
과학

수학과 수학 영화전공 연극영화

물리학과 물리 뮤지컬공연전공 연극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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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공유대학 협약

단국대, 용인대, 강남대

⁂ 개별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인문,자연캠퍼스 공통)

단국대(죽전,천안), 국민대(서울), 가톨릭관동대, 한국항공대, 전남대

⁂ 서울총장포럼 협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

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

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

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지원자격 (서울 총장포럼 협약대학)

⁂ 일반사항 (공통)

1학년이상 수료하고, 평점 3.0 이상인 재학생 초과학기 재학생은 신청 불가

6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점인정

타 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수강 및 의무

가.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나. 정규학기 수강료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대학간 정산을 함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정 금액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함)

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라.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졸업예정학생이 마지막 계절수업 학점교류시 필히 사전 상담후 신청

※ 타 대학 교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신청 제한학점(17~19학점)에 포함됨.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우선하며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입생 

신청기간은 2월 말에서 3월 초이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은 

당해 학기 복학생, 재입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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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공유대학 협약

단국대, 용인대, 강남대

⁂ 개별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인문,자연캠퍼스 공통)

단국대(죽전,천안), 국민대(서울), 가톨릭관동대, 한국항공대, 전남대

⁂ 서울총장포럼 협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

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

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

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지원자격 (서울 총장포럼 협약대학)

⁂ 일반사항 (공통)

1학년이상 수료하고, 평점 3.0 이상인 재학생 초과학기 재학생은 신청 불가

6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점인정

타 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수강 및 의무

가. 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나. 정규학기 수강료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대학간 정산을 함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대학의 지정 금액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함)

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라.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졸업예정학생이 마지막 계절수업 학점교류시 필히 사전 상담후 신청

※ 타 대학 교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신청 제한학점(17~19학점)에 포함됨.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에 우선하며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입생 

신청기간은 2월 말에서 3월 초이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교내 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장에게 제출합니다.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은 

당해 학기 복학생, 재입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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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취득학점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4학년(5학년) 2학기 12학점 이상]

•  총장특별, 보훈 장학금 : 취득학점 기준 없음

•    자치활동, 체육특기, 교직원복지, 미디어, 바둑특기, 명지사랑 1종, 2종, 3종, 4종, 

고시 장학금 : 12학점 이상

⁂ 수혜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8학기(건축학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모범2종, 자치활동, 대여, 

총장특별, 세계화(재학생), 학술활동장려(재학생), 기독도우미, 연수, 사회진출지원, 

명지다움, 그린캠퍼스활동지원, 장애학생도우미, 미디어, 교육훈련, 글로벌버디, 

창업지원, 바둑특기2종, 취업지원 명지마일리지 장학금과 기탁 및 수혜자를 지정한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장학 종류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 

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복지 

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미디어장학금, 바둑특기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뮤지컬특기장학금, 기독도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 장학금,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평생학습자 특별장학금, 학습바우처장학금, 

평생학습장려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명지마일리지장학금 

※ 보다 자세한 장학종류 및 자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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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장학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신라 

문화장학재단 장학금, 한국통신 장학금, 삼송장학회 장학금, 운경재단 장학금, 소청 

장학재단 장학금, 홍모수민 장학금, 노엽문화재단 장학금, 보훈 장학금, 육군, 공군, 

해군 본부 장학금, 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금, 한국화학공학회 장학금, 우덕재단 

장학금, 영풍 문화재단 장학금, 두산 연강문화재단 장학금, 아름다운 장학회 장학금,  

아름다운 장학회 장학금, 아름다운 재단 장학금, 송원문화재단 장학금, 수인장학회 

장학금, 송산 장학회 장학금, 정산장학회 장학금, 성남장학회 장학금, 성보장학회 

장학금, 춘강문화재단 장학금, 한국스카우트 장학회 장학금, 용인시민 장학회 장학금,

과천시애향장학회 장학금, 일산장학회 장학금, 삼원장학재단 장학금, 키움증권 

장학회, 미래에셋투자금융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회 장학금, 우학재단장학금, 

해성문화재단 장학금, 동방 장학금, 명지 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기탁(생활관, 각 

학과) 장학금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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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   

복지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미디어장학금, 바둑특기장학금, 세계화   

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뮤지컬특기장학금, 기독도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 장학금,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

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

지원장학금, 평생학습자특별장학금, 학습바우처장학금, 평생학습장려장학금, 취업

지원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명지마일리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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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취득학점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4학년(5학년) 2학기 12학점 이상]

•  총장특별, 보훈 장학금 : 취득학점 기준 없음

•    자치활동, 체육특기, 교직원복지, 미디어, 바둑특기, 명지사랑 1종, 2종, 3종, 4종, 

고시 장학금 : 12학점 이상

⁂ 수혜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8학기(건축학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모범2종, 자치활동, 대여, 

총장특별, 세계화(재학생), 학술활동장려(재학생), 기독도우미, 연수, 사회진출지원, 

명지다움, 그린캠퍼스활동지원, 장애학생도우미, 미디어, 교육훈련, 글로벌버디, 

창업지원, 바둑특기2종, 취업지원 명지마일리지 장학금과 기탁 및 수혜자를 지정한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장학 종류

설립자장학금,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백마장학금, 모범장학금, 자치 

활동장학금, 고시장학금, 보훈장학금, 체육특기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교직원복지 

장학금, 명지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미디어장학금, 바둑특기장학금, 세계화장학금,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뮤지컬특기장학금, 기독도우미장학금, 연수장학금, 

사회진출지원 장학금,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 명지다움장학금, 

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교육훈련장학금, 

글로벌버디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평생학습자 특별장학금, 학습바우처장학금, 

평생학습장려장학금, 취업지원장학금, 계약학과장학금, 융합인재육성장학금, 

명지마일리지장학금 

※ 보다 자세한 장학종류 및 자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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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 장학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신라 

문화장학재단 장학금, 한국통신 장학금, 삼송장학회 장학금, 운경재단 장학금, 소청 

장학재단 장학금, 홍모수민 장학금, 노엽문화재단 장학금, 보훈 장학금, 육군, 공군, 

해군 본부 장학금, 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금, 한국화학공학회 장학금, 우덕재단 

장학금, 영풍 문화재단 장학금, 두산 연강문화재단 장학금, 아름다운 장학회 장학금,  

아름다운 장학회 장학금, 아름다운 재단 장학금, 송원문화재단 장학금, 수인장학회 

장학금, 송산 장학회 장학금, 정산장학회 장학금, 성남장학회 장학금, 성보장학회 

장학금, 춘강문화재단 장학금, 한국스카우트 장학회 장학금, 용인시민 장학회 장학금,

과천시애향장학회 장학금, 일산장학회 장학금, 삼원장학재단 장학금, 키움증권 

장학회, 미래에셋투자금융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회 장학금, 우학재단장학금, 

해성문화재단 장학금, 동방 장학금, 명지 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기탁(생활관, 각 

학과) 장학금 등 다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63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63 



학자금을 대여하고 싶어요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Income Contingent Loans)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 

일백오십만원)를 대출해주고 상환소득기준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다가 상환기준소득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직전학기 

성적 70점(1.88/4.50)과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 만 35세 이하인 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직전학기 성적 70점(1.88/4.50)과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이자는 대출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원금은 거치기간 종료후 상환이 개시됩니다.

⁂ 대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t.go.kr)에서 본인이 대출 신청

② 구비서류 장학재단 또는 학교로 제출 (서류제출면제자는 제출생략)

③ 장학재단 또는 학교에서 추천 후 대출대상자로 기금승인

④ 등록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www.kosat.go.kr)에서 학자금 대출 실행

⑤ 등록금 학교로 이체 및 등록처리 완료

⑥ 본인 Myiweb으로 등록여부 확인 (익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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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사정보 FAQ

학점 관련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표가 있나요?  

(종합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 성적조회 → 강의시간표)

대학에서 수강과목은 본인이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학과에 따라 일부 교양

과목은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전공수업의 경우

에는 학과마다 자체적인 전공 교육과정이 있으니 각 단대교학팀에 문의하여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양 중 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 일반교양이란    

무엇인가요?

교양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 일반 교양이 

그것인데 공통교양은 성서의이해부터 영어회화까지 전학생 공통으로 지정된 교

양과목입니다. 핵심교양은 핵심적인 교양으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양과목이

며 학문기초교양은 학과마다 지정된 교양과목입니다. 일반교양은 공통교양, 핵심

교양, 학문기초교양을 제외한 교양과목입니다.

졸업이수학점이 궁금합니다. 128학점(학과에 따라서 132-170)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최소 이수학점인가요? 만약 그 이상을 이수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선택이 26학점인데 최소이수학점을 들었으면 그 이상은 

마음대로 들어도 되나요?

128학점 초과 이수 가능합니다. 128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학점입니다. 필

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 균형교양, 전공학점 및 일반선택 이수 조건에 맞추

어 취득 후 초과이수 가능합니다. 오히려 대학에 오셨으니 최소학점만 맞추지 말

고 많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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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을 대여하고 싶어요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Income Contingent Loans)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한도없음)과 생활비(학기당 

일백오십만원)를 대출해주고 상환소득기준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 받다가 상환기준소득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직전학기 

성적 70점(1.88/4.50)과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이수, 만 3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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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t.go.kr)에서 본인이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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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학재단 또는 학교에서 추천 후 대출대상자로 기금승인

④ 등록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www.kosat.go.kr)에서 학자금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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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사정보 FAQ

학점 관련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시간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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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목입니다. 핵심교양은 핵심적인 교양으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양과목이

며 학문기초교양은 학과마다 지정된 교양과목입니다. 일반교양은 공통교양, 핵심

교양, 학문기초교양을 제외한 교양과목입니다.

졸업이수학점이 궁금합니다. 128학점(학과에 따라서 132-170)이라고 하는데 이

것이 최소 이수학점인가요? 만약 그 이상을 이수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일반선택이 26학점인데 최소이수학점을 들었으면 그 이상은 

마음대로 들어도 되나요?

128학점 초과 이수 가능합니다. 128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학점입니다. 필

수교양, 선택교양, 기초교양, 균형교양, 전공학점 및 일반선택 이수 조건에 맞추

어 취득 후 초과이수 가능합니다. 오히려 대학에 오셨으니 최소학점만 맞추지 말

고 많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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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관련

한학기에 재수강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과목까지 합해서 17학점(09학번 수강 신

청학점은 졸업학점 120점대 학과는 17학점, 130이상 학과는 18학점) 넘게 수강신

청하는 것이 될텐데 가능한지요? 또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재수강 과목

까지 포함하여 17학점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했다고 해도 재수강 과목을 제외하면 

17학점 미만이 되는 것이니 장학금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재수강을 한다고 해도 최대수강신청가능학점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수

강을 할 경우 최근 취득 성적이 남고 이전 성적이 R(Repeated-course)로 표기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수강을 한다고 해도 R로 표기되는 성적은 이전 학기에 

취득된 성적이니 재수강을 한다고 하여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

닙니다. (단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17학점을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3학점과목을 F

성적을 맞는다면 취득학점은 14학점이 될테니 당연히 장학금 선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 관련

현재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중인 학생인데요. 복수전공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는 제한이 없나요? 예체능계열은 할 수 없나요? 음

악을 부전공했으면 하는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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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복수전공,부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제한은 없습니다. 예체능계열 

학과로도 다전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대학 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에만 가능 

하며 미래융합대학, 건축대학과의 복수전공, 부전공은 불가합니다. (미래융합 대학은  

같은 단과대학 내의 학과간에만 다전공이 가능합니다)

성적경고

당해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1.5미만인 학생과 미수강 신청자에게 성적경고를 하고 

학부장(또는 주임교수),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처리가 됩니다. 또한 성적경고를 받은 사람이 휴학(군입대 휴학 포함)을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속 횟수로 간주됩니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에 “성적경고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이 감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수강신청 과목을 한과목도 안했을 경우도 성적경고

성적경고의 시기

1학기는 8월 중에 2학기는 2월 중에 처리됩니다.

자퇴, 제적

재학생이 재학기간 중 국외유학이나 타 대학 진학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우리 대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경우 자퇴할 수 있습니다.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확인과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확인을 필한 후 학술정보관에서 도서대출 여부 확인, 

학생복지봉사팀에서 장학 및 등록금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 ‘자퇴원서’를 각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합니다.

ex) ‘자퇴원서’(학사지원팀 비치)  보호자 도장  소속학과교학팀 방문(학부장, 학과주임

     교수확인)  도서관 방문(대출여부 확인)  학생복지봉사팀 방문(장학금 및 등록금대출

     여부 확인)

학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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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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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함하여 17학점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했다고 해도 재수강 과목을 제외하면 

17학점 미만이 되는 것이니 장학금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재수강을 한다고 해도 최대수강신청가능학점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수

강을 할 경우 최근 취득 성적이 남고 이전 성적이 R(Repeated-course)로 표기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재수강을 한다고 해도 R로 표기되는 성적은 이전 학기에 

취득된 성적이니 재수강을 한다고 하여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

닙니다. (단 해당 학기 수강신청을 17학점을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3학점과목을 F

성적을 맞는다면 취득학점은 14학점이 될테니 당연히 장학금 선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복수전공 관련

현재 2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중인 학생인데요. 복수전공을 했으면 하는데 제가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학과는 제한이 없나요? 예체능계열은 할 수 없나요? 음

악을 부전공했으면 하는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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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경고의 시기

1학기는 8월 중에 2학기는 2월 중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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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봉사팀에서 장학 및 등록금 대출여부를 확인한 후 ‘자퇴원서’를 각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합니다.

ex) ‘자퇴원서’(학사지원팀 비치)  보호자 도장  소속학과교학팀 방문(학부장, 학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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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미등록 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미복학 제적(일반)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휴학연한이 5년 

초과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도 제적)

   일반휴학 최대 가능연한 5년(1년에 한번씩 휴학연장)

•    미복학 제적(군입대) : 군입대휴학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    성적불량경고 제적 : 3학기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징계 제적 :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적이 의결되었을 경우

•    기타 우리 대학교에 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적시기

•  미등록/미복학 제적 : 1학기 - 2월 28일, 2학기 - 8월 31일

•  성적불량경고 제적 : 2학기 - 2월말, 1학기 - 8월말

•  징계 제적 : 사유발생시

6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재입학

자퇴, 미등록, 또는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은 매 학기 초 재입학 신청기간 

(1학기 : 1월, 2학기 : 7월)에 학부(과) 및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칙 제 59조에 의한 징계 제적자, 증빙서류 허위 및 위조 제출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입학을 위해서는 최소 1개 학기는 마친 상태여야 

하므로 1학년 1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추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재입학 절차

매 방학기간 중 재입학 신청기간 내에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재입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합니다.  제적 전 취득 학점수에 의해 학년 및 

학기가 재결정되며, 단과대학의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제적전의 성적순으로 허가됩니다.  재입학자는 납입금 

이외에 당해 년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학, 복학

휴학

⁂ 일반 휴학

일반휴학은 질병이나 군입대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말하며, 

매학기 초 정해진 휴학기간에 Myiweb을 이용해서 직접 신청합니다. 정해진 

휴학기간이 지나면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휴학신청기간(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을 확인해서 신청합니다.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및 전과의 경우 당해 학기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질병 휴학이나 군입대 휴학은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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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미등록 제적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    미복학 제적(일반)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휴학연한이 5년 

초과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도 제적)

   일반휴학 최대 가능연한 5년(1년에 한번씩 휴학연장)

•    미복학 제적(군입대) : 군입대휴학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

•    성적불량경고 제적 : 3학기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징계 제적 :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적이 의결되었을 경우

•    기타 우리 대학교에 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적시기

•  미등록/미복학 제적 : 1학기 - 2월 28일, 2학기 - 8월 31일

•  성적불량경고 제적 : 2학기 - 2월말, 1학기 - 8월말

•  징계 제적 : 사유발생시

6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재입학

자퇴, 미등록, 또는 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은 매 학기 초 재입학 신청기간 

(1학기 : 1월, 2학기 : 7월)에 학부(과) 및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칙 제 59조에 의한 징계 제적자, 증빙서류 허위 및 위조 제출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입학을 위해서는 최소 1개 학기는 마친 상태여야 

하므로 1학년 1학기 중 자퇴하는 경우 추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 재입학 절차

매 방학기간 중 재입학 신청기간 내에 성적증명서와 학적부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재입학원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합니다.  제적 전 취득 학점수에 의해 학년 및 

학기가 재결정되며, 단과대학의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제적전의 성적순으로 허가됩니다.  재입학자는 납입금 

이외에 당해 년도의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학, 복학

휴학

⁂ 일반 휴학

일반휴학은 질병이나 군입대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을 말하며, 

매학기 초 정해진 휴학기간에 Myiweb을 이용해서 직접 신청합니다. 정해진 

휴학기간이 지나면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휴학신청기간(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을 확인해서 신청합니다.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및 전과의 경우 당해 학기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질병 휴학이나 군입대 휴학은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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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시기

매 학기 개강전 (1학기 - 1월 중순, 2학기 - 7월 중순)  (종합정보시스템 학사력 참고)

※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5회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학 절차

휴학 절차 → 통합민원센터 -   휴복학/학생증/증명서(휴복학기간 공지 참조요망)

(종합정보시스템 학사력 참조요망)

학교 홈페이지 Myiweb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개인정보를 통해서 휴학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군복무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휴학할 수 있지만,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수업 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무 군복무 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을 

방문해서 귀향신고(귀향증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 의무 군복무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시기

재학중인 경우 입대일 2주일 전부터 의무 군복무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휴학중인 경우는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절차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7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학기중 군입대(휴학)을 계획 또는 예정된 학생에 대한 권장사항

개강일로부터 학기 2/3시점 사이에 군입대를 하였으나 귀가조치 되는 경우 군입대 

휴학이 취소되고 학기중간에 재학생으로 복적되므로 수강신청, 성적취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기 2/3시점 이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기말고사 불참등 

예정된 수업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성적은 부여되나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학기중 군입대(휴학)를 계획하거나 입영일이 확정된 경우 사전에 해당학기는 

일반휴학을 하였다가 입영일 2~3주 전부터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산업체기능요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입영 학기전 일반휴학 기간에 일반휴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참조하여 사전 조치 요망, 학기 중 일반휴학 불가)

⁂ 병고 휴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종합병원 4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재학중이라도 휴학이 

가능 합니다. (단, 수업일수 5분의 4경과 후에는 병고휴학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병고 휴학 절차

종합병원에서 발부받은 4주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모성보호 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모성보호 휴학 절차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1년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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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시기

매 학기 개강전 (1학기 - 1월 중순, 2학기 - 7월 중순)  (종합정보시스템 학사력 참고)

※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5회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휴학 절차

휴학 절차 → 통합민원센터 -   휴복학/학생증/증명서(휴복학기간 공지 참조요망)

(종합정보시스템 학사력 참조요망)

학교 홈페이지 Myiweb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개인정보를 통해서 휴학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군복무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휴학할 수 있지만,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못하며, 수업 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무 군복무 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을 

방문해서 귀향신고(귀향증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 의무 군복무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시기

재학중인 경우 입대일 2주일 전부터 의무 군복무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휴학중인 경우는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의무 군복무 휴학 절차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7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학기중 군입대(휴학)을 계획 또는 예정된 학생에 대한 권장사항

개강일로부터 학기 2/3시점 사이에 군입대를 하였으나 귀가조치 되는 경우 군입대 

휴학이 취소되고 학기중간에 재학생으로 복적되므로 수강신청, 성적취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기 2/3시점 이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기말고사 불참등 

예정된 수업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게 되어 비록 성적은 부여되나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학기중 군입대(휴학)를 계획하거나 입영일이 확정된 경우 사전에 해당학기는 

일반휴학을 하였다가 입영일 2~3주 전부터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산업체기능요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입영 학기전 일반휴학 기간에 일반휴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참조하여 사전 조치 요망, 학기 중 일반휴학 불가)

⁂ 병고 휴학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종합병원 4주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재학중이라도 휴학이 

가능 합니다. (단, 수업일수 5분의 4경과 후에는 병고휴학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병고 휴학 절차

종합병원에서 발부받은 4주이상의 진단서를 가지고 학사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모성보호 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모성보호 휴학 절차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휴학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1년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71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학사정보   71 



⁂ 창업 휴학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창업 휴학 절차

창업 휴학 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복학

⁂ 복학의 종류

•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

•  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복학 시기

•  일반복학(군복학, 불일치복학 포함) : 1학기 - 1월 중순, 2학기 - 7월 중순

•  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 (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 복학 절차

복학기간 내 Myiweb에서 신청합니다. 군입대 휴학자중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도 복학기간에 Myiweb으로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반휴학자로서 1년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자와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되므로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서 

휴·복학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기간을 제외한 일반 및 병고 

휴학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7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군입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징병검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나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징

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그리고 기타 병역법령에 의해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사

람이 편입대상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의무이행안내서’ 및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질병상태 진술서’(서

식)와 함께 징병검사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신체등위판정 및 병역처분

•    합격 1급 ~ 3급(현역) :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에 적합한 경우

•    4급 (보충역) :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어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에 적합한 

경우

•    불합격 5급 (제2국민역)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현역 및 공익근무도 부적합한 

경우

•    6급 (병역면제)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의 감당이 곤란한 

경우

•    재검사 7급 (1년 이내 종결) : 현재 질병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세요.

징병검사

•  입영 연기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

기됩니다.(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휴학한 사람이나 동급대학(원)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연기

되며, 학교별 제한연령 전에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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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휴학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창업 휴학 절차

창업 휴학 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복학

⁂ 복학의 종류

•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경우

•  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 복학 시기

•  일반복학(군복학, 불일치복학 포함) : 1학기 - 1월 중순, 2학기 - 7월 중순

•  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 (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 복학 절차

복학기간 내 Myiweb에서 신청합니다. 군입대 휴학자중 개강 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도 복학기간에 Myiweb으로 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반휴학자로서 1년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자와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되므로 개인정보를 꼭 확인해서 

휴·복학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기간을 제외한 일반 및 병고 

휴학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7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군입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징병검사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나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징

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그리고 기타 병역법령에 의해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사

람이 편입대상입니다.

‘징병검사통지서’는 ‘병역의무이행안내서’ 및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질병상태 진술서’(서

식)와 함께 징병검사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신체등위판정 및 병역처분

•    합격 1급 ~ 3급(현역) :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에 적합한 경우

•    4급 (보충역) :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어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에 적합한 

경우

•    불합격 5급 (제2국민역)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현역 및 공익근무도 부적합한 

경우

•    6급 (병역면제)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의 감당이 곤란한 

경우

•    재검사 7급 (1년 이내 종결) : 현재 질병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세요.

징병검사

•  입영 연기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

기됩니다.(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휴학한 사람이나 동급대학(원)에 편입 또는 입학한 사람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 연기

되며, 학교별 제한연령 전에 졸업하는 사람은 졸업 시까지 입영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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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 입영

대학 재학(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학교에 휴학절차를 밟은 후,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통하여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  입영(소집)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 :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   입영일자/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인터넷 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

망일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가능한 입영일자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

에서 선택하여 클릭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군 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군사관 (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

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이며, 1학년(男, 女) 및 2학년(男, 

女)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년제인 건축대학의 경우 2학년(男, 女), 3학년(男, 女) 재학생 지원 가능

명지대학교 학군단의 자랑!!

•  전국 최다정원의 학군단 운영 (※20년 기준 : 3,4학년 총 108명)

•  2010년 최초 여성 ROTC 시범대학으로 선정

•  3년 연속(18년~20년) 여성 ROTC 최다합격(※수도권 1위)

•  2018년, 2019년 ‘최우수학군단’선정 (학군교, ROTC중앙회)

•    각 캠퍼스별 여성 ROTC 양성동아리(오피던트)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지도와맞

춤식 교육 실시

•  예) 대장 이철휘(학군13기), 예)준장 이동진(학군21기),

   예) 준장 김진수(학군22기) 외 다수의 현역장교 임무수행중

  
■2020학년도 모집 일정

■ 모집 대상 (※62•63기 두 개 기수 동시선발)

- 학군사관 62기

  (남·여 모두 가능, 4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사관 63기

  (남·여 모두 가능, 4년제 학과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여자 학군후보생 선발(1, 2학년)은 권역내 중앙 선발

■ 다양한 혜택

⁂ 후보생 혜택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동문 장학금, 자치지휘근무자에 대한 장학금, ROTC장학재단의 장학금 

등 지원

- 국내 및 해외 전·사적지 탐방 기회 부여

- 군 복지시설 이용가능, 롯데시네마 티켓 할인, 기타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테마파크 할인

-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및 2년간 매월 품위유지비 

지원

    

⁂ 임관 후 복무 시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선택 및 근무 가능

- 군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5,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구분 지원접수 필기고사 1차 발표 면접평가 2차 발표
신체검사
신원조사
체력평가

최종발표

일정 3월 한달 4월 초 4월 말 5월 6월 중순 5월~8월 8월 중순

7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재학중 입영

대학 재학(휴학)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학교에 휴학절차를 밟은 후,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통하여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합니다.

•  입영(소집) 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 :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

-   입영일자/본인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인터넷 민원출원’에 접속하여 본인의 입영희

망일을 지정하면 개인 적성에 따라 입영가능한 입영일자가 나타나며 본인이 그 중

에서 선택하여 클릭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군 소집계획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군사관 (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

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이며, 1학년(男, 女) 및 2학년(男, 

女) 재학생으로 3학년 진학과 졸업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된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5년제인 건축대학의 경우 2학년(男, 女), 3학년(男, 女) 재학생 지원 가능

명지대학교 학군단의 자랑!!

•  전국 최다정원의 학군단 운영 (※20년 기준 : 3,4학년 총 108명)

•  2010년 최초 여성 ROTC 시범대학으로 선정

•  3년 연속(18년~20년) 여성 ROTC 최다합격(※수도권 1위)

•  2018년, 2019년 ‘최우수학군단’선정 (학군교, ROTC중앙회)

•    각 캠퍼스별 여성 ROTC 양성동아리(오피던트)를 통한 체계적인 학습지도와맞

춤식 교육 실시

•  예) 대장 이철휘(학군13기), 예)준장 이동진(학군21기),

   예) 준장 김진수(학군22기) 외 다수의 현역장교 임무수행중

  
■2020학년도 모집 일정

■ 모집 대상 (※62•63기 두 개 기수 동시선발)

- 학군사관 62기

  (남·여 모두 가능, 4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사관 63기

  (남·여 모두 가능, 4년제 학과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   여자 학군후보생 선발(1, 2학년)은 권역내 중앙 선발

■ 다양한 혜택

⁂ 후보생 혜택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동문 장학금, 자치지휘근무자에 대한 장학금, ROTC장학재단의 장학금 

등 지원

- 국내 및 해외 전·사적지 탐방 기회 부여

- 군 복지시설 이용가능, 롯데시네마 티켓 할인, 기타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테마파크 할인

-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 지급(최대 300만원) 및 2년간 매월 품위유지비 

지원

    

⁂ 임관 후 복무 시 혜택

- 장교과정 중 최단기간 복무(28개월)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선택 및 근무 가능

- 군 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5,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구분 지원접수 필기고사 1차 발표 면접평가 2차 발표
신체검사
신원조사
체력평가

최종발표

일정 3월 한달 4월 초 4월 말 5월 6월 중순 5월~8월 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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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내
편안한 등·하교 / 통학버스 운행표 /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학교 내 이용시설 (도서관 / 박물관 / 학사지원팀과통합교학팀

교내 컴퓨터실 / 사이버 명지대학교 / 상담실 / 보건의료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 체력단련실 / 경력개발팀 / 생활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학습의 정보방, 교육개발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명지 배움품앗이, 명지 학과튜터링등)

특별한 학습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 (English Cafe

English Floor / 독서토론대회) / 국제교류프로그램개요

캠퍼스 추억만들기

캠퍼스 동아리 찾기 / 나누는 즐거움, 사회봉사활동

가자! 축제와 백마체전으로

장애 인식 개선 -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7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캠퍼스 안내
편안한 등·하교 / 통학버스 운행표 /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학교 내 이용시설 (도서관 / 박물관 / 학사지원팀과통합교학팀

교내 컴퓨터실 / 사이버 명지대학교 / 상담실 / 보건의료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 체력단련실 / 경력개발팀 / 생활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학습의 정보방, 교육개발센터

학습지원프로그램 (명지 배움품앗이, 명지 학과튜터링등)

특별한 학습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 (English Cafe

English Floor / 독서토론대회) / 국제교류프로그램개요

캠퍼스 추억만들기

캠퍼스 동아리 찾기 / 나누는 즐거움, 사회봉사활동

가자! 축제와 백마체전으로

장애 인식 개선 -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캠퍼스 안내

편안한 등·하교

인문캠퍼스 통학버스 운행안내

⁂ 운행일 :   평일운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 이용요금 : 무료 (학생증 및 교직원증 필수 지참)

⁂ 탑승장소

•인문캠퍼스 : 행정동 앞

•  홍대입구역 : 8번 출구 70cm 전방 롯데시네마 건물 

우리은행 앞

•합정역 : 4번 출구 10m 전방 버스정류장

•DMC역 : 1번 출구 50m 전방 횡단보도 앞

•증산역 : 2번출구 10m 전방 공항버스 정류장

•홍제역 : 3번 출구 70m 전방 본죽 앞

ː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7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운행시간

가. 합정역 - 홍대입구역 노선

연번 합정역 홍대입구역 인문캠퍼스 도착 인문캠퍼스 출발

1 08:20 08:25 08:45 08:45

2 08:30 08:35 08:50 08:50

3 09:20 09:25 09:45 09:55

4 09:40 09:45 10:05 10:15

5 10:20 10:25 10:45 10:55

6 10:40 10:45 11:05 11:15

7 11:20 11:25 11:45

8 11:40 11:45 12:05

12:55

13:15

9 13:20 13:25 13:45 13:55

10 13:40 13:45 14:05 14:15

11 14:20 14:25 14:45 14:55

12 14:40 14:45 14:05 15:15

13 15:20 15:25 15:45 15:55

14 15:40 15:45 15:05 16:15

15 16:20 16:25 16:45 16:55

16 16:40 16:45 16:05 17:15

17 17:20 17:25 17:45 17:45

18 17:40 17:45 18:05 18:05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797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캠퍼스 안내

편안한 등·하교

인문캠퍼스 통학버스 운행안내

⁂ 운행일 :   평일운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운행하지 않음)

⁂ 이용요금 : 무료 (학생증 및 교직원증 필수 지참)

⁂ 탑승장소

•인문캠퍼스 : 행정동 앞

•  홍대입구역 : 8번 출구 70cm 전방 롯데시네마 건물 

우리은행 앞

•합정역 : 4번 출구 10m 전방 버스정류장

•DMC역 : 1번 출구 50m 전방 횡단보도 앞

•증산역 : 2번출구 10m 전방 공항버스 정류장

•홍제역 : 3번 출구 70m 전방 본죽 앞

ː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7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운행시간

가. 합정역 - 홍대입구역 노선

연번 합정역 홍대입구역 인문캠퍼스 도착 인문캠퍼스 출발

1 08:20 08:25 08:45 08:45

2 08:30 08:35 08:50 08:50

3 09:20 09:25 09:45 09:55

4 09:40 09:45 10:05 10:15

5 10:20 10:25 10:45 10:55

6 10:40 10:45 11:05 11:15

7 11:20 11:25 11:45

8 11:40 11:45 12:05

12:55

13:15

9 13:20 13:25 13:45 13:55

10 13:40 13:45 14:05 14:15

11 14:20 14:25 14:45 14:55

12 14:40 14:45 14:05 15:15

13 15:20 15:25 15:45 15:55

14 15:40 15:45 15:05 16:15

15 16:20 16:25 16:45 16:55

16 16:40 16:45 16:05 17:15

17 17:20 17:25 17:45 17:45

18 17:40 17:45 18:05 18:05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79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79 



나. DMC역-증산역 노선

다. 홍제역 노선 (막차인 경우 서울역 하차)

연번 DMC역 증산역 인문캠퍼스 도착 인문캠퍼스 출발

1 08:30 08:35 08:50 09:00

2 09:30 09:35 09:50 10:00

3 10:30 10:35 10:50 11:00

4 11:30 11:35 11:50 13:00

5 13:30 13:35 13:50 14:00

6 14:30 14:35 14:50 15:00

7 15:30 15:35 15:50 16:00

8 16:30 16:35 16:50 17:00

9 17:30 17:35 17:50 18:05

연번 홍제역 인문캠퍼스 도착 인문캠퍼스 출발

1 08:30 08:55 09:10

2 09:30 09:55 10:10

3 10:30 10:55 11:10

4 11:30 11:55 13:10

5 13:30 13:55 14:10

6 14:30 14:55 15:10

7 15:30 15:55 16:10

8 16:30 16:55 17:10

9 17:30 17:55 18:05

10 18:20(하차)

11
서울역

18:40(하차)

※ 상기 『운행 시간표』 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교통사정에 따라 지체될 수 있습니다.

8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버스노선

노선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7017번 은평차고지 시청
새절역, 응암오거리, 명지전문대, 명지대, 서대문구청, 
신촌기차역, 이대역, 서울역환승센터, 을지로2가, 롯데백화점

상암월드컵경기장, 증산역, 명지대, 명지전문대, 은평구청, 
녹번역, 홍제역, 광화문, 서소문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증산역, 새절역, 명지전문대, 
명지대, 서대문구청, 홍제역, 서울역환승센터,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증산역, 명지전문대, 명지대, 
가좌역, 신촌역, 이대역, 공덕역, 마포역, 여의도

7019번 서소문

7021번 은평차고지

은평차고지

은평차고지

을지로입구

7611번 여의도

영등포구청역 명지대, 연남동, 홍대입구역, 합정역, 
선유도공원, 영등포구청

서대문구보건소, 홍제역, 서대문구청, 명지대, 
가좌역, 신촌역

7612번 홍연 2교 영등포구청역

7713번 홍연 2교 신촌역

홍대입구역7734번 진관공영차고지

⁂ 지하철

노선 내리는 역 환승버스

2호선

합정역 7612번

홍대입구역 7612번, 7734번

신촌역 (현대백화점 정문 출구) 7713번, 7611번

이대입구역 (4번 출구) 7017번

이대입구역 (4번~5번 출구 중앙차로) 7611번

3호선 홍제역 (2번~3번 출구 중앙차로, 3번출구) 7021번, 7019번, 7713번

6호선
증산(명지대)역 (2번출구) 7021번, 7611번, 7019번

새절역 (1번출구) 7017번, 7021번, 7611번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818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버스노선

노선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유지

7017번 은평차고지 시청
새절역, 응암오거리, 명지전문대, 명지대, 서대문구청, 
신촌기차역, 이대역, 서울역환승센터, 을지로2가, 롯데백화점

상암월드컵경기장, 증산역, 명지대, 명지전문대, 은평구청, 
녹번역, 홍제역, 광화문, 서소문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증산역, 새절역, 명지전문대, 
명지대, 서대문구청, 홍제역, 서울역환승센터,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증산역, 명지전문대, 명지대, 
가좌역, 신촌역, 이대역, 공덕역, 마포역, 여의도

7019번 서소문

7021번 은평차고지

은평차고지

은평차고지

을지로입구

7611번 여의도

영등포구청역 명지대, 연남동, 홍대입구역, 합정역, 
선유도공원, 영등포구청

서대문구보건소, 홍제역, 서대문구청, 명지대, 

구파발역, 녹번역,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명지전문대, 명지대, 연남동 홍대입구역

가좌역, 신촌역

7612번 홍연 2교 영등포구청역

7713번 홍연 2교 신촌역

홍대입구역7734번 진관공영차고지

⁂ 지하철

노선 내리는 역 환승버스

2호선

합정역 7612번

홍대입구역 7612번, 7734번

신촌역 (현대백화점 정문 출구) 7713번, 7611번

이대입구역 (4번 출구) 7017번

이대입구역 (4번~5번 출구 중앙차로) 7611번

3호선 홍제역 (2번~3번 출구 중앙차로, 3번출구) 7021번, 7019번, 7713번

6호선
증산(명지대)역 (2번출구) 7021번, 7611번, 7019번

새절역 (1번출구) 7017번, 7021번, 76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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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이용 안내문

우리 대학교 자연캠퍼스 통학버스 이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통학버스 이용방법

교내 무인충전기에서 하나은행 계좌와 연계된 「학생증」에 일정금액을 충전하여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학생증이 발급되기전까지는 학생통학버스관리사무소에서 

임시카드를 구입 해서 이용합니다.

⁂ 무인충전기 충전방법

•  계좌이체 충전 : 학생증 삽입후 충전할 금액(100원단위로 최대 20만원까지 

충전가능)을 입력하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이체되어 충전

•  환불방법 : 충전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학사지원팀에서 신청서 작성

  (3주이내 본인계좌로 입금됨)

•  무인충전기 설치 장소 : 학생통학버스관리사무소 앞

⁂ 유의사항

교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된 금액은 통학버스 이용만 가능함

8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통학버스 임시카드 사용 안내

•  구입 : 학생증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은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카드 

(정액권)를 구입하여 사용 (보증금 별도)

•  환불방법

- 카드 반납시 : 카드보증금과 잔액 환불

- 카드 분실시 : 학생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 작성

   (4일이후 학생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잔액 직접 수령)

⁂  문의처

자연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학생회관 2층), TEL: 031-330-6035

8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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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임시카드 사용 안내

•  구입 : 학생증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은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카드 

(정액권)를 구입하여 사용 (보증금 별도)

•  환불방법

- 카드 반납시 : 카드보증금과 잔액 환불

- 카드 분실시 : 학생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분실신고서 작성

   (4일이후 학생 통학버스 관리사무소에서 잔액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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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83 



자연캠퍼스 통학버스 운행안내

⁂ 등교시간표

노 선
출 발 경 유 운행

대수
학생
요금

비 고
장 소 시 각 장 소 시 각

합정/

영등포

합정역①번출구앞

버스정류장

07:10

(월07:00)

영등포 지하상가 

5번출구신한은행 앞

07:20

(월7:10)
1 1,900 

수색 폐지 

및

노선통합

영등포/

범계

영등포 지하상가 

5번출구신한은행 앞
08:40 범계역 ④번출구앞 09:40 1 1,900 

교대
교대역 ⑭번출구 100m 

전방 신한은행 교대역점 앞
07:50 1 1,900

강변
테크노마트건너편

구의공원앞
07:20

잠실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성남방향)
07:25

1 1,900 

문정법조단지 건영

아파트(성남방향)
07:40

노원/

구리

노원역⑥번출구

농협앞
06:40

하계1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11436)
06:50

1 1,900 노선통합
구리 롯데백화점

건너편 하이마트 앞
07:10

인천
인천터미널역

②번,③번출구사이

07:10

(월07:00)
- - 2 2,900 

송내

송내역①번출구100m앞

기존승강장에서 구산사거리 
방면 좌측50m전방
(승차구역 ⑤번)

07:10

(월07:00)
- - 2 2,900 

안산
안산중앙역①번출구

택시정류장뒤
07:20

상록수역①번출구

롯데리아앞
07:30 2 1,900 

금정
금정역⑥번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

07:10

범계역 ④번출구앞

07:25 1

1,900 

07:20 07:35 1

07:25 07:40 1

09:40 1
영등포 

노선이 경유

기흥 경유

기흥 경유

분당
미금역⑧번출구

 버스정류장앞

08:00 - - 1

1,200 09:00 - - 1

10:00 - - 1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하교시간표

출발지 노 선 출발시각 운행구간 운행대수 학생요금 비 고

학 교

강남(양재

학교→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
논현역

 

(미금경유

구리/노원 학교→구리 롯데백화점→노원역

인천/송내

학교→송내역→인천터미널역
(교통상황에 따라 학교→

인천터미널역→송내역으로 
노션 변경가능)

 
금요일 운행 

없음

범계 범계역→금정역→산본역

범계 범계역→금정역→산본역  

안산 상록수역→안산중앙역

범계/안산 범계역→금정역→산본역→상록수역  
금요일 운행 

없음

영등포/
합정

영등포역→영등포시장→합정역  

강변
문정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잠실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테크노마트

분당노선 

강변 경유

분당

미금역→정자역→서현역

 

미금역→정자역→서현역

미금역→양재/강남

※ 유의사항 : 학생 통학버스 노선 및 배차대수는 승차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및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대학생활 배 즐기기8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자연캠퍼스 통학버스 운행안내

⁂ 등교시간표

노 선
출 발 경 유 운행

대수
학생
요금

비 고
장 소 시 각 장 소 시 각

합정

영등포

합정역①번출구앞

버스정류장 (월07:00

영등포 지하상가 

5번출구신한은행 앞 (월7:10
 

수색 폐지 

및

노선통합

영등포

범계

영등포 지하상가 

5번출구신한은행 앞
범계역 ④번출구앞  

교대
교대역 ⑭번출구  

전방 신한은행 교대역점 앞

강변
테크노마트건너편

구의공원앞

잠실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성남방향
 

문정법조단지 건영

아파트(성남방향

노원

구리

노원역⑥번출구

농협앞

하계1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 11436
노선통합

구리 롯데백화점

건너편 하이마트 앞

인천
인천터미널역

②번,③번출구사이 (월07:00
 

송내

송내역①번출구100m앞

기존승강장에서 구산사거리 
방면 좌측50m전방
(승차구역 ⑤번)

(월07:00
 

안산
안산중앙역①번출구

택시정류장뒤

상록수역①번출구

롯데리아앞
07:3  

금정
금정역⑥번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
범계역 ④번출구앞  

07:3

영등포 

노선이 경유

기흥 경유

기흥 경유

분당
미금역⑧번출구

 버스정류장앞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하교시간표

출발지 노 선 출발시각 운행구간 운행대수 학생요금 비 고

학 교

강남(양재)

15:10

학교→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
논현역

1

1,900 17:10 1

19:10
(미금경유)

1

구리/노원 17:30 학교→구리 롯데백화점→노원역 1 1,900

인천/송내

17:30 학교→송내역→인천터미널역
(교통상황에 따라 학교→

인천터미널역→송내역으로 
노션 변경가능)

1 2,900

20:10 1 2,900 
금요일 운행 

없음

범계 15:30 범계역→금정역→산본역 1 1,900

범계 17:30 범계역→금정역→산본역 1 1,900 

안산 17:30 상록수역→안산중앙역 1 1,900

범계/안산 20:10 범계역→금정역→산본역→상록수역 1 1,900 
금요일 운행 

없음

영등포/
합정

17:30 영등포역→영등포시장→합정역 1 1,900 

강변 17:30
문정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잠실역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테크노마트

1 1,900
분당노선 

강변 경유

분당

16:10 미금역→정자역→서현역 1

1,200 

17:30 미금역→정자역→서현역 1

19:10 미금역→양재/강남 1

※ 유의사항 : 

  

 학생 통학버스 노선 및 배차대수는 승차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및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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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표

학기(계절학기 포함)중 평일 운행

⁂ 운행구간

구분 운행대수 배차회수 구간

시내셔틀 
(45인승)

2대 31회
제3공학관

진입로셔틀 
(35인승)

3대 44회
제3공학관

※ 18:00 이후부터는 제1공학관까지 운행합니다.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료 경유
예정시간

비고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료 경유
예정시간

비고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3호차

진입로 2호차 시내셔틀 　

진입로 3호차 진입로 1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1호차 진입로 2호차

시내셔틀

※ 유의사항

   - 출발시각 및 진입로 경유시각은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5~10분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에는 순번 1 ~ 순번 72번까지 운행합니다

   - 시내 및 진입로 셔틀버스 시간표는 셔틀버스 및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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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행표

학기(계절학기 포함)중 평일 운행

⁂ 운행구간

구분 운행대수 배차회수 구간

시내셔틀 
(45인승)

2대 31회
제3공학관

진입로셔틀 
(35인승)

3대 44회
제3공학관

※ 18:00 이후부터는 제1공학관까지 운행합니다.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료 경유
예정시간

비고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료 경유
예정시간

비고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진입로 3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2호차

진입로 1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3호차

진입로 2호차 시내셔틀 　

진입로 3호차 진입로 1호차

시내셔틀 시내셔틀 　

진입로 1호차 진입로 2호차

시내셔틀

※ 유의사항

   - 출발시각 및 진입로 경유시각은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5~10분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에는 순번 1 ~ 순번 72번까지 운행합니다

   - 시내 및 진입로 셔틀버스 시간표는 셔틀버스 및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간표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로경유 
예정시간

비고

1 시내 8:00 8:15

2 진입로 8:05 8:20

3 진입로 8:10 8:25

4 시내 8:15 8:30

5 진입로 8:20 8:35

6 진입로 8:25 8:40

7 진입로 8:40 8:55

8 시내 8:40 8:55

9 진입로 8:50 9:05

10 시내 8:55 9:10

11 진입로 9:00 9:15

12 진입로 9:05 9:20

13 진입로 9:20 9:35

14 시내 9:25 9:40

15 진입로 9:30 9:45

16 진입로 9:40 9:55

17 진입로 9:45 10:00

18 시내 9:50 10:05

19 진입로 10:05 10:20

20 시내 10:10 10:25

21 진입로 10:15 10:30

22 진입로 10:25 10:40

23 진입로 10:30 10:45

24 시내 10:35 10:50

25 진입로 10:50 11:05

26 시내 10:55 11:10

27 진입로 11:00 11:15

28 진입로 11:10 11:25

29 진입로 11:15 11:30

30 시내 11:20 11:35

31 진입로 11:35 11:50

32 시내 11:40 11:55

33 진입로 11:55 12:10

34 진입로 12:15 12:30

35 진입로 12:30 12:45

36 진입로 12:45 13:00

37 시내 12:50 13:05

38 진입로 12:55 13:10

39 시내 13:10 13:25

40 진입로 13:15 13:30

41 진입로 13:25 13:40

42 진입로 13:30 13:45

순번 운행구분 출발시각
진입로경유 
예정시간

비고

43 시내 13:35 13:50

44 진입로 13:55 14:10

45 시내 14:00 14:15

46 진입로 14:05 14:20

47 진입로 14:10 14:25

48 시내 14:20 14:35

49 진입로 14:35 14:50

50 진입로 14:45 15:00

51 진입로 14:50 15:05

52 시내 14:55 15:10

53 시내 15:05 15:20

54 진입로 15:15 15:30

55 진입로 15:25 15:40

56 진입로 15:30 15:45

57 시내 15:40 15:55

58 시내 15:50 16:05

59 진입로 15:55 16:10

60 진입로 16:05 16:20

61 진입로 16:15 16:30

62 시내 16:25 16:40

63 시내 16:35 16:50

64 진입로 16:40 16:55

65 진입로 16:50 17:05

66 진입로 16:55 17:10

67 진입로 17:00 17:15

68 시내 17:05 17:20

69 시내 17:20 17:35

70 진입로 17:35 17:50

71 진입로 17:40 17:55

72 진입로 17:45 18:00

73 진입로 18:00 18:15

74 시내 18:10 18:25

75 진입로 18:30 18:45

76 시내 18:40 18:55

77 진입로 18:55 19:10

78 진입로 19:15 19:30

79 시내 19:30 19:45

80 진입로 19:40 19:55

81 진입로 20:00 20:15

82 시내 20:15 20:30

83 진입로 20:20 20:35

84 진입로 21:00 21:15

※ 유의사항   
 - 출발시각 및 진입로 경유시각은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5 ~ 10분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에는 순번1 ~ 순번 72 번까지 운행합니다.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87 



공휴일 및 방학(동·하계)중 운행

⁂ 운행구간

⁂ 운행시간표

⁂ 좌석 및 시내버스 이용안내 

⁂ 시외버스 이용안내 

구분 운행대수 배차회수 구간

시내셔틀 1대 10회

순번 출발시간 진입로 경유 예정시간 비고

1 08:20 08:45

2 09:20 09:45

3 10:20 10:45

4 11:20 11:45

5 12:20 12:45

6 13:20 13:45

7 15:20 15:45

8 16:20 16:45

9 17:20 17:45

10 18:00 18:25

용인 ↔ 인천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 용인 ↔ 평촌(범계역) ↔ 인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인천 출발 평촌(범계역) 통과 예정

1 06:20 1 06:30 07:00

2 07:10 2 07:15 07:45

3 08:55 3 07:55 08:25

4 09:40 4 08:30 09:00

5 11:00 5 09:15 09:45

6 11:35 6 10:05 10:35

7 12:15 7 11:25 11:55

8 13:00 8 12:10 12:40

9 14:20 9 13:20 13:50

10 15:05 10 14:00 14:30

11 16:10 11 14:35 15:05

12 16:55 12 15:30 16:00

13 17:35 13 17:00 17:30

14 18:35 14 17:40 18:10

15 20:00 15 18:40 19:10

16 20:45 16 19:25 19:55

17 21:40 17 20:10 20:40

18 21:50 18 21:05 21:35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89

노선번호 주요 경유지

5001번 명지대-용인터미널-용인시내-용인대-강남대-기흥역-신갈오거리-강남역-양재역

5001-1번 명지대-용인대-민속촌-보라지구-신갈오거리-강남역-양재역

5002번(A,B) 명지대-송담대-용인터미널-둔전-에버랜드-강남역-양재역

5005번 명지대-송담대-용인터미널-용인시내-용인대-강남대-기흥역-신갈오거리-종로-서울역

5600번 명지대-용인터미널-용인시내-용인대-강남대-기흥역-신갈오거리-수서역-잠실-강변역

5700번(A,B) 명지대-송담대-용인터미널-둔전-에버랜드-수서역-잠실역-강변역

820번 명지대-송담대-용인터미널-용인시내-용인대-강남대-기흥역-신갈역-보정역-오리역-미금역-정자역

10번 수원역-아주대삼거리-신갈오거리-기흥역-강남대-용인대-명지대입구-용인시내-용인터미널-양지-백암

10-5번 수원역-아주대삼거리-신갈오거리-민속촌-용인대역-명지대입구-용인터미널

66번 수원역-장안공원-팔달문-아주대삼거리-신갈오거리-기흥역-강남대-용인대-명지대입구-용인시내-둔전-에버랜드

66-4번
수원역-장안공원-팔달문-아주대삼거리-신갈오거리-기흥역-강남대-동백지구-용인대-명지대입구-
용인시내-둔전-에버랜드

13번 용인터미널-용인시내-명지대역사거리-명지대승차장-명지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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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방학(동·하계)중 운행

⁂ 운행구간

⁂ 운행시간표

⁂ 좌석 및 시내버스 이용안내 

⁂ 시외버스 이용안내 

구분 운행대수 배차회수 구간

시내셔틀 1대 10회

순번 출발시간 진입로 경유 예정시간 비고

1 08:20 08:45

2 09:20 09:45

3 10:20 10:45

4 11:20 11:45

5 12:20 12:45

6 13:20 13:45

7 15:20 15:45

8 16:20 16:45

9 17:20 17:45

10 18:00 18:25

공휴일 및 방학(동·하계)중 운행

⁂ 운행구간

⁂ 운행시간표

⁂ 좌석 및 시내버스 이용안내 

⁂ 시외버스 이용안내 

구분 운행대수 배차회수 구간

시내셔틀 1대 10회

순번 출발시간 진입로 경유 예정시간 비고

1 08:20 08:45

2 09:20 09:45

3 10:20 10:45

4 11:20 11:45

5 12:20 12:45

6 13:20 13:45

7 15:20 15:45

8 16:20 16:45

9 17:20 17:45

10 18:00 18:25

용인 ↔ 인천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 용인 ↔ 평촌(범계역) ↔ 인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인천 출발 평촌(범계역) 통과 예정

1 06:20 1 06:30 07:00

2 07:10 2 07:15 07:45

3 08:55 3 07:55 08:25

4 09:40 4 08:30 09:00

5 11:00 5 09:15 09:45

6 11:35 6 10:05 10:35

7 12:15 7 11:25 11:55

8 13:00 8 12:10 12:40

9 14:20 9 13:20 13:50

10 15:05 10 14:00 14:30

11 16:10 11 14:35 15:05

12 16:55 12 15:30 16:00

13 17:35 13 17:00 17:30

14 18:35 14 17:40 18:10

15 20:00 15 18:40 19:10

16 20:45 16 19:25 19:55

17 21:40 17 20:10 20:40

18 21:50 18 21:05 21:35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89

 - 용인터미널 : http://www.knyongintr.co.kr/
 - 시외버스 예매 : https://txbus.t-money.co.kr/main.do
 -  버스 시간표는 자주 변경되오니 매 학기 초 용인터미널 및 시외버스 예매 사이트에서 운행 시간표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 코로나19로 감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순번 용인출발 순번 인천출발 평촌(범계역) 통과 예정

1 06:20 1 06:30 07:00

2 07:10 2 07:15 07:45

3 08:55 3 07:55 08:25

4 09:40 4 08:30 09:00

5 11:35 6 10:05 10:35

6 12:15 7 11:25 11:55

7 13:00 8 12:10 12:40

8 14:20 9 13:20 13:50

9 15:05 10 14:00 14:30

10 16:10 11 14:35 15:05

11 16:55 12 15:30 16:00

12 17:35 13 17:00 17:30

13 18:35 14 17:40 18:10

14 20:00 15 18:40 19:10

15 20:45 16 19:25 19:55

16 21:50 18 21: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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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 아주대 ↔ 인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인천 출발 아주대 통과 예정

1 06:50 1 06:10 06:55

2 08:00 2 06:55 07:40

3 08:30 3 07:30 08:15

4 09:15 4 07:45 08:30

5 10:10 5 08:10 08:55

6 10:45 6 08:50 09:35

7 11:15 7 09:40 10:25

8 11:55 8 10:25 11:15

9 12:35 9 11:00 11:45

10 13:25 10 11:50 12:35

11 13:55 11 12:30 13:15

12 14:45 12 13:00 13:45

13 15:25 13 13:35 14:20

14 15:50 14 14:15 15:00

15 16:30 15 15:00 15:45

16 17:10 16 16:00 16:45

17 18:05 17 16:30 17:15

18 19:05 18 17:20 18:05

19 19:35 19 18:05 18:50

20 20:25 20 18:20 19:05

21 21:05 21 19:00 19:45

22 21:25 22 19:45 20:30

23 22:00 23 20:40 21:20

24 21:30 22:1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9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용인 ↔ 안산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안산 출발

1 6:30 1 7:00

2 7:05 2 7:30

3 8:40 3 8:20

4 9:50 4 8:50

5 11:00 5 10:30

6 12:00 6 11:40

7 13:10 7 13:00

8 14:20 8 13:50

9 15:30 9 15:05

10 16:45 10 16:10

11 17:45 11 17:15

12 19:00 12 18:30

13 19:50 13 19:40

14 21:30 14 21:3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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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용인 출발 순번 인천 출발 아주대 통과 예정 

1 06:50 1 06:10 06:55 

2 08:30 2 07:30 08:15 

3 09:15 3 07:45 08:30 

4 10:45 4 08:50 09:35 

5 11:55 5 10:25 11:15 

6 12:35 6 11:00 11:45 

7 13:55 7 12:30 13:15 

8 14:45 8 13:00 13:45 

9 15:50 9 14:15 15:00 

10 17:10 10 16:00 16:45 

11 18:05 11 16:30 17:15 

12 19:35 12 18:05 18:50 

13 20:25 13 18:20 19:05 

14 21:25 14 19:45 20:30 

15 22:00 15 20:40 21:20 

16 21:30 22:1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 코로나19로 감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9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용인 ↔ 아주대 ↔ 인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인천 출발 아주대 통과 예정

1 06:50 1 06:10 06:55

2 08:00 2 06:55 07:40

3 08:30 3 07:30 08:15

4 09:15 4 07:45 08:30

5 10:10 5 08:10 08:55

6 10:45 6 08:50 09:35

7 11:15 7 09:40 10:25

8 11:55 8 10:25 11:15

9 12:35 9 11:00 11:45

10 13:25 10 11:50 12:35

11 13:55 11 12:30 13:15

12 14:45 12 13:00 13:45

13 15:25 13 13:35 14:20

14 15:50 14 14:15 15:00

15 16:30 15 15:00 15:45

16 17:10 16 16:00 16:45

17 18:05 17 16:30 17:15

18 19:05 18 17:20 18:05

19 19:35 19 18:05 18:50

20 20:25 20 18:20 19:05

21 21:05 21 19:00 19:45

22 21:25 22 19:45 20:30

23 22:00 23 20:40 21:20

24 21:30 22:1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9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용인 ↔ 안산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순번 용인 출발 순번 안산 출발

1 6:30 1 7:00

2 7:05 2 7:30

3 8:40 3 8:20

4 9:50 4 8:50

5 11:00 5 10:30

6 12:00 6 11:40

7 13:10 7 13:00

8 14:20 8 13:50

9 15:30 9 15:05

10 16:45 10 16:10

11 17:45 11 17:15

12 19:00 12 18:30

13 19:50 13 19:40

14 21:30 14 21:3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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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용인 출발 순번 안산 출발 

1 8:40 1 8:20

2 13:10 2 13:00

3 17:45 3 17:15

4 21:30 4 21:3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 코로나19로 감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91 



용인 ↔ 천안(아산)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순번 용인 출발 천안 도착 아산 도착 순번 아산 출발 천안 출발 용인 도착

1 6:20 7:40 　 1 　 7:40 9:00

2 7:00 8:20 　 2 　 8:35 9:55

3 7:30 8:50 9:30 3 　 9:35 10:55

4 8:00 9:20 　 4 10:00 10:40 12:00

5 9:40 11:00 　 5 　 11:10 12:30

6 10:40 12:00 　 6 　 12:10 13:30

7 11:50 12:10 　 7 　 13:20 14:40

8 12:45 14:05 　 8 　 14:15 15:35

9 13:50 15:10 　 9 　 15:30 16:50

10 14:50 16:10 　 10 　 16:30 17:50

11 16:10 17:30 　 11 　 17:40 19:00

12 16:40 18:00 　 12 　 18:20 19:40

13 17:50 19:10 　 13 　 20:00 21:20

14 18:30 19:50 19:50 14 20:00 20:40 22:00

15 19:30 20:50 　 15 　 21:10 22:30

16 20:10 21:30 　 16 　 21:40 23:0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9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인문캠퍼스

인문캠퍼스 편의시설

1

2

3

4

5

6

7

8

9

10

(우)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1577-0020

구분 위치

학생식당 학생회관 3층

학생매점 본관 4층

커피전문점 학생회관 3층

안경점 학생회관 지하

문구, 서점 학생회관 1층

전산실습실, 프린터실 본관 1층

미용실 본관 1층

헬스장 학생회관 지하

우체국 학생회관 1층

하나은행 행정동 1층

새마을금고 행정동 4층

1  인문대, 사회과학대, 법과대, ICT융합대학  2  교수학생회관  3  미래융합대학, 사회교육원, 명지어린이집  

4  대운동장  5  야외음악당  6  경영대, 대학원  7  행정동  8  주차장  9  생활관  10  방목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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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용인출발 천안도착 아산도착　 순번 아산출발 천안도착 용인도착

1 6:20 7:40 　 1 　 7:40 9:00

2 7:30 8:50 9:30 2 10:00 10:40 12:00

3 8:00 9:20 　 3 　 11:10 12:30

4 9:40 11:00 　 4 　 14:15 15:35

5 11:50 12:10 　 5 　 15:30 16:50

6 12:45 14:05 　 6 　 17:40 19:00

7 13:50 15:10 　 7 　20:00 20:40 22:00

8 16:10 17:30 　 8 　 21:10 22:30

9 16:40 18:00 　 9 　 21:40 23:00

10 17:50 19:10 19:50　 10

11 19:30 20:50 　 11 　

12 20:10 21:30 　 12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 코로나19로 감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9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용인 ↔ 천안(아산) 직행버스 운행시간표

순번 용인 출발 천안 도착 아산 도착 순번 아산 출발 천안 출발 용인 도착

1 6:20 7:40 　 1 　 7:40 9:00

2 7:00 8:20 　 2 　 8:35 9:55

3 7:30 8:50 9:30 3 　 9:35 10:55

4 8:00 9:20 　 4 10:00 10:40 12:00

5 9:40 11:00 　 5 　 11:10 12:30

6 10:40 12:00 　 6 　 12:10 13:30

7 11:50 12:10 　 7 　 13:20 14:40

8 12:45 14:05 　 8 　 14:15 15:35

9 13:50 15:10 　 9 　 15:30 16:50

10 14:50 16:10 　 10 　 16:30 17:50

11 16:10 17:30 　 11 　 17:40 19:00

12 16:40 18:00 　 12 　 18:20 19:40

13 17:50 19:10 　 13 　 20:00 21:20

14 18:30 19:50 19:50 14 20:00 20:40 22:00

15 19:30 20:50 　 15 　 21:10 22:30

16 20:10 21:30 　 16 　 21:40 23:00

※ 용인터미널 및 명지대 진입로사거리 승하차 가능

9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인문캠퍼스

인문캠퍼스 편의시설

1

2

3

4

5

6

7

8

9

10

(우)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1577-0020

구분 위치

학생식당 학생회관 3층

학생매점 본관 4층

커피전문점 학생회관 3층

안경점 학생회관 지하

문구, 서점 학생회관 1층

전산실습실, 프린터실 본관 1층

미용실 본관 1층

헬스장 학생회관 지하

우체국 학생회관 1층

하나은행 행정동 1층

새마을금고 행정동 4층

1  인문대, 사회과학대, 법과대, ICT융합대학  2  교수학생회관  3  미래융합대학, 사회교육원, 명지어린이집  

4  대운동장  5  야외음악당  6  경영대, 대학원  7  행정동  8  주차장  9  생활관  10  방목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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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주년채플관  2  건축도시설계원  3  공동실험동  4  구조재료실험동  5  대운동장  6  디자인조형센터

7  명덕관  8  엘펜하임  9  명진당 10  명현관  12  모형실험동  13  방목기념관  14  방문자숙소  15  창조관,예술관  

16  백마상  17  버스관리사무소  18  선수숙소  19  선수전용테니스장  20  소운동장  21  수리모형실험동  22  수위실  

23  실내테니스장  24  야외음악당  25  제2공학관  26  체육문화관  27  온실  28  유압실  29  정문  30  명현관

31  명덕관  32  학생기숙사3동  33  학생기숙사4동  34  학생기숙사5동  35  학생기숙사복지동  36  제4공학관

37  제5공학관  38  차세대과학관  39  체육관  40  테니스장  41  테니스관리사무소  42  통학버스승강장

43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44  학군단  45  학생복지관  46  학생테니스  47  학생회관  48  함박관  49  산학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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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Tel 1577-0020

자연캠퍼스

9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자연캠퍼스 편의시설

업소 건물명(위치) 업체명 

학생식당
명진당 지하층 (주) 정오

학생회관 1층 (주) 아워홈

스파게티 전문점 함박관 3층 폴주니어

커피전문점

학생회관 1층 명지카페

디자인조형센터 1층 GRAZIE

3공학관 GRAZIE

학생복지관 2층 블루포트

편의점 

명진당 지하층 GS25

제3공학관 1층 GS25

학생복지관 2층 CU

패스트푸드점 
학생복지관 2층 젤라또

학생복지관 2층 스태프핫도그

제과점 창조관 4층 파리바게트

 학생휴게실 

학생복지관 3층 휴게실

학생복지관 3층 남학우 휴게실

학생회관 2층 여학우 휴게실

안경점 학생복지관 2층 명지VIEW

서점 학생복지관 2층 종로서적

문구점 학생복지관 2층 한솔문구

복사실 

명진당 4층  

제 1공학관 1층  

차세대과학관 4층  

제 5공학관 1층  

제3공학관 지하층  

하나은행 학생복지관 1층  

우편취급국 학생회관 1층  

현금지급기 

명진당 1층 하나, 국민, 신한, 우체국

버스관리사무소 앞 하나

창조관 1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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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주년채플관  2  건축도시설계원  3  공동실험동  4  구조재료실험동  5  대운동장  6  디자인조형센터

7  명덕관  8  엘펜하임  9  명진당 10  명현관  12  모형실험동  13  방목기념관  14  방문자숙소  15  창조관,예술관  

16  백마상  17  버스관리사무소  18  선수숙소  19  선수전용테니스장  20  소운동장  21  수리모형실험동  22  수위실  

23  실내테니스장  24  야외음악당  25  제2공학관  26  체육문화관  27  온실  28  유압실  29  정문  30  명현관

31  명덕관  32  학생기숙사3동  33  학생기숙사4동  34  학생기숙사5동  35  학생기숙사복지동  36  제4공학관

37  제5공학관  38  차세대과학관  39  체육관  40  테니스장  41  테니스관리사무소  42  통학버스승강장

43  하이브리드구조실험센터  44  학군단  45  학생복지관  46  학생테니스  47  학생회관  48  함박관  49  산학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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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Tel 1577-0020

자연캠퍼스

9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자연캠퍼스 편의시설

업소 건물명(위치) 업체명 

학생식당
명진당 지하층 (주) 정오

학생회관 1층 (주) 아워홈

스파게티 전문점 함박관 3층 폴주니어

커피전문점

학생회관 1층 명지카페

디자인조형센터 1층 GRAZIE

3공학관 GRAZIE

학생복지관 2층 블루포트

편의점 

명진당 지하층 GS25

제3공학관 1층 GS25

학생복지관 2층 CU

패스트푸드점 
학생복지관 2층 젤라또

학생복지관 2층 스태프핫도그

제과점 창조관 4층 파리바게트

 학생휴게실 

학생복지관 3층 휴게실

학생복지관 3층 남학우 휴게실

학생회관 2층 여학우 휴게실

안경점 학생복지관 2층 명지VIEW

서점 학생복지관 2층 종로서적

문구점 학생복지관 2층 한솔문구

복사실 

명진당 4층  

제 1공학관 1층  

차세대과학관 4층  

제 5공학관 1층  

제3공학관 지하층  

하나은행 학생복지관 1층  

우편취급국 학생회관 1층  

현금지급기 

명진당 1층 하나, 국민, 신한, 우체국

버스관리사무소 앞 하나

창조관 1층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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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명 위치 비고

우체국 학생회관 학생회관 1층

하나은행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1층

현금지급기

창조관 창조관 4층 하나

명진당 명진당 1층
하나, SC, 국민, 농협, 

우체국, 신한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1층 하나

버스관리사무소 버스관리사무소 앞 하나

학생증(통학버스) 충전기
버스관리사무소 버스관리사무소 앞

명진당 명진당 1층 ATM기 옆

명지대학교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여학생휴게실이 있습니다.

인문캠퍼스는 학생회관 4층에 자연캠퍼스는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캠퍼스 남학생휴게실은 학생복지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문캠퍼스 남학생휴게실은 학생복지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9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교 내 이용시설

도서관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U-Service 기능을 가진 최첨단 도서관으로 1,000,000 여권의 

장서를 갖춘 주제별 자료실과 4,000여석의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저널, 

WebDB, e-Book, VOD, 온라인 학위논문, 디지털 신문 등 다양한 전자 자료를 

확보하여 교수의 연구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lib.mju.ac.kr/)

⁂ 도서예약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가 모두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약가능 권수는 2권이며 1권당 2명까지 가능

- 대출 가능일로부터 3일 내에 예약자가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됨.

- 대출한 도서가 예약되는 경우 대출기간 연장 불가

•  예약가능 권수 - 2권

•  E-mail과 SM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신 여부 선택   

(☎ 인문 : 교내 1714 ☎ 자연 : 교내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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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물명 위치 비고

우체국 학생회관 학생회관 1층

하나은행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1층

현금지급기

창조관 창조관 4층 하나

명진당 명진당 1층
하나, SC, 국민, 농협, 

우체국, 신한

학생복지관 학생복지관 1층 하나

버스관리사무소 버스관리사무소 앞 하나

학생증(통학버스) 충전기
버스관리사무소 버스관리사무소 앞

명진당 명진당 1층 ATM기 옆

명지대학교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여학생휴게실이 있습니다.

인문캠퍼스는 학생회관 4층에 자연캠퍼스는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캠퍼스 남학생휴게실은 학생복지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문캠퍼스 남학생휴게실은 학생복지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9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교 내 이용시설

도서관

우리 대학교 도서관은 U-Service 기능을 가진 최첨단 도서관으로 1,000,000 여권의 

장서를 갖춘 주제별 자료실과 4,000여석의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저널, 

WebDB, e-Book, VOD, 온라인 학위논문, 디지털 신문 등 다양한 전자 자료를 

확보하여 교수의 연구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lib.mju.ac.kr/)

⁂ 도서예약

대출을 희망하는 도서가 모두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가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약가능 권수는 2권이며 1권당 2명까지 가능

- 대출 가능일로부터 3일 내에 예약자가 대출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됨.

- 대출한 도서가 예약되는 경우 대출기간 연장 불가

•  예약가능 권수 - 2권

•  E-mail과 SMS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신 여부 선택   

(☎ 인문 : 교내 1714 ☎ 자연 : 교내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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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구분 실별 위치(도서관) 내용 이용시간

주제별 
자료실

인문과학 자료실

4층

층류(000), 철학(100), 종교(200), 
언어(400), 문학(800), 역사(900)

학기중 09:00-22:00   
토요일 09:00~17:30
방학중 09:00-17:00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과학(300)

자연·예체능 자료실

3층

순수과학(500), 기술과학(600), 
예술(700)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잡지 및 

학위논문

디지털정보 자료실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멀티미디어자료 및 각종 학술정보 검색

기타 
자료실

개인문고실

2층

이용희 문고, 윤남한 문고, 서원우 
문고 등 개인기증 문고로 구성된 자료

학기중 09:00-17:30

한적실
김식현 고서, 이용희 고서, 윤남한 

고서 등 귀중 본 자료

명지-LG 한국학자료관
1950년 이전에 발간된 외국인이 

저술한 한국관련 귀중본 자료
학기중 09:00-17:30

특수자료실 지하 1층 공산권 발행 자료

일반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2층 이용자들의 그룹스터디 공간

06:00-24:00제1열람실

1층
개인 집중학습이 가능하며 개인조명 및 

개인 유선랜 구비 공간

제2열람실

자유열람실 시험기간에는 24시 운영임

노트북열람실

06:00-24:00

대학원열람실

경상관열람실 경상관 9층
1인 캐럴테이블을 갖춘 개인집중 

학습공간
24시간 개방

9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자연캠퍼스

⁂ 도서의 대출 및 반납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검색  해당 주제자료실에서 도서 확인  도서와 학생증 또는 

모바일열람증 (신분증 필수) 제시  도서대출

단, 참고도서(R), 정기간행물(P), 학위논문(G)과 같은 별치기호 도서와 지정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반납한 도서는 당일 재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조회 및 연장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합니다. 대출은 최대 20권 14일입니다.

대출받은 도서(딸림자료 포함)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반납해야 합니다.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되며, 

동시에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대출도서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초 대출기간의 1/2입니다.

구분 실별 위치(도서관) 내용 이용시간

주제별 
자료실

기술과학 자료실 2층 순수과학(500) / 기술과학(600)

학기중 08:40-18:30  
방학중 09:00-16:50

사회과학 자료실

3층

사회과학(300) / 어학(400) / 
문학(800) / 역사(900)

인문.예술 자료실
총류(000) / 철학(100) / 종교(200) / 

예술(700)

기타 
자료실

전자정보 자료실 2층

AV Room(오디오, DVD)
Multimedia Room(PC, 노트북, 

스캐너, 프린트)
Internaet Room(교육실) 

일반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4층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09:00-24:00

노트북열람실

1층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열람 공간

06:00-24:00

4층 24시간 개방

제4열람실 4층

열람 공간

24시간 개방

제 2, 5열람실, 
대학원 열람실

4, 5층 06:00-24:00

제3공학관 열람실 제3공학관 1층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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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구분 실별 위치(도서관) 내용 이용시간

주제별 
자료실

인문과학 자료실

4층

층류(000), 철학(100), 종교(200), 
언어(400), 문학(800), 역사(900)

학기중 09:00-22:00   
토요일 09:00~17:30
방학중 09:00-17:00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과학(300)

자연·예체능 자료실

3층

순수과학(500), 기술과학(600), 
예술(700)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
국내·외 학술지, 논문집, 잡지 및 

학위논문

디지털정보 자료실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멀티미디어자료 및 각종 학술정보 검색

기타 
자료실

개인문고실

2층

이용희 문고, 윤남한 문고, 서원우 
문고 등 개인기증 문고로 구성된 자료

학기중 09:00-17:30

한적실
김식현 고서, 이용희 고서, 윤남한 

고서 등 귀중 본 자료

명지-LG 한국학자료관
1950년 이전에 발간된 외국인이 

저술한 한국관련 귀중본 자료
학기중 09:00-17:30

특수자료실 지하 1층 공산권 발행 자료

일반 
열람실

그룹스터디룸 2층 이용자들의 그룹스터디 공간

06:00-24:00제1열람실

1층
개인 집중학습이 가능하며 개인조명 및 

개인 유선랜 구비 공간

제2열람실

자유열람실 시험기간에는 24시 운영임

노트북열람실

06:00-24:00

대학원열람실

경상관열람실 경상관 9층
1인 캐럴테이블을 갖춘 개인집중 

학습공간
24시간 개방

9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자연캠퍼스

⁂ 도서의 대출 및 반납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자료검색  해당 주제자료실에서 도서 확인  도서와 학생증 또는 

모바일열람증 (신분증 필수) 제시  도서대출

단, 참고도서(R), 정기간행물(P), 학위논문(G)과 같은 별치기호 도서와 지정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반납한 도서는 당일 재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조회 및 연장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합니다. 대출은 최대 20권 14일입니다.

대출받은 도서(딸림자료 포함)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에 반납해야 합니다.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했을 경우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되며, 

동시에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지됩니다. 대출도서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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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자료실

기술과학 자료실 2층 순수과학(500) / 기술과학(600)

학기중 08:40-18:30  
방학중 09:00-16:50

사회과학 자료실

3층

사회과학(300) / 어학(400) / 
문학(800) / 역사(900)

인문.예술 자료실
총류(000) / 철학(100) / 종교(200) / 

예술(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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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4층 그룹스터디룸, 스터디가든 09:00-24:00

노트북열람실

1층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열람 공간

06:00-24:00

4층 24시간 개방

제4열람실 4층

열람 공간

24시간 개방

제 2, 5열람실, 
대학원 열람실

4, 5층 06:00-24:00

제3공학관 열람실 제3공학관 1층 06: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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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도서관 이용 시 주의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자료와 시설물은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반입 또한 금지 됩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진동으로 

합니다. 도서의 무단 반출 및 절취시에는 도서관 규정 제 21조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생증만을 사용해야하며, 학생증 분실 시에는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 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학사지원팀과 통합교학팀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학적·수업 및 성적 관련업무를 기획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휴·복학, 학생증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단과대학별로 

업무를 분할 관리하는 통합교학팀을 두어 학과별 서비스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학과 또는 전공이 소속된 단과대학의 통합교학팀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홈페이지(www.mju.ac.kr) - 온라인서비스  학사운영  통합교학팀

① 도서관 출입시에는 학생증 또는 모바일열람증[신분증 필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열람증은 도서관 모바일앱 ‘명지대 도서관’을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 이용 또는 일반열람실의 좌석배정시스템에서 좌석번호 발급시 

이용하며, 퇴실시에는 좌석반납기, 도서관 모바일앱에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 중인 도서는 도서예약서비스를 통해 자관의 자료 대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은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도서관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10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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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자연캠퍼스 명진당 6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립자이신 

유상근 장로께서 기증하신 유물을 기반으로 1979년 3월 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개관 이후 발굴과 수집, 연구에 힘쓰는 한편 다른 대학 박물관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박물관은 2001년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경력 인정 대상 기관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도자기류, 민속 유물, 탁본 유물 등 각종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시 행사와 함께 학내외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교양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종합박물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답사, 특별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매년 단오 부채와 동지 달력 등을 제작하는 체험 

행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고미술실, 민속실 등 상설전시실에 다양한 고고·역사 자료를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고미술실에는 선사시대의 다양한 고고 자료와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도기와 자기류 등을 전시하고 있어 당대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사시대의 빗살무늬질그릇과 조선시대의 

백자제기류 등은 특히 주목할 만한 유물들입니다. 또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예가와 화가들의 서화 작품도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민속실에는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 시기에 제작된 농경과 생활 관련 도구류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농경과 의례에 관련된 생활 용구, 한의약韓

醫藥 관련 자료, 다양한 가구와 공구들이 주목할 만한 유물입니다.   

 자료실 이용

우리 박물관 자료실에는 국내외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발행한 도록, 보고서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목록이 게시되어 있어 원하는 경우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 http://mum.mju.ac.kr / 학술활동 / 학술자료 / 소장도서

 비교과프로그램

박물관에서는 명지 문화유산 답사와 세시풍속 체험 행사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산재한 다양한 유적과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것은 물론 캠퍼스가 분리된 명지 가족들의 

상호 교류와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오 부채, 동지 달력을 제작하는 

세시풍속 체험도 명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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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 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서비스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lib.mju.ac.kr/guide/Static.ax?page=Sub401)

⁂ 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

증명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교직이수예정증명서, 시간제등록확인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문증명서 1통 500원(졸업생 1,000원), 영문증명서 1통 1,000원(졸업생 

1,500원)입니다.

증명서발급신청은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발급기(인문캠퍼스 : 본관 및  

행정동 1층 로비, 자연캠퍼스 : 명진당 및 학생회관 1층 로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증명(학교 홈페이지)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학교 홈페이지 > 명지인 > 서비스메뉴 > 인터넷증명)

⁂ 학사지원팀의 위치와 이용시간

캠퍼스 사무실 위치 이용시간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09:00 ~ 17:00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

※ 방학중 이용시간 : 09: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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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 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서비스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lib.mju.ac.kr/guide/Static.ax?page=Sub401)

⁂ 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

증명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교직이수예정증명서, 시간제등록확인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문증명서 1통 500원(졸업생 1,000원), 영문증명서 1통 1,000원(졸업생 

1,500원)입니다.

증명서발급신청은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발급기(인문캠퍼스 : 본관 및  

행정동 1층 로비, 자연캠퍼스 : 명진당 및 학생회관 1층 로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증명(학교 홈페이지)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학교 홈페이지 > 명지인 > 서비스메뉴 > 인터넷증명)

⁂ 학사지원팀의 위치와 이용시간

캠퍼스 사무실 위치 이용시간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09:00 ~ 17:00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

※ 방학중 이용시간 : 09:00~15:00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01

학사지원팀은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방학중에는 09:00 ~15:00까지입니다.

⁂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 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서비스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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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문증명서 1통 500원(졸업생 1,000원), 영문증명서 1통 1,000원(졸업생 

1,500원)입니다.

증명서발급신청은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발급기(인문캠퍼스 : 본관 및  

행정동 1층 로비, 자연캠퍼스 : 명진당 및 학생회관 1층 로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증명(학교 홈페이지)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학교 홈페이지 > 명지인 > 서비스메뉴 > 인터넷증명)

⁂ 학사지원팀의 위치와 이용시간

캠퍼스 사무실 위치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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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은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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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박물관에서는 소장자료를 활용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박물관 

에서 수행한 문화재조사를 주제로 출토유물을 전시했습니다.

2020박물관 특별전 온라인전시 http://jw4.mju.ac.kr/user/museum/VR/index.html

박물관 이용안내 

-  박물관 관람은 학기 중에는 언제나 가능하며, 전시 설명을 원하는 경우 관람 2일 

전 박물관 학예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  박물관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에 후관합니다. 또 유적 답사나 조사 등 부득이 

외부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관장의 재량으로 임시 휴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월~금 [학기중 10:00~16:00, 방학중 10:00~14:00]

 12:00~13:00 점심시간으로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메일 museum@mju.ac.kr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세시풍속체험행사
“단오부채만들기” ●

● ● ●

●

●

전학년

단오를 맞아 부채를 만들어 나누면서 
단오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국내외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함. 
또한 캠퍼스가 분리된 명지가족의 
상호 교류 활성화에 도움

동지를 맞아 달력을 나누던 풍습을 
재현하여 24절기와 동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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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비교과프로그램

12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10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 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서비스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lib.mju.ac.kr/guide/Static.ax?page=Sub401)

⁂ 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

증명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교직이수예정증명서, 시간제등록확인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문증명서 1통 500원(졸업생 1,000원), 영문증명서 1통 1,000원(졸업생 

1,500원)입니다.

증명서발급신청은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발급기(인문캠퍼스 : 본관 및  

행정동 1층 로비, 자연캠퍼스 : 명진당 및 학생회관 1층 로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증명(학교 홈페이지)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학교 홈페이지 > 명지인 > 서비스메뉴 > 인터넷증명)

⁂ 학사지원팀의 위치와 이용시간

캠퍼스 사무실 위치 이용시간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09:00 ~ 17:00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

※ 방학중 이용시간 : 09:00~15:00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01

학사지원팀은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방학중에는 09:00 ~15:00까지입니다.

⁂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 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서비스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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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수수료는 국문증명서 1통 500원(졸업생 1,000원), 영문증명서 1통 1,000원(졸업생 

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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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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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증명(학교 홈페이지)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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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은 인문캠퍼스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이용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방학중에는 09:00 ~15:00까지입니다.

⁂ 쉿, 도서관 이용 시 주의해 주세요.

도서관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자료와 시설물은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음식물 반입 또한 금지 됩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진동으로 

합니다. 도서의 무단 반출 및 절취시에는 도서관 규정 제 21조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생증만을 사용해야하며, 학생증 분실 시에는 도서관에 즉시 

신고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재발급을 받습니다.

 ⁂ 학부생 이용안내

학부생을 위한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도서관출입, 자료이용, 자료구입, 학습지원, 

시설이용, SNS 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학사지원팀과 통합교학팀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학적·수업 및 성적 관련업무를 기획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휴·복학, 학생증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며 단과대학별로 

업무를 분할 관리하는 통합교학팀을 두어 학과별 서비스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학과 또는 전공이 소속된 단과대학의 통합교학팀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홈페이지(www.mju.ac.kr) - 온라인서비스  학사운영  통합교학팀

① 도서관 출입시에는 학생증 또는 모바일열람증[신분증 필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열람증은 도서관 모바일앱 ‘명지대 도서관’을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 이용 또는 일반열람실의 좌석배정시스템에서 좌석번호 발급시 

이용하며, 퇴실시에는 좌석반납기, 도서관 모바일앱에서 반납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대출 중인 도서는 도서예약서비스를 통해 자관의 자료 대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③ 신입생 및 편입생은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교육을 이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도서관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세시풍속체험행사
“단오부채만들기” ●

● ● ●

●

●

전학년

단오를 맞아 부채를 만들어 나누면서 
단오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국내외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함. 
또한 캠퍼스가 분리된 명지가족의 
상호 교류 활성화에 도움

동지를 맞아 달력을 나누던 풍습을 
재현하여 24절기와 동지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명지문화유산답사 전학년

세시풍속체험행사
“동지달력나누기” 전학년

⁂ 박물관 비교과프로그램

12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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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학팀의 위치 및 연락처

⁂ 인문캠퍼스

단과대학 사무실명 학과(부) 전화번호 위치

인문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국어국문/아랍지역/문헌정보

영어영문/철학

일어일문/중어중문

문예창작/사학/미술사학

02) 300-0503

02) 300-0590

02) 300-0530

02) 300-0550

02) 300-0570

본관 7층 1701호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행정

경제

정치외교

디지털미디어

아동

청소년지도

사회복지

02) 300-0653

02) 300-0660

02) 300-0680

02) 300-0690

02) 300-0710

02) 300-0600

02) 300-0620

02) 300-0659

본관 6층 1614호

경영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경영

경영정보

국제통상

부동산

02) 300-0733

02) 300-0759

02) 300-0739

02) 300-0760

02) 300-0739

경상관 2층 4202호

법과대학 교학팀 법학
02) 300-0803

02) 300-0656
본관 6층 1611호

ICT융합대학 교학팀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02) 300-0643

02) 300-0644
본관 3층 1303호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02 )300-1563

02) 300-1564
미래관 2층 307호

인문방목기초

교육대학
교학팀 교양과목 총괄

02) 300-0853

02) 300-0855
본관 1층 1108호

10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자연캠퍼스

단과대학 사무실명 학과(부) 전화번호 위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제1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교학

수학/물리/화학
식품/영양

031) 330-6149
031) 330-6151
031) 330-6148
031) 330-6152

차세대과학관2층
23205호

제2교학팀 생명과학정보 031) 330-6152
제2공학관 3층

8313호

제1교학팀

제2교학팀

제3교학팀

제4교학팀

제5교학팀

제6교학팀

제7교학팀

교학업무 총괄 031) 330-6348
031) 330-6351

031) 330-6349 제5공학관
Y5237호

환경에너지공 031) 330-6686
제2공학관
Y8313호

화학공
산업경영공

기계공

031) 330-6969
031) 330-6954
031) 330-6955

제5공학관
Y5353호

컴퓨터공
교통공

031) 330-6966
031) 330-6976

제5공학관
Y5351호

전기공
전자공

031) 330-6971
031) 330-6975

제3공학관
Y19120호

토목환경공 031) 330-6406
제4공학관
Y13211호

신소재공 031) 330-6457
차세대과학관
Y23709호

ICT 융합대학 교학팀 정보통신공 031) 330-6970 제5공학관
Y5351호

건축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교학업무
학사/장학

031) 330-6982

031) 330-6765
031) 330-6984

교원/대학원 031) 330-6394

디자인조형센터
12211호

예술체육대학

제1교학팀

교학
스포츠

예술 (피아노, 성악, 작곡)
예술 (영화, 뮤지컬 공연)

바둑

031) 330-6802
031) 330-6253
031) 330-6252
031) 330-6253
031) 330-6252

창조예술관 2층
2213호

제2교학팀 디자인 031) 330-6299
디자인조형관3층

12336호

자연방목기초
교육대학

교학팀 교양과목 총괄
031) 330-6635
031) 330-6749

함박관 9319호

국제학부 교학팀 국제학부 031)324-1059 창조관 6층 Y2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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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학팀의 위치 및 연락처

⁂ 인문캠퍼스

단과대학 사무실명 학과(부) 전화번호 위치

인문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국어국문/아랍지역/문헌정보

영어영문/철학

일어일문/중어중문

문예창작/사학/미술사학

02) 300-0503

02) 300-0590

02) 300-0530

02) 300-0550

02) 300-0570

본관 7층 1701호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행정

경제

정치외교

디지털미디어

아동

청소년지도

사회복지

02) 300-0653

02) 300-0660

02) 300-0680

02) 300-0690

02) 300-0710

02) 300-0600

02) 300-0620

02) 300-0659

본관 6층 1614호

경영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경영

경영정보

국제통상

부동산

02) 300-0733

02) 300-0759

02) 300-0739

02) 300-0760

02) 300-0739

경상관 2층 4202호

법과대학 교학팀 법학
02) 300-0803

02) 300-0656
본관 6층 1611호

ICT융합대학 교학팀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02) 300-0643

02) 300-0644
본관 3층 1303호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02 )300-1563

02) 300-1564
미래관 2층 307호

인문방목기초

교육대학
교학팀 교양과목 총괄

02) 300-0853

02) 300-0855
본관 1층 1108호

10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자연캠퍼스

단과대학 사무실명 학과(부) 전화번호 위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제1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교학

수학/물리/화학
식품/영양

031) 330-6149
031) 330-6151
031) 330-6148
031) 330-6152

차세대과학관2층
23205호

제2교학팀 생명과학정보 031) 330-6152
제2공학관 3층

8313호

제1교학팀

제2교학팀

제3교학팀

제4교학팀

제5교학팀

제6교학팀

제7교학팀

교학업무 총괄 031) 330-6348
031) 330-6351

031) 330-6349 제5공학관
Y5237호

환경에너지공 031) 330-6686
제2공학관
Y8313호

화학공
산업경영공

기계공

031) 330-6969
031) 330-6954
031) 330-6955

제5공학관
Y5353호

컴퓨터공
교통공

031) 330-6966
031) 330-6976

제5공학관
Y5351호

전기공
전자공

031) 330-6971
031) 330-6975

제3공학관
Y19120호

토목환경공 031) 330-6406
제4공학관
Y13211호

신소재공 031) 330-6457
차세대과학관
Y23709호

ICT 융합대학 교학팀 정보통신공 031) 330-6970 제5공학관
Y5351호

건축대학 교학팀

교학업무총괄
교학업무
학사/장학

031) 330-6982

031) 330-6765
031) 330-6984

교원/대학원 031) 330-6394

디자인조형센터
12211호

예술체육대학

제1교학팀

교학
스포츠

예술 (피아노, 성악, 작곡)
예술 (영화, 뮤지컬 공연)

바둑

031) 330-6802
031) 330-6253
031) 330-6252
031) 330-6253
031) 330-6252

창조예술관 2층
2213호

제2교학팀 디자인 031) 330-6299
디자인조형관3층

12336호

자연방목기초
교육대학

교학팀 교양과목 총괄
031) 330-6635
031) 330-6749

함박관 9319호

국제학부 교학팀 국제학부 031)324-1059 창조관 6층 Y2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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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컴퓨터실

⁂ 인문캠퍼스

⁂ 자연캠퍼스

건물 호실 PC대수 기타지원 사용지원

방목학술정보관

(디지털정보자료실)
9317 106

DVD 20석, 오디오 12석,

국회정보검색코너5석,

스캐너코너 4석, 프린터4대

학기중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7:30

방학중 
평일 09:00-17:00

토요일 휴관

건물 호실 PC대수 기타지원 사용지원

명진당 2층

(전자정보자료실) 
3201 127

학기중

평일 08:40-18:30

방학중

평일 09:00-16:50

10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AV Room(오디오, DVD)
- Multimedia Room
   (PC, 노트북,  스캐너, 프린트)
- Internaet Room(교육실)

 

사이버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또 하나의 명지대학교를 만듭니다.

(PC: www.mju.ac.kr, 모바일: m.mju.ac.kr, 어플: 명지대학교)

⁂ PC 버젼

⁂ 모바일 버젼 ㅣ 어플

•  아이폰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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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컴퓨터실

⁂ 인문캠퍼스

⁂ 자연캠퍼스

건물 호실 PC대수 기타지원 사용지원

방목학술정보관

(디지털정보자료실)
9317 106

DVD 20석, 오디오 12석,

국회정보검색코너5석,

스캐너코너 4석, 프린터4대

학기중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7:30

방학중 
평일 09:00-17:00

토요일 휴관

건물 호실 PC대수 기타지원 사용지원

명진당 2층

(전자정보자료실) 
3201 127

학기중

평일 08:40-18:30

방학중

평일 09:00-16:50

10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AV Room(오디오, DVD)
- Multimedia Room
   (PC, 노트북,  스캐너, 프린트)
- Internaet Room(교육실)

 

사이버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는 사이버공간에서 또 하나의 명지대학교를 만듭니다.

(PC: www.mju.ac.kr, 모바일: m.mju.ac.kr, 어플: 명지대학교)

⁂ PC 버젼

⁂ 모바일 버젼 ㅣ 어플

•  아이폰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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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자  온라인서비스 > 공지사항

학교의 주요 업무나 행사 등

공지 (모바일, 어플 버젼 지원)

⁂ 학사정보안내  온라인서비스 > 학사운영

학사관련 정보(교과과정, 수강 

신청, 학적, 학점 등)를 열람

10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통합민원센터  온라인서비스 > 통합민원센터

-   각종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을 

질의

-   처리 진행과정 표시 및 선택형 

SMS 서비스 도입

⁂ 明커뮤니티  明커뮤니티 > 명지광장

자유게시판, 동아리, 광고게시판 등 

정보 게시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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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자  온라인서비스 > 공지사항

학교의 주요 업무나 행사 등

공지 (모바일, 어플 버젼 지원)

⁂ 학사정보안내  온라인서비스 > 학사운영

학사관련 정보(교과과정, 수강 

신청, 학적, 학점 등)를 열람

10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통합민원센터  온라인서비스 > 통합민원센터

-   각종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을 

질의

-   처리 진행과정 표시 및 선택형 

SMS 서비스 도입

⁂ 明커뮤니티  明커뮤니티 > 명지광장

자유게시판, 동아리, 광고게시판 등 

정보 게시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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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안내  대학안내 > 캠퍼스안내

캠퍼스별 건물(학과, 행정부서) 및

편의시설 위치안내

⁂ E-Class (교수홈페이지)  강의지원 홈페이지

-   교수님 프로필 및 강의과목 소개

- 강의안내문, 과제 등 공지

- 과제물 접수

- 질의 및 답변 기능 등 제공

10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보건의료센터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ㅣ

안정실

심폐소생술 득

혈압측정정

혈당검사

보건의료센터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09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 5시 30분 인문캠퍼스 /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자연캠퍼스

위치 : 경상관 1층 02-300-1760 인문캠퍼스 / 학생회관1층 031-330-6044 자연캠퍼스 

비용 : 전액무료

11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캠퍼스안내  대학안내 > 캠퍼스안내

캠퍼스별 건물(학과, 행정부서) 및

편의시설 위치안내

⁂ E-Class (교수홈페이지)  강의지원 홈페이지

-   교수님 프로필 및 강의과목 소개

- 강의안내문, 과제 등 공지

- 과제물 접수

- 질의 및 답변 기능 등 제공

10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보건의료센터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ㅣ

안정실

심폐소생술 득

혈압측정정

혈당검사

보건의료센터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09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 5시 30분 인문캠퍼스 /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자연캠퍼스

위치 : 경상관 1층 02-300-1760 인문캠퍼스 / 학생회관1층 031-330-6044 자연캠퍼스 

비용 : 전액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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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ㅣ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인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학생상담센터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과 다양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의 집단 상담이나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기계발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지인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떤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찾게 되나요?

⁂ 대인관계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을 때

 • 학과나 동아리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때

⁂ 학습 및 진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 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결정하고 싶어요.

 • 나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 학교적응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싶어요

 •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할을 잘 조절하고 싶어요.

금연클리닉 무료운영

응급 처치

가벼운 질환 약 처방

소변 검사

11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인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학생상담센터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과 다양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의 집단 

상담이나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기계발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지인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떤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찾게 되나요?

⁂ 대인관계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을 때

•  학과나 동아리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때

⁂ 학습 및 진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  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결정하고 싶어요.

•  나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 학교적응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싶어요

•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할을 잘 조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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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학생상담센터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과 다양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의 집단 상담이나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기계발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지인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떤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찾게 되나요?

⁂ 대인관계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을 때

 • 학과나 동아리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때

⁂ 학습 및 진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 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결정하고 싶어요.

 • 나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 학교적응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싶어요

 •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할을 잘 조절하고 싶어요.

금연클리닉 무료운영

응급 처치

가벼운 질환 약 처방

소변 검사

11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명지인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학생상담센터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상담과 다양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학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의 집단 

상담이나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기계발과 변화, 

그리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명지인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떤 경우 학생상담센터를 찾게 되나요?

⁂ 대인관계 “대학에서의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고 싶을 때

•  학과나 동아리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때

⁂ 학습 및 진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  나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결정하고 싶어요.

•  나의 진로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싶어요.

•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 학교적응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활기차게 하고 싶어요

•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서 행복하고 싶어요.

•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할을 잘 조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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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마음의 감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겨내요”

•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일상생활에서 뭐 신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  내가 한심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귀찮을 때

•  때론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심리검사 : 성격(MBTI성격, TCI기질 및 성격, CST성격강점검사), 진로 및 적성 (STRONG 

직업흥미, HOLLAND적성, U&I진로탐색), 학습(U&I학습유형) 등의 분야에서 공지된 행사 

혹은 필요시 신청 후 이용가능

•  개인상담 : 개인이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 (학업, 진로, 대인관계, 이성문제, 성격 등)

•  집단상담 : 나에 대해 이해하기, 미루는 습관 버리기, 대인관계 증진, 커플상담, 진로탐색, 

스트레스 길라잡이 등 소그룹의 상담서비스

•  특강/행사 : 정신건강, 미래 설계 및 학업 증진 특강, 찾아가는 상담, 성폭력예방교육 등

⁂ 학생상담센터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

•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캠퍼스온 앱, MyiCap으로 상담신청 가능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인문캠퍼스 / 오전 9시~오후 5시 자연캠퍼스

•  위치 : 경상관 1층 4101호(인문), 함박관 3층 9315호(자연)

•  문의 : 02-300-1780~1(인문), 031-330-6240~1(자연)

•  E-mail : sangdam@mju.ac.kr

11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생상담센터의 마스코트! 상담 친구 <나무>를 소개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 따뜻한 가슴 위의 하트,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두 귀를 가진 

상담친구 <나무>!

학생상담센터에서 2017년에 열린 캐릭터 공모전에서 1등한 작품입니다!

영상디자인학과 이윤 학우가 이 상담 친구 <나무>를 탄생시키며 이제 <나무>가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공모전에 참여하는 좋은 경험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여러분들도 공모전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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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마음의 감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겨내요”

•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일상생활에서 뭐 신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  내가 한심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귀찮을 때

•  때론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

⁂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심리검사 : 성격(MBTI성격, TCI기질 및 성격, CST성격강점검사), 진로 및 적성 (STRONG 

직업흥미, HOLLAND적성, U&I진로탐색), 학습(U&I학습유형) 등의 분야에서 공지된 행사 

혹은 필요시 신청 후 이용가능

•  개인상담 : 개인이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 (학업, 진로, 대인관계, 이성문제, 성격 등)

•  집단상담 : 나에 대해 이해하기, 미루는 습관 버리기, 대인관계 증진, 커플상담, 진로탐색, 

스트레스 길라잡이 등 소그룹의 상담서비스

•  특강/행사 : 정신건강, 미래 설계 및 학업 증진 특강, 찾아가는 상담, 성폭력예방교육 등

⁂ 학생상담센터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

•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캠퍼스온 앱, MyiCap으로 상담신청 가능

•  이용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인문캠퍼스 / 오전 9시~오후 5시 자연캠퍼스

•  위치 : 경상관 1층 4101호(인문), 함박관 3층 9315호(자연)

•  문의 : 02-300-1780~1(인문), 031-330-6240~1(자연)

•  E-mail : sangdam@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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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의 마스코트! 상담 친구 <나무>를 소개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 따뜻한 가슴 위의 하트,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두 귀를 가진 

상담친구 <나무>!

학생상담센터에서 2017년에 열린 캐릭터 공모전에서 1등한 작품입니다!

영상디자인학과 이윤 학우가 이 상담 친구 <나무>를 탄생시키며 이제 <나무>가 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공모전에 참여하는 좋은 경험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여러분들도 공모전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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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 및 대학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돕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장애학생 등록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장애학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매년 3월중 실시하며, ①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②학사 및 교내 각 부서의 장애학생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안내 ③대학생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우선수강신청제도

장애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시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명지사랑 장학금(3종) 지원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증 : 1,000,000원, 경증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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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장애학생 본인이 추천하는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도우미에게는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 생활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장애학생 간담회, 시설 개선 지원, 상담 및 상담연계, 도서관 이용 

지원

⁂ 위치 및 이용안내

자연캠퍼스

이용시간 : 08:30~17:00

위 치 : 학생회관 1층 우체국 앞

상 담: 031)330-6794

인문캠퍼스

이용시간 : 09:00~18:00

위 치 : 경상관 1층 4103호

상 담: 02)3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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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 및 대학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도록 돕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장애학생 등록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장애학생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매년 3월중 실시하며, ①장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②학사 및 교내 각 부서의 장애학생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안내 ③대학생활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우선수강신청제도

장애학생의 경우 수강신청 시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명지사랑 장학금(3종) 지원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증 : 1,000,000원, 경증 : 500,000원)

11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도우미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장애학생 본인이 추천하는 도우미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도우미에게는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 생활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장애학생 간담회, 시설 개선 지원, 상담 및 상담연계, 도서관 이용 

지원

⁂ 위치 및 이용안내

자연캠퍼스

이용시간 : 08:30~17:00

위 치 : 학생회관 1층 우체국 앞

상 담: 031)330-6794

인문캠퍼스

이용시간 : 09:00~18:00

위 치 : 경상관 1층 4103호

상 담: 02)3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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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 인문캠퍼스

인문캠퍼스의 체력단련실은 학생회관 지하에 있으며 런닝머신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운동복과 운동화는 개인이 

지참 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식시간입니다.

⁂ 자연캠퍼스

자연캠퍼스 체력단련실은 생활관 복지동 지하에 있으며 런닝머신 외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사생으로서 신분증 제시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운동복과 운동화는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 운영시간

인문경력개발팀 :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4층

                         (TEL. 02-300-1532, 1533, 1537 / job1@mju.ac.kr)

⁂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을 찾아 차별화된 경력개발과 

취업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력개발팀에서는 취업을 위하여 학년별, 시기별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채용경향 및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업관련 정보 및 취업활동,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 토, 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오전 9시 – 11시 

 오후 2시 - 6시
오후 4시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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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인문경력개발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교과

진로/취업 정규 
교과목

● ● ● ● ● ● ● ● 전학년

•1학년 진로선택과 대학생활 
•  2,3학년 자기분석과 직무역량 

개발 
•4학년 자기경영과 실전취업준비

학과별 
취업세미나 

교과목
● ● ● ● ● ● ● ● 3,4학년

•  공통취업교육 인문경력개발팀 
운영 

•전공별 취업교육 학과 자체 운영

비교과

취업특강 ● ● ● ● ● ● ● ● 전학년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트렌드별 취업특강 (직무/기업분석, 
취업전략, 자소서,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 상담

● ● ● ● ● ● ● ● ● ● ● ● 전학년 강의요일에 개별 및 집단 상담

VR면접 ● ● ● ● ● ● ● ● ● ● ● ● 전학년 VR을 활용한 면접시뮬레이션 교육

상시진로지도 
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
학년별 조기 진로선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주1회 E-mail 발송 및 
E-mail 수시 상담)

온라인 
취업컨텐츠 

서비스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입사전략, 서류/면접, 
직무적성 검사, (http:// 
u.educe.co.kr/jobmju)

진로 / 리더십 
캠프

● ● 1,2학년 조기 진로선택 및 리더십 교육

취업/직무 
역량강화 
스터디 & 
기업탐방

● ● 3,4학년
직무별 취업스킬 및 기초직무역량, 
실무이론과 사례를 통한 실습실무 
능력 배양

취업역량 
강화캠프 

● ● 3,4학년
취업서류작성 및 클리닉, 면접스킬, 
모의면접(무료) 등

국내현장실습 ● ● ● ● ● ● ● ● ● ● ● ● 3,4학년
국내기업현장실습(단기:2~3학점/
장기:최대18학점부여)

해외현장실습 ● ● ● ● ● ● ● ● ● ● ● ● 3,4학년
호주,독일,아랍에미리트,미국 등 
해외현장실습(단기:2~3학점/
장기:최대18학점부여)

실전모의 면접 ● ● ● ● 3,4학년

자기경영과 실전취업준비 강좌에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모의면접 실습 (개별/집단/PT면접 
실시 후 피드백)

기업(직무)분석 
경진대회

● ●
3학기 
이상 
이수

•  학생들의 PT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Contest 

•우수자 장학금 지급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 및 
기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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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실

⁂ 인문캠퍼스

인문캠퍼스의 체력단련실은 학생회관 지하에 있으며 런닝머신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운동복과 운동화는 개인이 

지참 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식시간입니다.

⁂ 자연캠퍼스

자연캠퍼스 체력단련실은 생활관 복지동 지하에 있으며 런닝머신 외 다양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사생으로서 신분증 제시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운동복과 운동화는 개인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 운영시간

인문경력개발팀 :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4층

                         (TEL. 02-300-1532, 1533, 1537 / job1@mju.ac.kr)

⁂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을 찾아 차별화된 경력개발과 

취업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력개발팀에서는 취업을 위하여 학년별, 시기별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안내·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채용경향 및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업관련 정보 및 취업활동,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 토, 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오전 9시 – 11시 

 오후 2시 - 6시
오후 4시 -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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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인문경력개발팀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교과

진로/취업 정규 
교과목

● ● ● ● ● ● ● ● 전학년

•1학년 진로선택과 대학생활 
•  2,3학년 자기분석과 직무역량 

개발 
•4학년 자기경영과 실전취업준비

학과별 
취업세미나 

교과목
● ● ● ● ● ● ● ● 3,4학년

•  공통취업교육 인문경력개발팀 
운영 

•전공별 취업교육 학과 자체 운영

비교과

취업특강 ● ● ● ● ● ● ● ● 전학년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트렌드별 취업특강 (직무/기업분석, 
취업전략, 자소서,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 상담

● ● ● ● ● ● ● ● ● ● ● ● 전학년 강의요일에 개별 및 집단 상담

VR면접 ● ● ● ● ● ● ● ● ● ● ● ● 전학년 VR을 활용한 면접시뮬레이션 교육

상시진로지도 
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
학년별 조기 진로선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주1회 E-mail 발송 및 
E-mail 수시 상담)

온라인 
취업컨텐츠 

서비스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입사전략, 서류/면접, 
직무적성 검사, (http:// 
u.educe.co.kr/jobmju)

진로 / 리더십 
캠프

● ● 1,2학년 조기 진로선택 및 리더십 교육

취업/직무 
역량강화 
스터디 & 
기업탐방

● ● 3,4학년
직무별 취업스킬 및 기초직무역량, 
실무이론과 사례를 통한 실습실무 
능력 배양

취업역량 
강화캠프 

● ● 3,4학년
취업서류작성 및 클리닉, 면접스킬, 
모의면접(무료) 등

국내현장실습 ● ● ● ● ● ● ● ● ● ● ● ● 3,4학년
국내기업현장실습(단기:2~3학점/
장기:최대18학점부여)

해외현장실습 ● ● ● ● ● ● ● ● ● ● ● ● 3,4학년
호주,독일,아랍에미리트,미국 등 
해외현장실습(단기:2~3학점/
장기:최대18학점부여)

실전모의 면접 ● ● ● ● 3,4학년

자기경영과 실전취업준비 강좌에 
기업체 인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모의면접 실습 (개별/집단/PT면접 
실시 후 피드백)

기업(직무)분석 
경진대회

● ●
3학기 
이상 
이수

•  학생들의 PT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Contest 

•우수자 장학금 지급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 및 
기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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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교과
선배와의 

취업멘토링
● ● ● ● ● ● ● ● 전학년

최근에 입사한 각 분야 동문을 초청 

하여 후배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취업을 위한 조언과 준비방법 안내

비교과
TOEIC 및 

구글 
애널리틱스

● ● ● ● 전학년
TOEIC 및 구글애널리틱스(GAIQ) 

교육(교육비 일부지원)

비교과

직무별 
역량강화 

취업스터디 
운영

● ● ● ● ● ● ● ● ● ● ● ● 전학년
•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 

활동 지원  

•전용스터디룸 운영

비교과
경력증명서 

발급
● ● ● ● ● ● ● ● ● ● ● ● 전학년

Myiweb 시스템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비교과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

● ● ● ● ● ● ● 전학년
교육 및 모의 직무적성 시험을 통한 

기업의 출제경향 및 문제유형 사전 

파악 (SSAT 등)

비교과
취업가이드북 
책자 제작 및 

배부
● 전학년

효과적인 면접대응 전략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와 면접 

가이드 책자 제작 및 배부

비교과
취업도서 대출 

및 열람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도서 

상시 대출 및 열람 (방목학술정보관 

코너 설치)

비교과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 ● ● ● 3,4학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취업 준비장려금 2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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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MJ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교과
MJ대학 

일자리센터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  고용노동부/서울시와 MOU 체결 

•  진로 및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시상담 

•  국내/해외취업박람회, 청년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

비교과
찾아가는 1:1 
진로·취업 

컨설팅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과별·단과대학별·특정장소에 

방문 하여 1:1 맞춤 컨설팅 진행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MJ취업스터디 ● ● ● ●
3,4학년 
기졸업생

직무별 기초·심화반으로 구성하여 

그룹특성별 실전취업역량 개발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MJ면접스터디 ● ● ● ●
3,4학년 
기졸업생

직무별 기초·심화반으로 구성하여 

그룹특성별 실전취업면접역량 개발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핵이득! 

자소서/면접 
포인트 찾기

● ●
전학년 

기졸업생

기업(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및 모의면접 & 피드백을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

비교과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상담회)
● ●

전학년 
기졸업생

중견기업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한 기업추천

비교과
청년여성 특화 

프로그램
● ● ● ●

전학년 
기졸업생

청바지(청년바로알기지원), 

미니취업박람회, 런치특강 등

비교과
찾아가는 

학과설명회
● ● ● ● ● ● ● ● ● ● ● ● 전학년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사업 및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안내, 기타 

학과 요청 특강 수행

비교과
MJ역량강화 

특강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생수요를 조사(상시)하여 수요도가 

높은 단기특강을 수시로 기획하여 

운영

비교과

직무취업 
박람회 

(Career 
Festival)

●
전학년 

기졸업생

취업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최신정보를 한자리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직무 취업박람회 개최

비교과 공모프로그램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과별 진로·취업역량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발한 

뒤 그에 필요한 맞춤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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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교과
선배와의 

취업멘토링
● ● ● ● ● ● ● ● 전학년

최근에 입사한 각 분야 동문을 초청 

하여 후배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취업을 위한 조언과 준비방법 안내

비교과
TOEIC 및 

구글 
애널리틱스

● ● ● ● 전학년
TOEIC 및 구글애널리틱스(GAIQ) 

교육(교육비 일부지원)

비교과

직무별 
역량강화 

취업스터디 
운영

● ● ● ● ● ● ● ● ● ● ● ● 전학년
•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터디 

활동 지원  

•전용스터디룸 운영

비교과
경력증명서 

발급
● ● ● ● ● ● ● ● ● ● ● ● 전학년

Myiweb 시스템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비교과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

● ● ● ● ● ● ● 전학년
교육 및 모의 직무적성 시험을 통한 

기업의 출제경향 및 문제유형 사전 

파악 (SSAT 등)

비교과
취업가이드북 
책자 제작 및 

배부
● 전학년

효과적인 면접대응 전략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와 면접 

가이드 책자 제작 및 배부

비교과
취업도서 대출 

및 열람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도서 

상시 대출 및 열람 (방목학술정보관 

코너 설치)

비교과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 ● ● ● 3,4학년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취업 준비장려금 2백만원 

지원

11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2020학년도 MJ대학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비교과
MJ대학 

일자리센터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  고용노동부/서울시와 MOU 체결 

•  진로 및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시상담 

•  국내/해외취업박람회, 청년여성 

특화 프로그램 등

비교과
찾아가는 1:1 
진로·취업 

컨설팅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과별·단과대학별·특정장소에 

방문 하여 1:1 맞춤 컨설팅 진행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MJ취업스터디 ● ● ● ●
3,4학년 
기졸업생

직무별 기초·심화반으로 구성하여 

그룹특성별 실전취업역량 개발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MJ면접스터디 ● ● ● ●
3,4학년 
기졸업생

직무별 기초·심화반으로 구성하여 

그룹특성별 실전취업면접역량 개발 

(자연캠퍼스 동시 진행)

비교과
핵이득! 

자소서/면접 
포인트 찾기

● ●
전학년 

기졸업생

기업(직무)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지도 및 모의면접 & 피드백을 통한 

취업 경쟁력 향상

비교과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 상담회)
● ●

전학년 
기졸업생

중견기업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한 기업추천

비교과
청년여성 특화 

프로그램
● ● ● ●

전학년 
기졸업생

청바지(청년바로알기지원), 

미니취업박람회, 런치특강 등

비교과
찾아가는 

학과설명회
● ● ● ● ● ● ● ● ● ● ● ● 전학년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사업 및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안내, 기타 

학과 요청 특강 수행

비교과
MJ역량강화 

특강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생수요를 조사(상시)하여 수요도가 

높은 단기특강을 수시로 기획하여 

운영

비교과

직무취업 
박람회 

(Career 
Festival)

●
전학년 

기졸업생

취업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최신정보를 한자리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직무 취업박람회 개최

비교과 공모프로그램 ● ● ● ● ● ● ● ● ● ● ● ●
전학년 

기졸업생

학과별 진로·취업역량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선발한 

뒤 그에 필요한 맞춤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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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겸임교수 상담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취업상담 및 미취업자 잡매칭. 
Man to Man 클리닉을 통한 
능동적인 취업준비 및 취업알선. 
저학년부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유도

커리어플래닝카드 ● ● ● ● ● ● ● ● ● ● ● ● 전학년

졸업 후 취업진로지도 상담 6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학과별 담당 교수와의 
상담시 직접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상담사에게 제출

취업지도전담교수제 ● ● ● ● ● ● ● ● 전학년
개별 및 집단진로상담, 산학 협력 
기업체 발굴 및 관리

고시원 운영 및 장학금 ● ● ● ● ● ● ● ● ● ● ●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 장려 및 학습 
지원, 학습비 지원, 고시원 열람실 
고정 좌석 제공, 각 반별 담당 
지도교수에 의한 학습 지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 ● ● ● ● ● ● ● ● ● 3,4학년
사회활동 경험을 위한 대학교육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 및 기업 
설명회

선배와의 취업멘토링 ● ● ● ● ● ● ● ● 전학년
최근에 입사한 각 분야 동문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취업을 위한 조언과 준비방법 안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 전학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책자 
배부

면접가이드북 ● 전학년 효과적인 면접대응 전략 책자 배부

영어(토익,토익 스피킹) 및 
전산 (MOS) 특강

● ● ● ● 전학년
MOS 자격증취득반 및 TOEIC 
Speaking 기본/실전반

해외현장학습 ● ● ● ● ● ● ● ● ● ● ● ● 3,4학년
아랍에미리트/호주/캐나다/독일 등 
해외현장학습

국내현장학습 ● ● ● ● ● ● ● ● ● ● ● ● 2-4학년

해당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체험을 함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점검 하며, 현장학습경험을 
통한 실무경력 습득으로 취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상시진로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
전학년 대상 조기 진로선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주1회 E-mail 
발송 및 E-mail 수시 상담)

Presentation Contest ● ● ● ● ● ● ● ●
3학기

이상 이수
실무스킬 능력 배양 및 PT면접 대비 
교육

직무적성검사 집중 교육 및 
모의시험

● ● ● ● ● ● ● ● 전학년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

에듀스 온라인 취업 지식 
컨텐츠 서비스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입사전략, 서류/면접, 직무 
적성 검사 제공 등 온라인 취업컨텐츠 
서비스

⁂ 인문캠퍼스 경력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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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생들의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 ● ● ● ● ● ● ● ● ● ● 전학년
커리어컨설턴트가 상주하며 진로/취업 
관련 상담 (매주 10시~17시)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직무교육 특강 ● ● ● ● ● ● ● ●
3학기이상 

이수
기업/산업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전략적 취업 준비

찾아가는 1:1 진로 취업 
컨설팅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 
장소에서 취업컨설팅 진행

뽑고싶은 면접 답변 완성 
프로젝트

● ● ● ● ● ● ● ● 3,4학년
면접 트렌드 분석. 질문별 요점 파악 
및 답변 방법 노하우 전수. 면접 
유형별 대처 능력 파악

릴레이 직무 특강 ● ● ● ● 3,4학년

영업마케팅 특강 : 영업/해외영업, 
마케팅 각 직무별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기업 특강 : 공기업, 금융권,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부문의 각 
직무별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스터디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 구성으로 스터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등)

면접 드림팀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원간 모의면접 및 피드백, 
팀별 스터디 담당 컨설턴트와 다대다 
집중 모의면접 및 피드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 ● ● ● 3,4학년

30개 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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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겸임교수 상담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취업상담 및 미취업자 잡매칭. 
Man to Man 클리닉을 통한 
능동적인 취업준비 및 취업알선. 
저학년부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선택 및 취업준비 유도

커리어플래닝카드 ● ● ● ● ● ● ● ● ● ● ● ● 전학년

졸업 후 취업진로지도 상담 6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학과별 담당 교수와의 
상담시 직접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상담사에게 제출

취업지도전담교수제 ● ● ● ● ● ● ● ● 전학년
개별 및 집단진로상담, 산학 협력 
기업체 발굴 및 관리

고시원 운영 및 장학금 ● ● ● ● ● ● ● ● ● ● ●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 장려 및 학습 
지원, 학습비 지원, 고시원 열람실 
고정 좌석 제공, 각 반별 담당 
지도교수에 의한 학습 지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 ● ● ● ● ● ● ● ● ● 3,4학년
사회활동 경험을 위한 대학교육협의회 
지원 프로그램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 및 기업 
설명회

선배와의 취업멘토링 ● ● ● ● ● ● ● ● 전학년
최근에 입사한 각 분야 동문을 
초청하여 후배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취업을 위한 조언과 준비방법 안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이드북

● 전학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책자 
배부

면접가이드북 ● 전학년 효과적인 면접대응 전략 책자 배부

영어(토익,토익 스피킹) 및 
전산 (MOS) 특강

● ● ● ● 전학년
MOS 자격증취득반 및 TOEIC 
Speaking 기본/실전반

해외현장학습 ● ● ● ● ● ● ● ● ● ● ● ● 3,4학년
아랍에미리트/호주/캐나다/독일 등 
해외현장학습

국내현장학습 ● ● ● ● ● ● ● ● ● ● ● ● 2-4학년

해당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체험을 함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점검 하며, 현장학습경험을 
통한 실무경력 습득으로 취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상시진로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
전학년 대상 조기 진로선택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주1회 E-mail 
발송 및 E-mail 수시 상담)

Presentation Contest ● ● ● ● ● ● ● ●
3학기

이상 이수
실무스킬 능력 배양 및 PT면접 대비 
교육

직무적성검사 집중 교육 및 
모의시험

● ● ● ● ● ● ● ● 전학년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

에듀스 온라인 취업 지식 
컨텐츠 서비스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입사전략, 서류/면접, 직무 
적성 검사 제공 등 온라인 취업컨텐츠 
서비스

⁂ 인문캠퍼스 경력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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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 ● ● ● ● 전학년 취업준비생들의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 ● ● ● ● ● ● ● ● ● ● ● 전학년
커리어컨설턴트가 상주하며 진로/취업 
관련 상담 (매주 10시~17시) 
취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직무교육 특강 ● ● ● ● ● ● ● ●
3학기이상 

이수
기업/산업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전략적 취업 준비

찾아가는 1:1 진로 취업 
컨설팅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 
장소에서 취업컨설팅 진행

뽑고싶은 면접 답변 완성 
프로젝트

● ● ● ● ● ● ● ● 3,4학년
면접 트렌드 분석. 질문별 요점 파악 
및 답변 방법 노하우 전수. 면접 
유형별 대처 능력 파악

릴레이 직무 특강 ● ● ● ● 3,4학년

영업마케팅 특강 : 영업/해외영업, 
마케팅 각 직무별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공기업 특강 : 공기업, 금융권, 
인사, 총무 등 경영지원 부문의 각 
직무별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스터디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 구성으로 스터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등)

면접 드림팀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원간 모의면접 및 피드백, 
팀별 스터디 담당 컨설턴트와 다대다 
집중 모의면접 및 피드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 ● ● ● 3,4학년

30개 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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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인문경력개발팀 : 학생회관 4층 (☎ 02-300-1532/1533/1537, job1@mju.ac.kr)

MJ대학일자리센터 : 행정동 1층 JOB CAFE (job1@mju.ac.kr 02-300-1577~9)

MJ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

⁂ 신입생부터 졸업생까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 컨설팅 및 그룹별 컨설팅(진로탐색 및 설정, 

직업심리검사,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재학생 이외에도 휴학생, 졸업생, 타대생, 지역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고용서비스의 허브

•  고용복지+센터·중앙행정기관(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지방자치단체·고용존 

등과의 공동·연계 프로그램

•  운영 및 정부지원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블라인드 채용, 중소기업탐방, 해외취업 K-Move 스쿨,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을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일자리센터 키오스크 설치(job cafe)로 각종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고시원 (법조인 양성반, 회계·세무사반, 공무원반, 관세사반 운영)

대상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선발시기 : 매학기 초

선발방법 : 필기시험(회계사반), 면접(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등 포함)

고시원생에 대한 특전

•  고시원 열람실 고정 좌석 제공

•  각 반별 담당 지도교수에 의한 학습 지도

•  학습비 지원

•  장학금 지원

-   사법/ 회계사/ 공무원 5급/ 변리사, 2차 합격자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사법/ 회계사/ 공무원 5급/ 변리사, 1차 합격자 :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 7급, 1차 합격자 : 등록금 반액 (2개 학기)

자연경력개발팀 (http://job.mju.ac.kr)

⁂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경력개발과 

취업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력개발팀은 최근의 채용경향과 취업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및 각종 취업관련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저학년부터 학년별/시기별 

준비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있으며,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330-6042, job2@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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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위치

인문경력개발팀 : 학생회관 4층 (☎ 02-300-1532/1533/1537, job1@mju.ac.kr)

MJ대학일자리센터 : 행정동 1층 JOB CAFE (job1@mju.ac.kr 02-300-1577~9)

MJ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

⁂ 신입생부터 졸업생까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대일 맞춤 컨설팅 및 그룹별 컨설팅(진로탐색 및 설정, 

직업심리검사,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재학생 이외에도 휴학생, 졸업생, 타대생, 지역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고용서비스의 허브

•  고용복지+센터·중앙행정기관(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지방자치단체·고용존 

등과의 공동·연계 프로그램

•  운영 및 정부지원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블라인드 채용, 중소기업탐방, 해외취업 K-Move 스쿨,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을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일자리센터 키오스크 설치(job cafe)로 각종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고시원 (법조인 양성반, 회계·세무사반, 공무원반, 관세사반 운영)

대상 :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선발시기 : 매학기 초

선발방법 : 필기시험(회계사반), 면접(자기소개서, 어학성적 등 포함)

고시원생에 대한 특전

•  고시원 열람실 고정 좌석 제공

•  각 반별 담당 지도교수에 의한 학습 지도

•  학습비 지원

•  장학금 지원

-   사법/ 회계사/ 공무원 5급/ 변리사, 2차 합격자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사법/ 회계사/ 공무원 5급/ 변리사, 1차 합격자 :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 7급, 1차 합격자 : 등록금 반액 (2개 학기)

자연경력개발팀 (http://job.mju.ac.kr)

⁂ 성공적인 취업의 지름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경력개발과 

취업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력개발팀은 최근의 채용경향과 취업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및 각종 취업관련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저학년부터 학년별/시기별 

준비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있으며, 취업 및 아르바이트 등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330-6042, job2@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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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력개발팀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월)

내용 참여대상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 ● ● ●　 ● ● ● ●　　 　
[필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진로선택 
(신설)

1학년

● ● ● ●　 ● ● ● ●　　 　 자기분석과직무역량개발 2,3학년

● ● ● ●　 ● ● ● ●　　 　 취업기본역량과인품교육 전학년

● ● ● ●　 ● ● ● ●　　 　 자기경영과실전취업준비 4학년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제

● ● ● ●　● ● ● ● ● ●　●　●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를 
추천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 실시

전학년

 겸임교수 상담 ● ● ● ●　 ● ● ● ●　　 　
실전취업 겸임교수의 진로/취업상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 준비유도

전학년

 전문 취업상담 ● ● ● ●　● ● ● ● ● ●　●　●　
상주 컨설턴트를 통한 진로/취업 
상담(MJ대학일자리센터)

전학년

 찾아가는 
진로취업서비스

 (1:1진로취업 컨설팅)
● ● ● ●　● ● ● ● ● ●　●　●　

학생들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취업컨설팅

전학년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기업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채용 및 기업설명회

3,4학년

 동문/현직자 
취업멘토링

   (학과별취업 설명회)
● ● ● ●　 ● ● ● ●　　 　

학과/전공별로 동문(현직종사자)를
초청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전학년

 VR면접시스템 ● ● ● ●　● ● ● ● ● ●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VR장비를 
활용한 면접교육 시스템 

전학년

 취업동아리 ● ● ● ●　● ● ● ● ● ●　●　●　
전공별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동비지원

전학년

 Online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 ●　●　●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소개서마법사

전학년

 Online
 취업지식 

컨텐츠서비스
● ● ● ●　● ● ● ● ● ●　●　●　

취업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준비/
면접/직무적성검사 등을 제공

전학년

 Online
 상시 진로지도 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대상 진로선택/취업교육 지도
(주1회E-mail발송및수시상담)

전학년

 취업역량강화 (외국어) ● ● ● ●　 ● ● ● ●　　 　
외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특강
(토익,토익스피킹,JLPT 등)

전학년

 취업역량강화 
(전산직무)

● ● ● ●　 ● ● ● ●　　 　
전산/직무 자격증취득을 위한 특강
(6시그마,컴퓨터자격증 등)

전학년

 비전공자를 위한
 제조실무교육

● ● ● ●　 ● ● ● ●　　 　
비전공자를 위한 실무특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전학년

 동문초청 멘토링 　 　 ● 　 　 　 　 　 　 　 　 　
멘토링데이(근로자의 날)에 진행하는
우수취업동문초청취업설명회

3,4학년

 취업스터디 ● ● ● ●　● ● ● ● ● ●　●　●　
직무별로 구성한 취업완성 스터디그룹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3,4학년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교육/모의시험)

● ●　　 　 　 　 ● ●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업 중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진행

3,4학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교내,교외)등
● ● ● ●　● ● ● ● ● ●　●　●　

기업이 원하는인재상과 기업문화 코칭 
취업서류, 모의면접, 직무직군별코칭

3,4학년

 Job Café 운영 ● ● ● ●　● ● ● ● ● ●　●　●　
진로/취업 관련정보 공유 
휴식공간제공

전학년

12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진로/취업 교과목 소개

 전경(자연캠퍼스 경력개발팀)

교과목명 [자기분석과직무역량개발] 대상 2, 3학년 학점 2학점

교육목표

•직무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 및 진로설정

•기업분석과 인재상 인지를 통한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취업 시 필요한 기술 함양(자기소개서/면접)으로 취업역량 제고

•NCS기반 채용시스템 이해 및 대응 전략 수립 

교과목명 [취업기본역량과인품교육] 대상 전학년 학점 3학점

교육목표

나의 꿈을 찾아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다양한 CASE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스스로 직무를 찾아보고, 해당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 가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 

교과목명 [자기경영과실전취업준비] 대상 4학년 학점 2학점

교육목표

•희망직무 선택 후 무엇을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기업 및 직무 분석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이해하고, 각자의 희망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

•기업 및 직무 분석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습득

•기업의 면접 종류별 실시목적/의도, 체크/평가 포인트 및 대응/준비요령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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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력개발팀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월)

내용 참여대상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 ● ● ●　 ● ● ● ●　　 　
[필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진로선택 
(신설)

1학년

● ● ● ●　 ● ● ● ●　　 　 자기분석과직무역량개발 2,3학년

● ● ● ●　 ● ● ● ●　　 　 취업기본역량과인품교육 전학년

● ● ● ●　 ● ● ● ●　　 　 자기경영과실전취업준비 4학년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제

● ● ● ●　● ● ● ● ● ●　●　●　
학과/전공별 진로취업지도 전담교수를 
추천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 실시

전학년

 겸임교수 상담 ● ● ● ●　 ● ● ● ●　　 　
실전취업 겸임교수의 진로/취업상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취업 준비유도

전학년

 전문 취업상담 ● ● ● ●　● ● ● ● ● ●　●　●　
상주 컨설턴트를 통한 진로/취업 
상담(MJ대학일자리센터)

전학년

 찾아가는 
진로취업서비스

 (1:1진로취업 컨설팅)
● ● ● ●　● ● ● ● ● ●　●　●　

학생들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취업컨설팅

전학년

 채용 및 기업설명회 ● ● ● ●　 ● ● ● ●　　 　
기업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채용 및 기업설명회

3,4학년

 동문/현직자 
취업멘토링

   (학과별취업 설명회)
● ● ● ●　 ● ● ● ●　　 　

학과/전공별로 동문(현직종사자)를
초청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전학년

 VR면접시스템 ● ● ● ●　● ● ● ● ● ●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VR장비를 
활용한 면접교육 시스템 

전학년

 취업동아리 ● ● ● ●　● ● ● ● ● ●　●　●　
전공별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동비지원

전학년

 Online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 ●　●　●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소개서마법사

전학년

 Online
 취업지식 

컨텐츠서비스
● ● ● ●　● ● ● ● ● ●　●　●　

취업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준비/
면접/직무적성검사 등을 제공

전학년

 Online
 상시 진로지도 시스템

● ● ● ●　● ● ● ● ● ●　●　●　
전학년대상 진로선택/취업교육 지도
(주1회E-mail발송및수시상담)

전학년

 취업역량강화 (외국어) ● ● ● ●　 ● ● ● ●　　 　
외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특강
(토익,토익스피킹,JLPT 등)

전학년

 취업역량강화 
(전산직무)

● ● ● ●　 ● ● ● ●　　 　
전산/직무 자격증취득을 위한 특강
(6시그마,컴퓨터자격증 등)

전학년

 비전공자를 위한
 제조실무교육

● ● ● ●　 ● ● ● ●　　 　
비전공자를 위한 실무특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전학년

 동문초청 멘토링 　 　 ● 　 　 　 　 　 　 　 　 　
멘토링데이(근로자의 날)에 진행하는
우수취업동문초청취업설명회

3,4학년

 취업스터디 ● ● ● ●　● ● ● ● ● ●　●　●　
직무별로 구성한 취업완성 스터디그룹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3,4학년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교육/모의시험)

● ●　　 　 　 　 ● ●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업 중심
집중교육 및 모의시험진행

3,4학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캠프 

(교내,교외)등
● ● ● ●　● ● ● ● ● ●　●　●　

기업이 원하는인재상과 기업문화 코칭 
취업서류, 모의면접, 직무직군별코칭

3,4학년

 Job Caf  운영 ● ● ● ●　● ● ● ● ● ●　●　●　
진로/취업 관련정보 공유 
휴식공간제공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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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취업 교과목 소개

Job Café 전경(자연캠퍼스 경력개발팀)

교과목명 [자기분석과직무역량개발] 대상 2, 3학년 학점 2학점

교육목표

•직무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 및 진로설정

•기업분석과 인재상 인지를 통한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취업 시 필요한 기술 함양(자기소개서/면접)으로 취업역량 제고

•NCS기반 채용시스템 이해 및 대응 전략 수립 

교과목명 [취업기본역량과인품교육] 대상 전학년 학점 3학점

교육목표

나의 꿈을 찾아서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다양한 CASE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스스로 직무를 찾아보고, 해당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 가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 

교과목명 [자기경영과실전취업준비] 대상 4학년 학점 2학점

교육목표

•희망직무 선택 후 무엇을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

•기업 및 직무 분석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을 이해하고, 각자의 희망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실시

•기업 및 직무 분석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습득

•기업의 면접 종류별 실시목적/의도, 체크/평가 포인트 및 대응/준비요령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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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Startup M

창업교육센터 Startup M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입니다.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의 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창업 교과목 운영

실전형 창업교육 System 3단계 운영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ㅣ  ㅣ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창업교육센터 Startup M

창업교육센터 Startup M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입니다.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의 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창업 교과목 운영

실전형 창업교육 System 3단계 운영

창업 프로그램

- 4계절에 따른 다양한 창업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융·복합적 특강 진행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시제품 제작실 운영 [3D프린터, 가상현실(VR룸)등)]

창업교육센터 Startup M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 및 프로그램
•창업 Festival
•소상인 창업

•창업 Idea 경연대회
•Startup M 한마당투어
•사회적경제와 창업포럼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外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창업융합 특강
•성공한 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특강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 멘토링
•대학연합캠프 및 연합경진대회

원스톱 창업전문가 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멘토링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세무회계, 자금조달, 특허관리, 지식재산권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개발자, 제작자, VC, 변리사, 엑셀러레이터, 마케터 등) 연결 가능

이용 공간

무한상상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동아리실, 작업실, VR체험실

⁂ 자연캠퍼스 

운영시간 : 08:30~17:00

위치 : 5공학관 5219호

전화 : 031-330-6144

⁂ 인문캠퍼스 

운영시간 : 09:00~18:00

위치 : 학생회관 8층 2808호

전화 : 02-300-1538

명지 실전형 창업 교육 System

Key Steps

Key Activities

1단계

창업입문
2단계

창업실습
3단계

실전창업

  

  

교과목

창업입문

소셜벤처의 이해

교과목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창업경영

모의 벤처 창업

교과목

실전기술창업

창업 프로그램

- 4계절에 따른 다양한 창업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융·복합적 특강 진행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시제품 제작실 운영 [3D프린터, 가상현실(VR룸)등)]

창업교육센터 Startu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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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창업전문가 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멘토링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세무회계, 자금조달, 특허관리, 

지식재산권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개발자, 제작자, VC, 변리사, 엑셀러레이터, 마케터 등) 연결 가능

이용 공간

무한상상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동아리실, 작업실, VR체험실

⁂ 자연캠퍼스

운영시간 : 08:30~17:00

위치 : 5공학관 5219호

전화 : 031-330-6144

⁂ 인문캠퍼스

운영시간 : 09:00~17:30

위치 : 학생회관 8층 2808호

전화 : 02-300-1538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 및 
프로그램

•창업 Festival •창업 Idea 경연대회
•Startup M 한마당투어
•사회적경제와 창업포럼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外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창업융합 특강
•성공한 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특강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 멘토링
•대학연합캠프 및 연합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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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Startup M

창업교육센터 Startup M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입니다.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의 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창업 교과목 운영

실전형 창업교육 System 3단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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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센터 Startup M

창업교육센터 Startup M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입니다. 실질적인 창업교육과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며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의 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창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창업 교과목 운영

실전형 창업교육 System 3단계 운영

창업 프로그램

- 4계절에 따른 다양한 창업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융·복합적 특강 진행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시제품 제작실 운영 [3D프린터, 가상현실(VR룸)등)]

창업교육센터 Startup M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 및 프로그램
•창업 Festival
•소상인 창업

•창업 Idea 경연대회
•Startup M 한마당투어
•사회적경제와 창업포럼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外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창업융합 특강
•성공한 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특강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 멘토링
•대학연합캠프 및 연합경진대회

원스톱 창업전문가 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멘토링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세무회계, 자금조달, 특허관리, 지식재산권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개발자, 제작자, VC, 변리사, 엑셀러레이터, 마케터 등) 연결 가능

이용 공간

무한상상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동아리실, 작업실, VR체험실

⁂ 자연캠퍼스 

운영시간 : 08:30~17:00

위치 : 5공학관 5219호

전화 : 031-330-6144

⁂ 인문캠퍼스 

운영시간 : 09:00~18:00

위치 : 학생회관 8층 2808호

전화 : 02-300-1538

명지 실전형 창업 교육 System

1단계

창업입문
2단계

창업실습
3단계

실전창업

  

  

교과목

창업입문

소셜벤처의 이해

교과목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창업경영

모의 벤처 창업

교과목

실전기술창업

창업 프로그램

- 4계절에 따른 다양한 창업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융·복합적 특강 진행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 시제품 제작실 운영 [3D프린터, 가상현실(VR룸)등)]

창업교육센터 Startu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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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창업전문가 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멘토링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세무회계, 자금조달, 특허관리, 

지식재산권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개발자, 제작자, VC, 변리사, 엑셀러레이터, 마케터 등) 연결 가능

이용 공간

무한상상실,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동아리실, 작업실, VR체험실

⁂ 자연캠퍼스

운영시간 : 08:30~17:00

위치 : 5공학관 5219호

전화 : 031-330-6144

⁂ 인문캠퍼스

운영시간 : 09:00~17:30

위치 : 학생회관 8층 2808호

전화 : 02-300-1538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 및 
프로그램

•창업 Festival •창업 Idea 경연대회
•Startup M 한마당투어
•사회적경제와 창업포럼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특강 外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창업융합 특강
•성공한 창업가 및 기업가정신 특강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 멘토링
•대학연합캠프 및 연합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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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인재개발원 : IPP센터, 공동훈련센터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 실습 학생들의 성공적인 실습과 수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 IPP장기현장실습

-   올바른 진로선택, 실무중심의 지식과 기술 습득, 전공 및 취업 역량 강화

-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최저임금 이상의 실습비 및 장학금 지급)

-   참여대상 : 5학기 이상 재학생(실습인원 연간 100명)

   ※1, 2학년의 경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 결정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IPP형 일학습병행

-   대학-기업 간 인증된 NCS기반의 훈련과정(Off-JT/OJT)을 교육하고, 평가 후 

신직업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 교육과정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 Off-JT : 교내에서 전공수업 수강/ OJT : Off-JT 이수자로 해당 기업에서 실습

-   참여대상 : 4학년 1학기에 진입하는 재학생

훈련과정(자격) 참여학과

반도체장비개발_L5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관련 학과

구조해석설계_L4 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품질경영_L5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관련 학과

SW개발_L5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관련 학과

스마트맵 디자인설계-L4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2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취업역량강화 동아리(명지랑 IPP랑) 운영 및 지원

- 조기에 진로설정 및 취업을 목표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격주 진행)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응법, 전공&직업 매칭교육, 직무교육 진행

※ 위치 및 이용안내

이용시간 : 09:00~17:00

위 치 : 체육문화관 2층(6202호)

상 담 : IPP장기현장실습 (031)324-1223~5

       IPP형 일학습병행 (031)324-1233~4

사이트 : https://ipp.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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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인재개발원 : IPP센터, 공동훈련센터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 실습 학생들의 성공적인 실습과 수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 IPP장기현장실습

-   올바른 진로선택, 실무중심의 지식과 기술 습득, 전공 및 취업 역량 강화

-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최저임금 이상의 실습비 및 장학금 지급)

-   참여대상 : 5학기 이상 재학생(실습인원 연간 100명)

   ※1, 2학년의 경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상담을 통해 진로 결정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IPP형 일학습병행

-   대학-기업 간 인증된 NCS기반의 훈련과정(Off-JT/OJT)을 교육하고, 평가 후 

신직업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 교육과정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 Off-JT : 교내에서 전공수업 수강/ OJT : Off-JT 이수자로 해당 기업에서 실습

-   참여대상 : 4학년 1학기에 진입하는 재학생

훈련과정(자격) 참여학과

반도체장비개발_L5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관련 학과

구조해석설계_L4 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품질경영_L5 산업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관련 학과

SW개발_L5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관련 학과

스마트맵 디자인설계-L4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12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취업역량강화 동아리(명지랑 IPP랑) 운영 및 지원

- 조기에 진로설정 및 취업을 목표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격주 진행)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응법, 전공&직업 매칭교육, 직무교육 진행

※ 위치 및 이용안내

이용시간 : 09:00~17:00

위 치 : 체육문화관 2층(6202호)

상 담 : IPP장기현장실습 (031)324-1223~5

       IPP형 일학습병행 (031)324-1233~4

사이트 : https://ipp.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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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우리 대학교 생활관(기숙사)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는 시설로써 편리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지인의 24시간을 책임지는 생활관 

(기숙사)은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에 

모두 있으며 신입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문캠퍼스는 지상 9층으로 8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연캠퍼스는 총 

5동으로 나뉘어 남학생 1,237명, 

여학생 635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인문캠퍼스 (http://sdorm.mju.ac.kr/)

각 실 내부에는 침대, 책상, 책장, 의자, 옷장, 신발장, 냉장고, 개별 화장실 및 샤워실, 

전화 LAN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의 휴게실에는 TV와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인실 내부

4인실 내부

 주요시설 

구분 시설 및 실수 위치

침실
2인실 (178실, 356명)
4인실 (126실, 504명)
장애인실 (6실, 12명)

1~9층
1~9층

4층

공용
시설

휴게실 (9실)
운영사무실( 1실)
생활관장실 (1실)

상담실 (1실)
세미나실 (2실)

공용화장실 (3실)
간이취사실 (1실)
체력단련실 (1실)

각층
4층
4층
2층
2층

1,2,4층
4층
3층

부대
시설

편의점 (1실)
무인출력기 (1실)

세탁실 (1실)
카페 (1실)

4층
4층
1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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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신청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입사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인실(2인실/4인실)과 

기간(학기/연간)을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입사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선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발되지 못했을 때는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생활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생활관비

•입사 등록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합니다.(등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활관비 등록기간 내에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핵확인서/입사 전 필히 제출)  생활관비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생활관비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사 일정에 맞춰 생활관에 입사합니다.

※   결핵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생활관비를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취소됩니다. 

구분
학기 입사자 연간 입사자

2인실 4인실 2인실 4인실

입사비 35,000 35,000 35,000 35,000

운영비 1,275,000 916,000 3,448,000 2,478,000

설보증금 20,000 20,000 20,000 20,000

계 1,330,000 971,000 3,503,000 2,533,000

※ 식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연간입사는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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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우리 대학교 생활관(기숙사)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는 시설로써 편리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지인의 24시간을 책임지는 생활관 

(기숙사)은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에 

모두 있으며 신입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문캠퍼스는 지상 9층으로 8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자연캠퍼스는 총 

5동으로 나뉘어 남학생 1,237명, 

여학생 635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인문캠퍼스 (http://sdorm.mju.ac.kr/)

각 실 내부에는 침대, 책상, 책장, 의자, 옷장, 신발장, 냉장고, 개별 화장실 및 샤워실, 

전화 LAN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층의 휴게실에는 TV와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2인실 내부

4인실 내부

 주요시설 

구분 시설 및 실수 위치

침실
2인실 (178실, 356명)
4인실 (126실, 504명)
장애인실 (6실, 12명)

1~9층
1~9층

4층

공용
시설

휴게실 (9실)
운영사무실( 1실)
생활관장실 (1실)

상담실 (1실)
세미나실 (2실)

공용화장실 (3실)
간이취사실 (1실)
체력단련실 (1실)

각층
4층
4층
2층
2층

1,2,4층
4층
3층

부대
시설

편의점 (1실)
무인출력기 (1실)

세탁실 (1실)
카페 (1실)

4층
4층
1층
1층

13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입사 신청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입사 모집 일정을 확인합니다.  인실(2인실/4인실)과 

기간(학기/연간)을 결정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입사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선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발되지 못했을 때는 대기 순번을 

확인합니다.

(생활관 홈페이지 별도 공지)

•생활관비

•입사 등록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합니다.(등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활관비 등록기간 내에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핵확인서/입사 전 필히 제출)  생활관비 등록 후 홈페이지에서 생활관비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사 일정에 맞춰 생활관에 입사합니다.

※   결핵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생활관비를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취소됩니다. 

구분
학기 입사자 연간 입사자

2인실 4인실 2인실 4인실

입사비 35,000 35,000 35,000 35,000

운영비 1,275,000 916,000 3,448,000 2,478,000

설보증금 20,000 20,000 20,000 20,000

계 1,330,000 971,000 3,503,000 2,533,000

※ 식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연간입사는 10% 할인된 금액입니다.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31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33 



•입사 절차

입사일에 맞춰 입사를 합니다.  호실배정표를 확인한 후 운영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입사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시출입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지급되는 물품 

(휴지, 매트리스커버, 욕실봉투 등)을 수령하신 후 배정된 호실로 이동하여 짐을 

정리합니다.

•생활관 사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생활관 사생에게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학생증(출입카드)은 생활관 내에서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출입카드]는 타인 대여 불가)

구분 내용 비고

MVP/LP 
(학기 프로그램)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활용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 제공

캘리서각, 요가 등

MVP/SP 
(단기 프로그램)

자기계발,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 
제공

명화그리기, 상담프로그램 등

MVP/CP 
(동아리 프로그램)

운동 및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동아리 활동 
탁구 및 유학생 교류 동아리

MVP/EVENT 
(생활관 행사)

명인생 축제,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함께하는 영화관람, BCR 콘테스트  
명인생 가요제, 우수호실 선발, 유학생 교류행사, 명인생 장학생 선발

※ MVP (My Vision Plan)는 인문생활관 프로그램의 새 이름입니다.

※ 프로그램의 종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학기 변경됩니다.

13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Global Lounge

생활관 입주 유학생 자원을 바탕으로 생활관 사생들에게 Global Loung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1학기 혹은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Global Lounge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소개하는 인문캠퍼스 생활관

•작지만 시설은 최고 인문생활관•

모든 층마다 사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TV와 정수기 등을 설치해 

두었고,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까지 갖춰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침실 내부에는 침대, 책상, 의자, 책장, 냉장고, 옷장, 신발장, 전화 등이 

비치돼 있고 LAN선 또한 설치돼 있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화려한 생활관을 어찌 그냥 기숙사라고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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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절차

입사일에 맞춰 입사를 합니다.  호실배정표를 확인한 후 운영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입사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시출입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지급되는 물품 

(휴지, 매트리스커버, 욕실봉투 등)을 수령하신 후 배정된 호실로 이동하여 짐을 

정리합니다.

•생활관 사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생활관 사생에게는 무료로 개방됩니다.)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학생증(출입카드)은 생활관 내에서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출입카드]는 타인 대여 불가)

구분 내용 비고

MVP/LP 
(학기 프로그램)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여가활용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 제공

캘리서각, 요가 등

MVP/SP 
(단기 프로그램)

자기계발,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 
제공

명화그리기, 상담프로그램 등

MVP/CP 
(동아리 프로그램)

운동 및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한 동아리 활동 
탁구 및 유학생 교류 동아리

MVP/EVENT 
(생활관 행사)

명인생 축제,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함께하는 영화관람, BCR 콘테스트  
명인생 가요제, 우수호실 선발, 유학생 교류행사, 명인생 장학생 선발

※ MVP (My Vision Plan)는 인문생활관 프로그램의 새 이름입니다.

※ 프로그램의 종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학기 변경됩니다.

13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Global Lounge

생활관 입주 유학생 자원을 바탕으로 생활관 사생들에게 Global Loung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1학기 혹은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Global Lounge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소개하는 인문캠퍼스 생활관

•작지만 시설은 최고 인문생활관•

모든 층마다 사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TV와 정수기 등을 설치해 

두었고,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까지 갖춰 놓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각 침실 내부에는 침대, 책상, 의자, 책장, 냉장고, 옷장, 신발장, 전화 등이 

비치돼 있고 LAN선 또한 설치돼 있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화려한 생활관을 어찌 그냥 기숙사라고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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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http://dorm.mju.ac.kr/)

자연캠퍼스 생활관은 모두 5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남학생 1160명, 여학생 

714명 총 1,874명이 생활합니다.

•명덕관

- 총 수용인원은 남학생 616명, 여학생80명 입니다.

- 1층에는 열람실과 카페가 있으며, 3층에는 관리사무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명현관

- 수용인원은 114명의 대학원생입니다. 

•복지동(B동)

 - 지하에는 체력단련실과 빨래방,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당구장과 스낵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덕관 외부  명덕관 4인실 내부

  명현관 외부  명현관 2인실 내부

13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3동, 4동, 5동

3동, 4동, 5동은 복지동과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1,064명입니다.

•입사 신청 기간 및 방법

생활관 입사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mju.ac.kr), Myiweb에서 

지원하며, 재학생은 매 학기말 또는 해당학기 성적처리 후, 복학생은 복학기간 첫 

주(복학 신청 후), 신입생은 입학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신입생 및 편입생은 https://myiweb. 

mju.ac.kr/servlet/MyLocationPage?link=su/sur/sur02/w_sur114Main.jsp에서 

신청합니다.

  3동 외부   4, 5동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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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http://dorm.mju.ac.kr/)

자연캠퍼스 생활관은 모두 5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남학생 1160명, 여학생 

714명 총 1,874명이 생활합니다.

•명덕관

- 총 수용인원은 남학생 616명, 여학생80명 입니다.

- 1층에는 열람실과 카페가 있으며, 3층에는 관리사무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명현관

- 수용인원은 114명의 대학원생입니다. 

•복지동(B동)

 - 지하에는 체력단련실과 빨래방,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당구장과 스낵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덕관 외부  명덕관 4인실 내부

  명현관 외부  명현관 2인실 내부

13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3동, 4동, 5동

3동, 4동, 5동은 복지동과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1,064명입니다.

•입사 신청 기간 및 방법

생활관 입사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mju.ac.kr), Myiweb에서 

지원하며, 재학생은 매 학기말 또는 해당학기 성적처리 후, 복학생은 복학기간 첫 

주(복학 신청 후), 신입생은 입학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신입생 및 편입생은 https://myiweb. 

mju.ac.kr/servlet/MyLocationPage?link=su/sur/sur02/w_sur114Main.jsp에서 

신청합니다.

  3동 외부   4, 5동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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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선발기준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입사신청 기간 내에 관리팀으로 증빙서류 별도제출.

장애학생 상담 : 031.330.6077)

•  선발제외

- 성적이 극히 불량한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음.

-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사생수칙 및 질서문란으로 인한 직전학기 벌점 1점 

이상자는 제외

13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모집인원 및 생활관비 

   - 모집인원비율(재학생 35%, 국제학생 10%, 신입생 45%, 복학·편입생 10%)

•입사 등록

입사 확정자(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는 myiweb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납입은행에 기간 내 납입합니다.(이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사가 취소됩니다.)

구 분 정 원 호실인원 생활관비
총 납입액 

(생활관비 +식비 )
지원 자격 통제시간

명현관

92 2인 1실 895,000
월 40 식 - 1,245,000
월 20 식 - 1,091,000

대학원
 [남 /여 ]

24 시간개방

22 1인 1실 895,000
월 40 식 - 1,245,000
월 20 식 - 1,091,000

명덕관 696 4인 1실 642,000
월 40 식 -     992,000
월 20 식 -     838,000

학부 
[남 /여 ]

24:00 ~ 
05:00

3 동

100 2인 1실 1,106,000
월 40 식 - 1,456,000
월 20 식 - 1,302,000

학부 [남 ]

376 4인 1실 738,000 
월 40 식 - 1,088,000
월 20 식 -     934,000

4 동 196 2인 1실 1,106,000
월 40 식 - 1,456,000
월 20 식 - 1,302,000

학부 [여 ]

5 동 392 4인 1실 738,000
월 40 식 - 1,088,000
월 20 식 -     934,000

학부 [여 ]

합계 1,874

※ 생활관비는 2019학년도 기준으로 식권 구입은 의무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관리팀으로 문의 ☎ 031) 330-6077, 6739

원거리(지역거리)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본인이 지원한 건물에서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건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미달된 건물로 편입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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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선발기준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입사신청 기간 내에 관리팀으로 증빙서류 별도제출.

장애학생 상담 : 031.330.6077)

•  선발제외

- 성적이 극히 불량한 학생은 선발을 제한할 수 있음.

-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사생수칙 및 질서문란으로 인한 직전학기 벌점 1점 

이상자는 제외

13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모집인원 및 생활관비 

   - 모집인원비율(재학생 35%, 국제학생 10%, 신입생 45%, 복학·편입생 10%)

•입사 등록

입사 확정자(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는 myiweb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해당 

납입은행에 기간 내 납입합니다.(이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가 취소되며,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사가 취소됩니다.)

구 분 정 원 호실인원 생활관비
총 납입액 

(생활관비 +식비 )
지원 자격 통제시간

명현관

92 2인 1실 895,000
월 40 식 - 1,245,000
월 20 식 - 1,091,000

대학원
 [남 /여 ]

24 시간개방

22 1인 1실 895,000
월 40 식 - 1,245,000
월 20 식 - 1,091,000

명덕관 696 4인 1실 642,000
월 40 식 -     992,000
월 20 식 -     838,000

학부 
[남 /여 ]

24:00 ~ 
05:00

3 동

100 2인 1실 1,106,000
월 40 식 - 1,456,000
월 20 식 - 1,302,000

학부 [남 ]

376 4인 1실 738,000 
월 40 식 - 1,088,000
월 20 식 -     934,000

4 동 196 2인 1실 1,106,000
월 40 식 - 1,456,000
월 20 식 - 1,302,000

학부 [여 ]

5 동 392 4인 1실 738,000
월 40 식 - 1,088,000
월 20 식 -     934,000

학부 [여 ]

합계 1,874

※ 생활관비는 2019학년도 기준으로 식권 구입은 의무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관리팀으로 문의 ☎ 031) 330-6077, 6739

원거리(지역거리)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며, 본인이 지원한 건물에서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건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미달된 건물로 편입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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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활의 궁금증, 선배들이 풀어줍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생활관은 어디까지나 생활관. 낯선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통금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며 자취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앞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벽보 등에 

좋은 집이 나와 있다는 전단지를 찾아볼 수 있고, 지인을 통해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집을 처음 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재정 사정과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은 난방이 잘 되는지, 물살이 너무 세거나 약하지는 않은지,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는 않는지, 원하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곰팡이의 흔적이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집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는 냄새가 날 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 

곰팡이는 집 안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취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활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친구들이 찾아와 정작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제 할 나름. 마음을 굳게 먹고 처음으로 누려보는 자유를 만끽하고, 

검소한 생활습관도 들여 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이라면 자취도 나쁘지 않다고 감히 

권하고 싶다. 사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13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선배들이 소개하는 자연캠퍼스 생활관

•콘도 부럽잖은 명지마을•

자연캠 생활관은 총 다섯 동으로 (명현관, 명덕관, 3동, 4동, 5동) 이른바 

명지마을로 불린다.

왜 명지마을이냐? 군데군데 마련된 잔디밭이며 산책로, 예쁘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작고 귀여운 마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남학우 1천 2백여 명, 여학우 6백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자연캠 생활관은 식당과 스낵코너 및 빨래방, 체력 

단련실 등의 후생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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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활의 궁금증, 선배들이 풀어줍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생활관은 어디까지나 생활관. 낯선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장이 어렵고, 통금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며 자취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앞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벽보 등에 

좋은 집이 나와 있다는 전단지를 찾아볼 수 있고, 지인을 통해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집을 처음 구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재정 사정과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은 난방이 잘 되는지, 물살이 너무 세거나 약하지는 않은지, 바람이 새어 

들어오지는 않는지, 원하는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곰팡이의 흔적이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집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다. 곰팡이는 냄새가 날 뿐 아니라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 

곰팡이는 집 안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취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활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친구들이 찾아와 정작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제 할 나름. 마음을 굳게 먹고 처음으로 누려보는 자유를 만끽하고, 

검소한 생활습관도 들여 보겠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이라면 자취도 나쁘지 않다고 감히 

권하고 싶다. 사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13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선배들이 소개하는 자연캠퍼스 생활관

•콘도 부럽잖은 명지마을•

자연캠 생활관은 총 다섯 동으로 (명현관, 명덕관, 3동, 4동, 5동) 이른바 

명지마을로 불린다.

왜 명지마을이냐? 군데군데 마련된 잔디밭이며 산책로, 예쁘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작고 귀여운 마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남학우 1천 2백여 명, 여학우 6백 

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자연캠 생활관은 식당과 스낵코너 및 빨래방, 체력 

단련실 등의 후생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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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프로그램

학습의 정보방, 교육개발센터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 신청방법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학습법 프로그램은 매학기 신청기간 중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 

‘MyiCap’ (myicap.mju.ac.kr)에서 프로그램 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관련 사항은 E-mail 이나 대학교육혁신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 http://ctl.mju.ac.kr

•  교육개발센터 E-mail : ctl@mju.ac.kr

•  교육개발센터 위치 및 문의

- 인문캠퍼스 교육개발센터 본관 1110호, 02-300-1730

- 자연캠퍼스 교육개발센터 함박관 9313호, 031-330-6225

14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신입생 학교 적응] MAP (MYONGJI Adaptation Program)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신입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MAP은 신입생 대상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선배 멘토와 함께 1학기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관련 멘토링으로 대학생활 계획서를 작성하고, 2학기는 학습로드맵을 설계하며 
전공노하우를 습득하고 진로탐색 관련 멘토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의 경우 : 멘티 인증서, 멘토 인증서, 장학금 
우수 참여 학생의 경우 :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 공동체] 명지 배움품앗이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배움품앗이’는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스스로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학기 동일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 재학생 4명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한 학기동안 활동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 : 인증서, 장학금 
우수 참여 학생 :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공동체] 명지 학과튜터링

참여대상
튜터 :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단, 1학년은 신청불가)
튜티 :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과 튜터링은 특정 전공과목에서 A0학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튜터(선배)가 튜티(후배)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대 다수로 팀을 이루어 한 학기동안 활동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 : 팀 활동지원금, 튜터 장학금, 튜터 인증서, 튜티 인증서
우수 참여 학생: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기초 학업역량 강화] (자연캠퍼스) 명지 튜터룸

참여대상
튜터 :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튜티 :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튜터룸은 미적분/물리/화학 교과별 성적 및 평점이 우수한 학생(튜터)가 해당 교과목의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튜티)에게 기초 학습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상내역 튜터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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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프로그램

학습의 정보방, 교육개발센터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 신청방법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학습법 프로그램은 매학기 신청기간 중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 

‘MyiCap’ (myicap.mju.ac.kr)에서 프로그램 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관련 사항은 E-mail 이나 대학교육혁신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 http://ctl.mju.ac.kr

•  교육개발센터 E-mail : ctl@mju.ac.kr

•  교육개발센터 위치 및 문의

- 인문캠퍼스 교육개발센터 본관 1110호, 02-300-1730

- 자연캠퍼스 교육개발센터 함박관 9313호, 031-330-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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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신입생 학교 적응] MAP (MYONGJI Adaptation Program)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신입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MAP은 신입생 대상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선배 멘토와 함께 1학기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 관련 멘토링으로 대학생활 계획서를 작성하고, 2학기는 학습로드맵을 설계하며 
전공노하우를 습득하고 진로탐색 관련 멘토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의 경우 : 멘티 인증서, 멘토 인증서, 장학금 
우수 참여 학생의 경우 :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 공동체] 명지 배움품앗이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배움품앗이’는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스스로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학기 동일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 재학생 4명 이상이 한 팀을 
이루어 한 학기동안 활동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 : 인증서, 장학금 
우수 참여 학생 :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공동체] 명지 학과튜터링

참여대상
튜터 :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단, 1학년은 신청불가)
튜티 :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과 튜터링은 특정 전공과목에서 A0학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튜터(선배)가 튜티(후배)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대 다수로 팀을 이루어 한 학기동안 활동합니다.

시상내역
전체 참여 학생 : 팀 활동지원금, 튜터 장학금, 튜터 인증서, 튜티 인증서
우수 참여 학생: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기초 학업역량 강화] (자연캠퍼스) 명지 튜터룸

참여대상
튜터 :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튜티 :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튜터룸은 미적분/물리/화학 교과별 성적 및 평점이 우수한 학생(튜터)가 해당 교과목의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튜티)에게 기초 학습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상내역 튜터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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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상시기 한 학기 시행 ( 1학기 중, 예선 : 5월 중순, 본선 : 5월말)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명지 C.C (Campus Convergence)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C.C는 명지 6대 핵심역량(융합,실용,창의,자기주도,어우름,배려)과 관련된 더 나은 명지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인문, 자연계열의 다양한 학생 구성을 권장 하여 캠퍼스 간 
유대감을 형성시키며, 전공분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학문간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학생 경진 공모전입니다.

시상내역 총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년 2학기 중 시행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명지대학교 토론대회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대학교 토론대회’는 시사 이슈 및 대학 내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논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재학생들의 합리적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진대회입니다.

시상내역 총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4월~6월), 2학기(10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나만의 學up비법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나만의 學Up 비법은 우수한 학습 역량을 지닌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전략을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우수한 학업비법을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매 학기 학생들의 학습전략에 대한 
수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상내역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캠퍼스별 2회 이상 시행
(구체적 특강 일정과 주제는 학기 초(3월/9월)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업역량 강화 특강] 학습법 특강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습법 특강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 증진, 학습전략 습득 및 행동 강화, 인지적 영역 
자극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학생활 및 
학습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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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7월~8월), 2학기(1월~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사경고자 학습지원]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중, 해당 학기 학사경고자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사경고(1.5미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및 개인별 학과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사경고자 학습지원]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은 학사경고 학생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검사 및 개별 컨설팅 진행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균평점 
향상정도에 따라 성적향상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시상내역 (조건 충족시) 성적향상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발간 : 1학기(7월~9월), 2학기(1월~3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법 책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 우수사례집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교육개발센터에서는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 우수 사례를 수합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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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상시기 한 학기 시행 ( 1학기 중, 예선 : 5월 중순, 본선 : 5월말)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명지 C.C (Campus Convergence)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 C.C는 명지 6대 핵심역량(융합,실용,창의,자기주도,어우름,배려)과 관련된 더 나은 명지를 
위한 모든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인문, 자연계열의 다양한 학생 구성을 권장 하여 캠퍼스 간 
유대감을 형성시키며, 전공분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학문간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학생 경진 공모전입니다.

시상내역 총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년 2학기 중 시행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명지대학교 토론대회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명지대학교 토론대회’는 시사 이슈 및 대학 내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논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재학생들의 합리적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진대회입니다.

시상내역 총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4월~6월), 2학기(10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생 경진] 나만의 學up비법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나만의 學Up 비법은 우수한 학습 역량을 지닌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전략을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우수한 학업비법을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매 학기 학생들의 학습전략에 대한 
수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상내역 교육개발센터장상, 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캠퍼스별 2회 이상 시행
(구체적 특강 일정과 주제는 학기 초(3월/9월)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업역량 강화 특강] 학습법 특강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습법 특강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 증진, 학습전략 습득 및 행동 강화, 인지적 영역 
자극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학생활 및 
학습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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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7월~8월), 2학기(1월~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사경고자 학습지원]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중, 해당 학기 학사경고자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사경고(1.5미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및 개인별 학과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시행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사경고자 학습지원]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은 학사경고 학생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심리검사 및 개별 컨설팅 진행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균평점 
향상정도에 따라 성적향상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시상내역 (조건 충족시) 성적향상장학금

시행 예상시기 매 학기 발간 : 1학기(7월~9월), 2학기(1월~3월)

비교과 프로그램명 [학습법 책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 우수사례집

참여대상 인문, 자연캠퍼스 학부 재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설명

교육개발센터에서는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 우수 사례를 수합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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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

명지 배움품앗이

명지 배움품앗이는 서로 배운 것을 나누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학습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혁

신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지 배움품앗이의 대상은 해당학기 동일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 재학생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10주간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활동비 지급, 

인증서 발행,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토익, 공무원 시험 등 과외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팀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 학습지원 > 명지배움품앗이를 참고하세요.

※ 운영 일정 및 활동 기준은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명지 학과튜터링

명지 학과튜터링은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tutor)이 학습도움이 

필요한 학생(tutee)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지 학과튜터링(튜터 1인과 튜티 3인 이상으로 구성) 팀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10

주간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팀 활동지원

금, 튜터 장학금, 튜터 인증서 및 튜티 인증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학습지원>명지 학과튜터링을 참고하세요.

※ 운영 일정 및 활동 기준은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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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튜터룸

명지 튜터룸은 자연캠퍼스 함박관 930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적분/물리/화학 분야

의 기초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었

습니다. 명지 튜터룸은 각 과목 성적 및 평점이 우수한 튜터를 튜터룸에 상주시킴으로

써 학습지도를 원하는 튜티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지 튜터룸의 운영시간은 학기중 09:00~17:00이며, 튜터룸 게시판에서 운영 스케줄

을 확인한 후 자유롭게 내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학습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

English Caf

English Cafe는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사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명지대

학교 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고 영미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명지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문캠퍼스는 본관 1층, 자연캠퍼스는 함박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인문캠퍼스의 경우 9:00~20:00이며 자연캠퍼스의 경우 9:00~1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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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프로그램

명지 배움품앗이

명지 배움품앗이는 서로 배운 것을 나누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학습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혁

신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지 배움품앗이의 대상은 해당학기 동일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 재학생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10주간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개발센터에서는 활동비 지급, 

인증서 발행,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토익, 공무원 시험 등 과외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팀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 > 학습지원 > 명지배움품앗이를 참고하세요.

※ 운영 일정 및 활동 기준은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명지 학과튜터링

명지 학과튜터링은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tutor)이 학습도움이 

필요한 학생(tutee)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지 학과튜터링(튜터 1인과 튜티 3인 이상으로 구성) 팀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10

주간 학습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료 기준을 충족할 경우 팀 활동지원

금, 튜터 장학금, 튜터 인증서 및 튜티 인증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학습지원>명지 학과튜터링을 참고하세요.

※ 운영 일정 및 활동 기준은 학기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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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튜터룸

명지 튜터룸은 자연캠퍼스 함박관 930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적분/물리/화학 분야

의 기초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었

습니다. 명지 튜터룸은 각 과목 성적 및 평점이 우수한 튜터를 튜터룸에 상주시킴으로

써 학습지도를 원하는 튜티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지 튜터룸의 운영시간은 학기중 09:00~17:00이며, 튜터룸 게시판에서 운영 스케줄

을 확인한 후 자유롭게 내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학습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

English Café 

English Cafe는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사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명지대

학교 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고 영미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명지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인문캠퍼스는 본관 1층, 자연캠퍼스는 함박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인문캠퍼스의 경우 9:00~20:00이며 자연캠퍼스의 경우 9:00~1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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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학습

English Cafe에는 컴퓨터, 오디오, 프로젝터 등의 시청각 기자재와 위성채널, 영화 

DVD를 포함하여 영자신문, 잡지, 보드게임 등이 비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관련 스터디 그룹을 통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특별프로그램

자율학습 외에 주 6시간 이상의 특별프로그램 시간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은 별도의 등록기간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문캠퍼스의 경우 특별프로그램은 월~금 3~5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캠퍼스별 English Caf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문캠퍼스는 www.mju.ac.kr/englishcafe,

자연캠퍼스는 www.mju.ac.kr/englishovercoff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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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소개하는 English Cafe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00학번이기 때문에 신입생일 때는 Eng l i sh Ca fe가 명지대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 자연 캠퍼스와 인문 캠퍼스에 English Cafe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하며 좋다고 느낀 점은 대략 3가지입니다.

우선, English Cafe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입니다. 요즘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동기나 선, 후배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면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English Cafe에서는 규정상 영어로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회화 수업의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영어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주위에서 비싼 돈을 주면서 

커피숍에 갈 필요가 없고 English Cafe에서 제공되는 커피,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수많은 영상자료(DVD, 비디오), 테이프 같은 청취자료,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 대형 TV를 통한 CNN, BBC, DISCOVERY CHANNEL같은 외국방송 시청 그리고 

TIME, NEWSWEEK 시사지 등을 접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까지의 영어교육은 청취, 말하기 보다는 읽기, 쓰기(단어 위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화 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알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English 

Cafe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원의 회화수업이 보통 10~15만원 정도하는 상황에서 카페는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양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외국 강사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의욕적으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수업이 없을 때 혹은 끝난 후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 또는 그들의 문화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English Cafe에 가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나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Engl ish Cafe라는 공간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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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학습

English Cafe에는 컴퓨터, 오디오, 프로젝터 등의 시청각 기자재와 위성채널, 영화 

DVD를 포함하여 영자신문, 잡지, 보드게임 등이 비치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관련 스터디 그룹을 통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특별프로그램

자율학습 외에 주 6시간 이상의 특별프로그램 시간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은 별도의 등록기간 없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문캠퍼스의 경우 특별프로그램은 월~금 3~5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캠퍼스별 English Caf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문캠퍼스는 www.mju.ac.kr/englishcafe,

자연캠퍼스는 www.mju.ac.kr/englishovercoff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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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이 소개하는 English Cafe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00학번이기 때문에 신입생일 때는 Eng l i sh Ca fe가 명지대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 자연 캠퍼스와 인문 캠퍼스에 English Cafe가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곳에서 공부하며 좋다고 느낀 점은 대략 3가지입니다.

우선, English Cafe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입니다. 요즘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동기나 선, 후배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면 다른 학생들로부터 이상한 눈초리를 받거나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English Cafe에서는 규정상 영어로만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회화 수업의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영어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주위에서 비싼 돈을 주면서 

커피숍에 갈 필요가 없고 English Cafe에서 제공되는 커피, 차를 마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수많은 영상자료(DVD, 비디오), 테이프 같은 청취자료,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검색, 대형 TV를 통한 CNN, BBC, DISCOVERY CHANNEL같은 외국방송 시청 그리고 

TIME, NEWSWEEK 시사지 등을 접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까지의 영어교육은 청취, 말하기 보다는 읽기, 쓰기(단어 위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화 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알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즐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English 

Cafe에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원의 회화수업이 보통 10~15만원 정도하는 상황에서 카페는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양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외국 강사 

분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루하지도 않고 의욕적으로 

영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수업이 없을 때 혹은 끝난 후 자신이 

평소에 궁금해 하던 것 또는 그들의 문화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English Cafe에 가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나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Engl ish Cafe라는 공간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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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회

독서토론회는 교양교육 강화와 책읽기 그리고 토론문화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매 학기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일정과 방법을 공고합니다. 총 8번의 예선을 통해 

올라온 우수토론자를 선정하여 준결승 진출권을 부여하고 준결승 진출자 8명은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결승 토론을 하게 됩니다. 매 회 지정된 책은 매 학기 달라지며 

도서는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에서 수령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스피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 니다.

14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PART Ⅰ. 국제교류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 방법 소개

국제교류프로그램이란?

대학교육의 세계화,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은 사랑, 진리, 봉사의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당당히 선도해나갈 전문인을 

양성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외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통하여 

치열한 국제경쟁환경 속에서 앞서가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지인양성을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2020년 11월 현재 

전세걔 약 50개국 394 교육 및 정부기관과 학술협정채결을 맺고 있으며, 매학기

국외교육기관 및 외국정부기관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2~3월과 8~9월경 

대학홈페이지와 국제교류원홈페이지(abroad.mju.ac.kr)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연간 약200여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능력향상, 외국선진문화의체험, 

국외대학에서 전공 및 관심분야과목수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준비 ROADMAP

•    본 ROADMAP은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제교류원에서 제안하는 모듈입니다.

•  유학 필수 조건 : 이것만은 알고 지원 시작하세요!

➊ 국제교류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1학년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하며, 2학년 1학기부터 파견 가능

➋ 국제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TOEFL, IELTS, HSK, JLPT 등

   ※ 파견대학 및 프로그램별 요구되는 어학시험 성적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➌ 전학년 평균 평점 3.0/4.5 이상

   ※ 파견대학 및 프로그램별 3.0/4.5 이상 성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➍   프로그램 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추후 국제교류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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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토론회

독서토론회는 교양교육 강화와 책읽기 그리고 토론문화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매 학기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일정과 방법을 공고합니다. 총 8번의 예선을 통해 

올라온 우수토론자를 선정하여 준결승 진출권을 부여하고 준결승 진출자 8명은 4개 

팀으로 구성하여 결승 토론을 하게 됩니다. 매 회 지정된 책은 매 학기 달라지며 

도서는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에서 수령합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스피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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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국제교류프로그램 안내 및 준비 방법 소개

국제교류프로그램이란?

대학교육의 세계화,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은 사랑, 진리, 봉사의 

대학이념을 바탕으로,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당당히 선도해나갈 전문인을 

양성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외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통하여 

치열한 국제경쟁환경 속에서 앞서가며,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명지인양성을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2020년 11월 현재 

전세걔 약 50개국 394 교육 및 정부기관과 학술협정채결을 맺고 있으며, 매학기

국외교육기관 및 외국정부기관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2~3월과 8~9월경 

대학홈페이지와 국제교류원홈페이지(abroad.mju.ac.kr)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연간 약200여명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능력향상, 외국선진문화의체험, 

국외대학에서 전공 및 관심분야과목수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준비 ROADMAP

•    본 ROADMAP은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제교류원에서 제안하는 모듈입니다.

•  유학 필수 조건 : 이것만은 알고 지원 시작하세요!

➊ 국제교류원의 모든 프로그램은 1학년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하며, 2학년 1학기부터 파견 가능

➋ 국제 공인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TOEFL, IELTS, HSK, JLPT 등

   ※ 파견대학 및 프로그램별 요구되는 어학시험 성적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➌ 전학년 평균 평점 3.0/4.5 이상

   ※ 파견대학 및 프로그램별 3.0/4.5 이상 성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➍   프로그램 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추후 국제교류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절 지원 불가!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49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51 



학기당 취득학점 인정범위

➊   정규학기(교환학생) : 연간 최대 34학점(학기당 최대 17학점)까지 취득 가능

MYONGJI ROADMAP

단계 해야할 일 권장하기

1단계
유학 준비

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 및 국제교류원 파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세부 
정보 숙지

나)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준비(유효기간 및 성적표 수령기간 유의 / 선발시 
총점반영률 10%)

※   지원 당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성적표 수령 기간을 감안하여 
지원하길 권장. TOEFL의 경우, 시험 응시 후 성적표 발급 시기까지 약 2주 ~ 
최대 8주 소요됨

다) 학점 관리
    (평균 평점 및 졸업학점, 전공 이수학점 배분 유의/선발시 총점 반영률 20%~30%

1학년 1학기
~

1학년 2학기

2단계
원어강의
수강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가)   어학 준비 :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외국어시험 점수를 획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준비

나)   원어강좌 수강 : 영어 또는 중국어로 진행되는 원어강의를 수강하여 사전 현지 
    수업에 대비!
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 정규학기 국외 자매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방문학생에 지원하는 동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학전 
외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체험을 통해 국제 감각과 센스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3단계

정보
수집

파견대학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가)   확인할 사항 : 학교 위치 및 방문 교통편, 개설 전공 및 교과목, 기숙사, Meal 

Plan, 보험, 제반 수수료, 파견학기 학사력 등
나)   <abroad.mju.ac.kr>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기존파견 자료및 과거 파견된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보고서 참고
다)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신청 관련 정보 수집
라) 지원하고자 하는 국외 대학 또는 과거 파견된 학우로부터 정보 취득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학점
관리

가)   졸업이수학점을 파악한 후, 파견대학의 수강신청 예정인 과목들은 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학과 주임교수님과 파견 전 상담. 교양학점의 경우 
방목기초교육대학의 주임교수님과 상담

나)   교직이수, 전공필수과목, 공통교양과목, 선택교양과목, 학과(복수/부전공 학과 
포함) 지정 과목(교양포함)은 인정불가

다)   해당 국외대학 홈페이지에 수강 가능한 교과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문의

※ 여기서 잠깐 !

졸업과 관련된, 전공/부전공/복수전공 등의 학점 이수가 많이 남은 학생이,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본교에서와 똑같은 정도의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나 많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학점이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4단계 지원

가) 지원시기 : 매년 2월초~3월초 (합격 시 9월 파견)
    매년 8월초~9월초 (합격 시 익년 3월 파견)
나) 지원 서류 접수 (접수처 : 국제교류원)
    - 소속학과 주임교수 자필 추천서 직접 받기(국제교류원 양식)
다) 서류 통과 후 면접시험(면접분야 : 인성, 영어구술 등)
    - 지원 대학 정보 습득을 비롯한 사전 준비 여부
    - 파견 후 구체적인 학업 계획 수립 여부
    - 교환학생으로서의 인성 및 자세

1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15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➋ 정규학기(SAF 방문학생)

•ESL + SEM

- 1학기 : ESL(12학점), P/NP 일반선택

- 2학기 : Semester : 학기당 17학점 이내

➌ 단기연수 : 계절학기 교양 또는 전공 1~3학점

중요 유의사항

성적은 평점에 산정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에만 포함(교환/방문학생이 국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 이관시 Pass/Fail로만 인정됨)

PART Ⅱ. 국제교류프로그램 설명 및 파견대학 소개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현재 우리대학교는 약 50개국 39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자매대학에 파견되어 한 학기~1년 

동안 수학하면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파견대학 및 지원기준/파견인원은 파견교의 요청이나 양교 교환 인원수의 밸런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기별 파견 가능한 국외 자매대학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www.abroad.mju.ac.kr  국제교류프로그램  

파견프로그램 공지)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5115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기당 취득학점 인정범위

➊   정규학기(교환학생) : 연간 최대 34학점(학기당 최대 17학점)까지 취득 가능

MYONGJI ROADMAP

단계 해야할 일 권장하기

1단계
유학 준비

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 참석 및 국제교류원 파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세부 
정보 숙지

나)   공인외국어인증시험 준비(유효기간 및 성적표 수령기간 유의 / 선발시 
총점반영률 10%)

※   지원 당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성적표 수령 기간을 감안하여 
지원하길 권장. TOEFL의 경우, 시험 응시 후 성적표 발급 시기까지 약 2주 ~ 
최대 8주 소요됨

다) 학점 관리
    (평균 평점 및 졸업학점, 전공 이수학점 배분 유의/선발시 총점 반영률 20%~30%

1학년 1학기
~

1학년 2학기

2단계
원어강의
수강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가)   어학 준비 :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외국어시험 점수를 획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준비

나)   원어강좌 수강 : 영어 또는 중국어로 진행되는 원어강의를 수강하여 사전 현지 
    수업에 대비!
다)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 : 정규학기 국외 자매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방문학생에 지원하는 동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유학전 
외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체험을 통해 국제 감각과 센스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3단계

정보
수집

파견대학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가)   확인할 사항 : 학교 위치 및 방문 교통편, 개설 전공 및 교과목, 기숙사, Meal 

Plan, 보험, 제반 수수료, 파견학기 학사력 등
나)   <abroad.mju.ac.kr> 국제교류원 홈페이지에서 기존파견 자료및 과거 파견된 

학생들이 작성한 수학 보고서 참고
다)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비자신청 관련 정보 수집
라) 지원하고자 하는 국외 대학 또는 과거 파견된 학우로부터 정보 취득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학점
관리

가)   졸업이수학점을 파악한 후, 파견대학의 수강신청 예정인 과목들은 전공/부전공/
복수전공 학과 주임교수님과 파견 전 상담. 교양학점의 경우 
방목기초교육대학의 주임교수님과 상담

나)   교직이수, 전공필수과목, 공통교양과목, 선택교양과목, 학과(복수/부전공 학과 
포함) 지정 과목(교양포함)은 인정불가

다)   해당 국외대학 홈페이지에 수강 가능한 교과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문의

※ 여기서 잠깐 !

졸업과 관련된, 전공/부전공/복수전공 등의 학점 이수가 많이 남은 학생이,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본교에서와 똑같은 정도의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나 많으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체계적인 학점이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4단계 지원

가) 지원시기 : 매년 2월초~3월초 (합격 시 9월 파견)
    매년 8월초~9월초 (합격 시 익년 3월 파견)
나) 지원 서류 접수 (접수처 : 국제교류원)
    - 소속학과 주임교수 자필 추천서 직접 받기(국제교류원 양식)
다) 서류 통과 후 면접시험(면접분야 : 인성, 영어구술 등)
    - 지원 대학 정보 습득을 비롯한 사전 준비 여부
    - 파견 후 구체적인 학업 계획 수립 여부
    - 교환학생으로서의 인성 및 자세

1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15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➋ 정규학기(SAF 방문학생)

•ESL + SEM

- 1학기 : ESL(12학점), P/NP 일반선택

- 2학기 : Semester : 학기당 17학점 이내

➌ 단기연수 : 계절학기 교양 또는 전공 1~3학점

중요 유의사항

성적은 평점에 산정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에만 포함(교환/방문학생이 국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점 이관시 Pass/Fail로만 인정됨)

PART Ⅱ. 국제교류프로그램 설명 및 파견대학 소개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현재 우리대학교는 약 50개국 394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외자매대학에 파견되어 한 학기~1년 

동안 수학하면서 이수한 학점을 우리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파견대학 및 지원기준/파견인원은 파견교의 요청이나 양교 교환 인원수의 밸런스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학기별 파견 가능한 국외 자매대학은 국제교류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www.abroad.mju.ac.kr  국제교류프로그램  

파견프로그램 공지)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51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53 



방문학생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 프로그램 소개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국외 우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교 등록금의 일부 및 파견교의 정규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대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하는 제도입니다. 교환학생과 동일하게 

파견된 학기와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별 파견 가능한 방문학생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정보 및 지원기준은 국제교류원 홈페이

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하계/동계 방학 국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자매학교에 하계·동계 방학동안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체험을 위해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선발 시기는 하계 프로그램은 5월~6월, 동계 프로그램은 10월~11월에 

모집을 시작하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해외 경험을 통하여 문화체험 및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할 수 

있다는 혜택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 계절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규학기 중 국외 자매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 

본인의 해외 현지적응도를 파악하고 유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  학점인정  : 우리대학교 계절학기 교양 또는 전공 1~3학점

(해당학점에 대한 우리대학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파견인원 및 프로그램 지원 자격 등에 의거 장학금 변동 가능

※ 기타 단과대학 운영 프로그램은 각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 매년 파견대학 및 인원수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국가 대학 인원 시기 장학금

일본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60만원

중국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50명 하계/동계 방학 60만원

영어권 국가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100만원

유럽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100만원

미국/유럽
베네치아 IUAV 건축대학, 

로마 사피엔자 대학 등
프로그램 당 약 

12명
하계방학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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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생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 프로그램 소개

방문학생 프로그램은 국외 우수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교 등록금의 일부 및 파견교의 정규 등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대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수학하는 제도입니다. 교환학생과 동일하게 

파견된 학기와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별 파견 가능한 방문학생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정보 및 지원기준은 국제교류원 홈페이

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5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하계/동계 방학 국외 단기 연수 프로그램

자매학교에 하계·동계 방학동안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체험을 위해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선발 시기는 하계 프로그램은 5월~6월, 동계 프로그램은 10월~11월에 

모집을 시작하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및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해외 경험을 통하여 문화체험 및 외국인 친구들과의 교류할 수 

있다는 혜택과 더불어, 우리 대학교 계절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규학기 중 국외 자매대학으로 파견되는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 

본인의 해외 현지적응도를 파악하고 유학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  학점인정  : 우리대학교 계절학기 교양 또는 전공 1~3학점

(해당학점에 대한 우리대학교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파견인원 및 프로그램 지원 자격 등에 의거 장학금 변동 가능

※ 기타 단과대학 운영 프로그램은 각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 매년 파견대학 및 인원수 변동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국가 대학 인원 시기 장학금

일본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60만원

중국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50명 하계/동계 방학 60만원

영어권 국가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100만원

유럽 매년 파견대학 변경 약 20명 하계/동계 방학 100만원

미국/유럽
베네치아 IUAV 건축대학, 

로마 사피엔자 대학 등
프로그램 당 약 

12명
하계방학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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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억 만들기

캠퍼스 동아리 찾기

인문캠퍼스 : 43개 동아리

연행예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극예술연구회 알 연극 공연, 연극 관람, 연극 창작 학생회관 6층

주리랑 각 가요제, 정기공연, 찬조공연 학생회관 7층

백마 (White Horse) 락 밴드 공연 학생회관 지하

흑풍 흑인음악 공연, 랩공연 학생회관 6층

라루즈 마술공연, 사회봉사활동 학생회관 6층

MGH 댄스동아리 학생회관 7층 

통해 어쿠스틱 기타연주 경상관 지하

MIRS 기업 분석을 통한 투자 연구, 공모전, 투자대회 학생회관 8층

학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TIME연구회 TIME 독해 및 토론, 타 대학과의 교류, 친목활동 학생회관 7층

ALS 토익, 토플, 교내 영어 강의 관련 학습 및 법규 학생회관 7층

명지서법 서예활동을 통한 인격수양, 유대적 인간관계 학생회관 6층

15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전시창작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사진연구회
(PHOTO-LAB)

흑백사진을 하고 1년에 2회 작품전 전시 학생회관 6층 

학생회관 6층 

디비전 영상 등 미디어 제작, 공모전 참가 학생회관 8층 

코아 광고에 관한 이론의 이해 및 광고제작 능력배양 학생회관 6층 

씨네메이션 애니메이션 연구 및 상영 

그림패시만화 만화를 통해서 회원의 건전한 세계관과 사회적 역량의 강화 

경상관 지하

사회연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정치경제연구회(P.E.R) 정치경제학 연구를 통한 사회분석 대안의 탐색 학생회관 6층

농어민후생연구회(흙) 농활 학생회관 6층

스카우트 사회봉사 및 지도자 활동 학생회관 7층

비주얼 토론대회참가 및 사회문제연구 학생회관 6층

FLOW-ER 각종 창업 및 연구 학생회관 7층

인액터스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7층

SK루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및 실습 경상관 지하

봉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키비탄 세미나를 통한 기본 소양과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를 통한 활동

나누미 봉사를 통한 만남 학생회관 6층

PTPI 사회봉사  

RCY 사회봉사 학생회관 6층

너나들이 해비타트 건축봉사 본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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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추억 만들기

캠퍼스 동아리 찾기

인문캠퍼스 : 43개 동아리

연행예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극예술연구회 알 연극 공연, 연극 관람, 연극 창작 학생회관 6층

주리랑 각 가요제, 정기공연, 찬조공연 학생회관 7층

백마 (White Horse) 락 밴드 공연 학생회관 지하

흑풍 흑인음악 공연, 랩공연 학생회관 6층

라루즈 마술공연, 사회봉사활동 학생회관 6층

MGH 댄스동아리 학생회관 7층 

통해 어쿠스틱 기타연주 경상관 지하

MIRS 기업 분석을 통한 투자 연구, 공모전, 투자대회 학생회관 8층

학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TIME연구회 TIME 독해 및 토론, 타 대학과의 교류, 친목활동 학생회관 7층

ALS 토익, 토플, 교내 영어 강의 관련 학습 및 법규 학생회관 7층

명지서법 서예활동을 통한 인격수양, 유대적 인간관계 학생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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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창작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사진연구회
(PHOTO-LAB)

흑백사진을 하고 1년에 2회 작품전 전시 학생회관 6층 

학생회관 6층 

디비전 영상 등 미디어 제작, 공모전 참가 학생회관 8층 

코아 광고에 관한 이론의 이해 및 광고제작 능력배양 학생회관 6층 

씨네메이션 애니메이션 연구 및 상영 

그림패시만화 만화를 통해서 회원의 건전한 세계관과 사회적 역량의 강화 

경상관 지하

사회연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정치경제연구회(P.E.R) 정치경제학 연구를 통한 사회분석 대안의 탐색 학생회관 6층

농어민후생연구회(흙) 농활 학생회관 6층

스카우트 사회봉사 및 지도자 활동 학생회관 7층

비주얼 토론대회참가 및 사회문제연구 학생회관 6층

FLOW-ER 각종 창업 및 연구 학생회관 7층

인액터스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7층

SK루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및 실습 경상관 지하

봉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키비탄 세미나를 통한 기본 소양과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를 통한 활동

나누미 봉사를 통한 만남 학생회관 6층

PTPI 사회봉사  

RCY 사회봉사 학생회관 6층

너나들이 해비타트 건축봉사 본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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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실로암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7층

C.C.C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경상관 지하

C.F.M 수화찬양을 통해 기독교 문화와 복음전파 학생회관 7층

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학생회관

대건 안드레아 천주교 동아리, 연합행사 학생회관 7층

 7층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테니스회 테니스를 통한 심신의 단련 경상관 지하

굴렁쇠 국토순례를 통한 통일염원과 자아성취 학생회관 7층

파인 체계적인 운동 및 친목도모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 농구동아리 학생회관 지하

무릉도원 검도 수련 및 각종 대회 참가 본관 지하

F.C.명지 (축구동아리) 교내 클럽컵 주최 및 전국대학 동아리축구대회 참가  

나이너스 (야구동아리) 아마 야구리그 참가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6층

바다이야기 국내외 여행, 수영 경상관 지하

패션근육 헬스·체력단련 본관  지하

삼박자 족구강습 및 대회참가 학생회관 7층

콕콕콕 배드민턴을 통한 친목도모 학생회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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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캠퍼스 : 40개 동아리

연행예술분과

인문사회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TIME 타임지 연구 및 발표 학생회관 324호

뉴턴 창업아이디어 연구 및 발표 학생회관 419호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마라톤 대중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2호

울림소리 기타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9호

C.D.C 건전한 춤 문화 전달 학생회관 313호

Soulmate 흑인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8호

우리또래 창작음악 연구 및 보급 학생회관 027호

극예술연구회 세모 연극창작 공연 학생회관 423호

이따위 대중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1호

페가수스 대중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07호

예현회 클래식 기타 연주 학생회관 531호

벨라트릭스 대중음악및댄스공연 학생회관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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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과

종교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실로암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7층

C.C.C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경상관 지하

C.F.M 수화찬양을 통해 기독교 문화와 복음전파 학생회관 7층

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학생회관

대건 안드레아 천주교 동아리, 연합행사 학생회관 7층

 7층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테니스회 테니스를 통한 심신의 단련 경상관 지하

굴렁쇠 국토순례를 통한 통일염원과 자아성취 학생회관 7층

파인 체계적인 운동 및 친목도모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 농구동아리 학생회관 지하

무릉도원 검도 수련 및 각종 대회 참가 본관 지하

F.C.명지 (축구동아리) 교내 클럽컵 주최 및 전국대학 동아리축구대회 참가  

나이너스 (야구동아리) 아마 야구리그 참가 학생회관 7층

학생회관 6층

바다이야기 국내외 여행, 수영 경상관 지하

패션근육 헬스·체력단련 본관  지하

삼박자 족구강습 및 대회참가 학생회관 7층

콕콕콕 배드민턴을 통한 친목도모 학생회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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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캠퍼스 : 40개 동아리

연행예술분과

인문사회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TIME 타임지 연구 및 발표 학생회관 324호

뉴턴 창업아이디어 연구 및 발표 학생회관 419호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마라톤 대중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2호

울림소리 기타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9호

C.D.C 건전한 춤 문화 전달 학생회관 313호

Soulmate 흑인 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8호

우리또래 창작음악 연구 및 보급 학생회관 027호

극예술연구회 세모 연극창작 공연 학생회관 423호

이따위 대중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11호

페가수스 대중음악 연구 및 연주 학생회관 007호

예현회 클래식 기타 연주 학생회관 531호

벨라트릭스 대중음악및댄스공연 학생회관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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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저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검심 검도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17호

유니콘스 축구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320호

수아브 주짓수연습및보급활동 학생회관409호

퍼펙트 야구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03호

명지테니스클럽(MTC) 테니스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15호

Aim-spot 볼링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33호

CIELO 스노우보드활동 학생회관 505호

배드신 배드민턴 및 보급활동 학생회관 515호

MEGA e스포츠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521호

밸런스 배구 운동 및 보급활동 학생회관 529호

종교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C.A.M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01호

실로암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25호

C.C.C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27호

C.F.M 수화 찬양을 통해 기독교 문화와 복음 전파 학생회관 511호

  

봉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아이사랑 탁아소 봉사 활동 학생회관 305호

L.A.M.U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학생회관 301호

M.U.V 청소, 벽화, 지속돌봄 봉사 학생회관 501호

K.U.S.A 유네스코 정신에 따른 봉사활동 학생회관 421호

스카우트 스카우트 정신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회관 513호

과학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슬기터 발명품 및 개발 전시 학생회관 517호

M.C.C 컴퓨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학생회관 322호

날개 모형비행기 제작 및 운행 학생회관 605호

RATS 마이크로마우스제작 및 로봇제작 학생회관 521호

12PM 컴퓨터 연구 및 개발 학생회관 411호

평면예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A&P 천문사진 연구 및 촬영 학생회관 311호

포토랩 사진연구 및 촬영활동 학생회관 523호

필름아트 탁아소 봉사활동 학생회관 503호

표현의 자유 글, 그림 창작활동 및 전시 학생회관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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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저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검심 검도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17호

유니콘스 축구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320호

수아브 주짓수연습및보급활동 학생회관409호

퍼펙트 야구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03호

명지테니스클럽(MTC) 테니스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15호

Aim-spot 볼링 연습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433호

CIELO 스노우보드활동 학생회관 505호

배드신 배드민턴 및 보급활동 학생회관 515호

MEGA e스포츠 및 보급 활동 학생회관 521호

밸런스 배구 운동 및 보급활동 학생회관 529호

종교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C.A.M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01호

실로암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25호

C.C.C 기독교 선교 및 봉사활동 학생회관 427호

C.F.M 수화 찬양을 통해 기독교 문화와 복음 전파 학생회관 511호

  

봉사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아이사랑 탁아소 봉사 활동 학생회관 305호

L.A.M.U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 학생회관 301호

M.U.V 청소, 벽화, 지속돌봄 봉사 학생회관 501호

K.U.S.A 유네스코 정신에 따른 봉사활동 학생회관 421호

스카우트 스카우트 정신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회관 513호

과학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슬기터 발명품 및 개발 전시 학생회관 517호

M.C.C 컴퓨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학생회관 322호

날개 모형비행기 제작 및 운행 학생회관 605호

RATS 마이크로마우스제작 및 로봇제작 학생회관 521호

12PM 컴퓨터 연구 및 개발 학생회관 411호

평면예술분과

동아리명 단체개요 동아리위치

A&P 천문사진 연구 및 촬영 학생회관 311호

포토랩 사진연구 및 촬영활동 학생회관 523호

필름아트 탁아소 봉사활동 학생회관 503호

표현의 자유 글, 그림 창작활동 및 전시 학생회관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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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즐거움, 사회봉사활동

우리 대학교의 이념인‘사랑, 진리,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돕고 있는 사회봉사단은 명지인들의 조직적이고 능동적

인 사회봉사참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mjupsc.mju.ac.kr)

특히 ‘사회봉사’ 교육과목을 개설해 진정한 사회봉사의 의미와 방법을 추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외국의 사회봉사 기구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실천적 학문(action-based learning)의 완성과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회봉사 관련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봉사활동 참가자 선발 및 지도, 국내·외 

봉사활동 파견 및 지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체험수기 

현상 공모, 사회봉사 활동 홍보 및 안내 책자발간,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회봉사자 모집 및 관리, 사회봉사 관련 장학생 추천 및 우수자(단체포함) 선발, 

시상, 사회봉사 세미나 및 각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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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선배들이 말하는 국제봉사활동

15일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며 누군가를 도와 줬다기 보다 새로운 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다른 문화를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많이 서툴고, 헤매기도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말 최고의 캠프라고 

말하고 싶다.

지구촌프로그램(해비타트), 국제워크캠프(IWO),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 비젼트립(기아대책기구)

국내 해비타트, 봉사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동행프로젝트, 

한국번개건축, 명지인 1인 1봉사, 서대문구 멘토링

사랑의 헌혈, 이웃돕기 바자회, 클린캠퍼스, 자연보호활동, 

직원봉사활동, 교수봉사활동, 봉사대축제

봉사학점운영관리, 봉사세미나 개최, 사회봉사 과목개설, 

사회봉사증명발급, 사회봉사 인증제 실시, 신입생 봉사교육

봉사기획

봉사지원

명지봉사단 운영, 봉사활동 사진전시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봉사기금마련 저금통, 긴급재난 성금모금함, 봉사간행물 제작

학생복지봉사팀, 선교지원팀, 국제교류팀, 생활관, 학생자치단체 및 

봉사동아리, 교수선교회, 직원선교회

국제봉사 
프로그램

국내봉사 
프로그램

교내봉사 
프로그램

봉사교육
프로그램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6116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나누는 즐거움, 사회봉사활동

우리 대학교의 이념인‘사랑, 진리, 봉사’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을 돕고 있는 사회봉사단은 명지인들의 조직적이고 능동적

인 사회봉사참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http://mjupsc.mju.ac.kr)

특히 ‘사회봉사’ 교육과목을 개설해 진정한 사회봉사의 의미와 방법을 추구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외국의 사회봉사 기구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실천적 학문(action-based learning)의 완성과 지역 및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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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파견 및 지원, 학생 봉사활동 지원 및 관리, 사회봉사 프로그램 및 체험수기 

현상 공모, 사회봉사 활동 홍보 및 안내 책자발간, 사회봉사단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회봉사자 모집 및 관리, 사회봉사 관련 장학생 추천 및 우수자(단체포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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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선배들이 말하는 국제봉사활동

15일 동안은 봉사활동을 하며 누군가를 도와 줬다기 보다 새로운 곳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다른 문화를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많이 서툴고, 헤매기도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말 최고의 캠프라고 

말하고 싶다.

지구촌프로그램(해비타트), 국제워크캠프(IWO),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 비젼트립(기아대책기구)

국내 해비타트, 봉사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동행프로젝트, 

한국번개건축, 명지인 1인 1봉사, 서대문구 멘토링

사랑의 헌혈, 이웃돕기 바자회, 클린캠퍼스, 자연보호활동, 

직원봉사활동, 교수봉사활동, 봉사대축제

봉사학점운영관리, 봉사세미나 개최, 사회봉사 과목개설, 

사회봉사증명발급, 사회봉사 인증제 실시, 신입생 봉사교육

봉사기획

봉사지원

명지봉사단 운영, 봉사활동 사진전시회,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봉사기금마련 저금통, 긴급재난 성금모금함, 봉사간행물 제작

학생복지봉사팀, 선교지원팀, 국제교류팀, 생활관, 학생자치단체 및 

봉사동아리, 교수선교회, 직원선교회

국제봉사 
프로그램

국내봉사 
프로그램

교내봉사 
프로그램

봉사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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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연계 유럽 현장체험

•  탐방지역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이며, 탐방기간은 14박 15일입니다. 매년 4월, 10월 중 공고하며 탐방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인문·자연 학기별 40~50명 내외 

선발합니다.

•  경비는 1인당 400만원(전액 교비지원) 

정도이고, 귀국 후 15일 이내에 팀별 탐방보고서 제출해야하는데, 미제출시엔 교비 

지원금 모두를 환입 조치합니다.

⁂ 지원자격

졸업학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전학기 취득학점 

14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2.5이상인 재학생입니다.(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소정양식에 의거한 신청서, 팀별 탐방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구비하여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의 학생복지봉사팀에 제출합니다. 팀은 혼성구성이 

불가능하며, 2인 1팀을 기본으로 합니다.

16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가자! 축제와 백마체전으로

축제와 백마체전은 각 캠퍼스별로 매년 교차로 개최됩니다.(사정에 맞추어 개최되며 

반드시 교차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는 보통 5월 두째 주에 3일 동안 개최되며, 동아리 소개와 주점 및 각종 이벤트 

그리고 연예인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백마체전은 보통 10월 두째 주에 개최되며 결선 

3일과 예선 4주로 진행됩니다. 운동종목은 축구, 농구, 발야구, 릴레이, 놋다리 밟기, 

피구 등 입니다.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

  
⁂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  길이나 학교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  같은 학급(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있는지? 친구를 놀릴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 장애인이란?

•  장애인 :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 분류 :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존재.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있지만,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음

•  우리 모두가 각자 개성 있게 조금씩 다르게 태어난 것과 같이 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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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지?

•  같은 학급(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있는지? 친구를 놀릴 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 장애인이란?

•  장애인 :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장애인 분류 : 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존재. 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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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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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소개

•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에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OX퀴즈

•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을까요?

→  : 장애인의 90%는 후천성장애인

•  장애도 유전이 되나요?

→ ▲ :   장애가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애인 이라고 해서 자녀도 장애인이 되지는 않음

•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나요?

→ ● :   일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베토벤도 장애인이었음.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임.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등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도 존재. 그러나 사회 내 차별이 

존재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은 36%에 그침

•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

→  :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의미로 90년대 등장한 신조어. 장애인은 

갓난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로 지칭하는 

게 맞음

•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  :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고,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함.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음

•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 ● :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

164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나요?

→  :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지능은 우리들과 같음

⁂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

•  2011년 기준 252만 명, 전체 인구대비 5.6%가 장애인.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음.

   장애인 중 90.5%가 후천성 장애.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 국민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72.3%),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86.1%)고 응답하는 등 ‘스스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나, 

남들은 차별한다’고 생각

•  그러나 장애인들의 80.7%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응답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이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이라고 응답

※ 2011사회조사통계 (통계청), 2011장애인실태조사 (복지부)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  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한 

가지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바른 언어사용

-   장애인 / 비장애인이란 표현 사용.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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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 소개

•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에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진행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OX퀴즈

•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을까요?

→  : 장애인의 90%는 후천성장애인

•  장애도 유전이 되나요?

→ ▲ :   장애가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애인 이라고 해서 자녀도 장애인이 되지는 않음

•  장애인은 일을 할 수 있나요?

→ ● :   일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들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베토벤도 장애인이었음.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임.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등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도 존재. 그러나 사회 내 차별이 

존재하여 장애인의 취업률은 36%에 그침

•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요?

→  :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의미로 90년대 등장한 신조어. 장애인은 

갓난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있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보통명사로 지칭하는 

게 맞음

•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  :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고, 평등한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함.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음

•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 ● :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놀리거나 거부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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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나요?

→  :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의 한 부분의 이상으로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 중에는 말을 잘 못하거나 힘들게 겨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면 지능은 우리들과 같음

⁂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

•  2011년 기준 252만 명, 전체 인구대비 5.6%가 장애인. 7가구 중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음.

   장애인 중 90.5%가 후천성 장애.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 국민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고(72.3%),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86.1%)고 응답하는 등 ‘스스로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나, 

남들은 차별한다’고 생각

•  그러나 장애인들의 80.7%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응답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이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49.2%)”이라고 응답

※ 2011사회조사통계 (통계청), 2011장애인실태조사 (복지부)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  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한 

가지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바른 언어사용

-   장애인 / 비장애인이란 표현 사용. 일반인이나 정상인이란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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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애 유형별 에티켓 소개

- 시각장애인

①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②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③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 청각장애인

①   청각장애인도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②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됨

- 지적장애인

①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신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②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③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 지체장애인

①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②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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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 (Myicap)

•관련부서 :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인증성과관리센터 (인문: 02-300-1683 / 031-330-6226)

•접속방법 : ➊ PC 버전 : https://myicap.mju.ac.kr/

                ➋ 모바일(APP) 버전 : 캠퍼스온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 앱스토어)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Myicap)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통합 E-포트폴리오 시스템에서 학생의 모든 활동 정보를 입력하여 대학생활 

및 취업활동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통합진로지도시스템으로 입니다. 또한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Myicap)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설계, 경력개발, 실전취업, 진로상담 및 비교과프로그램 등 학생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설계 파트란?

진로적성검사 및 학과 추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 탐색이 가능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 탐색 및 목표 가치를 선정하여 취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진로적성, 목표직업, 목표기업 및 목표가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로적성검사 후, 직무수행 유형과 흥미적성분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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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장애 유형별 에티켓 소개

- 시각장애인

①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②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③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 청각장애인

①   청각장애인도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②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됨

- 지적장애인

①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신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②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③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 지체장애인

①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②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16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 (Myicap)

•관련부서 : 대학교육혁신원 교육인증성과관리센터 (인문: 02-300-1683 / 031-330-6226)

•접속방법 : ➊ PC 버전 : https://myicap.mju.ac.kr/

                ➋ 모바일(APP) 버전 : 캠퍼스온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 앱스토어)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Myicap)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부터 

졸업까지 통합 E-포트폴리오 시스템에서 학생의 모든 활동 정보를 입력하여 대학생활 

및 취업활동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통합진로지도시스템으로 입니다. 또한 학생역량통합개발시스템(Myicap)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설계, 경력개발, 실전취업, 진로상담 및 비교과프로그램 등 학생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설계 파트란?

진로적성검사 및 학과 추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 탐색이 가능하며,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업 탐색 및 목표 가치를 선정하여 취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진로적성, 목표직업, 목표기업 및 목표가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로적성검사 후, 직무수행 유형과 흥미적성분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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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파트란?

역량진단검사 후 직업기초역량 점수, 목표 기업 대비 강·약점 역량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경력계획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역량진단, 경력계획, 

경력관리 및 경력로드 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취업 파트란?

학생의 기초정보 입력으로 구인 기업과 매칭 및 기업 추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맞춤채용 조건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채용정보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업 희망, 이력서 작성, 채용정보관리 및 추천진행 현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파트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예약 후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기초조사지, 종합심리검사, 교수님 상담, 경력개발팀 상담 및 

학생상담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프로그램이란?

학생의 역량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비교과프로그램, 6대 핵심역량, 참여 프로그램 및 만족도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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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 교목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학과비전모임 ● ● ● ● ● ● ● ● ● 전학년

•  각 학과별 비전모임으로 주 1회 
모여 비전과 삶의 설계, 학습설계와 
대학생활 등에 대한 나눔과 공유를 
통하여 자아성장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

•각 학과 비전모임 대표에게 신청함

세족식 ● 전학년

•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과 같이 
교직원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정신을 전함

•  1학기 개학 후 교목실로 세족식 
참여 신청

UNIVERSITY MISSION 
ADVENTURE(UMA)

● 전학년

•  기독학생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프로그램.

•  학교 홈페이지의 UMA참여 공지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명지기독학생연합
세미나

● ● ● ● 전학년

•  학생들 서로의 연합의 중요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캠퍼스 
안에서의 학생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  학교 게시판의 개강세미나와 
종강세미나 안내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참석

교수음악회 ● 전학년

•  학생의 날 및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사랑과 섬김의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제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줌

MSS 프로그램
(Myongji Sharing 

Square)
● ● 전학년

•  학생들 간 비전과 삶을 나누는 
능동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장을 
통하여 발표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함

•학기중에 교목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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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 파트란?

역량진단검사 후 직업기초역량 점수, 목표 기업 대비 강·약점 역량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경력계획을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역량진단, 경력계획, 

경력관리 및 경력로드 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취업 파트란?

학생의 기초정보 입력으로 구인 기업과 매칭 및 기업 추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맞춤채용 조건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채용정보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업 희망, 이력서 작성, 채용정보관리 및 추천진행 현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파트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 예약 후 직접 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기초조사지, 종합심리검사, 교수님 상담, 경력개발팀 상담 및 

학생상담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과프로그램이란?

학생의 역량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내·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비교과프로그램, 6대 핵심역량, 참여 프로그램 및 만족도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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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 교목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학과비전모임 ● ● ● ● ● ● ● ● ● 전학년

•  각 학과별 비전모임으로 주 1회 
모여 비전과 삶의 설계, 학습설계와 
대학생활 등에 대한 나눔과 공유를 
통하여 자아성장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

•각 학과 비전모임 대표에게 신청함

세족식 ● 전학년

•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과 같이 
교직원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정신을 전함

•  1학기 개학 후 교목실로 세족식 
참여 신청

UNIVERSITY MISSION 
ADVENTURE(UMA)

● 전학년

•  기독학생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프로그램.

•  학교 홈페이지의 UMA참여 공지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명지기독학생연합
세미나

● ● ● ● 전학년

•  학생들 서로의 연합의 중요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캠퍼스 
안에서의 학생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는 프로그램

•  학교 게시판의 개강세미나와 
종강세미나 안내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참석

교수음악회 ● 전학년

•  학생의 날 및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사랑과 섬김의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제자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줌

MSS 프로그램
(Myongji Sharing 

Square)
● ● 전학년

•  학생들 간 비전과 삶을 나누는 
능동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장을 
통하여 발표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창의성과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함

•학기중에 교목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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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대학 교학팀

⁂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생활 안내 /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수강신청 안내

청년취업아카데미
JAVA기반 빅데이타
IT콘텐츠 정보시스템

취업과정

● ● ● ● ● ● ● ●

2, 3,4학년 
재학생

단)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제외

JAVA기 반 빅데이타 
IT콘텐츠 정보시스템 취업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개발과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경험 쌓는 계기 마련

동문과의 간담회 ● ● 재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취업준비에 도움

학부모 간담회 ● 교수 및 학부모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과의 교육방향 및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교수 질의응답을 
통하여 발전 모색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진로선택을 위한
학과별 전공교과

설명회
● ●

신입생
학생회장

학과(전공)별 교과 내용, 
졸업후 사회 진출 및 
학습동아리 등을 설명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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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교학팀

⁂ 법과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L-LAP (Life-Long 
Advising Professor)

● ● ● ● ● ● ● ● ● ● ● ●
경영대 
신입생

신입생들에 대해 1명의 교수가 입학 
부터 졸업, 사회진출 후에도 1명의 
제자를 밀착 지도

진로탐색 설명회 ● ●
경영대 
신입생

진로탐색 설명회를 통해 광역화 모집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에 도움

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

경영대 
재학생

글로벌 기업탐방 및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영전략 마인드 확립

학과별 진로 및 취업지도 
교수상담

● ● ● ●
경영대 
재학생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목표(vision)를 
수립하고 스스로의 역량 분석 후 
매학기 담임교수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구함

외부초청특강 ● ● ● ● ● ● ● ●
경영대 
재학생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 ●
경영대 
재학생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

학술제 ●
경영대 
재학생

학술역량 강화 및 상호간의 협력적 
과업 수행능력 배양

현장학습 
(기업탐방 및 견학)

● ● ● ● ● ● ● ●
경영대 
재학생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의 
이해도 증진

멘토링포럼 ● ●
경영대 
재학생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졸업동문과 
재학생을 연결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두드림 (DO Dream) ● ● ● ● ● ● ● ● ● ● ● ●
경영대 
재학생

경영대
재학생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및 구성원간의 소통의 
장 마련

학과지원 글로벌 프로그램 ● ● ● ● ● ● ● ● ● ●
경영대 

국제학생
외국인 학생의 효과적인 관리, 유치 및

특정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
(기획)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실무 능력 배양

 
국제화 역량강화

공모전
● ●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법과대학 학술제 ● 전학년
PT대회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함

진로 설문조사 ● ● ● ●
주로 

1,4학년

분야별 진로 희망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학사 
및 진로지도 실시

외부강사 초청 특강 ● ● ● ● ● ● ● ● ● ● ● ● 전학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특강으로 진행함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7117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인문대학 교학팀

⁂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생활 안내 /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수강신청 안내

청년취업아카데미
JAVA기반 빅데이타
IT콘텐츠 정보시스템

취업과정

● ● ● ● ● ● ● ●

2, 3,4학년 
재학생

단) 4학년 2학기
재학생은 제외

JAVA기 반 빅데이타 
IT콘텐츠 정보시스템 취업 
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개발과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경험 쌓는 계기 마련

동문과의 간담회 ● ● 재학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취업준비에 도움

학부모 간담회 ● 교수 및 학부모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과의 교육방향 및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교수 질의응답을 
통하여 발전 모색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진로선택을 위한
학과별 전공교과

설명회
● ●

신입생
학생회장

학과(전공)별 교과 내용, 
졸업후 사회 진출 및 
학습동아리 등을 설명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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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교학팀

⁂ 법과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L-LAP (Life-Long 
Advising Professor)

● ● ● ● ● ● ● ● ● ● ● ●
경영대 
신입생

신입생들에 대해 1명의 교수가 입학 
부터 졸업, 사회진출 후에도 1명의 
제자를 밀착 지도

진로탐색 설명회 ● ●
경영대 
신입생

진로탐색 설명회를 통해 광역화 모집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선택에 도움

GLP 
(Global Leadership 

Program)
●

경영대 
재학생

글로벌 기업탐방 및 연구를 통해 
글로벌 경영전략 마인드 확립

학과별 진로 및 취업지도 
교수상담

● ● ● ●
경영대 
재학생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목표(vision)를 
수립하고 스스로의 역량 분석 후 
매학기 담임교수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구함

외부초청특강 ● ● ● ● ● ● ● ●
경영대 
재학생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 ●
경영대 
재학생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

학술제 ●
경영대 
재학생

학술역량 강화 및 상호간의 협력적 
과업 수행능력 배양

현장학습 
(기업탐방 및 견학)

● ● ● ● ● ● ● ●
경영대 
재학생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의 
이해도 증진

멘토링포럼 ● ●
경영대 
재학생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졸업동문과 
재학생을 연결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두드림 (DO Dream) ● ● ● ● ● ● ● ● ● ● ● ●
경영대 
재학생

경영대
재학생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교육 
서비스 질 향상 및 구성원간의 소통의 
장 마련

학과지원 글로벌 프로그램 ● ● ● ● ● ● ● ● ● ●
경영대 

국제학생
외국인 학생의 효과적인 관리, 유치 및

특정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
(기획)하고 공유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실무 능력 배양

 
국제화 역량강화

공모전
● ●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법과대학 학술제 ● 전학년
PT대회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함

진로 설문조사 ● ● ● ●
주로 

1,4학년

분야별 진로 희망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학사 
및 진로지도 실시

외부강사 초청 특강 ● ● ● ● ● ● ● ● ● ● ● ● 전학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그 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특강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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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OT ●
ICT 

융합대 
신입생

신입생 환영 및 학과 소개, 교육과정, 
학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단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학학습계획서 ●
ICT 

융합대 
신입생

대학학습계획서는 ICT융합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대학생활동안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다. 
신입생 때부터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역량을 
조사한 후 자신의 수준을 분석해 본다. 
자신이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목표 
역량별, 연도별로 작성하고 이후에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계획 실행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나의 인생로드맵 ●
ICT 

융합대 
신입생

나의 인생로드맵은 ICT융합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생로드맵 
설계를 위한 준비, 나의 장단점 분석, 
나의 Role Model 찾기, 나의 비전 
설정과 인생 로드맵 만들기(10개년 
인생로드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 학생 간담회 ● ● ● ●
ICT 

융합대 
재학생

교수, 학생 간담회는 ICT융합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는 학과에 
대한 이해증진과 진로상담을 하며, 
교수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학부모 간담회 ●

ICT 
융합대 
교수, 
학부모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비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피드백을 통한 학교의 발전 
방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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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 인문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 신입생

학부소개/교과과정안내/수강신청 
안내/대학생활 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기초학업 역량강화 
(영어,글쓰기,컴퓨터)

● ● ● ● ● ● ● ● 전학년
기초학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핵심기초교양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전공연계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 ● ● ● ● ● ● ● 전학년
미술심리치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에서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자 함

학습튜터링 (영어) ● ● ● ● ● ● ● ● 전학년
튜터와 튜티로 팀을 이루어 영어의 
기초적인 학습을 돕고자 함

공동학술제 ● 전학년
각 전공별 주제 발표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연계 유럽현장체험 ● ● ● ● 전학년
교양 및 전공연계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체험하는 현장 
학습

백마축제 ● 전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 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진행

사회봉사단 산하 
명지사랑봉사단

● ● ● ● ● ● ● ● 전학년
교내 봉사활동 기획 및 진행, 클린 
캠퍼스 및 게시물 정리, 봉사박람회 및 
봉사대축제 개최 등

사회봉사단 산하 
그린캠퍼스 지킴이

● ● ● ● ● ● ● ● 전학년 

저탄소 성장 캠페인,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컴퓨터, 
빔프로젝트, 형광등 소등) 및 운동, 
캠페인 활동 

사회봉사단 산하 헌혈천사 ● ● ● ● ● ● ● ● 전학년
교내 헌혈봉사 및 캠페인, 헌혈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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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OT ●
ICT 

융합대 
신입생

신입생 환영 및 학과 소개, 교육과정, 
학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단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학학습계획서 ●
ICT 

융합대 
신입생

대학학습계획서는 ICT융합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대학생활동안 자기주도적 학습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이다. 
신입생 때부터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역량을 
조사한 후 자신의 수준을 분석해 본다. 
자신이 수립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목표 
역량별, 연도별로 작성하고 이후에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계획 실행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나의 인생로드맵 ●
ICT 

융합대 
신입생

나의 인생로드맵은 ICT융합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생로드맵 
설계를 위한 준비, 나의 장단점 분석, 
나의 Role Model 찾기, 나의 비전 
설정과 인생 로드맵 만들기(10개년 
인생로드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 학생 간담회 ● ● ● ●
ICT 

융합대 
재학생

교수, 학생 간담회는 ICT융합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는 학과에 
대한 이해증진과 진로상담을 하며, 
교수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학부모 간담회 ●

ICT 
융합대 
교수, 
학부모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비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피드백을 통한 학교의 발전 
방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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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융합대학 교학팀

⁂ 인문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 신입생

학부소개/교과과정안내/수강신청 
안내/대학생활 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기초학업 역량강화 
(영어,글쓰기,컴퓨터)

● ● ● ● ● ● ● ● 전학년
기초학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핵심기초교양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전공연계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 ● ● ● ● ● ● ● 전학년
미술심리치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에서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자 함

학습튜터링 (영어) ● ● ● ● ● ● ● ● 전학년
튜터와 튜티로 팀을 이루어 영어의 
기초적인 학습을 돕고자 함

공동학술제 ● 전학년
각 전공별 주제 발표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자 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연계 유럽현장체험 ● ● ● ● 전학년
교양 및 전공연계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체험하는 현장 
학습

백마축제 ● 전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 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진행

사회봉사단 산하 
명지사랑봉사단

● ● ● ● ● ● ● ● 전학년
교내 봉사활동 기획 및 진행, 클린 
캠퍼스 및 게시물 정리, 봉사박람회 및 
봉사대축제 개최 등

사회봉사단 산하 
그린캠퍼스 지킴이

● ● ● ● ● ● ● ● 전학년 

저탄소 성장 캠페인,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컴퓨터, 
빔프로젝트, 형광등 소등) 및 운동, 
캠페인 활동 

사회봉사단 산하 헌혈천사 ● ● ● ● ● ● ● ● 전학년
교내 헌혈봉사 및 캠페인, 헌혈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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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및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안내.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하여 장애학생 
서포터즈와 신입생들의 멘토링 프로 
그램 운영

장애학생 간담회 ● ●
장애학생 
서포터즈 
교직원

장애학생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전

구성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에 대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명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체험, 
특강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 ●
전

구성원

‘장애인 복지법’시행에 따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함께가는 우리’라는 목표 
실현

⁂ 창업교육센터 (인문, 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창업동아리 선발 ● ●● ● 전학년

창업동아리로서 창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하며, 활동 공간 및 
창업네트워크 기회, 1 : 1 멘토링,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기회 부여

창업경진대회 ● ● 전학년
창업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지닌 
창업팀 발굴

학생 창업팀을 위한 
멘토링 데이

● ● ● ● 전학년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 
경험을 가진 멘토들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창업캠프 ● ● ● ● ● ● 전학년

실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써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가자 및 창업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창업특강 ● ● ● ● ● ● 전학년
외부 특강자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의 전 분야에 이해도 증진 

3D 시제품제작 워크숍 ● ● 전학년
사업아이디어의 시제품화를 위한 3D 
프린팅 교육 및 실습 워크샵

⁂ 사회봉사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 ● ● ● ● ● 전학년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해외봉사에 
참여. 전공과 관련된 교육봉사 및 
일반봉사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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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홍보팀

⁂ 국제교류팀, 외국인학생지원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홍보기자단 ● ● ● ● ● ● ● ● ● ● ● ● 전학년

졸업후 언론이나 방송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홍보기자단 
활동을 통하여 언론방송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획기사 개발, 취재 
및 기사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학교 홈페이지 뉴스 및 SNS 관리

새빛모리 ● ● ● ● ● ● ● ● ● ● ● ● 1,2학년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글로벌버디 프로그램 ● ● ● ● ● ● ● ● 전학년

● ● ● ● ● ● ● ● 전학년

● ● ● ● ● ● ● ● 전학년

● 전학년

● ● ● ● ● ● ● ● ● 전학년

● 전학년

● ● ● ● ● ● ● ●● ● ● ● 전학년

외국인학생을 위한 학습 및 
생활 멘토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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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생과 어학당 학생 학업 
지원, 수강신청 지원, 외국인학생 
4명당 내국인학생 1명이 배정되어 
매주 만나며 학업 지원

외국인학생의 학슴 및 생활 지원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진행

외국인학생을 위한 
춘계/추계 문화체험 활동

외국인 학생 전체 대상 생활 지원과 
문화체험 행사 기획 및 진행,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학생클럽 학생들과의 
한국 전통/현대문화체험 활동 진행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진행

백마축제기간 중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진행

국제화역량 향상을 
위한 학과지원사업

학과별 외국인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과의 국제화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외국인학생 지도 및 관리 
우수학과 선정 사업

외국인학생 지도 및 관리 우수학과를 
선정하여 학과의 국제화역량 향상, 
하과 적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지도교수 상담

각 학과 외국인유학생들에게 학과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학사, 수업, 학교 및 
생활 관련 전반적인 외국인유학생 
지도교수 상담

명지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중•
고등학생 대상 캠퍼스 투어, 수시•
정시박람회 및 다양한 교•내외 공식 
의전, 모집요강/홈페이지/버스 부착 
광고 등 명지대학교를 알리는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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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 및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안내.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하여 장애학생 
서포터즈와 신입생들의 멘토링 프로 
그램 운영

장애학생 간담회 ● ●
장애학생 
서포터즈 
교직원

장애학생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
전

구성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에 대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명지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체험, 
특강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 ●
전

구성원

‘장애인 복지법’시행에 따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함께가는 우리’라는 목표 
실현

⁂ 창업교육센터 (인문, 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창업동아리 선발 ● ●● ● 전학년

창업동아리로서 창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하며, 활동 공간 및 
창업네트워크 기회, 1 : 1 멘토링,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기회 부여

창업경진대회 ● ● 전학년
창업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지닌 
창업팀 발굴

학생 창업팀을 위한 
멘토링 데이

● ● ● ● 전학년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 
경험을 가진 멘토들의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창업캠프 ● ● ● ● ● ● 전학년

실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써 창업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가자 및 창업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창업특강 ● ● ● ● ● ● 전학년
외부 특강자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의 전 분야에 이해도 증진 

3D 시제품제작 워크숍 ● ● 전학년
사업아이디어의 시제품화를 위한 3D 
프린팅 교육 및 실습 워크샵

⁂ 사회봉사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

● ● ● ● ● ● 전학년
자신의 전공과 연계하여 해외봉사에 
참여. 전공과 관련된 교육봉사 및 
일반봉사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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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협력홍보팀

⁂ 국제교류팀, 외국인학생지원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홍보기자단 ● ● ● ● ● ● ● ● ● ● ● ● 전학년

졸업후 언론이나 방송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홍보기자단 
활동을 통하여 언론방송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획기사 개발, 취재 
및 기사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학교 홈페이지 뉴스 및 SNS 관리

새빛모리 ● ● ● ● ● ● ● ● ● ● ● ● 1,2학년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글로벌버디 프로그램 ● ● ● ● ● ● ● ● 전학년

● ● ● ● ● ● ● ● 전학년

● ● ● ● ● ● ● ● 전학년

● 전학년

● ● ● ● ● ● ● ● ● 전학년

● 전학년

● ● ● ● ● ● ● ●● ● ● ● 전학년

외국인학생을 위한 학습 및 
생활 멘토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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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부생과 어학당 학생 학업 
지원, 수강신청 지원, 외국인학생 
4명당 내국인학생 1명이 배정되어 
매주 만나며 학업 지원

외국인학생의 학슴 및 생활 지원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진행

외국인학생을 위한 
춘계/추계 문화체험 활동

외국인 학생 전체 대상 생활 지원과 
문화체험 행사 기획 및 진행,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학생클럽 학생들과의 
한국 전통/현대문화체험 활동 진행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진행

백마축제기간 중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International Food 
Festival 진행

국제화역량 향상을 
위한 학과지원사업

학과별 외국인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과의 국제화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외국인학생 지도 및 관리 
우수학과 선정 사업

외국인학생 지도 및 관리 우수학과를 
선정하여 학과의 국제화역량 향상, 
하과 적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지도교수 상담

각 학과 외국인유학생들에게 학과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학사, 수업, 학교 및 
생활 관련 전반적인 외국인유학생 
지도교수 상담

명지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중•
고등학생 대상 캠퍼스 투어, 수시•
정시박람회 및 다양한 교•내외 공식 
의전, 모집요강/홈페이지/버스 부착 
광고 등 명지대학교를 알리는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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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보건의료센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질병별 진료현황 ● ● ● ● ● ● ● ● ● ● ● ● 전학년 센터이용자의 질병 상담 및 처치

체성분검사 (인바디) ● ● ● ● ● ● ● ● ● ● ● ● 전학년
체성분 측정 후 운동 및 식단관리 
등상담

금연·절주 캠페인 및 
금연 상담

● 전학년

금연·절주 캠페인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음주가상체험(고글), 
CO측정, 폐 나이 측정. 금연보조제 
(패치, 껌) 무료 제공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 ● ● 전학년
응급상황시 대처 능력 함양, 심폐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유방 건강 강좌 ● 전학년
유방 모형을 사용하여 유방암 
자가검진 및 예방교육을 통해 유방암 
조기 발견 및 예방

건강 검진 ● 전학년
결핵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

17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인문캠퍼스 생활관

⁂ 인문캠퍼스 학술정보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MVP (My Vision Plan) 
프로그램

● ● ● ● 기숙사생
요가강의, 명화그리기, 캘리서각 
강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도서관 이용자 교육 ● ● ● ● 전학년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검색법 도서관 
시설 투어

전자자원 이용자 교육 ● ● ● ● ● ● ● ● ● ● ● ● 전학년
전자자원 이용교육 (전자저널, WEB, 
DB, VOD,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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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캠퍼스 보건의료센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질병별 진료현황 ● ● ● ● ● ● ● ● ● ● ● ● 전학년 센터이용자의 질병 상담 및 처치

체성분검사 (인바디) ● ● ● ● ● ● ● ● ● ● ● ● 전학년
체성분 측정 후 운동 및 식단관리 
등상담

금연·절주 캠페인 및 
금연 상담

● 전학년

금연·절주 캠페인 및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음주가상체험(고글), 
CO측정, 폐 나이 측정. 금연보조제 
(패치, 껌) 무료 제공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 ● ● 전학년
응급상황시 대처 능력 함양, 심폐 
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유방 건강 강좌 ● 전학년
유방 모형을 사용하여 유방암 
자가검진 및 예방교육을 통해 유방암 
조기 발견 및 예방

건강 검진 ● 전학년
결핵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

17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인문캠퍼스 생활관

⁂ 인문캠퍼스 학술정보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MVP (My Vision Plan) 
프로그램

● ● ● ● 기숙사생
요가강의, 명화그리기, 캘리서각 
강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도서관 이용자 교육 ● ● ● ● 전학년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검색법 도서관 
시설 투어

전자자원 이용자 교육 ● ● ● ● ● ● ● ● ● ● ● ● 전학년
전자자원 이용교육 (전자저널, WEB, 
DB, VOD,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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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 (인문/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독서토론대회 ● ● 전학년

교양교육 강화와 책읽기, 토론 문화 
증진을 위해 학생 본인이 직접 
책안에서 논제를 제시하여 토론하는 
대회

닥터토익 ● ● ● ● ● ● ● ● ● ● ● ● 전학년

영어 졸업인증제 준비, 졸업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제공

무료토익 ● ● ● ● 전학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 강화 
및 졸업인증 취득(졸업자격 부여)을 
위하여 진행하는 무료 토익시험

잉글리쉬카페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영어를 
학습하는 곳으로 영미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영어비디오콘테스트 ● ● 전학년
학생들이 직접 영어 비디오 제작 
활동을 함으로써 영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

예비대학프로그램 ● ● 신입생

입학 이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함양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교양교과만족도조사 ● ● 전학년

한학기동안 진행되는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 중간 설문조사를 실시, 
강좌별 강의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강의 개선 유도

방목포럼 ● 교수
지난 1년간의 주요 교양기초교육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모색

기초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 ● ● ● 신입생
<영어><수학><사고와표현>에 대한 
기초 실력 부족 신입생을 집중 
관리하여 단기 실력 향상

17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방목기초교육대학 전공자유학부 (인문)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새내기 배움터 ● 신입생

학부소개/ 교과과정 안내/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생활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줌

전공탐방
프레젠테이션

● ● 신입생

인문캠퍼스 인문대학, 법과대학, 경영 
대학, 사회과학대학 총 22개 학과를 
조별 활동을 통하여 직접 탐방 
실질적인 정보 습득 및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움

전공자유
학부의 날

●
신입생 

및 
재학생

전공자유학부 간담회를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공선택 과정 
및 향후 선택 학과 적응에 도움을 줌

전공심화탐구
프로젝트 공모전

● ● ● ● 신입생

관심 있는 전공과 자신의 특성(적성, 
성격,진로)을 심화탐구하여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 상담 ● ● ● ● 신입생
개별 지도교수 상담을 강화하여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 
전공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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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기초교육대학 교학팀 (인문/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독서토론대회 ● ● 전학년

교양교육 강화와 책읽기, 토론 문화 
증진을 위해 학생 본인이 직접 
책안에서 논제를 제시하여 토론하는 
대회

닥터토익 ● ● ● ● ● ● ● ● ● ● ● ● 전학년

영어 졸업인증제 준비, 졸업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제공

무료토익 ● ● ● ● 전학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 강화 
및 졸업인증 취득(졸업자격 부여)을 
위하여 진행하는 무료 토익시험

잉글리쉬카페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영어를 
학습하는 곳으로 영미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영어비디오콘테스트 ● ● 전학년
학생들이 직접 영어 비디오 제작 
활동을 함으로써 영어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

예비대학프로그램 ● ● 신입생

입학 이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함양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교양교과만족도조사 ● ● 전학년

한학기동안 진행되는 개설강좌에 
대하여 학기 중간 설문조사를 실시, 
강좌별 강의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강의 개선 유도

방목포럼 ● 교수
지난 1년간의 주요 교양기초교육 
활동을 정리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모색

기초학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 ● ● ● 신입생
<영어><수학><사고와표현>에 대한 
기초 실력 부족 신입생을 집중 
관리하여 단기 실력 향상

178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방목기초교육대학 전공자유학부 (인문)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새내기 배움터 ● 신입생

학부소개/ 교과과정 안내/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생활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줌

전공탐방
프레젠테이션

● ● 신입생

인문캠퍼스 인문대학, 법과대학, 경영 
대학, 사회과학대학 총 22개 학과를 
조별 활동을 통하여 직접 탐방 
실질적인 정보 습득 및 전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움

전공자유
학부의 날

●
신입생 

및 
재학생

전공자유학부 간담회를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공선택 과정 
및 향후 선택 학과 적응에 도움을 줌

전공심화탐구
프로젝트 공모전

● ● ● ● 신입생

관심 있는 전공과 자신의 특성(적성, 
성격,진로)을 심화탐구하여 공모전에 
참여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 상담 ● ● ● ● 신입생
개별 지도교수 상담을 강화하여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소하고 
전공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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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기초교육대학 전공자유학부(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 신입생

학부소개/ 교과과정 안내/ 
수강신청안내/ 도서관이용 교육/ 금연 
및 금주관련 교육/대학생활 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줌

전공탐방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 ● 신입생

전공 선택의 대상인 공과대학 11개 
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전공탐방 사항 
등 조별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전공자유학부의 날 
(1학기/2학기)

● ●
신입생 

및 
재학생

전공자유학부 체육대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전공자유학부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공선택 및 
향후 선택한 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전공 탐색 보고서 공모전 ● ● ● ● 신입생

2학기 동안 관심있는 전공 및 자신의 
특성(적성, 성격,진로)을 탐색하여 
전공 탐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 상담 ● ● ● ● 신입생

개별적으로 담당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화하여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전공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소개하여 보다 
면밀한 전공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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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 (인문/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MAP ● ● ● ● ● ● ● ● 신입생

신입생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대학 새내기들과 재학생 
선배 멘토가 어우러져 1학기에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링, 
2학기에는 학업로드맵 작성을 통한 
전공노하우 습득 및 진로탐색을 함

명지 배움품앗이 ● ● ● ● ● ● ● ● 전학년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스스로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공부 하는 학습 형태로 진행

명지 학과 튜터링 ● ● ● ● ● ● ● ● 전학년

전공과목에서 A0학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튜터(선배)가 
튜티(후배)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명지 튜터룸 ● ● ● ● ● ● ● ●
전학년 
(자연)

자연캠퍼스 소속 학생 및 
자연과학분야 복수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화학/미적분 교과별 
성적 A0이상인 튜터가 해당 교과목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튜티에게 
기초학습도움을 제공

명지 C.C.(Campus 
Convergence)

● 전학년
명지 6대 핵심역량과 관련한 더 나은 
명지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명지대학교 토론대회 ● 전학년
시사이슈 및 대학 내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논리적 설득력을 
겨루는 경진대회

학사경고자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우수사례집

●●●●

●●●●

●●

● ● ● ● ● ● ● ●

학사
경고자

학사 
경고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전학년

나만의 學Up 비법 ● ● ● ● ● ● 전학년

우수한 학습 역량을 지닌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전략을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우수한 
학업비법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매 학기, 캠퍼스별 2회 이상 시행 (구체적 특강일정, 

주제는 학기 초 (3월/9월)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전학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 증진, 
학습전략 습득 및 행동 강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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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및 개인별 학과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

1:1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부진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학사경고자의 자기조절 학습역량 강화
전문 컨설턴트의 진단을 통한 학습 관련 
문제의 효과적 해결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수합하여 자료집 
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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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목기초교육대학 전공자유학부(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 신입생

학부소개/ 교과과정 안내/ 
수강신청안내/ 도서관이용 교육/ 금연 
및 금주관련 교육/대학생활 안내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시켜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도움을 줌

전공탐방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 ● 신입생

전공 선택의 대상인 공과대학 11개 
학과에 직접 방문하여 전공탐방 사항 
등 조별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전공자유학부의 날 
(1학기/2학기)

● ●
신입생 

및 
재학생

전공자유학부 체육대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전공자유학부생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공선택 및 
향후 선택한 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전공 탐색 보고서 공모전 ● ● ● ● 신입생

2학기 동안 관심있는 전공 및 자신의 
특성(적성, 성격,진로)을 탐색하여 
전공 탐색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도교수 상담 ● ● ● ● 신입생

개별적으로 담당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화하여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며 전공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소개하여 보다 
면밀한 전공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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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혁신원 교육개발센터 (인문/자연)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MAP ● ● ● ● ● ● ● ● 신입생

신입생 학교적응을 위한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대학 새내기들과 재학생 
선배 멘토가 어우러져 1학기에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링, 
2학기에는 학업로드맵 작성을 통한 
전공노하우 습득 및 진로탐색을 함

명지 배움품앗이 ● ● ● ● ● ● ● ● 전학년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로 구성되어 
스스로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함께 
공부 하는 학습 형태로 진행

명지 학과 튜터링 ● ● ● ● ● ● ● ● 전학년

전공과목에서 A0학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은 튜터(선배)가 
튜티(후배)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명지 튜터룸 ● ● ● ● ● ● ● ●
전학년 
(자연)

자연캠퍼스 소속 학생 및 
자연과학분야 복수전공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화학/미적분 교과별 
성적 A0이상인 튜터가 해당 교과목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튜티에게 
기초학습도움을 제공

명지 C.C.(Campus 
Convergence)

● 전학년
명지 6대 핵심역량과 관련한 더 나은 
명지를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명지대학교 토론대회 ● 전학년
시사이슈 및 대학 내 이슈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논리적 설득력을 
겨루는 경진대회

학사경고자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사경고자 
학습컨설팅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우수사례집

●●●●

●●●●

●●

● ● ● ● ● ● ● ●

학사
경고자

학사 
경고자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전학년

나만의 學Up 비법 ● ● ● ● ● ● 전학년

우수한 학습 역량을 지닌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전략을 
발굴하여 효과적이고 우수한 
학업비법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매 학기, 캠퍼스별 2회 이상 시행 (구체적 특강일정, 

주제는 학기 초 (3월/9월) 교육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전학년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기 증진, 
학습전략 습득 및 행동 강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개최되는 특강 위주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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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 수강 및 개인별 학과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복귀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

1:1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부진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학사경고자의 자기조절 학습역량 강화
전문 컨설턴트의 진단을 통한 학습 관련 
문제의 효과적 해결

교육개발센터 학습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우수 사례를 수합하여 자료집 
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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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 건축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자연과학대학
콜로키움

● ● ● ● ● ● ● ● 전학년
내·외부 학습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 증진

그룹 멘토링 Day ● 전학년
구성원들 간의 결속강화,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학술성과 발표회 ● 전학년
선·후배간 학술적 지식 공유 및 
친목도모

동문과의 간담회 ● 전학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선렸캣 간 단합을 형성하고 
재학생의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취업동아리 ● ● ● ● ● ● ● ● ● ● ● ● 5학년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며, 교내 
선·후배간의 지식 연계 및 
유대강화를 통하여 멘토-멘티 구축을 
지원

취업설명회 ● ● 5학년

5학년 1학기때의 설계사무소 
취업준비라는 주제로 건축대학 
건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취업의욕 
고취

OT지원 ● 1학년

건축대학에서는 학생들 서로간의 친목 
도모가 중요시되며 O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대학 내의 화합을 다지고자함

UAUS 활동지원 ● 전학년

대학생건축과연합회가 진행하는 
전시회에 건축대학 학생회 및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건축과 학생 
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건축으로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

고교생 건축캠프 멘토링 ● 전학년

재학생들의 멘토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건축가로써의 길을 
제시해주며 자발적인 학교홍보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

건축실습용 모형재료 및 
출력비 지원

● ● ● ● ● ● ● ● ● ● ● ● 전학년

건축설계 수업에 필요한 모형재료 및 
출력비를 전체 5개 학년에 지원함으로 
본인 수업재료구입, 출력비에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함

하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 ● ● 전학년

국제화된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교류 대학과의 해외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용과 선택의 폭을 증대 
시키고자 함

18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해외학술탐방연수 장학금 ● ● ● ● 전학년

건축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학금을 
통해 건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적 차원의 해외현지 국제 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함을 목표로 운영됨

건축대학 졸업전시회, 
건축문화축제

● ●
5학년 
전학년

당년도 5학년 학생들의 설계작품을 
전시하여 대내·외적으로 건축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줌. 
또한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졸업생 및 
재학생들간의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함

CAMU MODUS 작품집 
출판

● 전학년

재학생들의 학업결과물 중 우수한 
건축설계작품을 모아 출간 및 
졸업설계반 학생의 작품을 별도 
소책자로 발행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졸업설계 팀리더십 주간 
운영

● 전학년

졸업설계를 위해 저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당년도 5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에 참여하여 협업을 실습하고 
견해를 넓힐 수 있게 도모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 전학년

건축대학 취지에 부합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전공 관련 학생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교내 동아리, 건축대학 
작업실, 기타 건축대학 내 학업과 
관계되는 정기적인 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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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 건축대학 교학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자연과학대학
콜로키움

● ● ● ● ● ● ● ● 전학년
내·외부 학습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 증진

그룹 멘토링 Day ● 전학년
구성원들 간의 결속강화,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학술성과 발표회 ● 전학년
선·후배간 학술적 지식 공유 및 
친목도모

동문과의 간담회 ● 전학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선렸캣 간 단합을 형성하고 
재학생의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취업동아리 ● ● ● ● ● ● ● ● ● ● ● ● 5학년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며, 교내 
선·후배간의 지식 연계 및 
유대강화를 통하여 멘토-멘티 구축을 
지원

취업설명회 ● ● 5학년

5학년 1학기때의 설계사무소 
취업준비라는 주제로 건축대학 
건축학부 소속 학생들에게 취업의욕 
고취

OT지원 ● 1학년

건축대학에서는 학생들 서로간의 친목 
도모가 중요시되며 OT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각종 활동을 통해 
대학 내의 화합을 다지고자함

UAUS 활동지원 ● 전학년

대학생건축과연합회가 진행하는 
전시회에 건축대학 학생회 및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건축과 학생 
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건축으로서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함

고교생 건축캠프 멘토링 ● 전학년

재학생들의 멘토활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건축가로써의 길을 
제시해주며 자발적인 학교홍보를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

건축실습용 모형재료 및 
출력비 지원

● ● ● ● ● ● ● ● ● ● ● ● 전학년

건축설계 수업에 필요한 모형재료 및 
출력비를 전체 5개 학년에 지원함으로 
본인 수업재료구입, 출력비에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함

하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 ● ● 전학년

국제화된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교류 대학과의 해외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용과 선택의 폭을 증대 
시키고자 함

18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해외학술탐방연수 장학금 ● ● ● ● 전학년

건축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학금을 
통해 건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적 차원의 해외현지 국제 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함을 목표로 운영됨

건축대학 졸업전시회, 
건축문화축제

● ●
5학년 
전학년

당년도 5학년 학생들의 설계작품을 
전시하여 대내·외적으로 건축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줌. 
또한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졸업생 및 
재학생들간의 소통을 이끌어 내기 
위함

CAMU MODUS 작품집 
출판

● 전학년

재학생들의 학업결과물 중 우수한 
건축설계작품을 모아 출간 및 
졸업설계반 학생의 작품을 별도 
소책자로 발행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졸업설계 팀리더십 주간 
운영

● 전학년

졸업설계를 위해 저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해당년도 5학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에 참여하여 협업을 실습하고 
견해를 넓힐 수 있게 도모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 ● 전학년

건축대학 취지에 부합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전공 관련 학생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교내 동아리, 건축대학 
작업실, 기타 건축대학 내 학업과 
관계되는 정기적인 단체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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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취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모의면접 ● ● ● ● ● ● ● ● 3,4학년
기업체 면접에 앞서 모의면접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면접 know-
how 제공 및 개별 피드백

동문초청 멘토링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 
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및 
취업준비 방법과 Know-How 전수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학부모 간담회 ● ●
재학생

 학부모

학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 
들의 자유로운 질답시간을 가짐으로서 
학과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 전입생
 

지도학생 간담회 ● ● 전학

전학년

년

매학기 1주차 목요일부터 1주일간 
정기상담일로 정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공학교육 
인증이수를 원활하게하기 위함

취업설명회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모의면접 ● ● ● ● ● ● ● ● 4학년
공채 면접 전형을 대비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모의면접 프로그램 진행  

외부현장학습 ●

● ●

● ●

재학생
학부모

현장학습을 통해 전자분야산업에 대한

학부모 감담회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3,4학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교수님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서 학과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증가

 
실질적인 정보 수집을 통하여 
현장적응능력 향상 및 구직활동 
용이하도록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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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신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과정 및 
공학인증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안내한다.

전입생 OT ● 전입생
전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에 대하여 안내한다.

현장학습 ● 전학년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과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학술제 ● 전학년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설계 및 
학과 활동과 연혁 등을 전시하여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다.

동문초청 멘토링 ● ● 3,4학년

취업에 성공한 우리 대학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취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취업설명회 ● ● ● ● 3,4학년
특강주제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고 
취업 및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취업정보를 제시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생활 
(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 ● ● ● ● ● 3, 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증가

학부모간담회 ● ●
재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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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교수님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시간을 가짐으로서 학과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18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취업설명회 ● ● ● ● ● ● ● ● 3,4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모의면접 ● ● ● ● ● ● ● ● 3,4학년
기업체 면접에 앞서 모의면접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면접 know-
how 제공 및 개별 피드백

동문초청 멘토링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 
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및 
취업준비 방법과 Know-How 전수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학부모 간담회 ● ●
재학생

 학부모

학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 
들의 자유로운 질답시간을 가짐으로서 
학과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 전입생
 

지도학생 간담회 ● ● 전학

전학년

년

매학기 1주차 목요일부터 1주일간 
정기상담일로 정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상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공학교육 
인증이수를 원활하게하기 위함

취업설명회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모의면접 ● ● ● ● ● ● ● ● 4학년
공채 면접 전형을 대비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모의면접 프로그램 진행  

외부현장학습 ●

● ●

● ●

재학생
학부모

현장학습을 통해 전자분야산업에 대한

학부모 감담회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3,4학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교수님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서 학과의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증가

 
실질적인 정보 수집을 통하여 
현장적응능력 향상 및 구직활동 
용이하도록 돕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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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신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과정 및 
공학인증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안내한다.

전입생 OT ● 전입생
전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에 대하여 안내한다.

현장학습 ● 전학년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과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학술제 ● 전학년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설계 및 
학과 활동과 연혁 등을 전시하여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다.

동문초청 멘토링 ● ● 3,4학년

취업에 성공한 우리 대학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취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취업설명회 ● ● ● ● 3,4학년
특강주제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고 
취업 및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취업정보를 제시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생활 
(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 ● ● ● ● ● ● 3, 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증가

학부모간담회 ● ●
재학생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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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신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안내한다.

전입생 OT ● 전입생
전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에 대하여 안내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교수와의 교류를 통하여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 공학인증 이수를 
위한 수강과 학습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한다.

취업설명회 ● ●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준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 4학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현장학습 ● ● ● ● 전학년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과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 ● ● ● 3,4학년
매 학기 두 번씩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취업 분야 및 진로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 지도한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편입생 OT ● 편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전입생 OT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지도

지도학생 간담회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환경에너지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학습 성과 발표회 ● ● 전학년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설계 작품 평가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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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동문초청 세미나 ● ● ● ●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우리 대학 동문들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취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취업준비 방법과 Know-How를 
전수하게하여 재학생들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취업설명회 ● ● ● ● ● ● ● ● 전학년
특강주제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고 
취업 및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박람회 ● ● ● ● ● ● ● ●
4학년 
전학년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Job Festival에 
참여하여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관련 특강과 
면접을 시행. 취업컨설팅과 
취업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취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적응능력 향상 및 구직활동 용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 4학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생활 
(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OT ● 1학년
신입생 환영과 학과 소개를 위한 
행사이며 전반적인 학과 시스템과 
교과과정 등을 안내함

취업설명회 ●● 3,4학년
전공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문을 
초청하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줌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 
생활(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줌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4학년
각각의 조가 한 학기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함

정기학술제 ● ●
1,2,3 
학년

조를 나누어 전공관련 구조물을 
창작하여 전시함으로써 창의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시상함

현장학습 ● 4학년
현장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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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신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과 수강신청에 대하여 
안내한다.

전입생 OT ● 전입생
전입생들에게 학과 소개, 교과 과정 및 
공학인증에 대하여 안내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교수와의 교류를 통하여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 공학인증 이수를 
위한 수강과 학습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한다.

취업설명회 ● ●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준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 4학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현장학습 ● ● ● ● 전학년

현장 엔지니어의 설명과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현장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진로상담 프로그램 ● ● ● ● 3,4학년
매 학기 두 번씩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취업 분야 및 진로 선택의 
기준에 대하여 지도한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편입생 OT ● 편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전입생 OT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지도

지도학생 간담회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환경에너지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학습 성과 발표회 ● ● 전학년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설계 작품 평가 및 전시

186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 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동문초청 세미나 ● ● ● ●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우리 대학 동문들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취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취업준비 방법과 Know-How를 
전수하게하여 재학생들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취업설명회 ● ● ● ● ● ● ● ● 전학년
특강주제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고 
취업 및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박람회 ● ● ● ● ● ● ● ●
4학년 
전학년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Job Festival에 
참여하여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관련 특강과 
면접을 시행. 취업컨설팅과 
취업특강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취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적응능력 향상 및 구직활동 용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 4학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을 
고취한다.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생활 
(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OT ● 1학년
신입생 환영과 학과 소개를 위한 
행사이며 전반적인 학과 시스템과 
교과과정 등을 안내함

취업설명회 ●● 3,4학년
전공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문을 
초청하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줌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전학년

지도학생과 교수님들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 
생활(성적, 취업, 진로 등)에 도움을 
줌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4학년
각각의 조가 한 학기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함

정기학술제 ● ●
1,2,3 
학년

조를 나누어 전공관련 구조물을 
창작하여 전시함으로써 창의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시상함

현장학습 ● 4학년
현장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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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교통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동문초청 멘토링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취업 준비 방법 및 

Know-How 전수

학습성과 발표회 ● 전학년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평가 및 전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지도학생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교수와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과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 빠진 부분 없이 
전공 및 교양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취업설명회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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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 ICT 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 수강신청 안내

그룹 멘토링 Day ● ● 전학년
학과소개 / 공학인증안내 / 취업 관련 
회사 현장 견학

지도학생 간담회 ● ● ●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산업경영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동문초청 및 취업관련 직무

세미나 ● ● ● ●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취업 준비 방법 및 Know-How 
전수 / 직무에 대한 설명

현장학습 ●

●

3,4학년 학과 졸업 후 취업 가능한 회사를 견학

커리어레퍼런스북 제작
및 취업 멘토링

● 전학년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지도학생간담회 ● ● 전학년

지도교수와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과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 빠진 부분 없이 
전공 및 교양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취업설명회 ● ● 3,4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89

각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레퍼런스북을업데이트 배포하고, 
상하반기각 1회씩 해당 졸업생을 초청 하여 
1:1 혹은 1: 다 취업진로 멘토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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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교통공학과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안내 / 수강신청 안내

전입생 OT ● 전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지도학생 간담회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교통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동문초청 멘토링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취업 준비 방법 및 

Know-How 전수

학습성과 발표회 ● 전학년
한 학기동안 이루어진 학습의 

평가 및 전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지도학생간담회 ● ● ● ● ● ● ● ● 전학년

지도교수와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과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 빠진 부분 없이 
전공 및 교양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취업설명회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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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 ICT 융합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 ● 신입생
학과소개 / 교과과정 안내 / 공학인증 
안내 / 수강신청 안내

그룹 멘토링 Day ● ● 전학년
학과소개 / 공학인증안내 / 취업 관련 
회사 현장 견학

지도학생 간담회 ● ● ● ● 전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 공학인증 
필요성과 절차 안내 / 산업경영공학과

자격증, 직종 소개 
취업설명회

● ● 전학년
동문을 초청하여 취업관련 강의 진행 / 
재학생 취업활동 격려 및 사회진출 
지원 동문초청 및 취업관련 직무

세미나 ● ● ● ● ● ● ● ● 전학년

취업에 성공한 동문을 초청하여 
재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취업 준비 방법 및 Know-How 
전수 / 직무에 대한 설명

현장학습 ●

●

3,4학년 학과 졸업 후 취업 가능한 회사를 견학

커리어레퍼런스북 제작
및 취업 멘토링

● 전학년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지도학생간담회 ● ● 전학년

지도교수와 교류를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과 
커리큘럼 소개를 통해 빠진 부분 없이 
전공 및 교양을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 ● ● ● 3,4학년
발표회 준비과정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 및 해당 전공 및 작품에 대한 
자부심 및 자긍심 고취

취업설명회 ● ● 3,4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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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레퍼런스북을업데이트 배포하고, 
상하반기각 1회씩 해당 졸업생을 초청 하여 
1:1 혹은 1: 다 취업진로 멘토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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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대학W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취업설명회 (공통) ● ● ● ● ●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취업동아리 (공통) ● ● ● ● ● ● ● ● ● ● ● ● 전학년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며, 교내 
선·후배간의 지식 연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멘토-멘티 구축을 지원

학부모간담회 (공통) ● ● ● ● ● ● ● ● 학부모

학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학의 
교육방향 및 향후 학부의 발전계획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질답시간을 
가짐으로서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OT지원 (공통) ● 1학년
신입생과 재학생들 서로간의 친목도모 
및 대학생활 안내를 위하여 OT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생 공모전지원 
(디자인학부)

● ● ● ● 전학년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실제수업을 
바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모전 지원하는 지원비를 
지원함

졸업전시회/패션쇼 
(디자인학부)

● ● 4학년
4년간 학습 결과물인 졸업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 패션디자인전공에서는 
패션쇼 진행

과제전시회 (디자인학부) ● ● 전학년
매학기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로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크리틱을 
진행하여 학습 효과 향상

현장학습 (디자인학부) ● 3,4학년 학과 졸업 후 취업 가능한 회사를 견학

산악훈련 (스포츠학부) ● 전학년

스포츠학부에서는 매년 봄 전학년이 
산악훈련에 참여하여 전공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선후배간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함

동계스포츠 (스포츠학부) ● 전학년

스포츠학부에서는 매년 겨울 전학년이 
동계스포츠에 참여하여 스키와 보드를 
배우며 전공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선후배간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함

춘계음악회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학기 마다 진행함

추계음악회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마다 진행함

정기연주회 (예술학부) ● 전학년
작곡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마다 
진행함

관현악의 밤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 작곡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협연의 기회를 제공함

19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작곡 특강 (예술학부) ● ● ● ● ● ● 전학년

작곡전공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기개발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함

졸업연주회 (예술학부) ● ● ● ● 4학년

피아노, 성악, 작곡전공 학생들의 
4년간의 학습성과 결과물 발표를 
통하여 교과목 학습효과 확인 및 
개인별 학습능력 진단 기회를 제공함

전공역량강화 
특강(영화전공)

● ● ● ● ● ● ● 전학년

영화전공에서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각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여 적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기름

3학년제작실습 
(뮤지컬공연전공)

● ● 3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3학년 학습성과 
발표회를 매학기말마다 진행하여 
한학기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2학년 단막극 
(뮤지컬공연전공)

● ● 2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2학년 학습성과 
발표회를 매학기 말마다 진행하여 
한학기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하계워크샵 
(뮤지컬공연전공)

● ● 전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하계워크샵으로 
방학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동계워크샵 
(뮤지컬공연전공)

● ● ● 전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동계워크샵으로 
방학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졸업공연 (뮤지컬공연전공) ● ● 4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졸업공연 발표회로 
1년동안 준비한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춘계학술세미나 (바둑학과) ● 전학년

교내에서의 일상적이고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의 수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단합심과 수업 능률 향상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91192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 예술체육대학W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취업설명회 (공통) ● ● ● ● ● ● ● 전학년
전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동문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준비에 도움

취업동아리 (공통) ● ● ● ● ● ● ● ● ● ● ● ● 전학년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며, 교내 
선·후배간의 지식 연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멘토-멘티 구축을 지원

학부모간담회 (공통) ● ● ● ● ● ● ● ● 학부모

학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확인할 수 있고, 대학의 
교육방향 및 향후 학부의 발전계획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질답시간을 
가짐으로서 다양한 발전을 모색함

OT지원 (공통) ● 1학년
신입생과 재학생들 서로간의 친목도모 
및 대학생활 안내를 위하여 OT를 
지속적으로 추진

학생 공모전지원 
(디자인학부)

● ● ● ● 전학년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실제수업을 
바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모전 지원하는 지원비를 
지원함

졸업전시회/패션쇼 
(디자인학부)

● ● 4학년
4년간 학습 결과물인 졸업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 패션디자인전공에서는 
패션쇼 진행

과제전시회 (디자인학부) ● ● 전학년
매학기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로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크리틱을 
진행하여 학습 효과 향상

현장학습 (디자인학부) ● 3,4학년 학과 졸업 후 취업 가능한 회사를 견학

산악훈련 (스포츠학부) ● 전학년

스포츠학부에서는 매년 봄 전학년이 
산악훈련에 참여하여 전공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선후배간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함

동계스포츠 (스포츠학부) ● 전학년

스포츠학부에서는 매년 겨울 전학년이 
동계스포츠에 참여하여 스키와 보드를 
배우며 전공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며 
선후배간의 어울림의 장을 마련함

춘계음악회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학기 마다 진행함

추계음악회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마다 진행함

정기연주회 (예술학부) ● 전학년
작곡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마다 
진행함

관현악의 밤 (예술학부) ● ● 전학년

피아노, 성악, 작곡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무대경험과 연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협연의 기회를 제공함

190  명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대학생활성공가이드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작곡 특강 (예술학부) ● ● ● ● ● ● 전학년

작곡전공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기개발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함

졸업연주회 (예술학부) ● ● ● ● 4학년

피아노, 성악, 작곡전공 학생들의 
4년간의 학습성과 결과물 발표를 
통하여 교과목 학습효과 확인 및 
개인별 학습능력 진단 기회를 제공함

전공역량강화 
특강(영화전공)

● ● ● ● ● ● ● 전학년

영화전공에서는 전공역량 강화를 위해 
각 전문분야의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여 적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기름

3학년제작실습 
(뮤지컬공연전공)

● ● 3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3학년 학습성과 
발표회를 매학기말마다 진행하여 
한학기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2학년 단막극 
(뮤지컬공연전공)

● ● 2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2학년 학습성과 
발표회를 매학기 말마다 진행하여 
한학기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하계워크샵 
(뮤지컬공연전공)

● ● 전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하계워크샵으로 
방학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동계워크샵 
(뮤지컬공연전공)

● ● ● 전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동계워크샵으로 
방학동안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졸업공연 (뮤지컬공연전공) ● ● 4학년
뮤지컬공연전공의 졸업공연 발표회로 
1년동안 준비한 학습성과 공연을 
발표함

춘계학술세미나 (바둑학과) ● 전학년

교내에서의 일상적이고 획일적인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자율적인 
분위기의 수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단합심과 수업 능률 향상

  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91대학생활 100배 즐기기   193 



⁂ 자연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연계 유럽
문화탐방 ●● ●●

●

●

●

● ● ● ● ● ● ● ●

전학년
교양 및 전공연계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체험하는 
현장 학습

백마축제 전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 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백마체전 전학년

체력단련 및 대학문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소속학과의 단합됨을 
표현하고 명지인의 하나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체육 행사

벚꽃축제 전학년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사회봉사단체
그린나래

전학년

저탄소 성장 캠페인,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및 
운동, 캠페인 활동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IPP형 
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 ● ● ● ● ● ● ● ● ● ● 3,4학년

4~6개월(최대 2회/10개월 가능)동안 
기업에서 NCS기반의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육성하며, 
현장실습비 및 장학금 지급으로 
학비충당 가능

취업 직무교육 특강 ● ● ● ● ● ● ● ● 전학년
기업/산업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전략적 취업 준비

찾아가는 1:1 진로 취업 
컨설팅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 
장소에서 취업컨설팅 진행

리더스 플러스 멘토링 ● ● ● ● ● ● ● ● 3,4학년

외부 취업전문강사가 학생의 취업 희망 
직무를 분석하여 동아리를 구성 후 
한학기 동안 집중적인 취업지도 및 
멘토링 실시

취업성공프로젝트 
(특별공채대비반) 운영

● ● ● ● ● ● ● 3,4학년

하계 및 동계 방학중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준비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 등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공채 준비반 운영

취업스터디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 구성으로 스터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등)

One Day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3,4학년
하루동안 강의 및 첨삭지도를 통해 자기 
소개서를 완성해 보는 프로그램

One Day 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

● ● ● ● ● ● 3,4학년
하루동안 집중적인 
모의면접(인성,직무, PT, 토론)을 통해 
면접역량 강화

입사지원서류 1:1 클리닉 ● ● ● ● ● ● ● ● 4학년
유명 취업강사와 1:1로 맞춤형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1:1 모의면접 클리닉 ● ● ● ● ● ● 4학년
면접 유형별로 유명 취업강사와 1:1 
모의면접 진행

온라인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 ● ● ● 전학년
시간, 장소 제한없이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소개서 
차별화 마법사 프로그램 운영 

30대 기업 및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대학청년 고용센터)
● ● ● ●

30개 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IPP장기현장실습 
학생모집

● ● ● ● ● ● ● ●
5학기이상
IPP신청자

IPP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IPP일학습병행
학생모집

● ● ● ● ● ● ●
4학년1학기 
진입 학생

IPP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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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학생복지봉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전공연계 유럽
문화탐방 ●● ●●

●

●

●

● ● ● ● ● ● ● ●

전학년
교양 및 전공연계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해외 현지에서 체험하는 
현장 학습

백마축제 전학년
학생과 교직원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 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백마체전 전학년

체력단련 및 대학문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소속학과의 단합됨을 
표현하고 명지인의 하나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체육 행사

벚꽃축제 전학년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명지인의 하나됨과 학교 사랑을 
위한 행사

사회봉사단체
그린나래

전학년

저탄소 성장 캠페인,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활동 및 
운동, 캠페인 활동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IPP형 
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 ● ● ● ● ● ● ● ● ● ● 3,4학년

4~6개월(최대 2회/10개월 가능)동안 
기업에서 NCS기반의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육성하며, 
현장실습비 및 장학금 지급으로 
학비충당 가능

취업 직무교육 특강 ● ● ● ● ● ● ● ● 전학년
기업/산업분석 및 직무분석을 통한 
전략적 취업 준비

찾아가는 1:1 진로 취업 
컨설팅

● ● ● ● ● ● ● ● ● ● ● ● 전학년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캠퍼스 
장소에서 취업컨설팅 진행

리더스 플러스 멘토링 ● ● ● ● ● ● ● ● 3,4학년

외부 취업전문강사가 학생의 취업 희망 
직무를 분석하여 동아리를 구성 후 
한학기 동안 집중적인 취업지도 및 
멘토링 실시

취업성공프로젝트 
(특별공채대비반) 운영

● ● ● ● ● ● ● 3,4학년

하계 및 동계 방학중 공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준비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법, 실전 면접 등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공채 준비반 운영

취업스터디 ● ● ● ● ● ● ● ● ● ● ● ● 3,4학년
직무별 팀 구성으로 스터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 (자기분석, 기업분석, 
면접실습 및 피드백 등)

One Day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3,4학년
하루동안 강의 및 첨삭지도를 통해 자기 
소개서를 완성해 보는 프로그램

One Day 면접역량 강화 
프로그램

● ● ● ● ● ● 3,4학년
하루동안 집중적인 
모의면접(인성,직무, PT, 토론)을 통해 
면접역량 강화

입사지원서류 1:1 클리닉 ● ● ● ● ● ● ● ● 4학년
유명 취업강사와 1:1로 맞춤형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1:1 모의면접 클리닉 ● ● ● ● ● ● 4학년
면접 유형별로 유명 취업강사와 1:1 
모의면접 진행

온라인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

● ● ● ● ● ● ● ● ● ● ● ● 전학년
시간, 장소 제한없이 자기소개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소개서 
차별화 마법사 프로그램 운영 

30대 기업 및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대학청년 고용센터)
● ● ● ●

30개 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10개 
히든기업 자기소개서 완성 프로젝트 : 
4주간 1:1 자기소개서 컨설팅

IPP장기현장실습 
학생모집

● ● ● ● ● ● ● ●
5학기이상
IPP신청자

IPP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IPP일학습병행
학생모집

● ● ● ● ● ● ●
4학년1학기 
진입 학생

IPP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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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 자연캠퍼스 생활관 관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장애학생)

신입생의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안내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안내

간담회 ● ● ● 장애학생
센터 구성원 학내 생활시 애로사항 
공유 및 건의사항 공유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

봉사대축제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다양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

장애인식개선 특강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교직원

「장애인복지법」시행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 ●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English Floor ● ● ● ● ● ● ● ● 전학년

외국인 교수님과 영어회화 수업 진행 
및 회화 지식 공유를 위해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층을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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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보건의료센터

⁂ 자연캠퍼스 학술정보봉사팀

⁂ 박물관 학예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자격이수 증 취득과정

● ● 전학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신입생 건강증진 특강 ● 1학년 금연, 절주, 성교육 특강

감염병(결핵)예방 캠페인 ● ● ● ● ● ● ● ● ● ● ● ● 전학년
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결핵예방 
캠페인

무료금연클리닉 ● ● ● ● ● ● ● ● ● ● ● ● 전학년
관내보건소 지원으로 금연보조제 및 
상담

질병별 개인 건강상담 ● ● ● ● ● ● ● ● ● ● ● ● 전학년
응급처치, 내외복약 투약, 안정실 및 
물리치료 등 Total care

체성분분석검사 ● ● ● ● ● ● ● ● ● ● ● ● 전학년
식단 및 운동 상담으로 체지방률과 
골격 근량 유지 방법 상담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도서관
이용자 교육

● 1학년
도서관이용안내, 홈페이지 검색법, 
도서관 시설투어

전자저널 및 WEB DB 
이용자교육

● ● ● ● ● ● ● ● ● ● ● ● 전학년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법, 전자자료 
이용 안내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명지문화유산 답사 ● ● ● ● 전학년

국내외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함. 
또한 캠퍼스가 분리된 명지가족의 
상호 교류 활성화에 도움

단오부채만들기 ● 전학년

세시풍속체험행사 중 하나로 단오를 
맞아 부채를 만들어 나누면서 단오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동지달력나누기 ● 전학년

세시풍속체험행사 중 하나로 동지를 
맞아 달력을 나누며 24절기와 동지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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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 자연캠퍼스 생활관 관리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장애학생)

신입생의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 
안내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역할 안내

간담회 ● ● ● 장애학생
센터 구성원 학내 생활시 애로사항 
공유 및 건의사항 공유

장애인의 날 행사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비장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행사

봉사대축제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다양한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

장애인식개선 특강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교직원

「장애인복지법」시행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장애인 시설 봉사 활동 ● ●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English Floor ● ● ● ● ● ● ● ● 전학년

외국인 교수님과 영어회화 수업 진행 
및 회화 지식 공유를 위해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층을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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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캠퍼스 보건의료센터

⁂ 자연캠퍼스 학술정보봉사팀

⁂ 박물관 학예팀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자격이수 증 취득과정

● ● 전학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신입생 건강증진 특강 ● 1학년 금연, 절주, 성교육 특강

감염병(결핵)예방 캠페인 ● ● ● ● ● ● ● ● ● ● ● ● 전학년
흉부 엑스레이 촬영 및 결핵예방 
캠페인

무료금연클리닉 ● ● ● ● ● ● ● ● ● ● ● ● 전학년
관내보건소 지원으로 금연보조제 및 
상담

질병별 개인 건강상담 ● ● ● ● ● ● ● ● ● ● ● ● 전학년
응급처치, 내외복약 투약, 안정실 및 
물리치료 등 Total care

체성분분석검사 ● ● ● ● ● ● ● ● ● ● ● ● 전학년
식단 및 운동 상담으로 체지방률과 
골격 근량 유지 방법 상담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입생 도서관
이용자 교육

● 1학년
도서관이용안내, 홈페이지 검색법, 
도서관 시설투어

전자저널 및 WEB DB 
이용자교육

● ● ● ● ● ● ● ● ● ● ● ● 전학년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법, 전자자료 
이용 안내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참여 

대상
내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명지문화유산 답사 ● ● ● ● 전학년

국내외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함. 
또한 캠퍼스가 분리된 명지가족의 
상호 교류 활성화에 도움

단오부채만들기 ● 전학년

세시풍속체험행사 중 하나로 단오를 
맞아 부채를 만들어 나누면서 단오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동지달력나누기 ● 전학년

세시풍속체험행사 중 하나로 동지를 
맞아 달력을 나누며 24절기와 동지의 
의미, 관련 풍습에 대해 알아봄.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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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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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일정

출석체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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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

교수님
성   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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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일정

출석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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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

교수님
성   함 E-mail

연구실 연락처

강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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