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학의 비전과 목표

1.1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중장기 발전계획)

□ 비전 및 목표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VISION 2022 비전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을지대학교 VISION 2022 : 차세대 HT(Health Technology)를 선도하는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

□ 목표 : 국내 10대 명문사학으로 진입

□ 8대 경영전략 분야 : 교육부문, 연구부문, 대외협력 및 홍보부문, 입학부문, 취업부문, 정

보화 및 시설·복지부문, 행정·재정 부문, 의정부캠퍼스 조성 부문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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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목표

2.1 건학이념

□ 인간사랑, 생명존중

2.2 교육이념

□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보건의료인을양성하는데있다.

2.3 교훈

□ 연구하고 봉사하는 보건·의료인

2.4 교육목표

□ 성숙한 사회인 양성

□ 능력있고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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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재상

□ 인성·전문성·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HUMAN 인재

◯ HUMAN 인재의 핵심역량

H : Humanity -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U : Universality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M : Multidisciplinary – 창의,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

A : Altruism – 봉사, 헌신하는 인재

N : Network – 소통, 협업역량 발휘 인재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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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50년사)

서울보건전문대학 시절 충무로 캠퍼스 전경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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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전문대학 시절 졸업식 행사모습

서울보건전문대학 시절 입학식 캠퍼스 전경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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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범석관 건물 전경

(구) 체육관 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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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대학 시절 동문체육대회 모습

서울보건대학 시절 오리엔테이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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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대학 시절 동아리 공연 모습

을지대학교 (구) 캠퍼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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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현재 모습(겨울)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현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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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범석관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일현의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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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입학식

을지대학교 체육대회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1 -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감도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본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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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일정

가. 대전/성남캠퍼스
월 일 대전/성남캠퍼스

2
24(수) 2016학년도 입학식

29(월) 2016학년도 1학기 개강

3

2.29(월)~3.4(금)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25(금) 수업일수 1/4선

29(화) 학기개시일 30일선

4
21(목) 수업일수 2/4선

28(목) 학기개시일 60일선

5

12(목)~13(금) 종합체육대회

17(화) 수업일수 3/4선

28(토) 학기개시일 90일선

6

7(화)~10(금)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13(월)~17(금) 2016학년도 1학기 보강기간

22(수) 성적입력 마감

6.27(월)~29(수) 성적열람 및 정정

6.28(화)~30(목) 계절학기 신청기간

7

4(월)~15(금) 계절학기 수업기간

13(수) 성적사정회의

18(월)~28(목) 2016학년도 2학기 1차 휴·복학 신청기간

25(월)~28(목)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8

19(금) 하계 대학발전세미나

22(월)~26(금) 2016학년도 2학기 2차 휴·복학 신청기간

22(월)~26(금)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23(화)~25(목)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조정 기간

29(월) 2016학년도 2학기 개강

9
8.29(월)~9.2(금) 2016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강정정 기간

12(월)-21(수) 수시 원서접수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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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대전/성남캠퍼스

14(수)~16(금) 추석명절연휴

23(금) 수업일수 1/4선

27(화) 학기개시일 30일선

10

6(목)~7(금) 을지축전

20(목) 수업일수 2/4선

22(토) 개교기념일

27(목) 학기개시일 60일선

11
15(화) 수업일수 3/4선

26(토) 학기개시일 90일선

12

5(월)~9(금) 201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월)~16(금) 2016학년도 2학기 보강기간

21(수) 성적입력 마감

26(월)~28(수) 성적열람 및 정정

2017.
1

12.31(토)~1.4(수
)

정시 원서접수기간

2(월) 시무식

2(월)~4(수) 계절학기 신청기간

11(수) 진급 및 성적사정회의

9(월)~20(금) 계절학기 수업기간

16(월)~31(화) 2017학년도 1학기 1차 휴·복학 신청기간

23(월)~26(목)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27(금)~30(월) 설명절연휴(30일은 대체휴일)

2

2(목)~3(금) 동계 대학발전세미나

15(수) 학위수여식(대전)

16(목) 학위수여식(성남)

20(월)~24(금) 2017학년도 1학기 2차 휴·복학 신청기간

20(월)~24(금)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1(화)~23(목) 201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수강신청 및 재학생 수강조정 기간

22(수) 2017학년도 입학식

27(월) 2017학년도 1학기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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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원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 자 내 용

3월 28 29 1 2 3 4 5 1 2

2~4

25

26

26-31

29

2016학년도 1학기 개강

전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수업일수 1/4선

전기 외국어실험 실시

전기 종합시험 실시

학기개시일 30일선

6 7 8 9 1 11 12 2

13 14 15 16 17 18 19 3

20 21 22 23 24 25 26 4

27 28 29 30 31 1 2 5

4월 3 4 5 6 7 8 9 6 4-8

11-15

13

21

28

29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신청 및 심사등록

전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발표

수업일수 2/4선

학기개시일 60일선

학위논문심사본 제출

10 11 12 13 14 15 16 7

17 18 19 20 21 22 23 8

24 25 26 27 28 29 30 9

5월 1 2 3 4 5 6 7 10

5/2-6/17

4-26

17

28

학위논문심사기간

학위논문공개발표회

수업일수 3/4선

학기개시일 90일선

8 9 10 11 12 13 14 11

15 16 17 18 19 20 21 12

22 23 24 25 26 27 28 13

29 30 31 1 2 3 4 14

6월 5 6 7 8 9 10 11 15

7~10

13~17

24

제1학기 기말평가(수업병행)

제1학기 보강기간

학위논문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서 제출마감

12 13 14 15 16 17 18 (16)

19 20 21 22 23 24 25 26

26 27 28 29 30 1 2

7월 3 4 5 6 7 8 9
1

8

11-13

학위논문온라인제출마감

성적평가표 입력마감

학위논문 최종인쇄본 제출마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월 31 1 2 3 4 5 6 8~12

16

18-22

22-26

28

제2학기 휴복학신청기간

제2학기 등록고지서 출력

제2학기 수강신청기간

제2학기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기간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5 -



※ 상기 일정은 대학 및 학과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대학원

구

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 자 내 용

9월 28 29 30 31 1 2 3 1
8/29

8/31~2

23

27

10/1

10/4~7

제2학기 개강

후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원서접수기간

수업일수 1/4선

학기개시일 30일선

후기 외국어시험 실시

후기 종합시험 실시

4 5 6 7 8 9 10 2

11 12 13 14 15 16 17 3

18 19 20 21 22 23 24 4

25 26 27 28 29 30 1 5

10

월
2 3 4 5 6 7 8 6

4~7

10~14

12

20

22

27

28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신청 및 심사등록

후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자발표

수업일수 2/4선

개교기념일

학기개시일 60일전

학위논문심사본제출

9 10 11 12 13 14 15 7

16 17 18 19 20 21 22 8

23 24 25 26 27 28 29 9

11

월
30 31 1 2 3 4 5 10

10/31~12/16

16~12/2

15

26

학위논문심사기간

학위논문공개발표회

수업일수 3/4선

학기개시일 90일선

6 7 8 9 10 11 12 11

13 14 15 16 17 18 19 12

20 21 22 23 24 25 26 13

27 28 29 30 1 2 3 14
12

월
4 5 6 7 8 9 10 15

5~9

12~16

30

제2학기 기말평가(수업병행)

제2학기 보강기간

학위논문결과보고서 및 심사요지서 제출마감

11 12 13 14 15 16 17 (16)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

7
1 2 3 4 5 6 7

2

6

9~11

성적평가표 입력마감

학위논문온라인제출마감

학위논문 최종인쇄본 제출마감

8 9 10 11 12 13 14
1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월 29 30 31 1 2 3 4
1/31~10

16

13~17

20~24

27

2016학년도 제1학기 복학 및 휴학신청기간

학위수여식(대전)

수강신청 기간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17학년도 1학기 개강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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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을지재단 소개

반세기 역사, 국내 굴지의 교육, 의료재단 “ 을지재단 ”

「인간사랑,생명존중」을 이념으로 반세기 가까이 의학발전과 후학양성의 외길을 걸어온 을지재단은

설립자인 박영하 박사가 1956년 서울 을지로에 산부인과를 개설한 것이 시초입니다.

을지재단은 현재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성남캠퍼스)와 대전에 위치한 천여병상 규모의

대전을지대학병원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서울 강남에 특성화전문병원인 강남

을지병원으로 구성된 을지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교육, 의료재단입니다.

이밖에도 의학인재양성과 의료연구발전을 위해 설립된 범석학술장학재단, 교육연수기관인

을지인력개발원, 의학연구기관인 을지생명과학연구소 등을 설립, 진료와 의학교육, 연구활동

이 조화를 이뤄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의정부 캠퍼스 설립추진으로 제3의 도약 “ 을지대학교 ”

“취업률 전국 1위, 간호사 15년 연속 100% 합격!!”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이 2006년 12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폐합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4년제 을지대학교로 출범하여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

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의정부캠퍼스 개교와 2019년 대학부속병원 개

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대한민국 보건․의료 교육의 성공모델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캠퍼스 리뉴얼을 통한 첨단 교육환경 구축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는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및 대학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완벽한 임상실습 환경을 구축,

해마다 국가고시와 취업률 100% 기록을 달성

하며 1천여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는 학습 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환경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

모의 디지털도서관(범석관), 지천관(체육관)을

완공하고, 지속적인 캠퍼스 리뉴얼을 통해 첨

단 교육환경을 구축, 보건·의료인재를 양성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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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병원 -한반도의 중심, 세계 의료문화의 중심

을지병원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요람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으로 제3의 도약

강남을지병원 -중독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지대학교병원은 1981년 대한민국의 중심 대

전에 문을 연 중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PET-CT, 사이클로트론, VMAT, 감마나이프

등 최첨단 의료장비 구축은 물론 중부권 최초

로 로봇수술을 도입하는 등 중부권 선진의료

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병원은 1956년 설립된 박영하 산부인과에서

출발해 반세기 이상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을지의료원의 모(母)병원으로,

각종 첨단시설과 우수한 의료진,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토대로 고객을 위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을지병원은 인터넷게임, 도박, 알코올,

약물 등 다양한 중독을 치료하는 중독센터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센터와 연계한 특화된 치료법과 재활복지

솔루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하는

토탈 힐링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독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재단이 경기도 의정부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합니다.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는 2018

년 신입생을 맞이하며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은

2019년 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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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석학술장학재단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실천 선도

을지인력개발원 -천혜의 자연이 함께하는 인재양성의 요람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 -인간의 생명과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의 설립자이자

평생을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해 온 故범석 박영하 박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학술논문 공모

사업 연구비와 우수 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며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을지인력개발원은 설악산을 뒤로하고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을지재단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도약,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가능한

연수원입니다.

질병에 대한 꾸준한 연구 활동과 신기술 개발,

생명공학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난소동결 및

이식, 자궁근종, 발현기전 연구, 줄기세포,

유전학 등 인간의 생명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첨단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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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 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56. 11. 1. 박영하 산부인과 병원 개설
1958. 6. 15. 영양대학 설립을 목적으로 기성회 결성

1966. 6. 15. 학교법인 구림학원 설립(설립자 장순준)
1967. 3. 21. 서울보건학교(초급대학과정)설립(교장이순애박사취임)

-영양과, 식품가공과주․야간
-대학직제(교무과,학생과,서무과,학보사)신설

1967. 4. 12. 서울보건학교 개교식 및 제1회 입학식(신입생 정원 2개학과 160명)
1968. 2. 20. 서울보건학교증과인가

-임상병리과(주간40명, 야간40명)신설
1969. 2. 22. 서울보건학교 제1회 졸업식

1970. 2. 7. 서울보건학교를 <서울보건전문학교>로 개편
1971. 2. 7. 서울보건전문학교증과인가

-위생과(주간80명,야간80명)신설
1971. 3. 1. 서울보건전문학교학생정원증원

-영양과(80명),식품가공과(80명),임상병리과(80명)
1972. 3. 1. 서울보건전문학교 내 식품과학연구소 설립
1973. 1. 1. 서울보건전문학교 부속기관(도서관)신설
1979. 1. 1. 서울보건전문학교를<서울보건전문대학>으로개편

-학과명칭변경(영양과→식품영양과)

1980. 9. 13.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환경관리과(주간40명,야간40명)
-의무행정과(주간40명)신설

1981. 6. 25. 서울보건전문대학 제2대 학장 김성기 박사 취임
1981. 10. 16.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조정

-위생과(40명)
1983. 2. 7. 학교법인을지학원설립(설립자박영하박사초대이사장취임)

구림학원인수(신입생정원6개학과760명)
1984. 7. 21. 서울보건전문대학제3대학장구성회교수취임
1987. 10. 19.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의무행정과(야간40명)
1988. 11. 8.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전통조리과(야간80명)신설
-안경광학과(야간40명)신설

1989. 10. 31.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간호과(주간40명,야간80명)신설
-산업안전과(주간40명)신설
-전산정보처리과(주간40명,야간80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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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환경관리과(야간40명)
-안경광학과(주간40명,야간40명)

1990. 1. 1. 서울보건전문대학이전
(서울충무로→경기도성남시수정구양지동)

1990. 8. 13. 서울보건전문대학수업연한연장승인(2년제→3년제)
-임상병리학과

1990. 10. 23.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생활과학과(야간40명)신설
-시각디자인과(야간4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산업안전과(야간80명)

1991. 4. 2. 서울보건전문대학 간호과 제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겸 가관식
1991. 11. 19.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사무자동화과(야간12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전산정보처리과(야간40명)
-산업안전과(야간40명)
-생활과학과(야간40명)

1991. 12. 24. 서울보건전문대학 부속기관(전자계산소)신설
1992. 10. 6.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의공학과(야간12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전통조리과(야간40명)
-시각디자인과(야간40명)

1993. 4. 14. 학교법인 을지학원 제2대 이사장에 박준영 박사 취임
1993. 9. 16.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관광영어통역과(주간40명, 야간120명)신설
1994. 4. 1. 서울보건전문대학 내 병원경영연구소 설립
1994. 7. 21. 서울보건전문대학 제4대 학장 김병수 박사 취임
1994. 9. 3.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응급구조과(주간80명)신설
1994. 12. 10. 일본교린(杏林)대학(KyorinUniversity)과 자매결연 및 교환학생/

편입학제도운영
1995. 10. 12.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방사선과(주간40명,야간20명)신설
-치위생과(주간40명,야간2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과명칭변경
-위생과→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환경공업과
-생활과학과→유통과학과

1995. 11. 30. 서울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 치위생과 신설
1996. 3. 1. 서울보건전문대학학과명칭변경

-위생과→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환경공업과
-생활과학과→유통과학과

1996. 11. 9.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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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과(주간40명)신설
-피부관리과(주간40명,야간4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방사선과(야간20명)
-치위생과(야간20명)

1996. 12. 11. 을지의과대학설립인가(대전중구용두동)
-의예과신설(정원41명)
-을지의과대학초대학장이규식박사취임

1997. 1. 7. 의료법인대전을지병원을학교법인을지대학부속병원으로전환
-총 진료과 22개과, 허가병상 660병상
-초대 병원장 나창수 박사

1997. 2. 15. 서울보건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 수여
1997. 3. 1. 을지의과대학 개교
1997. 3. 4. 을지의과대학 개교식 및 제1회 입학식 (신입생 의학과 41명)
1997. 8. 22. 을지대학부속병원을 을지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변경 허가
1997. 9. 1. 서울보건전문대학 산업기술연구소 및 환경기술연구소 설립
1997. 11. 18. 서울보건전문대학증과인가

-관광일어통역과(주간40명,야간80명)신설
서울보건전문대학학생정원증원
-피부관리과(야간40명)

1998. 2. 1. 서울보건전문대학과 미국하와이퍼시픽(HawaiiPacificUniversity)
대학교과 자매결연

1998. 3. 1. 을지의과대학증과인가
-간호학과(주간40명)신설

1998. 4. 29. 학교법인 을지학원 제3대 이사장 박영하 박사 취임
1998. 5. 1. 서울보건전문대학을 <서울보건대학>으로 교명 변경
1998. 5. 2. 학교법인 을지학원 박영하 이사장「인간상록수」추대
1998. 7. 1. 서울보건대학 제5대 학장 박준영 박사 취임
1998. 11. 10. 서울보건대학산학협력처설치

-산학협력실습과 확대 개편, 산학협력과와 실습과로 구성
1998. 11. 19. 서울보건대학증과인가

-장례지도과(주간40명)신설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사무자동화과(야간120명→주간80명,야간40명)
-전산정보처리과(주간40명,야간120명→주간80명,야간80명)
-산업안전과(주간40명,야간120명→주간80명,야간80명)
-의공학과(야간120명→주간40명,야간80명)
-간호과(주간40명,야간80명→주간80명,야간40명)
-전통조리과(야간120명→주간40명,야간80명)
-유통과학과(야간80명→주간40명,야간40명)
-관광영어통역과(주간40명,야간120명→주간80명,야간80명)
-관광일어통역과(주간40명,야간80명→주간80명,야간40명)
-시각디자인과(야간80명→주간40명,야간40명)

1998. 12. 1. 서울보건대학대학기구개편(3개과→2처1국6과)
-교학처(학사업무지원과,학생복지지원과)
-산학협력처(산학협력과,실습과)
-사무국(총무과,관리과)
-평생교육원(신설)

1998. 12. 10. 서울보건대학의 새로운 심볼마크 제정
1999. 1. 1. 을지대학병원 3차 진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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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1999. 1. 29. 을지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과 일본게이오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류협정

1999. 3. 1. 서울보건대학 실고연계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1999. 4. 2. 서울보건대학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TRITAS) 선정 [중소기업청]
1999. 4. 7. 박영하 이사장「국민훈장 모란장」수훈
1999. 8. 9. 서울보건대학 을지관 신축 기공식
1999. 8. 16. 을지의과대학 제1대 총장 조병륜 박사 취임
1999. 10. 12. 을지의과대학을 <을지의과대학교>로 교명 변경
1999. 10. 18. 서울보건대학호주국립뉴캐슬(NewCastleUniversity)대학교와

자매결연
1999. 10. 18. 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증설 허가(총23개과)
1999. 11. 15. 서울보건대학 학과명칭변경

-환경위생과→환경보건학과
-환경공업과→환경공학과
-의무행정과→병원경영과
-전통조리과→조리예술과
-의공학과→의료공학과
-피부관리과→미용예술과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환경공업과(주간40명,야간80명)→환경공학과(주간80명,야간40명)
-피부관리과(주간40명,야간80명)→미용예술과(주간80명,야간40명)
-전통조리과(주간40명,야간80명)→조리예술과(주간80명,야간40명)
-관광영어통역과(주간80명,야간80명→주간120명,야간40명)

1999. 12. 1. 서울보건대학테크노파크사업단설치
서울보건대학창업보육센터설치및창업보육센터사업대학선정
[중소기업청]

2000. 1. 1. 서울보건대학학술정보센터설치
(기존의 도서관과 전자계산소 통합개편)
서울보건대학 학교역사자료실 설치
서울보건대학 의료기기전시실 설치

2000. 2. 1. 서울보건대학 산학연 컨소시엄센터 설치
2000. 4. 21. 서울보건대학『2000년도중소기업청지정산학연컨소시엄주관기관』선정
2000. 4. 28. 서울보건대학『2000년도중소기업청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선정
2000. 5. 18. 서울보건대학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2000. 7. 20. 서울보건대학 을지관 상량식
2000. 7. 26. 서울보건대학 국제언어교육원 신설
2000. 8. 18. 서울보건대학 본관 신축 기공식
2000. 11. 2. 서울보건대학학과명칭변경

-산업안전과→안전시스템공학과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전산정보처리과(주간80명,야간80명→주간120명,야간40명)
-안경광학과(주간40명,야간80명→주간80명,야간40명)
-의료공학과(주간40명,야간80명→주간80명,야간40명)
-간호과(주간80명,야간40명→주간120명)

2001. 4. 11. 서울보건대학 을지관 준공식
2001. 4. 23. 을지의과대학교 둔산병원 착공식
2001. 7. 26. 을지의과대학교대학원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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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20명(의학과, 간호학과), 박사과정 10명(의학과)
2001. 9. 1. 을지의과대학교제2대총장박준영박사취임

서울보건대학제6대학장구성회박사취임
2001. 9. 5. 을지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증설 허가(총 24개과)
2001. 9. 17. 서울보건대학수업연한연장승인(2년제→3년제)에 따른 정원조정

-안경광학과(주간80명,야간40명→주간74명, 야간40명)
-응급구조과(주간80명→주간76명)
-장례지도과(주간40명→주간38명)
-전산정보처리과(주간120명,야간40명→주간112명,야간40명)
-의료공학과(주간80명,야간40명→주간74명,야간40명)

2001. 9. 28. 서울보건대학학과명칭변경
-환경보건학과→환경보건과
-환경공학과→환경시스템과
-안전시스템공학과→안전시스템과

2002. 1. 16. 서울보건대학 육군 5779부대와 군학 협약
2002. 2. 20. 을지의과대학교 간호학과 제1회 학위수여식
2002. 3. 1. 을지대학병원 제2대 병원장 이정균 박사 취임
2002. 3. 2. 서울보건대학 본관 준공식
2002. 9. 18. 서울보건대학학과명칭변경

-미용예술과→뷰티아트과
-사무자동화과→인터넷정보과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물리치료과(주간40명→주간40명,야간40명)
-미용예술과(주간80명,야간40명)→뷰티아트과(주간120명,야간40명)
-안경광학과(주간74명,야간40명→주간68명,야간40명)
-의료공학과(주간74명,야간40명→주간68명,야간40명)
-응급구조과(주간76명→주간72명)
-장례지도과(주간38명→주간36명)
-간호과(주간120명→주간80명)
-전산정보처리과(주간112명,야간40명→주간104명,야간40명)
-안전시스템과(주간80명,야간80명→주간80명,야간40명)

2002. 10. 15. 을지의과대학교증과및증원인가
-병원경영학과신설(정원40명)
-간호학과증원(30명)

2002. 10. 30. 을지의과대학교대학원증원 및 보건대학원 설치승인
-석사과정 25명, 박사과정 5명 증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2002. 12. 1. 을지의과대학교 단과대학 설치
-의과대학, 간호대학

2003. 5. 1. 서울보건대학 교학처 내 입시과(신설)
2003. 5. 1. 을지의과대학교 보건대학원 옵토메트리학과 신설
2003. 8. 11. 을지인력개발원 기공식
2003. 9. 16. 을지의과대학교증과인가

-임상병리학과 신설(정원37명)
2003. 9. 30. 서울보건대학과 호주 RMIT와 자매결연 및 유학생 파견
2003. 10. 13. 서울보건대학증과인가

-유아교육과(주간70명)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장례지도학과(주간36명→주간40명)
-임상병리과(주간120명,야간40명→주간70명,야간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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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과(주간120명→주간100명)
-안경광학과(주간68명,야간40명→주간68명,야간28명)
-전산정보처리과(주간104명,야간40명→주간80명,야간40명)
-의료공학과(주간68명,야간40명→주간68명,야간28명)
-응급구조과(주간72명→주간64명)

2003. 10. 15. 서울보건대학 내 범석의학박물관 개관식
2003. 11. 1. 을지의과대학교임상간호대학원설치승인

-정원25명(노인간호전공,정신간호전공,응급간호전공)
2003. 11. 21. 전문간호사교육기관지정

(노인전문간호사,정신전문간호사,응급전문간호사)
2003. 12. 2. 을지의과대학교박준영총장「자랑스런한국인상」수상

[한국언론인연합회]
2003. 12. 3. 서울보건대학과 호주 RMIT와 자매결연 및 유학생 파견
2004. 2. 11. 서울보건대학캐나다VancouverCommunityCollege과 자매결연 및

어학연수프로그램운영
2004. 3. 1. 을지의과대학교대학원학과명칭변경

-보건대학원옵토메트리학과→보건대학원안경광학과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응급의료안전교육연구소,위생해충방제연구소

2004. 4. 12. 을지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치
2004. 4. 30. 을지대학병원 목동에서 둔산동으로 이전 개원식(허가병상1,053병상)

초대병원장 하권익 박사 취임
2004. 5. 6. 서울보건대학뉴질랜드CPIT(ChristchurchPolytechnicInstituteof

Technology)대학과 자매결연체결
2004. 7. 1. 서울보건대학대학기구개편(2처1국6과→3처1국)

-교학처(학사운영팀,학생복지지원팀,대학특성화팀,국제교류팀)
산학협력처(산학협력팀, 취업정보팀, 실습교육지원팀)
입학관리처(입시운영팀, 입시전략개발팀)
사무국(총무관리팀, 경리팀)

2004. 8. 26. 서울보건대학캐나다BCIT(BritishColumbiaIstituteofTechnology)와
자매결연 및 공동학위과정운영

2004. 8. 27. 을지대학교 교사 리모델링 준공식
2004. 10. 8. 서울보건대학증과인가

-사회복지과(주간20명,야간40명)
-관광중국어과(야간80명)
서울보건대학학과명칭변경
-전산정보처리과→컴퓨터정보과
-안전시스템과→안전보건과
-유통과학과→유통경영과
-환경시스템과→환경관리과,
-관광영어통역과→관광영어과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장례지도과(주간40명→주간40명,야간40명)
-전산정보처리과(주간80명,야간40명)→컴퓨터정보과(주간80명)
-안전시스템과(주간80명,야간40명)→안전보건과(주간80명)
-인터넷정보과(주간80명,야간40명→주간80명)
-환경보건과(주간100명→주간80명)
-환경시스템과(주간80명,야간40명)→환경관리과(주간80명)

2004. 11. 1. 서울보건대학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 협약체결(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4. 12. 22. 을지의과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임상간호교육전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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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22. 을지인력개발원 준공식
2005. 1. 11. 서울보건대학과 중국요녕사범대학(LiaoningNormalUniversity)자매결연 및 어학

연수프로그램운영
2005. 1. 13. 서울보건대학과 중국 연변대학과(Yanbian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05. 4. 1. 을지대학병원(둔산) 제2∼3대 병원장 박주승 박사 취임
2005. 7. 1. 서울보건대학과 호주 La Trobe 대학과 자매결연체결
2005. 9. 1. 서울보건대학 제7대 학장 문희주 박사 취임
2005. 9. 1. 을지의과대학교 제3대 총장 김용일 박사 취임
2005. 9. 1. 서울보건대학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지원사업선정(노동부)
2005. 9. 15. 서울보건대학과 호주 La Trobe University대학과 자매결연체결
2005. 10. 12. 통합보건의료지원센터 개소
2005. 11. 16. 서울보건대학학생정원조정

-사회복지과(주간20명,야간40명→주간60명,야간40명)
-유통경영과(주간40명,야간40명→주간80명)
-관광중국어과(야간80명→주간40명,야간40명)
-시각디자인과(주간40명,야간40명→주간80명)
-관광영어과(주간120명,야간40명→주간80명,야간40명)

2005. 11. 30. 을지의과대학교 임상수기훈련센터 개소
2006. 2. 1. 을지의과대학교 제4대 총장 박준영 박사 취임
2006. 3. 1.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2006. 4. 5. 을지의과대학교 원격강의 네트워크 시스템개통
2006. 5. 16. 대학통합전산개발 및 전산망 구축
2006. 5. 30. 서울보건대학과 태국 Burapha University와 자매결연체결
2006. 10. 24. 을지의과대학교 박준영 총장「사회책임경영대상인권대상」수상 [뉴시스]
2006. 11. 1. 을지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보건대학원 보건의료경영학과 신설
2006. 11. 2. 서울보건대학과 일본 구류미(久留米) 대학과 자매결연체결
2006. 12. 20.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 통합승인 및 <을지대학교>로 교명 변경

(이사장박영하박사,총장박준영박사)

2007. 1. 1. 을지대학교 대학기구개편(3처1국→5처12팀)
-기획조정처(기획조정팀)
-교학처(교학지원팀-성남/대전,대학특성화팀)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성남/대전,취업지원팀)
-입학관리처(입시관리팀-성남/대전)
-사무처(총무관리팀-성남/대전,경리팀)
-부속(설)기관
학술정보센터(성남-학술정보팀,전산정보팀/대전),범석의학박물관,학보사)

-부설기관
평생교육원(성남/대전), 국제언어교육원, 을지인력개발원, 생활관(대전),
교육개발연구센터

2007. 1. 12. 을지대학교와 일본 명치(明治)MeijiPharmaceuticalUniversity약과대학
자매결연체결

2007. 3. 1. 을지대학교 제41회입학식(통합후첫입학식)
-대전캠퍼스:학부187명,대학원85명
-성남캠퍼스:학부997명(주간827명,야간170명)

2007. 6. 5.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인애학사 및 뉴밀레니엄센터 기공식
2007. 7. 1. 을지대학교바이오-메디테크산업화지역혁신센터(RIC)사업선정(10년간)

-산업자원부선정

2007. 9. 1. 을지대학교 학과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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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학과→의료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중독재활복지학과
-관광경영학과→여가디자인학과

2008. 2. 25. 을지대학교 박준영 총장「자랑스런한국인대상-의료봉사부문」수상
【한국언론인연합인】

2008. 3. 1. 을지대학교 학과단과대학 변경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간호대학간호학과

2008. 3. 7. 을지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정보교류 협정체결
2008. 3. 18.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을지중독연구소
2008. 4. 7. 학교법인 을지학원 박영하 이사장「국민훈장 무궁화장」수훈
2008. 4. 11. 일현 미술관개관식 및 전망대제막식
2008. 6. 5. 을지대학교 을지한마음봉사단 출범
2008. 6. 24. 을지대학교와 한국학술진흥재단「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연계를위한협정」체결
2008. 7. 25. 을지대학교와 필리핀국립과학기술대학(NationalCollegeofScience

&Technology)자매결연체결
2008. 7. 28. 을지한마음봉사단 1기 해외의료봉사-필리핀 아마데오
2008. 8. 1. 2008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1차)
2008. 10. 14. 을지대학교정원조정

-야간학과주간전환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주간․야간공존학과주간학과로전환

2008. 11. 10. 을지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신설
2008. 12. 1. 을지대학교대학기구개편(5처12팀→5처14팀)

-기획조정처(기획조정팀)
-교학처(교학지원팀-성남/대전,학생지원팀)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성남/대전,취업지원팀,국제교류팀,홍보팀)
-입학관리처(입시관리팀-성남/대전)
-사무처(총무관리팀-성남/대전,경리팀)
-부속기관
도서관(성남-학술정보팀,범석의학박물관/대전),전산정보센터,학보사,
취업지원센터, 생활관(성남/대전)
-부설기관
평생교육원(성남/대전), 국제언어교육원, 을지인력개발원, 교육개발연구센
터, 동문지원센터

2008. 12. 1. 을지대학병원(둔산) 제4대병원장 박준숙 박사 취임
2008. 12. 9.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및 뉴밀레니엄센터 준공
2008. 12. 12. 을지대학교와 필리핀마닐라대학교(UniversityofThePhilippinesManila)자매결연체결
2009. 4. 2. 을지대학교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09. 4. 19. 을지대학교 2009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2차)
2009. 5. 7. 성남시 서포터즈 을지대학교 한마음봉사단 발대식
2009. 6. 3. 을지대학교한국국제협력단(KOICA)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선정 및 약정체결
2009. 6. 30. 을지대학교정원조정:학부체제→학과체제로전환

-의료산업학부의료전산학전공,보건산업유통학전공→의료IT마케팅학과
-의료산업학부홍보디자인학전공→의료홍보디자인학과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식품영양학과
-식품과학부외식조리학전공,건강식품과학전공→식품산업외식학과
-보건환경과학부보건환경학전공,보건산업안전학전공→보건환경
안전학과

2009. 9. 9. 을지대학교와 미국뉴저지BloomfieldCollege자매결연및공동연구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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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1. 을지대학교대학기구개편(5처14팀)
-기획조정처(기획조정팀)
-교학처(교학지원팀-성남/대전,학생지원팀)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성남/대전,국제교류팀,홍보팀)
-입학관리처(입시관리팀-성남/대전)
-사무처(총무관리팀-성남/대전,경리팀,시설관리팀)
-부속기관
학술정보센터(성남-범석의학박물관/대전), 전산정보센터, 학보사,
취업지원센터, 생활관(성남/대전), 동문지원센터, 양성평등상담실
-부설기관
평생교육원(성남/대전), 국제언어교육원, 을지인력개발원, 교육개발연구센터,
임상수기훈련센터, 최고경영자교육원

2009. 11. 7. 을지대학교와 이탈리아 University degli Studi di Genova 자매결연
2009. 12. 24. 을지대학교정원조정:학부폐지→학과신설

-의료산업학부의료전산학전공(30명),보건산업유통학전공(30명)→
의료IT마케팅학과(60명)
-의료산업학부홍보디자인학전공(30명)→의료홍보디자인학과(40명)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27명)→식품영양학과(40명)
-식품과학부외식조리학전공(27명),건강식품과학전공(28명)→
식품산업외식학과(52명)
-보건환경과학부보건환경학전공(40명),보건산업안전학전공(40명)→
보건환경안전학과(60명)

2010. 1. 17. 을지한마음봉사단 2기 해외의료봉사-필리핀쿠투드정착촌
2010. 3. 18 을지대학교 2010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3차)
2010. 3. 29. 을지대학교와 중국 양쯔 대학(Yangtze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0. 5. 5. 을지대학교와 몽골 울란바트르 대학(Ulaanbaatar University) 자매결연 및

공동연구체결
2010. 5. 26.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제2생활관 준공
2010. 6. 29. 을지대학교한국국제협력단(KOICA)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선정
2010. 8. 6. 학교법인 을지학원 제4대 이사장 홍성희 박사 취임
2010. 8. 11. 을지대학교와 미국 샌 안토니오대학(San Antonio College) 자매결연체결
2010. 8. 24. 을지한마음봉사단 3기 해외의료봉사-몽골울란바타르시
2010. 8. 31.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신축 생활관 준공식
2010. 9. 1. 을지대학병원(둔산) 5대 병원장 황인택 교수 취임
2010. 9. 6. 을지대학교대학원증원:석사과정16명,박사과정10명

-학과신설
대학원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료경영학과
보건대학원 응급의료학과, 피부관리학과, 치위생학과, 생체의료공학과
-학과폐지
의과대학 의료경영학과, 보건대학원 방사선학과, 보건의료경영학과
임상간호대학원 응급간호전공

2010. 9. 8.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체육관 및 범석관 기공식
2010. 9. 22. 을지대학교와 미국 퍼시픽 대학(Pacific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0. 10. 1. 을지대학교와 말레이시아 림콕윙대학(Limkokwing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0. 10. 1.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EMBRI)신설
2010. 10. 4. 을지대학교2010년도대학정보공시전국4년제대학중(재학생1000명이상)취업률1위
2010. 10. 7.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1. 1. 13. 을지한마음봉사단 4기 해외의료봉사-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엔
2011. 1. 19. 을지대학교와 을지부대(보병 제12사단) 자매결연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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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 을지대학교와 필리핀라살아라네타대학(DeLaSalleAranetaUniversity)자매결연체결
2011. 2. 8.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EMBRI) 개소
2011. 2. 17. 제51회간호사국가시험 100%합격달성(10년연속전원합격)
2011. 2. 18. 을지대학교와 말레이시아 SEG iUniversity College와 자매결연 및 공동연구체결
2011. 3. 16. 을지대학병원과 몽골국립제2병원 간 MOU협약체결(몽골아츠의과대학협약)
2011. 3. 22. 을지대/경기도/의정부시을지대학병원 및 의정부캠퍼스조성 양해각서체결식
2011. 4. 1. 을지대학병원과 중국 연변 제2인민병원간 MOU협약체결
2011. 4. 21. 을지대학교 박준영 총장「종근당존경받는병원인상」수상【대한병원협회】
2011. 5. 11. 을지대학교 2011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4차)
2011. 7. 4. 을지한마음봉사단 5기 해외의료봉사-몽골 울란바타르시
2011. 8. 24. 을지대학교 2011년도 대학정보공시 전국4년제 대학 중(재학생1000명 이상)

2년 연속 취업률 1위
2011. 8. 30. 을지대학교와 홍콩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과 자매결연체결
2011. 10. 18. 을지대학교 대학원 증원 : 박사과정 1명
2012. 1. 10. 을지한마음봉사단 6기 해외의료봉사-라오스 비엔티엔, 방비엔
2012. 2. 13. 제52회간호사국가시험 100%합격달성(11년연속전원합격)
2012. 2. 27.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일현의학관 준공
2012. 4. 4.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IT융합의학연구소
2012. 4. 18. 을지대학교 2012학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5차)
2012. 5. 7. 을지대학교와 중국운남민족대학(YunnanUniversityofNationalities)자매결연체결
2012. 6. 19.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시고령친화체험관 위탁기관 선정
2012. 7. 1. 을지대학교대학기구개편(전략홍보처신설)

-기획조정처(홍보팀)→전략홍보처(대학홍보팀)
-전략홍보처직제:대학홍보팀,웹센터(신설)

2012. 7. 2. 을지대학교와 베트남 대사관 MOU체결
2012. 7. 16. 을지대학교와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2. 7. 25. 을지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Si. 자매결연체결
2012. 7. 30. 을지대학교와 중국 Capital Medical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2. 8. 12. 을지한마음봉사단 7기 해외의료봉사-몽골 울란바타르, 바양골
2012. 8. 31. 을지재단 을지통합콜센터 개소식
2012. 8. 31. 국민배우안성기 을지재단/을지대학교 홍보대사위촉식
2012. 9. 24. 을지대학교와 베트남 Haiphong Medical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2. 10. 1. 을지대학교대학원증원:석사과정21명, 박사과정 6명

-학과신설(대학원의료IT마케팅학과, 생체의과학융합학과, 보건환경안전학
과, 식품산업외식학과, 장례의과학과)

2012. 10. 9. 2011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대학 선정
2012. 10. 11.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2. 10. 26. 을지대학교와 미국 Central Florida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3. 12. 2. 제18회 1급응급구조사 국가시험 100%합격달성(2년연속전원합격)
2013. 1. 2. 을지대학교의정부캠퍼스및부속병원건립토지매매계약

-국방부
2013. 1. 8. 을지대학교법정부담금부담률 2년연속 전국1위

-2012대학재정통계연보,정원5천명이상사립대학법인기준
2013. 1. 22. 을지한마음봉사단 8기 해외의료봉사 - 베트남 하이퐁시
2013. 1. 30. 을지대학교중독재활복지학과-법무부교류협력체결

-중독치료를통한희망사회실현업무
2013. 2. 14. 을지대학교 제45회 학위수여식(대전캠퍼스)
2013. 2. 15. 을지대학교 제45회 학위수여식(성남캠퍼스)
2013. 2 15. 제53회간호사국가시험 100%합격(12년연속전원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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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1.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인증평가 6년 인증 획득
2013 2. 26.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 확장이전 개관
2013. 2. 27. 을지대학교 제47회 입학식
2013. 3. 1. 을지대학교학과명칭변경

-여가디자인학과→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을지대학교부설연구소 신설
-사이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2013. 4. 25. 학교법인 을지학원 제5대 이사장 목영준 박사 취임
2013. 5. 12. 을지대학교와 지멘스㈜와의 MOU체결

-보건의료인재양성을위한MOU
2013 5. 15. 성남캠퍼스범석관및체육관증개축준공식

-을지힐링캠퍼스오픈페스티발
2013 7. 1. 을지대학교대학기구 신설 및 개편

-성남캠퍼스교수학습지원센터 신설
-국제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2013 7. 15. 을지대학교와 대만 Nan Jeon Institute of Technology 자매결연체결
2013 8. 1. 을지대학교제11대총장 조우현 박사 취임
2013 8. 18. 을지한마음봉사단 9기 해외의료봉사-베트남하이퐁시
2013 9. 12. 을지대학교 지식경영교육원 운영 2013 성남시 제1기 상인대학원 입학식
2013. 10. 1. 을지대학교대학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산학협력단내창업교육센터 신설
-대학원물리치료학과석사과정 신설
-특수대학원
보건대학원 피부관리학과→미용화장품학과 변경
의료경영학과 석사과정 신설

2013. 10. 2. 을지대학교와 미국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3. 11. 26. 을지대학교교육부BK21플러스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선정

-시니어헬스케어특화산업고급전문인력양성사업단
2013. 11. 9. 을지대학교 제1회 총장배 전국 트레킹대회 개최
2013. 11. 13. 을지대학교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MOU체결
2013. 12. 20. 제19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100%합격 달성(3년 연속 전원합격)
2013. 12. 27.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한국대학교육협의 대학평가원)

-인증기간 : 5년(2014.1.1∼2018.12.31)

2014. 1. 1. 을지대학교법정부담금부담률3년연속전국1위
-2013대학재정통계연보,정원5천명이상사립대학법인기준

2014. 2. 8. 을지대학교와 일본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자매결연체결

2014. 2. 13. 을지대학교 제46회 학위수여식(성남캠퍼스)
2014. 2. 13. 을지대학교 지식경영교육원 운영 2013 성남시 제1기 상인대학원 수료식
2014. 2. 14. 을지대학교 제46회 학위수여식(대전캠퍼스)
2014. 2. 17. 제54회간호사국가시험100%합격(13년연속전원합격)
2014. 2. 17. 을지대학교 지식경영교육원 운영 2013 성남시 제1기 상인대학원 원우회

발전기금 기부식
2014. 2. 26. 을지대학교 제48회 입학식
2014. 2. 28. 을지대학교와 일본 게이오대학 자매결연체결
2014. 3. 1. 일반대학원 시니어헬스스케어학과 신설(석사 및 박사과정)
2014. 3. 1.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신설
2014. 7. 2. 을지대학교와 미국 Ferris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체결
2014. 7. 11. 2014년 스포츠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2014. 10. 30.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32 -



2014. 12. 17. 을지대학교 인공암벽장 및 레포츠공원 완공
2015. 1. 29. 을지대학교(대전캠퍼스->의정부켐퍼스) 위치변경 계획승인

-임상병리학과/간호학과(입학정원 107명, 편제정원 428명)
-대학원(3개대학원 137명, 편제정원 274명)

2015. 2. 13. 을지대학교 제47회 학위수여식
2015. 2. 16. 55회간호사국가시험100%합격달성(14년연속전원합격)
2015. 2. 25. 을지대학교 제49회 입학식
2015. 4. 15.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고양시) 위탁선정

-위탁기기간(2015.4.15.-2018.12.31.)
2015. 5. 6. 간호대학 교육과정평가인증 실시 및 획득

-간호학과(대전 5/6, 성남 5/7)
-인증기간 : 2015.6.11.-2020.6.10.(5년)

2015. 7. 1.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탁기관 재선정
-위탁기간 : 2015.7.1.-2018.6.30.(3년)

2015. 7. 7. 일반대학원 임상영영사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

2015. 7. 10. 을지대학교 대학기구 신설
-학생장애지원센터

2015. 9. 1. 을지대학교 대학기구 개편
-신설 : 부총장,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폐지 : 전략홍보처, 취업지원처, 지식경영교육원, 기획조정처 대외협력팀
-통합 : 입학관리팀(성남) + 입학정책팀 → 입학관리팀(성남)
-소속변경
교학처 국제교류팀 →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
전략홍보처 홍보팀 → 대외협력처 홍보팀
취업지원처 취업지원팀 → 대외협력처 취업지원팀
취업지원처 국가고시지원팀(대전) → 교학처 국가고시지원팀(대전)
동문지원센터 → 대외협력처 동문지원센터
지식경영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 → 국제언어교육원
지식경영교육원 을지아동발달센터 → 을지아동발달센터
전략홍보처 웹센터 → 의료원전산처 웹센터

2015. 12. 17. 1급 응급구조사국가시험 5년연속 100% 합격
2015. 12. 23. 2014년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 “다”그룹취업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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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대 총․학장 현황

가. 서울보건대학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초 대 학장 이순애 박사 1967.03.21-1980.10.30
- 일)상모대학 졸업
- 동덕여자고교 교사

최흥민 박사
(직무대리)

1980.10.31-1981.06.24
- 서울대학교 생물학 졸업
미)피버디대학 대학원 석사
- 서울보건학교 교수

제2대 학장 김성기 박사 1981.06.25-1984.07.20

- 건국대 농화학 졸업
건국대 석사, 충남대 박사
- 단국대학교 교수
- 서울보건학교 교수

제3대 학장 구성회 박사 1984.07.21-1994.07.20

- 서울대학교 생물학 졸업
서울대 석사, 동국대 박사
- 보건사회부/ WHO공동사업 근무
- 서울보건대학 교수

제4대 학장 김병수 박사 1994.07.21-1998.06.30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석사/박사

- 군) 공군 준장전역
- 환경청 차관 / 보건사회부 차관
- 인제대 교수/ 동아대 의과대학장 / 근로복
지공단 이사장

제5대 학장 박준영 박사 1998.07.01-2001.08.31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 석사/박사, 일)게이오대학 박사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 서울보건대학 학장
- 을지의과대학교 설립
- 을지의과대학교 총장

제6대 학장 구성회 박사 2001.09.01-2005.08.31

- 서울대학교 생물학 졸업
서울대 석사, 동국대 박사

- 보건사회부/ WHO공동사업 근무
- 을지대학교 교수/ 석좌교수
- 현)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

제7대 학장 문희주 박사 2005.09.01-2006.12.31

- 서울보건학교, 건국대학교 생물학 졸업
건국대학교 석사, 일)동경농업대학 박사
- 을지대학교 교수/ 대외부총장/ 현)명예교수
- 학교법인 오산학원이사장
현)학교법인 통진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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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지의과대학교

다. 을지대학교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 통합, 2006.12)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초 대 학장 이규식 박사 1996.12.11-1999.01.31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석사/박사

- 국립마산철도병원장
- 한양대학교 교수/명예교수

나창수 박사
(직무대리)

1999.02.01-1999.08.15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석사/박사

- 서울대학교 소아과, 장성병원소아과장
- 조선대학교부속병원장, 의무부총장
- 을지대학병원장

초대 총장 조병륜 박사 1999.08.16-2001.08.31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석사/박사, 미)미시건대 보건학석사

-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장
- 보건사회부 국립서울검역소장,보건국장

제2대 총장 박준영 박사 2001.09.01-2005.08.31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 석사/박사, 일)게이오대학 박사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 서울보건대학 학장
- 을지의과대학교 설립

제3대 총장 김용일 박사 2005.09.01-2006.01.31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석사/박사

- 서울대학교병원 제2진료부원장
- 가천의과대학교 총장
- 을지의과대학교 명예총장

제4대 총장 박준영 박사 2006.02.01-2007.02.28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 석사/박사, 일)게이오대학 박사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 서울보건대학 학장
- 을지의과대학교 설립
- 을지의과대학교 총장

구 분 성 명 재직기간 주요약력

초 대 총장 박준영 박사 2007.03.01-2013.07.31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 석사/박사, 일)게이오대학 박사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 서울보건대학 학장
- 을지의과대학교 설립
- 을지의과대학교 총장

제2대 총장 조우현 박사 2013.08.01- 현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보건학 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 분당차병원 부원장
- 연세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장
-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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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
가. 조직도

나. 임원현황

직위 성명 주요경력 임기만료 비고

이사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02.20 　

이사 박준영 前 을지대학교 총장 2019.01.31 교육이사

이사 홍성희 의료법인 을지병원 이사장 2019.01.31 교육이사

이사 유상덕 (주)삼탄회장 2019.01.31 　

이사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2015.04.11 개방이사

이사 백완기 인하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2015.04.11
개방이사, 
교육이사

이사 정병교 前 삼진ENG 대표 2017.02.20 　

이사 구성회 前 을지대학교 석좌교수 2019.02.22
개방이사, 
교육이사

이사 최규희 前 세종호텔 사장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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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익사업체

사업체 구분 비고

을지재단빌딩 임대업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의료업

금산빌딩 임대업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장례업

을지병원 장례식장 장례업

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의학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이 법인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지대학교를 설치

ㆍ경영한다.(개정 2007.1.11)

제4조【주 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02의 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

직위 성명 주요경력 임기만료 비고

이사 윤병우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2017.02.20 교육이사

감사 최명석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7.06.23 　

감사 장우철 신아 회계법인 이사 2017.02.01
개방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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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1.14, 201210.25.)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

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

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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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

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

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 한다.

제12조의2【예ㆍ결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5일전에,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한다.(신설 2007.1.11)

②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11)

③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1.11)

제 3 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7.1.1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 10인 (개정 2011.1.12)

2. 감 사 : 2인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9.1.16)

②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감사 중 1인은 개방형감사로 선임한다.(개정

2011.1.31 )

③ 삭제 (삭제 2010.12. 2)

제19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 4년

2. 감 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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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 선임 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

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의 경우

에는 보고사항으로 한다.(개정 2009.1.16)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

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삭 제)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

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설 2008.1.14)

③ (삭 제) (개정 2008.1.14)

제20조의3【추천위원회】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둔다.(신설 2008.1.14)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1.11)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하며, 개방이사

는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한다.(개정 2007.1.11)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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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라야 한다. 다만 추천 등에 대

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14)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11)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신설

2007.1.11)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

다.(개정 2007.1.11)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1.14)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

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5.3.18)

③ 이사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외의 상근하는 이사(상임이사)를 1인 이내로 둘 수 있다.(개정 2013.4.12.

2015.3.18., 2015.4.24)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

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행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

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41 -



제25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

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 2【임원의 보수】① 법인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상근

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 한다.(신설 2013.3.20)

1. 이사장

2. 상임이사 1인(개정 2013.4.12. 2015.3.18, 2015.4.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3.20)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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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하지 아니하면 개회 하지 못한다.(개정 2007.1.11)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1.14)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

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1)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

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

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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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1)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의료업

3. 주차장업

4. 장례식장업(관련 음식 및 매점 포함)

5. 음식업ㆍ매점

6. 광고대행업(개정 2007.7.1.)

7. 화석, 광물, 귀금속 등의 전시·판매업(개정 2013.11.28.)

8.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부대사업(개정 2007.7.1)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체를 유지ㆍ경영한다.

1. 을지재단빌딩 사업소(개정 2008.7.15)

2. 을지병원 장례식장 사업소

3.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사업소

4. (삭제 2013.3.20)

5. 강남을지병원 사업소(신설 2012.7.25)

6. 금산빌딩 사업소(신설 2013.3.20)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지재단빌딩 사업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02-1(개정 2008.7.15)

2. 을지병원 장례식장 사업소：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3.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사업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4. (삭제 2013.3.20)

5. 강남을지병원 사업소：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9 (신설 2012.7.25)

6. 금산빌딩 사업소：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232-3(신설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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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관리인】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 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

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

한다.(개정 2009.1.16)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9조【임 면】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1.14)

② 학교의 장 이외의 학교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

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

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 수：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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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교수ㆍ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12.8.16)

2. 급 여：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면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제1호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④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7.1.11)

⑥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 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 부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07.1.11)

제39조의2【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의 임용】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삭제 (삭제 2012.8.16)

제39조의3【임시교원】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

에는 그 기간 중

당해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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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0조【휴직의 사유】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 2)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

명하게 된 때

4.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

는 연수 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

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

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8.1.14)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 2)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

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

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여자 교원의 경우 임명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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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

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

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①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

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

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

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명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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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는 능력회복

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

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면

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 2)

제45조【보 수】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

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

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

임이 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3【명예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

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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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장이 부총장 등의 보직을 임명 제청하고자 할 때의 보직 임명 제청 동

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39조 제2항 제4호를, 제39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대학의 재임용 규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1.11)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 및 공개전형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

으로 조직한다.(개정 2010.12. 2)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

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

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52조【회의록 작성】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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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 이 임명

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6 )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

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

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

다.

제58조의2【위원의 기피 등】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

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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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

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

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 하여

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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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의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삭제)

제64조 내지 제77조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78조【자 격】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4.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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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4.04.24)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 용】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

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

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

어야 한다.

제80조【복 무】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보 수】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

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

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신분보장】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징계 및 재심청구】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법인사무조직】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운영본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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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2009.1.16., 2015.9,17)

② 삭제(삭제 2009.1.16)

③ 재단운영본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22. 2015.3.18., 2015.9.1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와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9.17.)

제 2 절 대 학 교

제85조【총장 등】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

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의무부총장 및 대외부총장을 둘 수 있고, 각 캠퍼스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12. 2)

④ 각 캠퍼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각 캠퍼스 전반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다.(개정 2009.1.16)

⑤ 총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자 또는 각 캠퍼스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학장ㆍ대학원장 등】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

장을 두며, 학장과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학장과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학장과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④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

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7조【대학본부】① 대학교 각 캠퍼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처, 교

학처, 대외협력처,입학관리처, 사무처, 감사실을 둔다(개정 2011.12.22, 2012.10.25.

2013.07.18., 2015.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캠퍼스 별로 각 팀을 둔다.(개정 2009.1.16)

③ 각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9.1.16)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처ㆍ팀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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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2009.1.16)

제87조의2 (삭제) (삭제 2009.1.16)

제87조의3【처장 등】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ㆍ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

다.(신설 2007.1.11)

② 제1항의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신설 2007.1.11)

③ 각 처 하부조직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각 부서장

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ㆍ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신설 2007.1.11)

제88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필요한 실, 과

를 둘 수 있으며, 실장 및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개정

2007.1.11)

제89조【부속병원】① 대학교에 부속병원을 두며 부속병원장은 교수로 보한다.

② 부속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병원운영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속병원에는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행정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여로 보한

다.

④ 부속병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ㆍQ.I실ㆍ감염관리실ㆍ진료부ㆍ교

육연구부ㆍ간호부ㆍ약제부ㆍ사무부ㆍ원무부 및 시설부를 둔다.

⑤ 진료부원장은 진료부ㆍ교육연구부ㆍ간호부 및 약제부를, 행정부원장은 사무부

ㆍ원무부 및 시설부를 관장하며 원장을 보좌한다.

⑥ 각 부(실)에는 부(실)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실)장

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로 보하며, 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

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⑦ 진료부에는 진료각과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와 영양과를 두

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실에는 경리팀과 홍보팀을, 교육

연구부에는 교육과ㆍ의료정보과 및 도서실을, 간호부에는 교육행정팀 및 각 간호팀

을, 약제부에는 약제과를 사무부에는 총무과ㆍ관리과 및 전산실을, 원무부에는 원무

1과ㆍ원무2과ㆍ원무3과ㆍ심사과 및 사회사업실을, 시설부에는 시설과를 두며 각 과

장ㆍ팀장ㆍ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ㆍ부참사로 보한다.(개정 2009.1.16)

⑧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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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6)

제90조【부속기관 등】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과 부속시설(이하 “부속기

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

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학술정보원】① 대학교 각 캠퍼스에 학술정보원을 둔다.(개정 2011.12.22.)

② 학술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11.12.22)

③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1.12.22)

④ 학술정보원의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2)

제91조의2【산학협력단】① 대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7.1.11)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07.1.11)

③ 산학협력단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ㆍ참

사 또는 부참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7.1.11)

제91조의3【보직임명의 예외】제85조 내지 제9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직

은 교육 및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대학경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

년퇴직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신설

2012.2.27)

제 3 절 전 문 대 학

제92조 내지 제95조 <삭제 20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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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 원

제96조【정 원】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별표2, 별표

2-1 및 별표 3과 같다.

제 8 장 대학평의원회(신설 2007.1.11)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대학평의원 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8조【평의원회의 구성】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

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평의원의 위촉 및 임기) ①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대전 및 성남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

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장이 위

촉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8조제1항3호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0조【평의원회 의장 등】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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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

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1조【평의원의 소집】평의원회는 이사장, 대학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응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102조【평의원회의 기능】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

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08.1.14)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3조【운영규정】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9 장 보 칙

제104조【공 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

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개정 2007.1.11)

제105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장순준 이 사 이순애 이 사 장원식

이 사 조 훈 이 사 김인숙 이 사 박원익

감 사 안주봉 감 사 유영서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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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

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

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 명칭변경은 관

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을지병원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의료법인 대전을지병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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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직원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하여 부속병원 소속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

며, 의료법인 대전을지병원 일반직원의 보직은 이 개정 정관에 의하여 부속

병원의 당해 보직에 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서울보건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서울보건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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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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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을지의과대학교는 교명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서울보건대학은 폐

지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은 2009년

2월 28일(단, 2년제 과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서울보건대학 학생에 대한 조치】 서울보건대학 폐지 전 입학한 학생들에 대

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 등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

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따라 을지대

학교의 유사 학과나 타 전문 대학에 정원 외 편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보건대학 교직원에 대한 조치】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 교직원에 대해서

는 이 정관의 시행으로 을지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을지의과대학교 및 폐지되는 서울보건대학에 관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을지대학교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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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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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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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4.04.24)

총 계 24명

일반직계 21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 사) 3명

5급(부참사) 5명

6급(주 사) 3명

7급(부주사) 3명

8급(서 기) 3명

9급(부서기) 1명

기술직계 3명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기 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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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4.04.24)

총 계 25명

일반직계 20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1명

4급(참 사) 2명

5급(부참사) 2명

6급(주 사) 3명

7급(부주사) 5명

8급(서 기) 6명

기술직계 5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1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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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부속병원 일반직원 정원(개정 2014.04.24)

총 계 1,329명

일반직계 238명

2급(참 여) 1명

3급(부참여) 3명

4급(참 사) 5명
5급(부참사) 7명

6급(주 사) 13명

7급(부주사) 16명
8급(서 기) 61명

9급(부서기) 132명

기술직계 871명

2급(참 여) 0명
3급(부참여) 3명

4급(참 사) 6명

5급(부참사) 14명
6급(기 사) 38명

7급(부기사) 95명

8급(기 원) 715명
9급(부기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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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구
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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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부서 소개 및 업무분장

대 학 본 부

기획조정처

1. 기획조정팀

주요사업내용

2. 평가관리팀

주요사업내용

대학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총괄하며, 대학운영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

에 따라 대학운영 정책의 개발·재정 자원 배분 및 운용에 관한 전략수립업무를 수행한다.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과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

학의 내‧외부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학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총괄

② 대학 경영방침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③ 대학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정책개발·수립

④ 대학 조직·정원관리 및 직무분석·조정에 관한 사항

⑤ 교직원 보직 인사 명령 제청 및 관리

⑥예산편성 분석 및 통제

⑦대학교육 재정 분석

⑧제규정의제정, 개·폐심의및유권해석에관한사항

⑨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⑩대학평의원회 지원 사항

⑪제안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⑫대법인 관계업무

⑬대외협력 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

⑭산학연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

⑮대외협약체결

⑯국내기관과의 협력사업 지원

⑰대외행사유치 및 지원

⑱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① 대학구조개혁평가 컨설팅 지원 및 평가지표 분

석, 관리

②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 평가준거별 지표 관리

③ 대학자체평가, 중 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평가 및 관리

④ 학과평가 시행

⑤ 직원교육 및 직원평가 시행

⑥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고도화) 자

료 수집 및 분석

⑦ 대학 교육편제단위(표준분류시스템) 조사 및 관리

⑧ 대학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⑨ 공공기관 정보공개

⑩ 대학문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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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1. 교학지원팀

주요사업내용

◈ 교원인사

1. 학사 연간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

2. 학칙 개정 업무

3. 각종 행사 엄무 총괄

4. 교원 인사 제반 업무(신규 · 재임용 · 승진 ·

교원인사명령제청 및 임용장 수여 · 교원임

용지원 등)

5. 전임교원 정년보장 임용 업무

6. 교원확보율 관련 업무

7. 교수업적평가 업무

8. 교원 대외 추천업무(시험출제위원, 감독위원 등)

9. 우수교원 확보방안 수립 업무

10. 조교 정원 및 인사관리 업무

11. 학과의 교육특성 및 직업교육 차별화방안 개

발지원업무

12. 학과별 프로그램 운영 및 경쟁력 개발지원 업무

13. 각종 통계 업무 총괄

14. 교원해외연수업무

15. 교원관련 기타업무

17. 교수연구활동 전반(고등교육통계, 정보공시,

자체평가)

18. 기타 요청업무지원

교원의 인사 및 교육기본계획 수립등의 교무 업무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관리, 학적변동,

증명 발급업무등의 학적관리와 재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e-learning 및 매

체활용 지원의 세부 업무를 담당한다.

◈ 교무

1. 강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신청

2. 교강사 담당교과목및강의시수관리및출결강관리

3. 교과목담당교수 추천 및 교육시간표 작성

4. 교수추천 및 교육시간표 확인, 강좌 보고

5. 교학처 연간 예산계획 수립

6. 대학발전세미나 주관

7. 대학요람 발간업무

8. 신규강사 이력사항 입력 및 사번부여

9. 신규교원 및 조교 오리엔테이션 주관

10. 외래교수 초빙 및 인적정보 관리업무

11. 월별 강사료 산정 및 보고

12. 전임교원 외부출강 및 연구계획서 취합 보고

13. 졸업인증제, 온라인 강좌 지원

14. 학과별 학술대회 지원

15. 학과장회의 지원 (전체교수회의 운영)

16.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 수업성적, 교직, 학적

1.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명부작성 및 관리

2.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학력조회 및 회보

3. 학적부작성, 유지관리 및 기재사항 정정업무

4.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업무

5. 재입학, 휴학, 복학, 제적, 전과등 학적변동 업무

6. 학적관련 제 증명서 발급업무

7. 졸업식

8.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9.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

10. 학생 휴⋅복학 및 자퇴

11. 교육과정 개편 업무

12. 강좌개설 관련 업무

13. 수강신청 관련 업무

14. 강의 출결(전자출결)관련 업무

15.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업무

16. 강의평가 업무

17. 계절학기 관련 업무

18. 시험계획 업무

19. 성적 및 진급, 졸업사정 업무

20. 학점인정 업무

21. 복수전공 및 부전공 업무

22. 교원자격 관리 업무(교원양성기관 평가 포함)

23. 현장실습

24. 자격인증에 관한 업무

25. 교육변경신청서접수

26.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모듈개발 외 교육역량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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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지원팀

주요사업내용

3. 국가고시지원팀

주요사업내용

◈ 학생복지

①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신상정보 관리 업무

② 학생증 발급에 관한 업무

③ 학생 상벌에 관한 업무

④ 지도위원회 업무 주관

⑤ 학생 보건후생에 관한 업무

⑥ 학생생활 조사연구 및 연구집 발간 업무

◈ 학생자치

① 학생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업무

② 학생 개별 및 집단지도 상담 업무

③ 각종 학생행사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업무

④ 학생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

⑤ 학생단체활동 및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업무

⑥ 한마음봉사단 운영 관한 업무

⑦ 교지발간 지도 및 관리 업무

⑧ 졸업앨범 제작 및 편집에 관한 업무

◈ 장학

① 재학생 장학업무 및 사업에 관한 업무

②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업무

③ 학자금융자 알선에 관한 업무

④ 장학위원회 업무 주관

학생복지활동 지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실습, 매체, 기자재

1. 실험실습(교육용) 기자재관리[전산자료관리(신규,

이관, 수증) 재물조사, 폐기, 매각, 기자재수리]

2. 연구실 안전관리[안전진단, 정밀진단, 안전교육

및 관리, 실험 실습실 점검(일일, 주간)]

3. e-learning 콘텐츠 제작 및 개발

4. 학과 강의용 교재 제작 및 활용

5. 원격교육 지원

6. U-Campus에 의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시스템 운용 교내 행사 기록 및

영상 지원

7. 공동 전산 실습실 관리

8. 밀레니엄홀, 비젼홀, 제1,2,3회의실 관리

9. e-learing 사이트 운영 관리

10. 학과실습실 컴퓨터관리

11. 컴퓨터 국시 모의고사 관리

12. 뉴밀레니엄센터 전자교탁 관리

① 국가고시대비면허및자격증취득강화방안정책수립

② 국가고시 합격률 고취방안 운영

③ 모의고사 채점 및 분석시스템 운영

④ 국가인증 민간자격증 및 해외면허 취득 지원 업무

⑤ 공무원 임용시험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에 관한 업무

⑦ 국가시험 관련 교육컨텐츠 개발 업무

⑧ 기타 국가시험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국가면허 및 자격 취득 증진과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시험 최

우수 대학을 목표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공무원시험 및 외국면허․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컨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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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상담실

주요사업내용

5. 교원양성지원실

주요사업내용

① 교직원과 학생대상 양성평등 교육

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

③ 대정부 보고 및 각종문서업무 

학내 양성평등문화를 고취하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업무를 통해 양성평등 권

익 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원양성기관 평가업무

② 교직이수예정자 관리

③ 교원자격 발급 심사 및 자격증교부

④ 교원자격증 재교부

교직업무를 총괄하며 교원자격 업무 및 교원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73 -



대외협력처

1. 발전기금팀

대학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발전기금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 모금 증대를 통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재원 확충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① 발전기금 조성 계획 및 집행
② 모금 기획 및 전략 구축 업무
③ 동문 교류 및 조직 관리 업무
④ 각종 캠페인 및 행사 개최 업무
⑤ 기부자 및 동문 관리 업무

⑥ 기금 관련 경리 업무
⑦ 기금 모금 홍보에 관한 업무
⑧ 기금 홈페이지 관리 업무
⑨ 기타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2. 취업지원팀

주요사업내용

3. 국제교류팀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 및 국제화를 추진하며 해외 연구·연수

를 지원하고 캠퍼스의 국제화를 위한 문화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③ 해외자매대학간교환학생프로그램운영

④ 해외어학연수및해외인턴십프로그램운영

⑤ 외국인 학생(교환학생) 초청 관리

⑥ 해외 대학·기관과의 교육·연구 교류 지원

⑦ 대학의 사회 공헌 및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

한 해외 봉사활동 추진

⑧ 국제교류관련 정부기관 업무 협조 및 공지

⑨ 기타 교류 프로그램 조사 및 공지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취업마인드 고취 및 스킬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채용정보 제공과 우수인

재 추천 등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취업통계 관련 업무

② 취업정보개발 및 제공 업무

③ 졸업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

④ 취업특강 등 행사 관련 업무

⑤ 학과별 진로지도교수 지원

⑥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⑦ 취업,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및 상담

⑧ Job cafe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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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팀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 내부구성원들의 소통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언론 홍보를 통해

을지대학교 인지도와 호감도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① 종합홍보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대언론 홍보관련 업무

③ 홍보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④ 홍보 관련 모니터링

⑤ 각종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관리

5. 동문지원센터

동문지원센터는 모교와 동문들의 유대강화 및 동문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동문행사 주최 등 모교와 동문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사업내용

① 동문 DB 구축 및 관리업무

② 동문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업무

③ 동문간 협력체제 구축 업무

3. 을지대학교 후원회 지원업무

4. 동문들의 후생복지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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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리처

1. 입학관리팀

주요사업내용

2. 입학사정관실

주요사업내용

① 입학사정관전형 계획 수립

② 인재상 및 학생선발방법 개발

③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심사 및 면접

④ 모집결과보고 및 학생 사후관리

입학사정관실은 본교 입시전형의 경쟁력, 전문성, 신뢰성, 선진화를 고려하여 본교의 건

학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설정,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부서로서 고교-대학간의 연계

를 강화하고 신입생 인성부분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업무

② 입학시험 출제관리업무(적성검사, 면접, 편입학)

③ 입학시험 사정관리업무(수시모집, 정시모집,

편입학)

④ 입학시험 공정관리업무

⑤ 입학 홍보기념품관리 및 모집요강 제작

⑥ 전국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참여,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실시

⑦ 입시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모집방안

⑧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관련담당

⑨ 입시운영 경비 집행 및 예결산

⑩ 학부모․학생․고교진학담당교사 진학상담

⑪ 입학제도 기획 및 조정(입학관련 국가정책 정보

수집)

⑫ 입학전형계획수립 및 우수신입생 확보방안 개발

⑬ 입학사정기준 및 전략기획 연구

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우수 학생 선발

⑮ 입학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효과 증대방안 개발

⑯ 대학입시홍보 기획(각종 매체) 및 제작지원

⑰ 입시홈페이지 입시정보 업데이트

⑱ 외국인유학생(순수외국인) 모집및선발에관한사항

입학관리팀은 예측가능하고 공교육정상화에 기반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신․편입

생을 선발하고, 대학의 입학정책과 관련된 대외정보의 수집 및 분석, 입학사정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입시예산집행 및 예결산, 모집전형별 입학고사 시행, 입학공정관리까지

학생선발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과 명확하고 신속한 입학상담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를

고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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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1. 총무관리팀

주요사업내용

2. 경리팀

주요사업내용

감사실

1. 감사실

주요사업내용

① 직원인사 전반적인 업무

② 직원 복무, 교육훈련, 연수, 출장관리 업무

③ 교직원 상벌관련 업무

④ 경축 및 기념행사 전례의식 업무

⑤ 문서의 접수․발송․분류․보존 및 관리 업무

⑥ 4대연금관리 업무

⑦ 비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 업무

⑧ 재산(교사․교지 및 시설물)유지관리 업무

⑨ 제반시설공사에 대한 견적 및 계약과 관리감독 업무

①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

② 결산에 관한 업무

③ 교직원 급여 업무

④ 학생납입금 책정 업무

⑤ 등록금 및 잡부금 수납 업무

⑥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⑦ 예금관리 및 통장관리 업무

⑧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⑨ 원천징수 및 세액 납부 업무

① 각 부서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

② 재산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감사

③ 전산ㆍ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④ 조직ㆍ제도 및 인력관리 업무 감사

⑤ 주요 경쟁입찰 및 계약 업무 감사

⑥ 제도 및 행정운영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⑦ 본교 정책의 실천사항

사무처 총무관리팀은 직원인사, 교육, 후생복지, 시설관리유지, 비품구입, 각종 행사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 편성 및 결산, 교직원 급여 지급, 등록금 수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분석 및 확인검증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통제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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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남 캠 퍼 스

부속 기관

1. 학술정보원

1) 학술정보팀

주요사업내용

2) 전산정보팀

주요사업내용

2. 범석의학박물관

주요사업내용

3. 인애학사(생활관)

① 학술정보팀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학술정보팀 운영 및 정보화 정책 기획

③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④ 자료의 대출 및 반납, 학술정보지원서비스

⑤ 전자도서관 구축(학술정보 DB 구축) 및 운영

⑥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운영 및 관리

⑦ 학술정보팀 시설 및 비품 관리

① 대학정보화 기획 및 사업추진
② 학사․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③ 학사행정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업무
④ 각 행정부서별 관련 자료 처리 지원업무
⑤ 대학정보화 운영시스템(서버, 네트워크) 구축, 운영

⑥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업무
⑦ 네트워크 부하량 측정 및 장애처리
⑧ 데이터 백업 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⑨ 교내PC 유지보수 업무

학술정보팀의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기본 운영 및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
획하며 자료의 수서, 선정, 조직, 관리와 정보서비스, 대출반납, 이용교육 등을 통하여 이
용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수월하게 하도록 업무를 진행한다.

전산정보팀은 대학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대학 내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망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전문 박물관으로서 ‘보건의료전시실’, ‘을지대학교 역사 자료실’, ‘을지재단실’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지재단 설립자인 범석 박영하 박사가 평생 모아온 의료사 관련
소장품 190여점이 전시 되어있다.

인애학사는 2009년 2월 완공한 최첨단 시설과 규모를 갖춘 신개념의 복합기숙사로 각

실마다 개별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세탁실, 주차 공간 확보 및 카드키 출입시스템 등을

완비한 오피스텔식 기숙사입니다.

① 의료역사유물 및 대학역사자료 수집, 보관
및 전시 업무

② 박물관 소장품 관리 업무

③ 박물관 관람 행정 업무
④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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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부설기관

1. 평생교육원

주요사업내용

2.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3. 국제언어교육원

① 학기 중 생활관 운영
가. 사생선발 및 입사
나. 사생관리(오리엔테이션, 사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사생생활지도 및 각종 행사지도)
다. 시설의 점검 및 관리
라. 사생 퇴사 수속

② 방학중 생활관 운영
가. 단체유치활동
나. 시설 점검 및 정비
다. 게스트룸 운영

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홍보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
③ 교․강사 관리 및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학습자 수업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학점은행제 학사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원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홈페이지운영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웹 운
영에 관한 사항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적 탐구심으로 자기계발
에 관심이 큰 일반인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널리 개방하므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
하여 지역사회에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및 시설을 바탕
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배움에 대한 보람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한다.

본 센터는 체계적인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기능의 최적화 및 교
육의 질을 개선하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개발, 창의적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학습법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③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

④교수·학습 관련 정보 제공
③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④ 교육매체 제작 및 장비 지원 등 사업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과정,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English Zone,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

상 한국어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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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4.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5. 을지인력개발원

주요사업내용

6. 취·창업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본 센터는 아동의 마음과 부모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

하고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내적 성장을 이루어 행복

한 가족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정서치료(모래놀이․미

술․놀이 치료), 학습치료(언어․인지치료)
② 보건복지부 바우처 서비스 제공(우리아이심리

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장애아동재활

치료서비스)

③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혼가정상담

④ 드림스타트 정신건강 관리사업

⑤ 아동상담 인턴․레지던트 교육과정
⑥ 예술치료사양성 교육과정

① 사업계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③ 개인 또는 단체 예약에 관한 사항
④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환경미화 및 조경에 관한 사항

⑥ 위생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방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⑧ 용역관리 업무

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을지인력개발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과 의료사업에 매진해 온 을지재단에서 2004년

12월 22일 설립한 교육∙휴양시설입니다. 동해 바닷가를 바라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국

내 최고의 부대시설을 갖춘 을지인력개발원은 을지재단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한 재도약의 장소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장이 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① 어학특강, 특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③ 홍보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
④ 교·강사 관리 및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사항

⑤ 교육실시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⑥ 외국어분야 졸업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언어교육원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⑧ 학습자(수강생) 관리에 대한 사항
⑨ 소관업무 관련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⑩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우량 취업처 발굴 및 연계

③ 취·창업정보개발 및 제공 업무

④ 취업,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및 상담

⑤ Job cafe 등 운영

⑥ 학과별 진로지도교수 지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하여 진로 및 취업상담과 최신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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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1. 산학협력단

주요운영목표

1) 연구지원센터

주요사업내용

① 대학의 연구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업무
②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③ 교내․외 시험분석 의뢰 관련 업무
④ 외부수탁 연구 과제 개발에 관한 업무
⑤ 대학․병원․기업 연구개발 지원 업무

⑥ 외부수탁 연구 과제 개발에 관한 업무
⑦ 실험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⑧ 연구관련 정보공시 관련업무
⑨ IRB 관련 업무
⑩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 업무

2) 산학사업센터

주요사업내용

① 대학의 연구핵심역량 개발 및 연구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확보
- 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 교내 외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체계적 연구비 관리 정책 확립
- 연구개발 성과를 대학의 수익사업(기술이전, 개발기술사업화)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

② 을지법인내의 핵심 연구개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효율적인 장비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학내(을지관) 연구시설 및 고가장비 관리체계의 일원화
- 대학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대학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③ 산학협력단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 보건의료 분야 대형 국책사업 수주
-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각종 사업(연구과제) 확보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이며,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의 증가하는 산
학협력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

①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업무
② 산학협력단 사업결과 정리 보고 업무
③ 산학협력 사업의 지원 및 관리 업무
④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
⑤ 을지대학교 가족회사 관련 업무

⑥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업무
⑦ 지적재산권 관리의 업무
⑧ 산학협력단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 교육․훈련지원
⑨ 산업체공동교육과정및프로그램개발운영업무
⑩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업무

산학협력단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고 산하기관의 산학협력활동(특허, 기술이전
계약, 가족회사, 업무협정, 계약학과)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산학협력기술개발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산학공동연구개발 및 정부 연구과제 관리등의 행정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산학협력단 보유 연구 장

비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고가의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과 연구 지원을 통한 창조적 연연 역량

의 고양과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활성화, 지역 산업체 및 연구소에 대한 기기 이용 개방과 교육

을 통해 첨단 고가 장비를 자유자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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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보육센터

주요사업내용

4) 창업교육센터

주요사업내용

①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

② 학교기업 창업 지원 업무

③ 인 허가를 비롯한 행정자문 및 지원

④ 교원 창업 지원 업무

⑤ 학생 및 졸업생 창업 지원 업무

⑥ 창업보육업체 기술 및 경영지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와 창

업자들을 BI센터에 입주시켜 사업장, 기자재, 경영교육, 연수 및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

한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업무

② 창업․전공 동아리 발굴지원 및 학생 창업 지원

업무

③ 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

종 행사, 연구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

한 업무

④ 기타 창업교육 관련 업무

창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을 위하여 창업교육과정운영, 창업캠프 창업동아리 발

굴 및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창조형 대학생 벤처창업인 육성 대

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직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벤

처기업의 창업 촉진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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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캠 퍼 스

부속 기관
1. 학술정보원

1) 학술정보팀

주요사업내용

2) 전산정보팀

주요사업내용

2. 생활관

주요사업내용

① 학술정보팀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학술정보팀 운영 및 정보화 정책 기획

③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리 및 보존

④ 자료의 대출 및 반납, 학술정보지원서비스

⑤ 전자도서관 구축(학술정보 DB 구축) 및 운영

⑥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운영 및 관리

⑦ 학술정보팀 시설 및 비품 관리

학술정보팀의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기본 운영 및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

획하고, 자료의 수서, 선정, 조직, 관리와 정보서비스, 대출반납, 이용교육 등을 통하여 이

용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생활관 운영규정 및 관련규정 제정·개정

② 생활관 납부금 책정 및 생활관 예·결산 심의

③ 사생 선발, 입주 및 퇴사의 자격 심의

④ 사생의 관리 및 지도 업무

⑤ 생활관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처 업무

⑥ 생활관의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생활관 사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질서 및 예절

의식을 갖추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① 대학정보화 기획 및 사업추진

② 학사․행정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③ 학사행정관련 데이터 관리 지원업무

④ 각 행정부서별 관련 자료 처리 지원업무

⑤ 대학정보화 운영시스템(서버, 네트워크) 구축, 운영

⑥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업무

⑦ 네트워크 부하량 측정 및 장애처리

⑧ 데이터 백업 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⑨ 교내PC 유지보수 업무

전산정보팀은 대학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며, 대학 내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망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83 -



부설 기관
1. 평생교육원

주요사업내용

2. 교육개발연구센터

주요사업내용

3. 임상수기훈련센터

주요사업내용

① 교수의 교육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수개발

② 교수 또는 교육지도자의 개별 교수법 개선 향

상 프로그램 운영

③ 학습자의 교육평가 및 정기 시험문항 분석업무

④ 교수평가업무의 관리

⑤ 학년단위 수평 및 수직형 통합교육과정의 개발

⑥ 문제중심학습(PBL)을 위한 tutor 훈련 및

사례개발

⑦ 객관적 임상능력시험(OSCE/CPX)의 개발

과 관장

⑧ 학생상담실 관리 및 운영

⑨ 위의 활동을 위한 책자 및 교육자료의 발간

교육개발연구센터는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산하 각 교육기관(부서)의 고유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부설기관으로서 일차적으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는 개선하고 운영하며 교수 개발기능을 담당한다.

① 임상수기(clinical skills) 교육 프로그램

②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교육프로그램

③ 다학제간(multi-disciplinary) 협력 프로그램

④ 구조적 임상 수기 평가(formative OSCE/CPX)

⑤ 시뮬레이션교육(병실, 응급실 상황)

⑥ 의료진의초기교육과재교육프로그램(전공의, 간호사등)

임상수기훈련센터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의 임상수기 영역 자질을

균형 있게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실제 환자에게 정확하고 안정된 임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홍보 및 수강생 모집에 관한 사항

③ 교․강사 관리 및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학습자 수업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학점은행제 학사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평생교육원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홈페이지운영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웹 운

영에 관한 사항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적 탐구심으로 자기계발에

관심이 큰 일반인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널리 개방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지

역사회에 이바지한다.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및 시설을 바탕

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배움에 대한 보람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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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소

1. 보건과학연구소

주요사업내용

2. 병원경영연구소

주요사업내용

3. 응급의료안전교육연구소

주요사업내용

① 국민보건전반에걸친이론및기술의조사․연구

② 식품과학․보건의료기술등의사업체에대한기술지원

③ 보건관계전문기술인을위한세미나․강습회등의개최

④ 보건분야에 관한 간행물 발간

⑤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위탁된 용역사업

생명과학 전반에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지역사회 및 산학협동에 의한 상호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여 본 대학과 산업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병원경영에 관한 연구 및 개발

② 국내․외 학문교환과 그에 대한 지원

③ 병원등의 관련기관에 대한 운영개선 지원 및

산학협동 활동

④ 병원경영 전문인을 위한 세미나 활동

⑤ 병원경영 분야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⑥ 외부병원의 경영진단 및 사업성 검토

국내·외의 병원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병원경영 분야의 학문과 기

술의 습득 및 증진을 도모하여 국내 병원경영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응급의료 안전시스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ㄱ. 보건의료 전문인력(응급구조사 1급, 응급
간호사,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업무 질
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최신 신기술습
득 및 새로운 응급처치술 및 장비사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ㄴ. 일반인 및 최초반응자(경찰, 운전자, 양
호교사, 소방서 구급 및 구조대원, 산업
장보건 및 안전관리자, 체육시설 의료·구
호 안전업무 종사자, 선박 인명구조요원
등)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③ 재난 및 안전교육 및 연구
·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교육 및 연구
· 인간공학 및 산업보건관리 교육 및 연구
·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분야 교육 및 연구
· 초,중,고교 학교안전관리 교육 및 연구
· 시스템안전 및 안전성평가 교육 및 연구
④ 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병원 전 최초반응자 및 응급의료 관련 요원 교
육용 컨텐츠개발
· 산학관 협약에 의한 대상자별 상황별 안전교육 컨
텐츠 개발

⑤ 대학내 가상안전 체험관 활용을 통한 학습의

대학내 응급의료 안전교육 시스템구축과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 및 대학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하여 응급의료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산학관 협력을 통하

여 수행함으로써 을지대학교 재학생 및 타 대학 학생과 일반인의 응급처치 능력을 고양

시키고 대학 내의 가상안전 체험관 활용 안전교육, 응급의료체계 및 재난관련 연구, 을

지 응급구조단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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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해충방제연구소

주요사업내용

5. 을지중독연구소

주요사업내용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고유업무
내용을 고려한 특성있는 응급처치교육
및 연구.

ㄷ. 재학생대상 졸업인증제 심폐소생술교육
특성화를 위한 PBL 실기교육방법 개발

·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인
력양성,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

ㄹ. 응급의료 안전 교육과정 수료후 관련 민
간자격증 부여
· 자격별, 대상별 프로그램 및 평가방식 개발
· 민간응급의료 안전요원 민간 자격증 발
급기관으로 인증

② 산학관 협동 응급의료 안전 교육 위․수탁
계약 체제 운영

· 산업체 응급의료 안전요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동체제 운영

· 실습기자재 및 장비의 공동활용화 방안 추진

체득화 현상 연구 및 대내외 학교홍보
· 교내 재학생 대상 응급상황시 최초반응자 대
응,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의 가상안전 체험
을 통한 학습의 체득화 현상 연구
· 지역사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시민
생활안전 등의 가상안전 체험을 통한 학습
의 체득화 현상 연구 및 교외 학교홍보

⑥ 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 안전 세미
나 개최 및 홍보
· 응급의료체계 안정화와 생활안전 시스템 정착
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응급의료 및 생활
안전 거점지로서의 학교위상 대내외 홍보

⑦ 을지응급구조단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
·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의 효율성 구축을
위한 을지응급구조단 활동결과 연구

· 을지응급구조단 활동 증진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봉사활동의 효율적 기능 분석 연구

① 위생해충방제분야의 연구 및 개발

② 위생해충관련기관의 위탁교육

③ 위생해충방제기술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④ 외부사업체로 부터 기술지도 및 연구과제 협약체결

⑤ 식품업체 및 방역업체로 부터 위생해충동정

및 분류상담

기후변화로 인한 위생해충피해 사례를 역학적 상관성, 질병 매개체의 규명, 환경보건관

리, 방제기술의 전략적 연구를 통하여 산학협동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증진 기여를 목

적으로 한다.

① 국민보건 전반에 걸친 이론 및 기술의 조

사․연구

② 중독성 질환에 대한 상담

③ 중독․상담․재활 관련 인력의 교육 및 양성

④ 중독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

인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지원

⑤ 국내 및 국외의 중독 관련 학술단체, 사회단체,

공공기관과의 교류

⑥ 대학 내 음주, 흡연 및 기타 습관성 문제․행

동 개선사업

⑦ 교외로부터 위탁된 연구용역 및 자문

알코올 및 니코틴, 마약, 도박,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의 전반에 걸친 연구 및 사업을 실

시하고 전문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를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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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생명과학연구소

주요사업내용

7. IT융합의학연구소

주요사업내용

8. 사이버커뮤니케이션디자인연구소

주요사업내용

① 피부생리활성 소재 개발 및 실험실 효능평가 기술

② 동물실험을 통한 전임상 평가 및 임상시헙 

평가 기술

③ 기능성화장품, 병원화장품의 제형기술 및 기술

화 사업

④ 연구인력 양성과 학술행사

을지대학교와 을지병원에 재직 중인 피부생명과학을 전공하는 교수진이 상호협력하여

피부생리활성 소재개발, 생리활성 효능평가,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화장품 및 의약외품

개발, 기술사업화를 위한 교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 논문 발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

해 향후 우수 연구 인력양성과 연구 과제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① 임상연구 및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CDSS개발과 platform 연계를 연구한다.

② 임상연구 및 그 결를 기반으로 진료관리
Tool을 개발한다.

③ 임상연구 및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의

big data 및 data mining을 연구한다.
④ 임상연구 및 그 결과를 다양한 IT 분야 융

합하여 진료관리 특허 획득을 연구 한다.

⑤ U-healthcare에 대한 교내 연구 사업 및 보
건복지부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

⑥ U-healthcare에 대한 국책 사업의 정책연구와

정책 제시를 한다.

⑦ U-healthcare에 대한 국제 임상시험 연구 사업
과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회대회 개최를 한다.

⑧ 개발된 U-healthcare 시스템의 의료 산업화 (제품

화) 추진과 Mobile healthcare 접목을 연구한다.
⑨ 공학과의 교류 증진을 통해 Open EHR 및

Open platform, Apps 개발을 연구한다.

⑩ Mobile 의료 산업화를 위해 기업체와 교류를
증진하고, 제품화 연구를 한다.

산부인과 출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비쿼터스 healthcare 롤모델과, 새로운시스템

제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과 분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연구 개발 과정을 통

해 습득한 노하우를 또 다른 의학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공학 및 네트워킹 분

야 학문과 융합하고 교류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축적하여, 을지대학병원 교수의 임상 연

구 및 그 결과를 중심으로 IT기술과 협력을 통해 의료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무 및 기능중심에서 심화교육 및 연구중

심대학으로 학과 발전

② 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 학교 및 학과 홍보

및 수익모델 개발

③ 특수한 기술 개발 등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목

적을 위해서 외부 기관의 지원금으로 지원되

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지원

④ 연구인력 양성과 학술행사 개최

의료홍보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과 발전뿐만 아니라 기

술 사업화를 위한 교원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 논문을 위한 지원 시스

템을 구축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향후 우수 연

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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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을지의생명과학연구소(EMBRI)

주요사업내용

① 대학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 프

로그램 계획 수립

② 대학교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과제 수

행 및 지원

③ 정부 등 외부 연구지원기관의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지원

④ 외부 기관이 지원하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지원

⑤ 임상 및 기초 의학에서 적용 가능한 진단,

치료 및 예방 기술

⑥ 임상 기술의 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과학

적 지식, 이론 및 물질

⑦ 특정 의료 시술에 소요되는 제반 기술 및 기기

⑧유전자, 유전체, 염색체 검사 등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임상 진단, 유전자요법, 세포치료술,

불임치료술 등과 같이, 특정 의료시술에 소요되

는 자원 및 기술제공

⑨연구인력 양성 또는 연구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세미나 계획과 개최

EMBRI는 임상 및 기초 의학에서 적용 가능한 진단, 치료 및 예방 기술과 임상 기술의

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과학적 지식, 이론 및 물질은 물론 특정 의료 시술에 소요되

는 제반 기술 및 기기 등에 대한 기획, 조사,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유전자, 유전체, 염색체 검사등의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임상 및 적용 가능한 진단, 치료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하고, 특정 의료시술에 소요되는 자원 및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술세미나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88 -



11. 교직원
1. 교직원현황(총괄) (2015.12.31기준)

구분 교수 기간제계약직(조교) 행정직 계

대전 260 27 11 298
성남 136 59 47 242
합계 396 86 58 540

2. 교원 직급별 현황 (2015.4.1기준)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

대전
남 55 55 51 161
여 32 27 45 104
소계 87 82 96 265

성남
남 29 27 38 94
여 10 7 32 49
소계 39 34 70 143

합계
남 84 82 89 255
여 42 34 77 153
소계 126 116 166 408

3. 기간제 계약직(조교)현황 (2015.12.31기준)

구분 학과 행정 계

대전
남 5 1 6
여 16 5 21
소계 21 6 27

성남
남 11 4 15
여 25 19 44
소계 36 23 59

합계
남 16 5 21
여 41 24 65
소계 57 29 86

4. 행정직 (2015.12.31기준)

구분 행정직 기술(능)직 계약직 계

대전
남 5 2 2 9
여 1 0 1 2
소계 6 2 3 11

성남
남 22 1 17 40
여 1 0 6 7
소계 23 1 23 47

합계
남 27 3 19 49
여 2 0 7 9
소계 29 3 2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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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 정원 및 인원 현황 (2015년 정보공시 기준)

구

분
계열 학과

재학

생수

교원

정원

전 임 교 원 전임교원

확보율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성

남

자연

과학

간호학과

3460 173

17 4 1 12

57.80%

임상병리학과 9 - 4 5

안경광학과 7 2 1 4

의료공학과 7 1 4 2

응급구조학과 5 1 3 1

방사선학과 6 1 1 4

치위생학과 5 1 1 3

물리치료학과 7 2 1 4

미용화장품과학과 5 - 2 3

식품영양학과 5 3 - 2

식품산업외식학과 5 3 1 1

보건환경안전학과 7 6 1 -

의료IT마케팅학과 11 7 3 1

의료홍보디자인학과 4 1 2 1

인문

사회

의료경영학과

826 34

6 2 2 2

126.47%

스포츠아웃도어학과 6 - 1 5

교양학부 15 2 - 13

장례지도학과 5 - 2 3

유아교육학과 6 - 4 2

중독재활복지학과 5 3 - 2

소 계 4,286 207 143 39 34 70 69.08%

대

전

인문

사회

의료경영학과 15 1 2 - - 2
100.00%

대학원(의료경영) 21 1 - - - -

자연

과학

간호학과 296 15 17 5 1 11

93%
임상병리학과 168 9 3 2 - 1

의예과 90 5 20 12 5 3

대학원 292.5 15 - - - -

계 882 45 42 19 6 17 93.33%

의학 의학과 249 32 223 68 76 79 675.8%

소 계 1,162 80 265 87 82 96 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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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을지대학교(성남) 행정직 현황 (2015.12.31기준)

6-2. 을지대학교(대전) 행정직 현황 (2015.12.31기준)

구분 직급
정관
T/O

현인원 증감 비고

일반직

5급 (부참사) 2 1 -1

7급 (부주사) 5 4 -1

8급 (서 기) 6 1 -5

소 계 13 6 -7

기술직
8급 (서 기) 2 2

소 계 2 2

계약직 3

계 15 11 -4

구분 직급
정관
T/O

현인원 증감 비고

일

반

직

2급 (참 여) 1 0 -1

3급 (부참여) 1 0 -1

4급 (참 사) 3 0 -3

5급 (부참사) 4 1 -3

6급 (주 사) 9 7 -2

7급 (부주사) 11 5 -6

8급 (서 기) 15 11 -4

소 계 44 24 -20

기

술

직

5급 (부참사) 1 0 -1

6급 (주 사) 1 0 -1

7급 (부주사) 2 1 -1

8급 (서 기) 3 1 -2

소 계 7 2 -5

계약직 23

계 58 4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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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사안내

가. 입학
1. 입학시기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

의 2학기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2. 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

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이

취소된다)

나. 기타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전 각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는 의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8.11.10)

3. 지원절차 - 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전형료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한

다.

가. 학력증명서

나. 성적증명서

다.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입학전형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학년도 입학시험전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학요강에 따른다.

5. 입시공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관리를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둔다.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입학허가 및 취소 - ① 입학의 허가는 소속 대학장 혹은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

장이 행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 및 납입금을

납부하는 외에 등교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입학허가 후 제11조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또는 소

정기일 내에 전항의 의무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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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
1. 정의 : 등록이라 함은 등록대상자(재학생,복학생)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

을 말한다.

2. 등록 방법

1) 정규 등록 (일시납)

2) 분할납부 등록

(1) 대상자 : 해당학기 등록금 수납기간 전, 공지에 고지된 기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부 재학생

(2) 분할납부제외대상 :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사전 감면 장학금이 있는 학생

(3) 분할납부는 4회 분납이며,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에는 해당학기가 미 인정됨과 동시

에 미등록 제적 처리함.

(4)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미납 등록금이 완납되어야만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3. 등록 절차 – 을지포탈사이트(http://potal.eulji.ac.kr)에 로그인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은행 또는 인터넷(텔레뱅킹)을 통해 시중은

행 영업시간 중에 납부한다.

※ 단, 전액 장학금 수혜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신한은행에 직접 가서 등록 처리 해야 한다.

다. 휴학·복학
제5조(일반휴학) ①가사사정 등의 이유로 일반휴학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개시일 2주전부터 학기 개시일 4주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장, 소속 대학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개정 2012.7.1)

2. (삭제 2014.3.1)

3. 진단서(해당자에 한하며, 본교 부속병원 및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발행)

4. 임신(임신진단서), 출산․육아(자녀출생증명서) (신설 2012.7.1)

②당해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 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기납입한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 재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2014.3.1)

③휴학기간 중이라도 1년 이내에서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 횟수는 2회로 계산 한다.

④신입생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임신·출산·육아,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7.1)

⑤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의 수업을 받고 임신·출산·육아, 질병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참조하여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1, 개정 2012.7.1)

제6조(입영휴학) ①병역관계로휴학을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를갖추어교학처에제출하여야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개정 2012.7.1)

2. 입영통지서나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일자/입영결과조회서 (개정 2012.7.1)

②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의 수업을 받고 군입영 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

시험, 출석, 과제물 성적 등을 참조하여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③군입영휴학자의 복무기간 연장(의무복무에 한함) 및 유급처분에 따라 이수하는 학기

를 맞추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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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군입영휴학자가 입영 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⑤입영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학과장에게 신고 후 복학 혹은 일반휴학에 필요한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휴학자의 입대휴학 수속) ①본 세칙 제5조에 의하여 일반휴학 중인 자가 병역

의무 관계로 휴학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본 세칙 제6

조에 의한 입영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일반휴학 중 군입영 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복학 시

납입금은 기납입한 납입금으로 대체한다.

제8조(특별휴학) 편입학자 혹은 9차 이상 등록하여야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개설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학기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휴학은 학칙 제21조에 정한 휴학의 횟수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1(창업휴학) ①창업의 이유로 창업휴학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

기 개시일 2주전부터 개시일 4주 이내에 지도교수, 학과장, 소속대학장, 창업교육센터장

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1. 휴학원서(소정양식)

2. 당해 연도 사업자등록증

②당해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선전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 시 기납입한 납입금으

로 대체하며 수업일수 2분의 1선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복학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 중이라도 2년 이내에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 횟수는 2회로 계산한다.

④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의 수업을 받고 창업휴학을 하는 자는 중간시

험, 출석, 과제물, 성적등을 참조하여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복학) ①복학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학칙 제22조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도

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학원(소정양식)

2. 병적확인서 또는 제대증 사본(군제대자)

②복학자가 재학연한까지 학업을 계속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복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수업
제20조(수업) ①수업시간은 1교시 당 50분(야간은 4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주중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개정2015.3.1)

②학과장은 교육과정에 따른 강의시간표를 편성지침에 의거 작성, 교학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계획서를 교학처

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21조(강의계획서) 과목담당 교수는 해당 과목의 수업내용, 교재 및 평가방법 등을 기재

한 소정양식의 강의계획서를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을 진행

하여 야 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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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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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생교육원
주 소 : 461-7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212번지 뉴밀레니엄센터(새천년관) 601-1호
홈페이지 : http://cec.eulji.ac.kr Tel : (031) 740-7282~3
E - mail : eu1004@eulji.ac.kr Fax : (031) 740-7296

1. 연 혁

2015.01 학점은행과목 20개 과목 평가인정

2015.02 제14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학위 수여식(41명)

2015.02 2015년 후기 학사학위학위 수여(24명)

2015.03 바리스타(2급) 자격증 과정 6명 수료(장소: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2015.04 바리스타(2급) 자격증 과정 7명 수료(장소:본교)

2015.04 티소믈리에(3급) 자격증 과정 12명 수료

2015.04 성남시 행복 Re-start 아카데미 172명 수료

2015.05 제9기 성남시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 40명 수료

2015.06 의공(산업기사) 국가자격증 과정 23명 수료

2015.07 성남시 청소년재단 직원대상 기본인명소생술 교육(40명)

2015.07 성남시 제3기 상인대학원 과정 50명 수료

2015.08 제23차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과정 18명 수료

2015.09 제24차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과정 18명 수료

2015.09 박용현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15.09 제1기 장례경영분야 고위관리자 과정(7명)

2015.10 바른식습관지도자(푸드코치) 과정 30명 수료

2015.11 분노조절전문상담사(2급) 과정 8명 수료

2015.12 성남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아카데미 39명 수료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공동 주관)

2015.12 EU-CLU 과정 운영(13개 학과 23개 과정)

2014.02 제13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학위 수여식(49명)

2014.02 성남시 제1기 상인대학원 과정 38명 수료

2014.02 대만 웨딩 메이크업 세미나 교육과정 12명 수료

2014.03 학점은행제 미용학 전공(학사학위) 운영

2014.05 제21차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과정 15명 수료

2014.06 카이로프락틱 도수치료과정 17명 수료

2014.07 제8기 성남시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 과정 45명 수료

2014.08 2014년도 북경수도의과대학 하계 연수 과정 20명 수료

2014.08 2014년 후기 학사학위 수여(18명)

2014.09 제22차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과정 29명 수료

2014.11 성남시 제2기 상인대학원 과정 45명 수료

2014.12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 4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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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성남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아카데미 29명 수료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공동 주관)

2013.02 제12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학위 수여식(39명)

2013.04 장례지도사 전공 교육과정 4명 수료

2013.06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정 30명 수료

2013.08 북경수도의과대학 하계 연수 실시 20명 수료

2013.08 전공단위 간호학 평가인정(교과부)

2013.08 2013년 후기 학사학위 수여(16명)

2013.10 대만 헤어트랜드 세미나 교육과정 33명 수료

2013.11 제1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대비반 교육 8명 수료

2013.12 글루텐주얼리 교육과정 7명 수료

2013.12 신구대 유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106명 수료

2013.12 학점은행과목 34개 과목 평가인정(교육부)

2012.01 청소년생명보건과학영재 과정 20명 수료

2012.02 제11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학위 수여식(33명)

2012.03 마기중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12.04 제6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성남시)

2012.04 2012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12.05 전산자격증 취득과정(Microsoft Office Specialist) 운영

2012.06 레크리에이션치료사 1급 자격과정 13명 수료

2012.07 북경수도의과대학 하계 연수 실시 19명 수료

2012.08 2012년 후기 학사학위 수여(11명)

2012.11 장례지도사 기본 교육과정 18명 수료

2012.12 학점은행과목 4개 과목 평가인정(교육과학기술부)

2011.02 제10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학위수여식75명

2011.04 제5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경기도 성남시)

2011.04 2011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11.05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교육 21명 수료

2011.07 제2기 성남시민 평생교육 아카데미(방문건강지도사 과정) 56명 수료

2011.07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과정 29명 수료

2011.07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2급 자격과정 80명 수료

2011.08 관·학 연계 프로그램(독거·노인세대 돌봄 교육) 118명 수료

2011.08 2011년 후기 학사학위 수여 15명

2011.09 도수운동치료사 자격인증 교육과정 82명 수료

2011.09 비만체형관리사 자격인증 교육과정 86명 수료

2011.11 김현철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11.12 학점은행과목 6개 과목 평가인정(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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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제9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60명)

2010.04 제4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경기도 성남시)

2010.04 2010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10.08 2010년 후기 학사학위수여 36명

2010.08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2급 자격과정 102명 수료

2010.10 중독상담사 자격인증과정 26명 수료

2010.12 학점은행제 15개 과목평가인정

2010.12 제1기 성남시민 평생교육 아카데미(생애단계별 건강관리) 57명 수료

2009.01 탄자니아교사 위탁교육 과정 7명 수료

2009.02 제8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130명)

2009.04 제3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성남시)

2009.04 2009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09.05 1급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80명 수료

2009.06 안경원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30명 수료

2009.07 종이접기 영재지도사 2급 과정 18명 수료

2009.07 C언어 특강 17명 수료

2009.07 학점은행제 유사 학위종류 및 전공 심의 통과

(중독재활복지학, 외식조리학, 보건산업안전학, 피부관리학)

2009.08 2009년 후기 학사학위수여 58명

2009.09 시신위생처리 자격인증제 21명 수료

2009.09 안경원 창업 컨설턴트 과정 25명 수료

2009.11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 과정 30명 수료

2009.12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24개 평가인정(교육과학기술부)

2009.12 학점은행제 간호학, 사회복지 전공단위 평가인정(교육과학기술부)

2008.01 이군자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08.02 제7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수여식(학사100명, 전문학사 24명)

2008.03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ㆍ인가 (경기 2008 제 81호)

2008.03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전문교육 (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 선정

2008.04 제2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성남시)

2008.04 2008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08.12 한애경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08.12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6개 평가인정(교육과학기술부)

2007.02 제6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87명)

2007.03 교명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을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성남캠퍼스)

2007.03 학점은행제 피부미용학 전공단위 평가인정(한국교육개발원)

2007.03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6개과목 평가인정(한국교육개발원)

2007.03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성남시)

2007.04 제1기 외식사업자 전문 경영인과정 운영(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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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2007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07.09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20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7.09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 명심보감 과정 개설 (한국교육개발원)

2007.10 여대생리더쉽 육성캠프 위탁기관 지정 (경기도)

2006.02 제5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44명)

2006.03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36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03 학점은행제 전공심화과정 10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03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공단위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03 학점은행제 간호학 전공단위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04 2006년도 어린이 가상안전체험 및 생활응급처치 위탁교육 운영(성남시)

2006.08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과정 개설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2006.08 여대생리더쉽 육성캠프 위탁기관 지정 (경기도)

2006.09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7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09 학점은행제 특별과정 아동학전공 10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6.12 바이오산업기술교육센터 보수교육 실시

2006.12 신발처방사, 도수운동처리사 자격인증과정 개설

2005.02 제4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23명)

2005.02 시신위생처리사 자격인증과정 개설

2005.03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19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5.03 학점은행제 특별과정 관광경영전공 8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5.03 사회복지학 복수학위 및 자격증과정, 이학사 생명과학 전공 개설

2005.08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과정 개설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2005.09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5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5.10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기관 지정 (경기도)

2004.02 제3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26명)

2004.03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15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4.03 관광경영,호텔조리 전문학사 학위과정개설

2004.04 특별과정 관광경영실무과정 운영

2004.07 유순규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04.08 노인정보교육센터(CTLC) 교육기관 지정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자격인증제 도입(신발처방사, 시신위생처리사)

2004.12 의생명실험실 WORKSHOP

2003.01 바이오산업기술교육센터 보수교육

2003.02 제2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26명)

2003.03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14개과목 평가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3.0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청)

2003.07 중소기업재직자 산학연계 정보화 교육기관 지정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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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 바이오산업기술교육센터 보수교육
2002.01 전문응급처치 강사교육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경기지회)
2002.02 제1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학위수여식 (14명)
2002.04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25개과목 평가 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2.06 2002년 하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2002.08 중소기업재직자 산학연계 정보화 교육기관 지정 (중소기정보화경영원)
2002.08 전국장례업협회 민간자격증소지자 보수교육
2002.10 2002년 동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2002.1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청)

2001.03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10개과목 평가 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1.06 2001년 하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2001.08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청)
2001.09 학점은행제 학사학습과목 8개과목 평가 인정 (한국교육개발원)
2001.10 2001년 동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2000.01 전호남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00.02 취업유망분야 훈련기관 인가 (노동부)
2000.06 2000년 하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2000.09 추수경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000.1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기관 지정 (경기도청)
2000.11 2000년 동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1999.02 한국조리, 양식조리, 제과제빵, 컴퓨터도우미, 소호창업, 생활영어회화,
생활일어회화 과정인가 (교육인적자원부)

1999.10 1999년 동계 초·중등교원 직무연수기관 지정 (경기도교육청)

1998.02 전공심화과정 설치승인 (교육인적자원부)
1998.03 안경사 전공심화과정 운영
1998.11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및 소양 교육기관 지정 (문화관광부)
1998.12 평생교육원 직제 신설
1998.12 남궁 석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취임

2. 기구표

평생교육원장 박용현

팀장 부유경

부팀장 이덕희

팀원 진해은 팀원 방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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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원 소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 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적

탐구심으로 자기계발에 관심이 큰 일반인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널리 개방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1998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식기반사회, 고도정보화사회, 글로벌사회, 탈산업사회 등으로 설명되는 21세기 현대사회에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및 시설을 바탕

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배움에 대한 보람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희망을 주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과정을 비롯하여 대정부지원 교육과정, 외부기관위탁교육,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특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학점은행제 운영안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

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학점취득방법

가.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 평가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나. 자격 취득 : 국가기술자격․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독학사 과정 : 독학사면제과정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단계별 시험합격의 경우

라.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문하생으로 전수경험이 있는 경우

마. 시간제등록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의한 학습과목 이수의 경우

바. 학점인정대상학교 : 대학(교) 졸업 혹은 중퇴의 경우

2) 학위수여 요건

구분 학사학위(4년제) 전문학사학위(2년제) 비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공통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부장관

해당대학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이상 대학의 장

(을지대학교 총장)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요건을 해당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06년 이전 입학자에 한해 전문학사(2년제) 과정생 중 50학점 이상 본교에서 학점취득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등록)시 운영된 전공에 한해 대학의 장 명의로 학위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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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등록(학위신청 마김일 기준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을 필하여야 학위취득 가능)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은 정해진 기간, 장소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입니다.

학습자등록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간호/보건계열 전공 희망자의 경우 본원에서 단체 신청 시 면허증 사본)

※ 모든 증빙서류 : 원본(팩스민원 및 인터넷발급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도 원본으로 인정)

4) 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절차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 신청기

간중 원하는 시기에 할수 있지만, 학점인정대상학교 등의 학점은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

정되므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입니다.

5) 학위신청기간

- 전기학위신청(2월 학위수여) : 12월 1일 - 12월 14일

- 후기학위신청(8월 학위수여) : 6월 1일 - 6월 14일

6) 수강생 입영기일 연기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
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
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

7) 학위취득 과정 안내

학 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구분 지원자격

간호학사 간호학(7과목) 15주 주/야

해당 면허증

소지(예정)자보건학사

임상병리학(4과목) 15주 야
방사선학(4과목) 15주 야
물리치료학(4과목) 15주 야
치위생학(4과목) 15주 야
안경광학(4과목) 15주 주/야

미용학사 미용학전공(38과목) 15주 주/야 고교 졸업(예정)자

고교학력 인정자체육학사 체육학전공(5과목) 15주 주/야

8)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수여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전기)
합계 비고

학사과정 922 51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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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제언어교육원

1. 소개
을지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은 을지대학교 부설기관으로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

재양성을 목적으로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과정,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English Zone,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과정을 운영한다.

2. 연혁
2000. 09 서울보건대학 외국어교육원(Institute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설립

2000. 09 장·단기 어학프로그램 개설

2000. 09 모의토익경시대회 연 2회 실시(9월, 11월)

2001. 04 기업체 어학특강 실시(대상: 동국제강)

2001. 09 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02. 04 기업체 어학특강 실시(대상: 한국전력)

2002. 11 기업체 어학특강 실시(대상: 동국제강)

2003. 03 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대상: 재학생)

2003. 07 모의토익 주관 실시(대상: 분당 대진고등학교 37명)

2004. 03 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대상: 재학생)

2004. 05 기업체 어학교육 실시(대상: 동국제강)

2005. 02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고교연계 기초 어학교육 실시(대상: 양영고)

2005. 03 모의토익경시대회 연 2회 실시(3월, 9월)

2005. 03 전문대학협의회 지원 전문대학 해외인턴쉽 국내 어학교육 실시

2005. 06 해외 어학연수 사전교육 실시(대상: 해외 자매대학 어학 연수자)

2005. 07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고교 연계교육 영어 Camp 실시

(대상: 양영고, 성보여실, 성남정보고)

2005. 07 을지이원(E-1) 영어 Camp 실시(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2006. 03 전문대학 협의회 지원 해외인턴쉽 사전 어학교육 실시

2006. 03 모의토익경시대회 실시

2006. 05 주니어 영어프로그램 개설

2006. 06 제 1차 삼능제 외국어능력 인증시험 실시

2006. 06 자매대학 캐나다 VCC 어학연수 사전교육 실시

2006. 07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고교 연계교육 영어캠프 실시

2006. 09 제 2차 삼능제 외국어능력 인증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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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07.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 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07. 03 주니어 영어교실 운영

2007. 03 성장동력사업단 위탁 영어교육 실시

2007. 06 삼능제 외국어 능력 인증시험 실시

2007. 06 자매대학 캐나다 VCC 어학연수 사전 교육 실시

2008.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6월, 9월, 11월)

2008.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 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08. 03 주니어 영어교실 운영

2008. 05 TOEIC Speaking & Writing Test Center 체결(YBM Sisa 한국토익위원회)

2008. 11 여가디자인학과 집중영어캠프실시

2008. 12 영어특별반 집중영어캠프 실시

2009.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6월, 9월, 11월)

2009.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 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09. 07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을지취업영어캠프 실시

2009. 09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공인외국어시험지원 사업 실시

2009. 11 2009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사전교육 실시

2010. 0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해외어학연수(하와이, 필리핀) 사전교육 실시

2010.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 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10. 03 주니어 영어교실 운영

2010.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0. 05 HELP 어학과정 운영(을지병원 직원)

2010. 06 해외인턴십 사전교육 실시(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0. 06 해외어학연수 사전교육 실시(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0. 06 제1차 을지기숙영어캠프 실시(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1. 01 제2차 을지기숙영어캠프 실시(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1.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 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11. 03 주니어 영어교실 운영

2011.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1. 03 HELP 어학과정 운영(을지병원)

2011. 06 제3차 을지기숙영어캠프 실시(2010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2. 01 제4차 을지기숙영어캠프 실시(2011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012. 03 English Zone 운영

2012. 03 재학생 어학과정 연4회 운영(봄·여름·가을·겨울학기)

2012. 03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2. 06 제5차 을지기숙영어캠프 실시(2012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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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을지대학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1-3월, 5월-7월, 9월-11월)

을지(대학교)병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1-3월, 5-7월, 9-11월)

2013. 03 재학생 대상 외국어과정 연 4회 운영(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3. 04 English Zone 운영(봄학기, 가을학기)

2013. 07 외국어교육원을 국제언어교육원으로 명칭 변경(2013.07.01)

2013. 08 해외자격취득 전공영어과정 운영(안경광학과)

2013. 12 외국인 대상 한국어과정 개설

2014. 01 을지대학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1월-3월, 5월-7월, 9월-11월)

을지(대학교)병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1월-3월, 5월-7월, 9월-11월)

입학예정자 대상 영어과정 운영(외국인교수 미니영어캠프)

2014. 03 재학생 대상 외국어과정 연 4회 운영(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외국인 대상 한국어과정 연 4회 운영(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4. 04 English Zone 운영(봄학기, 가을학기)

2014. 08 보건대학원 영어과정 운영

2014. 09 일반대학원 영어과정 운영

2015 .01 을지대학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1월-3월, 5월-7월, 9월-11월)

을지(대학교)병원 교직원 대상 영어과정 운영 (1월-3월, 5월-7월, 9월-11월)

입학예정자 대상 영어과정 운영(외국인교수 미니영어캠프)

2015. 03 재학생 대상 외국어과정 연 4회 운영(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외국인 대상 한국어과정 연 4회 운영(봄, 여름, 가을, 겨울학기)

을지모의토익경시대회 연 4회 실시(3월, 5월, 9월, 11월)

2015. 04 English Zone 운영(봄학기, 가을학기)

2015. 08 보건대학원 영어과정 운영

2015. 09 일반대학원 영어과정 운영

3. 현황

○ 홈페이지: http://cile.eulji.ac.kr/

○ 프로그램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호실

국제언어교육원

원장 성명희 7255 을지관 511호

직원 이승한 7509 을지관 506호

직원 김다혜 7297 을지관 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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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과정: 기초토익I, 기초토익 II, 실전토익, 기초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

메디컬영어, 기초일어회화, 중급일어회화, 취업한자, 외국인대상 한국어과정 등

- 특별과정: 입학예정자 어학과정

해외자격취득 어학특별과정

대학원 영어특별과정

English Zone 운영

HELP 어학과정(을지병원)

4. 주요 업무

1. 재학생 대상 외국어과정 개발 및 운영

-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 과정: 토익, 회화, 영문법, 온라인 영어과정 등

2. 외국인대상 한국어과정 개발 및 운영

- 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 과정: 초급I, 초급II, 중급I, 중급II, 고급I, 고급II

3. 수강생 모집 및 홍보 전략 수립

4. 어학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졸업인증제 외국어분야 인증 심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자

6. 교양어학실 관리 및 수업 보조

기자재 관리, 설치, 수업 준비물 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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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1. 설립목적
본 센터는 아동의 마음과 부모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
고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내적 성장을 이루어 행복한 가
족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상담기관입니다. 아동(1세-18세)의 정서, 발달, 행동, 언어, 학
습 등 전인적 발달을 돕고 가족을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신건강과 관
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는데 노력합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 가정의 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보다 사회에 적응적이며 원만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조직도

3. 연혁
2010. 03. 을지대학교 부속 을지아동발달지원센터 개소
2010. 03.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010. 11. 성남시 드림스타트 정신건강관리사업 협약
2011. 01. 예술치료사 교육과정 운영
2011. 03. 성남시 드림스타트 정신건강관리사업 재협약
2011. 03. 보건복지부 '2011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011. 03. 아동상담 인턴1기 교육과정 운영
2012. 01.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012. 01. 보건복지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구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012. 0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협력기관 MOU협약체결
2012. 01. 성남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2012. 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위탁기관 MOU협약체결
2012. 03. 성남시 드림스타트 정신건강관리사업 재협약
2012. 03. 아동상담 인턴2기․레지던트1기 교육과정 운영
2012. 04. 성남시 여성발전기금 ‘성남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예술치료강사 양성과정’ 운영
2012. 04. 성남시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사업 상담기관 선정
2012. 07. 예술치료사(미술치료사) 교육과정 운영
2012. 07. 아동상담 인턴쉽 교육과정 운영
2013. 02. 보건복지부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2013. 02. 성남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2013. 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상담위탁기관 MOU 재협약체결
2013. 03. 성남시 드림스타트 정신건강관리사업 재협약
2013. 03. 보건복지부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2013. 03. 아동상담 인턴3기․레지던트2기 교육과정 운영
2014. 03. ‘드림스타트 정신건강관리사업’ 재협약
2014. 03. 경기도 특수교육청 꿈e든 치료지원/ 방과후 상담치료 개시
2014. 03. 아동상담 인턴4기․레지던트3기 교육과정 운영
2015. 03. 성남시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언어재활교육서비스 개시

아동발달지원센터 센터장
홍은주 교수

행정조교
장인희

위원회
유아교육학과 조경서 교수
유아교육학과 윤영배 교수
유아교육학과 유준호 교수

중독재활복지학과 박승식 교수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교수

스포츠아웃도어학과 박경이 교수
간호학과 조윤희 교수

상담치료사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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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영안내

가. 상담 프로그램

가) 심리검사 : 전문적인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능, 정서, 성격, 대인관계, 갈등영역, 심

리적 자원 등을 파악

․ 종류 : 언어평가, 학습평가, 진로 및 적성, 지능평가, 학생유형, 학습전략, 학습흥미, 성격

및 정서 평가, 행동발달상황 등

․ 대상 : 언어 및 인지능력 등 발달지연 아동,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부적응 문제가

있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아동. 특별한 부적응 문제가 없어도 객관적

검사도구를 통해 아동 및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진로선택, 잠재력개발, 취

약점과 강점을 알아보기 위한 분들은 누구나 가능

나) 심리치료 : 아동들이 겪고 있는 정서, 행동, 대인관계, 사회적응상의 문제들을 아동상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매체(놀이, 미술, 모래)를 통해 상호작용하고 나눔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부적응 행동을 완화시키고 사회 적

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

․ 종류 :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치료놀이, 음악치료

․ 대상 : 부모와 잘 떨어지지 못하는 아동/ 유치원이나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동/ 주의산

만하고 집중이 어려운 아동/ 고집이 세고 짜증이 많은 아동/통제가 안 되는 아동/ 자신

감 없고 위축된 아동/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집을 자주 나가는 아동/ 반항적이고 공격

적인 아동/ 친구가 없거나 따돌림 당하는 아동 /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아동/ 음식을 거

부하는 아동/ 충격적인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 눈을 깜빡거리는 아

동/ 거짓말을 자주하는 아동/ 말을 안 하거나 더듬는 아동/ 머리카락을 뽑거나 머리카락

이 많이 빠지는 아동/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있는 아동 등

다) 발달치료 : 아동들이 겪는 언어, 인지학습 등 발달상의 어려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

료사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사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업에 지장을 주

는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학습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움.

․ 종류: 인지학습치료/ 언어치료

․ 대상: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학습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래보다 말이 늦는 아동

/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있어 언어발달, 인지학습능력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 발음에 문

제가 있는 아동/ 학습을 싫어하거나 뒤쳐지는 아동

라) 집단치료 : 집단치료는 또래간의 놀이, 게임, 미술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주로 4명-6명의 그룹으로 이루어짐

․ 종류: 유아/ 아동(저학년)/ 아동(고학년) 집단치료

․ 대상: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공격적, 충동적이어서 감정이나 행동조절이 안 되는

아동/ 자기감정 표현이 미숙한 아동/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등 자기표현이 부족한 아동/

자존감이 낮은 아동/ 상황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동/ 입학준비 프로그램

나. 교육프로그램

가) 부모상담 및 교육 : 일반부모 및 장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의 형태로 진행되며 아동이 보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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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고 아동을 이해하며, 부모로써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

과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 종류: 좋은 엄마되기 프로그램(임신부/ 영아기 자녀부모/ 유아기 자녀부모/ 아동기 자녀부모)

나) 아동상담 인터쉽/인턴/레지던트 :

아동상담 및 특수심리치료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쉽, 인턴, 레지던트 교육프로그램

을 통한 전문적인 인재 양성

․ 인턴쉽・인턴교육과정 : 접수상담 및 전화・사이버상담, 아동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실습,

아동 개인상담 및 집단 수퍼비전, 교육 및 집단미술치료 참여

․ 레지던트교육과정 : 관련 서적 reading 및 토론, 집단미술치료참여, 수퍼비전교육

자. 취 창업지원센터

1. 소 개
학생들에게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 채용정보 : 기업체 정보, 취업 및 부직정보를 등록하여 재학생들에게 제공

• 인재정보 : 학생기본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

2. 연 혁
2015. 10 취·창업지원센터 설립

3.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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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 현황

직책 성명 담당업무 연락처

센터장 신규옥 취업지원 업무 총괄 031-740-7393

직원 손정찬 취업지원 기획/운영 031-740-7168

조교 임지혜 취업지원 운영지원 031-740-7279

컨설턴트 신지원 진로 및 취업상담 031-740-7510

컨설턴트 안상현 진로 및 취업상담 031-740-7511

○ 홈페이지: http://newjob.eulji.ac.kr

5. 운영현황

1) 중요업무

• 채용정보

- 교내채용, 병원채용, 일반체용, 공기업/공무원, 인턴, 박람회/공모전,

아르바이트 등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채용과 관련된 사이트를 통한 채용정보 제공

• 커뮤니티

- 공지사항, 행사갤러리, 동영상자료, 서식자료, 취업후기

- 취업게시판 :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 학과별 취업게시판(고용노동부 및 관공서에 등록되어있는 취업정보 등록)

가. 취업/부직 정보 제공

채용정보와 커뮤니티에 취업/부직 관련 정보를 실시간 등록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 및 부직을 희망하는 기업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함

나. 창업정보 제공

창업교과목, 공모전/박람회 정보를 실시간 등록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창

업과 관련된 사이트를 통한 창업정보를 제공함

다. 취업/부직관련 상담

학생들의 진로, 취업/부직관련 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

게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 방법은 전화/이메일/방문상담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커

뮤니티에서 상담 가능

라. 취업관련 프로그램 : 취·창업업지센터 홈페이지(http://newjob.eulji.ac.kr) 운영

2) 취업동아리 운영
가. 목 표： 재학생들의 취업마인드 고취와 취업스킬을 향상시키며 참여 학생들

이 취업을 촉진하는 매개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학과(전공)별

지도교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운영으로써 취업률 제고와 취업률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음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운 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동아리를 결성하여 취업처 선경험 자원봉

사 프로그램 및 취업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동아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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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
가. 목 표： 취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취업을 준

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마인드 형성 및 입사 시 필요한 병원, 기업체의

“서류 및 면접전형”의 상황을 실연하여 평가함으로서 실제 취업준비 및

입사전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나. 운 영： 병원 및 기업체의 인사담당자를 초빙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의 상황을 실연하여 우수자 포상

4) 직업탐색교육
가. 목 표： 진로미결정 학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진로계획 수립 및 자기탐색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업선택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운 영：2박 3일 집중교육

구분 개최일정 비고

년 1회 하계 방학(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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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 학

가. 의과대학

• 교육목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지도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며, 의예과, 의학과, 임상병리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의학과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뉜다. 각 전공 분야는 “교실(Departments)”이라는 행정 용어로 운영되고 각
교실에는 최소 3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있으며, 교실의 주임교수는 학과장과
같은 역할로 해당 교실의 교육을 책임진다. 교실은 총 29개 교실로 이루어져 있다

• 학과별 교육목표
1) 의예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지식과 기술 이전에 인간적인 소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으로부터 직접 연계되지 않고 일정한 교과과정을
거친 다음에 입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의학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이라 한다. 우리
대학에서는 의학전 교육으로서 의예과 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의 특징은
의학분야의 첨단 지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국어와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의학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과학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2) 의학과
의학과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며 본 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의 수행능력 범위와 임무수준을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primary physician)”
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가슴이 따뜻한 의사’,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의사’, ‘지
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의사’라는 교육목표를 갖고 실행하고 있다.
▶ 임상의학 및 임상의학교실
임상의학은 실제로 환자를 접하여 병을 치료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는 학문
이다. 본 임상의학 교육은 의학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습득하여 1차 진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초의학 및 기초의학교실
기초의학은 실제로 환자를 접하지는 않지만, 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의
학의 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의학과의 기초의학교실은 해부학 및 신경과학교실, 생리학
및 생물리학교실,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교실, 약리학교실, 미생물학 및 면역학교실, 병리
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과학교실 등(8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과는 자연과학과 의학이 접목된 생명과학의 한 분야이며 인류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 다양한 의·생명과학 분야를 학습하여 임상병리사 국가공인 자격증은 물론 생명공학,
의·생물산업의 주역을 담당하며 창의력, 지도력 및 실무능력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임상병리사 면허, 세포진단 국제면허(국제세포 진단사), 방사선 취급자(감독), 생명공학기사 등
▶ 취업분야
임상병리사, 국제세포병리사, 위생사, 실험동물기술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면허, 보
건직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 해외취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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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호대학(대전,성남)

• 교육철학
간호대학의 교육은 총체적 존재로서 스스로 동기화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관에 기
초를 둔다.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 균형
으로 나타나는 최적의 안녕상태를 도모하는 간호에 중점을 둔다.

• 교육목적
첫째,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지성인
둘째,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이 풍부한 간호인
셋째, 국민건강과 안녕에 기여하고 창의적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

• 학과별 교육목표

1) 간호학과
1.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2. 전문적 간호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습득한다.
3. 비판적 사고와 임상추론에 근거해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4.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돌봄을 수행한다.
5. 전문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다 학제 간 상호협동한다.
6. 과학적 정보의 통합관리와 연구수행능력을 함양한다.
7. 간호실무의 표준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며 윤리의식을 확립한다.
8.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를 실천한다.
9.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리더십을 발휘한다.
10.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변화를 인지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간호사, 보건교사
▶ 취업분야
간호사, 보건교사, 공무원(간호직, 보건직), 보험심사간호사, 해외취업, 창업(Nursing Home,
산후조리원), 산업장보건관리사, 연구원, 기타 보건관련 전문가

• 학년별 교육과정 주요 목표
학년별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는 주로 교양과목의 학점수가 많으며, 2학년에서는 간호전공이 늘
어나고, 3학년에는 간호전공필수 및 선택과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시 4학년에는 자율성을
증가시켜 간호 전공 선택 과목을 증가시킴으로써 유기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1학년 】
주요 목표 : 간호학 교육의 입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태도 함양, 교양과목 강화
주요 과목 : 간호학개론, 인간발달, 여성생애주기,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학개론, 보건영양, 해
부학, 예술의 이해, 생활체육, 생물학, 의학개론, 사회봉사, 대학영어, 프리젠테이션, 사회통계학

【 2학년 】
주요 목표 : 실험실 실습 위주로 한 임상실무 기술 연마를 위한 과목강화
주요 과목 : 기본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Ⅰ, 기초건강과학, 미생물학및실습,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 3학년 】
주요 목표 : 임상관련 교육과 임상 실습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 강화
주요 과목 :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조사방법론

【 4학년 】
주요 목표 : 임상 실무에서 지식, 소양, 자질을 갖춘 의료인 양성
주요 과목 : 간호관리학, 간호윤리, 보건의료법규, 간호정보와 질관리, 간호학서브인턴쉽(선택실습)

【 보건교사 과정 】
주요 목표 : 학교 보건실 실무를 담당할 보건 교사 양성
주요 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육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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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과학대학

• 교육목적
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은 대한민국 보건 교육의 모태로서 전인적 교육과 미래를
지향하는 현장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과학적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추구한다.

• 학과별 교육목표

1) 임상병리학과
“유능한 임상병리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

임상병리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능한 임상병리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론

과 실습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인간중심의 가치관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시킨 4년간

의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 의료기술인으로서의 각종 의료기관,

의료관계 실험실 및 연구소에서 임상병리 업무를 원활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심층 교육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임상병리사 면허, 세포진단 국제면허(국제세포 진단사), 방사선 취급자(감독), 생명공학
기사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 등
▶ 취업분야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각급 병원, 대기업 의료관련분야, 생명과학 분야의 교수
요원, 각종 연구소에 연구원, 보건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관련회사,
의료장비 및 시약판매회사, 의료보험회사 등

2) 안경광학과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각 정보처리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 시기능을
보호 및 증대를 책임질 안경사 양성을 위해 기본적인 안광학 지식을 습득하고, 안기능 검사
법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조제가공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를 배출하는데 그 목표로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안경사 면허증, 국제콘택트렌즈전문가, 광학기사, 창업컨설턴트
▶ 취업분야
안경원, 안과, 보건직 공무원, 콘택트렌즈제조업체, 콘택트렌즈 관련 다국적기업, 안경테 및 안경렌즈
관련 회사, 안광학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 안경테및 렌즈수출입 판매회사, 광학관련 연구소

3) 의료공학과
1. 다양한 품목의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이해 ( 2,084 품목)
2. 의료기기 산업의 인허가 중요성 이해
3. 의료기기의 과학적/공학적 이해
4. 의료기기 산업의 실무 인력 양성
5.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면허증 및 자격증

의공기사, 전자기사, 정보통신기사

▶ 취업분야

국내외 의료기기업체, 국내 의료기제조업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공학

과, 연구실), 보건기술직 공무원 ,의료기기 시험평가 및 인증기관,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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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구조학과
21세기를 맞이하는 응급구조학과는 정보화시대에 진정한 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한국 응급
의료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개념 및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High Qualification
응급구조학은 인명 소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양질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과 같은 Simulation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이 강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또
한, 응급의료와 관련된 실습으로 응급의료센터실습, 구급차동승실습, 무선통신실습을 통해
현장적응능력과 고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둘째. High Specilization
전문응급처치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현장감 있
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응급구조학의 전문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1년도 9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응급구조학과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본 대학 전교생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및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과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경기도 및 성남시 위탁
교육과정운영, 관학협력을 통한 재난대응모의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처치교육분야, 응급
및 재난 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학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화된 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셋째. High Touch
응급구조학과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의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박
해져가는 세태 속에서 각종 다양한 응급환자발생 현장에서의 인간중심의 현장평가,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4년 과정의 교육기간동안 취득한 각종 다양한 자격증 -
국가자격인 1급 응급구조사, 민간자격인 수상인명구조원, 특수무선통신사, 일반응급처치강사
자격 등 - 을 활용하여 취업의 다변화를 추구하여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1급 응급구조사, 전문응급처치강사, 수상인명구조원, 육상무선통신사, 진료보조사, 미국
BLS-Provider, 미국 ACLS-Provider
▶ 취업분야
소방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응급의료정보센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소방학교, 공항소방대, 의료기업체, 산업체
의무실, 창업(민간이송업) 등

5) 방사선학과
1. 첨단화된 의료현장에서 방사선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방
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료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자신의 기술을 인간중심으로 옮겨서 올
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3.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경쟁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취업분야
대학 및 종합병원(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치과방사선과, 종합검진센터,
응급의료센터), 보건직 국가공무원, 보건소(보건기술직, 행정직 공무원), 의학연구소, 국
내·국외 방사선의료자비 및 의료기기 기업체, 방사선 영상관리 연구소, 영상품질관리원

6) 치위생학과
1.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향상에 기여하는 치과위생사를 육성한다.
2. 전문인으로써 직업의식 및 윤리의식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육성한다.
3.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치위생 교육자 및 연구자, 구강보건사업 전문 인
력, 치위생 임상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치과 위생사를 육성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치위생학과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연1회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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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분야
치과대학병원, 종합병원치과,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직공무원, 치과기자재 업체, 구강위생용품 관련업체, 구강보건 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7)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물리학저인 원리
를 이용하여 기능부전을 평가하고 치료하여 신체의 건강과 기능을 회복, 증진시키는 보건과
학 전문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물리치료과는 온 국민건강에 기여할 유능한 물리치료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도수운동치료사자격증, 비만체형관리사자격증
▶ 취업분야
의료기관(대학병원, 개인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재활복지분야(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요양원), 특수교육기관, 산업보건분야(산업체물리치료실), 스포츠재활의료시설
(스포츠구단의무트레이너, 스포츠클리닉운동처방실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의료기 관련업체, 외국 물리치료사(미국, 호주 등)

8) 미용화장품과학과
향상된 생활수준과 개성 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화장품과 뷰티 관련 전문인이 미래의 각광받는 직업인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학과는 화장품과 뷰티산업의 융합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기

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보건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와 세계화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피부생명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초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 연구인력

을 양성하여 피부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피부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

를 두고 있다.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분야와 피부,

헤어, 메이크업 등 뷰티분야 가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조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문인과 피

부생명과학의 기초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한 전문 연구인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국가일반미용사면허증, 국가피부미용사면허증, 아로마테라피스트 인증자격증, 두피상담사

자격증, 건강상담사 자격증, 비만체형관리사 자격증, 심폐소생술 자격증

▶ 취업분야

병원 코디네이터(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화장품 회사, 화장품 및 미용연구직, 뷰티컨설턴트,

미용관련 교육기관 외래교수, 뷰티코디네이터, 브랜드매니저, 비만체형관리실, 두피모발관리실,

메이크업 스튜디오, 방송국, 전공별 창업 분야(에스테틱, 헤어, 네일, 메이크업), 대학원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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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산업대학

• 교육목적
을지대학교 보건산업대학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 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 환경, 안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반의 학문을 다루는 대학이다.

• 학과별 교육목표

1)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해 연
구·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생활 영양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영양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영양사 뿐 아니라 식품영양지식을 겸비한 외식산업분야 전문 인
력 양성이 식품영양학과의 교육 목표이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영양사(면허증), 영양교사, 위생사(면허증),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식품기사, 조리산업기사,
제과제빵기능사, 기타 민간자격증
▶ 취업분야
병원 임상영양사, 영양교사, 보건소 영양사, 복지시설 영양사, 산업체 영양사, 의료기관 및
건강기능성식품 상담영양사, 식품영양관련 전문기자, 급식관련업체 관리자 또는 경영자,
외식업체 관리인 및 전문 조리사,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식품회사, 제약회사, 식품 및
건강관련연구소의 연구원, 요리학원강사, 식품위생공무원, 대학원 진학 등

2) 식품산업외식학과
식품과학 및 외식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기술을 교육시키고 창의적인 사고와 응
용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개발, 조리기술 개발 및 외식경영관리 등의 다양한
능력을 지닌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식품기사, 조리산업기사, 위생사, 중등교사(조리)
▶ 취업분야
식품산업체 및 관련협회(생산, 연구개발, 품질관리, 영업), 외식산업체(경영관리, 메뉴개발
연구, 조리), 연구소(국립, 사립, 기업체), 생명과학분야(생명공학연구, 건강기능식품,
제약업체 연구개발), 푸드코디네이터(외식관련연출 기획, 시장조사), 공무원(중앙부처
식품관련부서, 식약청, 지자체 식품관련업무), 대학원진학, 조리교사

3) 보건환경안전학과
실내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매체 및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작업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규명하고, 과학적 기술을 동원하여 해결 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차세대 녹색성장을 주도할 보건·안전·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위생사 면허증, 환경기사(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자연생태복원, 소음진동), 안전기사(산업,
건설, 인간공학, 소방), 산업위생기사
▶ 취업분야
보건복지가족부(보건직, 검역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직, 학교보건직), 환경부(환경직,
환경기술고등고시), 노동부(근로감독관, 산업보건관리자), 행정안전부(소방직), 중앙 및
각·시도 기술연구직, 보건환경분야 컨설팅 및 전문기업체, 안전보건분야 진단기술업체,
중앙정부와 각 시·도 보건직, 환경직 및 재난안전·소방직공무원, 사업장 안전 및 환경관리자,
환경 및 안전 진단 엔지니어링, 산업위생 관련분야, 보건환경 의정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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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경영학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경영인 양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
의료산업분야의 전문지식·실무능력·연구능력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
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의무기록사(국가면허증), 병원행정사(국가공인자격증), 의료보험사(협회공인자격증),
사회보험사(협회공인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통계청),
전산관련자격증(국가・협회공인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국가공인기술자격)
▶ 취업분야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연구기관(대학교 및 공공・민간부설 연구기관), 보건직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관련
기업체, 임상시험센터,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보험・의료관련 직종

5) 의료 IT 마케팅학과
의료 IT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을 융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의료 IT 기술을
기반으로 u-헬스케어분야, 생체신호처리 의료기기 분야 등의 S/W 개발을 교육하며 이를 21
세기 국가 핵심전략사업인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의 마케팅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보건의료
관련기업의 특화된 제품개발자(PM) , 컨설턴트 및 의료 IT 마케팅전문가 를 육성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의료정보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정보처리기사, 임베디드 S/W 개발전문가,
IT국제인증자격증, 구매자재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 취업분야
의료 IT 개발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보건의료제조업체의 제품관리사(PM)및 바이어, 의료
IT 컨설팅업체, 대학원 및 각종 연구기관 등

6) 의료홍보디자인학과
향후 ‘블루오션’이될보건의료복지분야의홍보디자인전문가양성을목표로한다. 체계적인 PR과
미디어이론, 시각디자인의전반적인교과과정을이수하고현장감있는실습을통하여이론과실무를겸비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컬러리스트기사, 시각디자인기사, 포장기사
▶ 취업분야
뉴미디어 PR전문가, PR컨설던트, 방송 및 언론사, 기업 홍보실, 광고 대행사, 디자인 공인
전문회사, 그래픽디자이너,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등

7)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아웃도어스포츠 실기실습과 경영지식 함양을 통한 전문 지도자와 경영관리 인재양성
▶ 면허증 및 자격증
운동처방사, 퍼스널트레이너 자격증,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경영지도자,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스포츠마사지 자격증, 레크리에이션지도자 자격증,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 취업분야
아웃도어 관련 공공기관, 아웃도어 시설 운영, 아웃도어 의료/장비/용품 산업체, 아웃도어
마케팅업, 아웃도어 매스컴 분야, 아웃도어 전문학교 및 교육기관, 운동처방 및
건강증진센터, 스포츠의학 센터, 스포츠 재활 클리닉 등

8) 장례지도학과
1. 국내 장례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양질의 다양한 장례서비스를 제공, 21세기 건
전한 장례문화를 선도, 장례문화의 과학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고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보다 위생적이고 바람직한 선진 장례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장례전문가 교육 및 양성
2. 산업분야별 실천현장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 그리고 현장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구성
3. 전공과 관련된 국가자격 및 현장밀착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례 전문인으로 양성시키
기 위한 전공핵심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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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및 자격증
장례지도사, 위생사, 시신위생처리사(자격인증제), 미국장례지도사 및 시신위생처리사 면허
Funeral director & Embalmer license(샌안토니오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취업분야
병원 및 전문 장례식장, 보건직공무원, 중앙 및 지방정부산하 공기업, 시신위생처리사,
장례관련 교수인력, 시신처리관련 국공립 연구원, 상조회사, 국제장례지도사 등

9)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자로서 올바른 인성과 교육 철학을 확립하고, 전공과목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며, 심
도 깊은 현장 실습을 통해 유아교육의 전문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아동상담 및 치료분야가
특성화된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예술치료사 2급(음악/미술 치료전공), 유아국악 지도자
2급, 심폐소생술 자격증, 유아레크레이션 지도자자격증 등
▶ 취업분야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기관, 유아교육 관련 업체, 아동상담 및 치료기관

10) 중독재활복지학과
사회제반현상에서 나타나는 물질 및 행위중독에 대한 통합적, 다학제적, 인본주의적, 사회적 접
근에 의한 중독재활의 복지를 탐구하는 특성화 영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이를 위
하여 중독재활 프로그램과 복지를 탐구하고 개발하며, 중독의존자들의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
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등 전국 유일의 중독재활복지 전문가를 육성 지향하는 데 있다.
▶ 면허증 및 자격증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 취득, 중독재활상담사(국가자격증 논의 중),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청소년 유해약물 상담사, 알코올약물상담사(ICRC),
중독상담사(NAADAC: 미국과의 라이센스 협약 중)
▶ 취업분야
의료기관, 지역사회 중독 상담센터(알코올 등), 약물ㆍ중독예방교사, 중독관련공사단체,
중독재활 및 심리연구소 사회복지관련기관, 사회복지공무원, 기업복지재단, 재활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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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양학부

• 교육목적
“인간 사랑․생명 존중”의 대학 교육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교양교육의 체계적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성숙
한 인격체로서 품성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 역량과 책임을 다하며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성·소통능력·창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다.

• 교육목표
인성․소통능력․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HUMAN 인재 양성
- 인문학적 소양 및 기초학업능력 증진(Humanistic)
- 글로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개발(Universal)
-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의 창의적 능력 함양(Multidisciplinary)
- 자아성찰과 계발을 통해 윤리의식을 갖춘 인성 함양(Altruistic)
-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Networking)

• 교육과정 구성

교양 세부영역 및 교육목표

인성 ∥ 전문성 ∥ 창의성

EU인성영역 기초영역 핵심영역 일반영역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 및 올바른 가치

판단력을 갖춘 성숙한

인격체 함양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

과 기본소양교육으로써

향후 사회생활에서, 또한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하

게 될 기본 능력 함양

전체 교양과정 교육의

중핵교과로써 인간 삶

의 기본이 되는 주제에

관한 교육으로 지적 소

양 및 통찰력 배양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지적 성취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고 형성과

자기개발능력 배양

관련 교과목

(1) 진로지도

(2) 봉사

(3) 심폐소생술

(4) 인성교육세미나

(1) 우리말 의사소통

(2) 외국어 의사소통

(3) 정보처리

(4) 공통기초

(1) 언어와 문학

(2) 역사와 철학

(3) 사회와 경제

(4) 생명과 과학

(5) 예술과 체육

(1) 대학 중점 및 정보

(2) 글로벌외국어및문화

(3) 보건과학및스포츠

(4) 인문사회

(5) 여가 및 예술

(6) 융복합

핵심역량

봉사헌신 역량

인문학적 소양

소통협업 역량

글로벌 역량

인문학적 소양

창의융합 역량

창의융합 역량

인문학적 소양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27 -



14. 대 학 원
가. 일반대학원
• 교육목적
을지의과대학교 대학원은 민주교육의 근본이념과 건학이념인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에 입
각하여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인격도야와 학문연구의 독창적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연구 인력 및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
재를 양성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및 간호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교육목표
- 독자적인 학문탐구능력과 교수, 연구능력 함양
- 선진 과학과 첨단 기술을 수용, 발전시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 문제해결능력 및 전문가적 자질 함양
- 국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인격을 겸비한 실천적 지도자적 자질 함양

• 학과별 교육목표
1) 의학과
-폭 넓고, 깊이 있는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최고의 지
식을 익혀 급속도로 발달하는 의학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
-첨단장비 및 시설을 이용한 수준 높은 연구와 기법을 익혀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고
창의적이며, 세계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학자를 기른다.
-독자적인 학문탐구능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연구소, 산업체간의 긴밀한 학․연․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건강복지에 기여한다.

2)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과정의 목적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의료환경에 맞추어 국 민보
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간호과학의 이론 구축에 기여할 수있는 간호
실무, 교육, 연구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능력 중심의 구체
적 교육목표를 갖는다.
-제 건강관련 이론을 간호 실무에 적용하고 평가한다.
-독창적 사고를 통해 개발된 임상간호술 및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건강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대상자 및 가족, 학생, 그리고 직원을 위한 교육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1,2,3차 예방적 다학제 접근에서 대상자중심의 협동업무를 조정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간호실무, 교육, 연구의 통합적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다.

3) 임상병리학과
가) 석사학위 과정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봉사 책임을 다하는 임상연구원 양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병리기전 연구 능력을 가진 임상연구원 양성
-다양한 임상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 및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진 임상연구원 양성
-세계화 및 전문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임상연구원 양성
나) 박사학위 과정
-병리기전에 대한 진단적 관점의 연구에서 예방 및 치료 관점의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임상연구전문가 양성

-수준 높은 연구 역량을 갖춰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소통·융화할 수 있는 국제
적인 임상연구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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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문 영역의 지식과 임상병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임상연구전문가 양성

4) 방사선학과
-각종 의료 영상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개발과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방사선 치료 계획, 치료기법에 관한 방사선량 측정 기술과 특수 장비 이용법을 개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5) 안경광학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시과학 연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연구원 배양

-과학적 사고 및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옵토메트리 분야의 학문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6) 보건학과
보건학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의학, 공학, 자연과학 및 인
문사회과학을 기초로 한 종합과학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국제화 시대에 부
응하는 연구에 종사할 고급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7) 의료경영학과
가) 석사학위 과정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영학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특히 보건특성화 대학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문제중심의 세부전공과목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편
성함에 의해 다양한 보건의료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연
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박사학위 과정
o 복합학문의 성격이 강한 의료경영분야에 전문화된 본 학위과정을 이수함 에 의
해 기존의 고립된 학문을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 지능력과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o 특히 타 학문과 융합을 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관련항목을 종합적인 시각
에서 조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능동적 인 문제
해결과 과학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

8) 보건환경안전학과
보건환경안전학과는 지구적 규모의 생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실내 및 작업장 환

경의 유해요인 등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안전성 및 보건학적 영향을 연구

하며 공학적 기술을 적용한 제어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생산수단과 인간생활의 윤

택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보건환경안전분야의 전문 지식

과 문제해결 능력을 구비한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9) 생체의과학융합학과
가) 석사학위 과정
-인간 사랑과생명존중을바탕으로사회적봉사책임을 다하는융합의과학연구원 양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생체 의생명 및 의공학 연구 능력을 가진 융합 의
과학 연구원 양성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29 -



-다양한의생명정보에대한분석능력및정보활용능력을가진융합의과학연구원양성

-세계화 및 전문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융합 의과학 연구원 양성

나) 박사학위 과정

-보건 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의생명 분야에서 병인 기전 규명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서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융합 시스템 개발을 이끌수 있는 다방면의 기술
을 습득한 융합 의과학 연구 전문가 양성

-수준 높은 연구 역량을 갖춰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소통·융화할 수 있는 국
제적인 융합 의과학 연구 전문가 양성

-타 학문 영역의 지식과 생체 의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술의 상
용화를 이끌고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융합 의과학 연구
전문가 양성

10) 식품산업외식학과
국민보건 증진의 향상은 식품산업과 외식산업분야에서 고급 전문기술인에 의하
여 선도되고 있다. 이에 식품산업외식학과는 식품산업과 연계성이 큰 외식산업과
융합하여 심도있는 전공 이론과 실무적인 기술을 체계적 으로 교육한다.

11) 의료IT마케팅학과
-보건의료분야의 이론을 바탕으로 IT의 핵심기술을 접목하여 보건의료관련 제품을
직접 설계․개발하고, 이에 마케팅까지 융합
-보건의료기관, 병원, 연구소, 보건의료분야의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실무지향의 차별화된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과 국내외의 활동을 위해, 보건의료IT마케팅을 지원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어학 및 IT실무교육
-보건의료IT마케팅 관련기업과의 프로젝트 및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특화 된 교육

12) 장례의과학과
-장례와 연관된 의과학적 현상을 분석 및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자
-사전․후 발생되는 변화현상에 대해 과학적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한 연구자
-의과학적 실무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자

13) 물리치료학과

가) 석사학위 과정
물리치료에서 다루는 평가 및 치료방법의 학문적·임상적 접근을 타 학문과의 중개
연구로 물리치료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을 활용해 더욱더 향상된 물리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임상에 적용시키며 세계적인
물리치료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인 전문물리치료사를 양성한다.

14) 시니어헬스케어학과

- 시니어 헬스케어를 위한 진단 및 예방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융 봉합형 EULJI인재
1) 석사학위 과정
- 인간 사랑과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적 봉사 책임을 다하는 시니어헬스케어
분야 전문 연구원 양성

-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생체 의생명 및 의공학 연구 능력을 가진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고급 연구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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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의생명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 및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진 시니어헬스케
어 분야 연구원 양성

- 세계화 및 전문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니어헬스케어 분야연구
원 양성

2) 박사학위 과정
- 보건 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의생명 분야에서 병인 기전 규명을 위한 기초
적인 연구에서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융합 시스템 개발을 이끌수 있는 다방면
의 기술을 습득한 시니어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양성

- 수준 높은 연구 역량을 갖춰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자들과 소통·융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니어헬스케어 분야 연구 전문가 양성

- 생체 의과학 및 의공학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술의 상용화를 이끌고 의생명
과학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연구 전문가 양
성

15) 스포츠관광융합학과
본 학과의 교육목적은 첫째, 관람 및 참여 스포츠와 관광이 연계된 스포츠관광 융합 산
업을 이끌 스포츠관광 경영전문인력 양성이며, 둘째, 관람스포츠관광과 참여스포츠관광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문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이며 셋째, 스포츠관광산
업의 확장과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 연구수행 및 정책개발이다. 이를 위한 교육목
표는 아래의 4가지로 정한다.
1. 스포츠관광 산업 현장 실무능력 함량
2. 스포츠관광 산업 현장 연구능력 함양
3.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4. 스포츠관광 확장산업 및 신시장 개발 전문 연구인력 양성

나.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 교육목적

국민보건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의 일익을 담당할 연구하고 봉사하는 의료인의 양성과 전

문직업인 및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전문분야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나아가 지도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육성 또는 재교육하여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 학과 교육목표

1) 임상병리학과

보건대학원의 임상병리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로서 자연과학 및 보건학

이론에 강하고, 최첨단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과학과 의과학을 접목한 생명과학의

운영관리자를 양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가. 질병의 진단, 경과, 치료효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는 응용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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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의 발전으로 질병 진단에 첨단 기술 및 기기 이용

다. 의과학 분야에서 임상진단 관련 전문 의료인 양성

라. 병원, 연구소 등의 생명과학, 의과학 분야 전문 의료인을 위한 과정

2) 물리치료학과

본 보건대학원 물리치료학과의 교육목표는 국민건강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리치료학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지식을 겸비한 지도적 인격과 창의

적 능력을 갖춘 실천적 전문치료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가. 연구 역량과 융복합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물리치료 전문가 양성

나. 물리치료학의 근거중심 의료로의 발전을 위한 연구 능력 배양

다. 물리치료와 타 연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융복합적 지식 함양

라. 선진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취득 활성화

3) 안경광학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는 시각정보화 사회에서의 인류의 시력보호를 통한 복지향상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눈의 굴절상태와 기타 생리적인

속성 및 기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광학기구나 광학적으로 연관된 보정방법을 선택하고

처방하므로 시각능력을 보존, 개선 및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 및 임상 지식과 첨단 기술

을 습득한 시력보건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4) 응급의료학과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확대하며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안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력과 응급의료분야의 전문화와 학문

적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지닌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응급의

료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미용화장품학과

미용화장품학과는 건강을 바탕으로한 인체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미용과 화장품을 다루

는 융합학문으로, 본 학과에서는 뷰티와 코스메틱분야의 학문적 체계화는 물론 글로벌시

대에 부합되는 지도자와 고급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6) 치위생학과

치위생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 치위생분야 및 공중보건 분

야의 학술적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의 학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 치

위생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발전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구강보건 분야에서 적절한 예방, 개입, 교육적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제

공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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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체의료공학과

미래의 의료기기는 기존의 기계적, 전기적 성능에 더하여 장기간 인체 내에서 성능을 발

휘하기 위하여 생체조직과의 생체친화성이 요구된다. 본 전공에서는 의료기기의 기계적,

전기적, 역학적 작동 기전은 물론 의료기기와 생체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공부하여 안전

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의료기기의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의료경영학과

보건의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영학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
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또한 보건특성화 대학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세부 전공분야별 문제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공통과목보다는 세부전공과목 중심으로 편성함에 의해 보건의료의 세
부분야별 전문인력 배양을 지향한다.

■ 임상간호대학원
• 교육목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임상실무, 교육, 연구, 관리행정 분야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임

상간호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

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철학과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당 임상 실무

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전공별 교육목표

1) 노인간호전공

본 과정은 노인간호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간호 분야에서 전문가적 간호실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간호실무의 발전을 위하

여 간호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 전문 간호에 필요한 기초의학 지

식 및 간호 연구, 간호이론을 비롯하여 노인기 질환, 건강증진, 노인사회복지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 지역사회에서의 노인간호 실습을 포함한

다.

2) 정신간호전공

본 과정은 대상자의 정신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돕기 위한 실무, 교육, 연구분야에서 간호

사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상담이나 중재를 제공하며, 대상자의 옹호를 비롯한 교육, 연

구, 관리, 자문 등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요구되는 이론 및 실기술을 함양하도록 한

다.

3) 임상간호교육전공

본 과정은 병원, 보건소, 학교, 산업장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무현장에서 간호교육을

효율적으로 계획, 수행, 평가하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정을 통해 임상간호교육자로서 심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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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생활안내
가. 장학제도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 정해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교심과 향학 의욕을 고취하

고 학구적인 학풍을 수립하여 장차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한다.

1. 교내장학금

1) 신입생 입학전형 우수 장학금

① 대상：연도별 신입학 장학요강에 따라 선발된 자

② 선발기준 : 계속장학생 선발시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학기에 한해 감면

③ 장학기준

㉠ 입학성적최우수：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4년간 감면. 단, 의예(학)과 6년 감면)

㉡ 입학성적우수(A)：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1년간 감면)

㉢ 입학성적우수(B)：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

㉣ 입학성적우수(C)：입학금․등록금 반액 감면

㉤ 수능성적우수(A)：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1년간 감면)

㉥ 수능성적우수(B)：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

㉦ 사회기여및배려대상자(A)：입학금․등록금 반액 감면

㉧ 사회기여및배려대상자(B)：입학금․등록금 전액 감면

㉨ 특성화고졸재직자：등록금 반액 감면

㉩ 지역의료인재：입학금․등록금 반액 감면(3년간 감면)

㉪ 편입성적우수：2,000,000원 감면

2)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

① 대상：각 학과, 학년별 직전학기 평점기준 석차순으로 지급

② 선발기준：각 학과, 학년별 재학 인원에 따라 장학생 인원을 배정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중 석차순으로 선발

③ 장학기준

㉠ 성적최우수：등록금 전액 감면

㉡ 성적우수(A)：등록금 2/3 감면

㉡ 성적우수(B)：등록금 1/2 감면

㉢ 성적우수(C)：등록금 1/3 감면

㉣ 성적우수(D)：등록금 1/4 감면

㉤ 성 적 우 등：500,000원 감면

㉥ 성적 JUMP-UP：500,000원 감면

3) 공로장학금

① 대상：학교 공식기구와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③ 장학기준

㉠ 공로(A)：등록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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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B)：등록금 3/4 감면

㉢ 공로(C)：등록금 2/3 감면

㉣ 공로(D)：등록금 1/3 감면

4) 근로장학금

① 대상：학업성적은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교내 근로를 희망하는 자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자

③ 장학기준：근로시수 × 7,000원

5) 보훈장학금 / 새터민 장학금

① 대상：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과 그 자녀로 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자 /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의한 새터민 본인과 그 자녀로

통일부에서 발급하는 해당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자

③ 장학기준

㉠ 보훈(A)：등록금 전액 감면

㉡ 보훈(B)：등록금 1/2 감면

㉢ 새터민：등록금 전액 감면

6)　직계자녀 장학금

① 대상：본교 교직원(법인산하 임직원 포함)의 직계자녀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5이상인자

③ 장학기준：등록금 1/2 감면

7)　면학장학금

①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정 형편이 빈곤한 자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자

③ 장학기준

㉠ 면학(A)：등록금 전액 감면

㉡ 면학(B)：등록금 2/3 감면

㉢ 면학(C)：등록금 1/3 감면

㉣ 면학(D)：등록금 1/5 감면

㉤ 면학(C)：500,000원 감면

8) 특별장학금

① 대상：상기 각 호외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자

③ 장학기준

㉠ 차세대의료인육성 ㉡ 차세대인재

㉢ 우수보건인재 ㉣ 을지인증인재

㉤ 핵심교양인재 ㉥ 인성강화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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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봉사 ㉧ 인애(장애학생)

㉨ EU-CLU ㉩ EU-HLU

㉪ 일현진학 ㉫ 일현연구

㉬ 글로벌융합 ㉭ 기타

2. 국가장학금

1) 국가장학금Ⅰ․Ⅱ유형

㉠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 신청기간：1, 6월 중(세부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소득분위별 차등 지급(연간 최대 5,200,000)

2) 국가근로장학금

㉠ 대상：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교내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 신청기간：1, 2, 6, 7월 중(세부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근로시수 × 8,000원(교외 전공산업체 9,500원)

3) 이공계․인문사회계 장학금

㉠ 대상：이공계․인문사회계열 학과 신입생

㉡ 선발기준

- 이 공 계

◦ 수능우수유형：수리영역“가” 1등급,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1+1등급 또는 1(과학Ⅱ)+3등급이내

◦ 수시우수 유형：재학기간 중 수학 및 과학 관련 교과목 석차등급 2등급 이내

총

24단위 이상 이수

◦ 해당학과：의료공학과, 의료IT마케팅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산업외식학과, 보

건환경안전학과

- 인문사회계

◦ 수능 우수 유형：언어영역 1등급, 외국어(영어)영역 1등급

사회탐구영역(2개 과목) 1+1등급

◦ 수시우수유형：재학기간 중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 관련 교

과목 석차등급 1등급 이내 총 24단위 이상 이수

◦ 해당학과：의료경영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장례지도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유아교육학과

㉢ 신청기간：2~3월 중(세부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등록금 전액(일정 자격조건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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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랑드림장학금

㉠ 대상：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금오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을 구현하는 자(학생가장, 한부모가정자녀, 산재근로자(1～7급) 가

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인(1～3등급) 가정 자녀, 인삼농사 경작농(6년근)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외국인 유학생 등)

㉡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 신청기간/지원내용：조성된 기부금에 따라 모집기간 및 신청대상이 상이함

3. 교외장학금

1) 범석학술장학재단 장학금 2)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3) 총동문회 장학금 4) 학과 동문회 장학금

5) 문숙장학재단 장학금 6) 소전장학재단 장학금

7) 삼원장학재단 장학금 8) 삼송장학회 장학금

9) 의용소방대 장학금 10) 을지대학병원교회장학금

11) 경기도안경사협회장학금 12) 이종록장학금

13) 경기도안경사협회장학금 14) 인천안경사협회장학금

15) 지오장학금 16) 바슈롬장학금

17) 두리장학금 18) 미오티카장학금

19) 화니본장학금 20) 산업체지원 장학금

21) 외부 기탁 장학금

4. 학자금대출

1)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① 든든 학자금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든든 학자금대출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다가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다. 부모들에게 기대지 않고 내

가 나중에 벌어서 갚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생겨도 연간 소득 4인 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서만 1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다가 실직하면 또 다시 상환이 유

예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생계비가 1,500만원이고 개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라면 초과되는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1년간 나누어 갚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4년간 4,000만원의 한도가 있었으나, 든든학자금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

액과 생활비(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즉, 든든학자금은 부모의 경제적 여

건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대출제도로 볼 수 있다.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고 졸업 후 미취업자도 원금을 상환

해야 했기 때문에 매년 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해왔던 문제를 차단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학기 중에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당연히 다음 학기 대출을 못 받고 취업도 못하는 악순환

의 고리를 끊은 것이다. 다만, 든든학자금 대출자격은 소득분위가 1～8분위 이내여야 하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학점취득(장애우와 졸업학기 제외) 및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하

며, 기타 학생은 일반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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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제도로, 대학 재학 중에도 매

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4년제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의(예)학과의 경우 6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직전학기 12학점(장애우와 졸업학기 제외)과 C학점 이상

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에는 제한이 없다.

③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는 학부모가 6개월 이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본인이 6개월 이상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경우 무이자로 학자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해부터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 대상：학업성적은 우수하나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교내 근로를 희망하는 자

㉡ 선발기준：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 신청기간：1, 7월 중(세부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2)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① 1학기 등록금

㉠ 신청기간：1월 중 (09:00～24:00)

㉡ 실행기간：등록금 납부기간 내 (09:00～16:00)

㉢ 생활비 대출 및 실행은 5월까지 가능

② 2학기 등록금

㉠ 신청기간：7월 중 (09:00～24:00)

㉡ 실행기간：등록금 납부기간 내 (09:00～16:00)

㉢ 생활비 대출 및 실행은 11월까지 가능

3) 학자금대출 종류별 특징

① 든든 학자금(ICL)

구분 든든 학자금(ICL)

신청대상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대상학교
▣ 대상 :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 기관
▣ 제외 :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성적기준

▣ 신(편)입생 : 제한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평점 70/100 이상(C학점)
  - 장애우와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대출가능

신용요건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수혜가능)
지역거주 ▣ 제한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kosaf.go.kr)
▣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

대출사항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 (한도없음)
▣ 생활비 연3백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이자 등록금 ▣ 변동금리 (연 2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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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상환 학자금

▣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없음

생활비

▣ 대출금리 : 든든학자금 대출금리와 동일
▣ 이자지원

소득분위 원금 이자
기초생활 1~36 상환개시전 무이자

4~10 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상환사항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연소득 1,592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
금 상환유예,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시 까지(유예기간+상환기간)
▣만 65세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이외의 다른소득이 없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방법

▣의무상환:국세청을 통하여 원천공제 및 강제징수
▣강제상환:졸업후 3년경과자 중 상환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회수
▣조기상환(자발적상환)가능

구분 일반상환 학자금

신청대상

신청연령 ▣만 55세 이하

대상학교 ▣대상 :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 기관
▣제외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성적기준

▣신입생 : 제한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평점 70/100 이상(C학점)
  - 장애우와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소득기준 ▣소득기준 제한없음
▣다자녀지원 해당없음

신용요건 ▣신용유의자 대출불가
지역거주 ▣ 제한없음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http://www.kosaf.go.kr)
▣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 및 은행 직접제출, 재단팩스접수
   ※기초생활자수급권자 경우 수급자증명서제출

대출사항
대출한도

▣등록금
  - 재학중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학기당 한도 : 등록금,생활비,어학연수비를 합한 금액
▣생활비 연3백만원 (학기당 150만원)

대출
이자

등록금 ▣고정금리 (매 학기 결정)
생활비 ▣대출금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금리와 동일(고정금리)

상환사항

대출기간

구분 최장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거치,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거치,10년 상환)

상환방법
▣매월 상환방식만 허용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약정시 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조기상환(자발적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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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구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대상

신청연령 ▣제한없음

대상학교 ▣대상 :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 원격대학,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기준

▣신입생 : 제한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수, 평점 70/100 이상(C학점)
  - 장애우와 졸업학기인 경우 이수학점적용 제외

소득기준 ▣소득기준 제한없음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자녀경우 1순위 우선적용

신용요건 ▣신용유의자 대출불가
지역거주 ▣농촌거주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학생본인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http://www.kosaf.go.kr)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본인 주민등록증사본, 본인 가족관계증
명서,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대학에 원본제출후 재단송부
 ※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제출(해당자)

대출사항
대출한도 ▣등록금 소요액전액 (한도없음)

▣생활비 제도없음

대출
이자

등록금 ▣무이자 등록금대출
생활비 ▣생활비 제도없음

상환사항

대출기간

▣거치기간 : 졸업후 1년
▣상환기간 : 1회(1개학기) 대출당 상환기간 1년
 ※ 예 : 2개학기 대출시,
 총 대출기간 3년 - 거치기간(졸업후 1년) + 상환기간(2년=2회×1년))

상환방법

▣상환주기는 월, 분기, 반기, 년별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선택
(약정시 선택한 조건대로 상환)
▣조기상환(자발적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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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제도
학생들에게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진로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도움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한다.

1. 학생 경력개발 로드맵

※ 취업지원 및 시행 절차

채용정보 확인

(학생)
→

입사지원

(학생)
→

채용조건에 

맞는지 확인
(학과별 진도지도교수)

→
최종입사 지원
(학과별 진로지도교수)

→ 취  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 운영현황
1) 1:1 진로지도교수제
• 재학생 및 졸업생 신상 정보 DB(취업관련) 관리 업무

• 취업․진로 지도 및 학생 생활 상담 업무

- 반별 지도교수 제도 운영

- 학과별 취업전담 지도교수 제도 운영

- 졸업생 대상의 재교육 특강 운영

2) PBL 취업역량강화 강좌 운영
가. 목 표 : 대학생활, 진로탐색, 진로설정, 직무분석, 면접교육 등 경력 및 취업역

량 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산업체 인사담당자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의 교과

목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마인드 고취와 취업스킬을 향상 시켜

취업률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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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 영

구분 수강대상 교과목명 학점/시간 수강인원 비 고

1학기
저학년(1,2)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2/2 60

고학년(3,4) 면접교육 실무론 2/2 60

2학기
저학년(1,2) 진로설정과 직무분석 2/2 60

고학년(3,4) 취업정보 분석과 입사전략 2/2 60

3) 상시 입사지원클리닉
가. 목 표： 학과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사지원서 컨설팅 제공, 지원

산업체(기업, 병원)와 직무에 적합한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지도하고, 입사전형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하여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임으로서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운 영： 취업 컨설턴트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들의 입사지원서(이력서, 자기

소개서) 첨삭지도

4) 학과별 취업특강
가. 목 표： 각 학과(전공)에 적합한 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채용동향,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준비 방법 등의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재학기간 동안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각 개인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취업률 향상과 취업의 질을 높임

나. 운 영 : 학과별로 2회 이상 특강 진행

5) Career up 집중교육
가. 목 적 : 학생들에게 최근 채용동향 및 성공취업전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채용의 전 과정인 입사서류작성법, 이미지메이킹, 모의 면

접,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취

업 활동 시 자신감을 가지고 입사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운영형태 : 단기 집중교육(2박 3일)

구분 개최일정 비고

1학기 하계 방학(2박 3일)
2학기 동계 방학(2박 3일)

합계

6) 모바일 취업·진로가이드 E-book 제작
가. 목 표： 1, 2학년 진로 설정단계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을 지원하고,

저학년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직업선택이 가능하

도록 하고자 함

나. 대 상： 1, 2학년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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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바일 Career-book 제작
가. 목 표： 3, 4학년 취업 진입단계 학생들의 진로탐색, 진로설정, 경력개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입사전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접스킬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마인드 형성

및 취업 스킬 향상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함

나. 대 상： 3, 4학년 재학생

8) CDP-C(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llege)
가. 목 표：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의 선택기

회 제공

나. 운 영： 3일간의 집중 진로교육

- 1일차 : 자기이해 주제로 나의 흥미와 진로, 나의 적성/가치관과 진로

- 2일차 : 나의 성격과 진로, 직업 및 직무정보 탐색, 의사결정연습

- 3일차 : 예비 직업 선택, 경력개발방법 탐색, 경력개발 계획 수립

9)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
가. 목 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합리적 직업진로 선택과 구직기술 수준의 향상을

지원하고 구직서류 준비, 면접준비, 실전모의면접, 행동실천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통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성공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나. 운 영： 4일간의 성공 취업전략 지도 집중교육

- 1일차 : 진로와 자기탐색, 경험 및 강점 탐색

- 2일차 : 의사결정과 기업탐색, 경험 및 강점 탐색

- 3일차 : 구직서류 준비, 면접 준비

- 4일차 : 실전 모의면접, 취업성공요소 분석

10) 직업흥미검사(STRONG)
가. 목 표： 개인의 직업흥미 및 자기분석 과정을 통한 적합한 취업/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성에 맞는 직무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나. 운 영： 직업흥미검사를 실시하여 취업지원관이 개인별 검사결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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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고시

1. 주요사업 운영 현황

1-1. Eulji Smart Solution 운영 시스템 유지

◦ 문제은행식 모의고사 채점 및 분석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과종합성적과 과목별 종

합성적, 모의고사 회차별 누적성적 관리, 학생 개인별 성적, 문항분석, 유형분석, 난이

도 분석, 성적 하위학생 분석 등을 단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게 하고자 함

◦ 이에 Eulji Smart Solution 운영 시스템을 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중간시험 및 기말시

험 등 각종 학과별 개별과목의 시험에 대한 판독과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학생지도

관리 용이 및 면학분위기를 증대시키고자 함

◦ 교수의 측면에서 학생의 취약 영역 및 문제를 파악하고, 특강 및 문항개발과 하위그

룹학생 지도, 회차별 난이도 분별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학생의 측면에서는 성적 및

합격여부의 파악이 용이하고 학습계획 수립, 오답확인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및 취약

과목 파악으로 집중학습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학과의 측면에서는 모의고사 등 시험 분석의 업무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

대되며, 학생 성적의 누적DB 관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국시합격률 증진 계획을 수

립할 수 있음

1-2 학과별 국가시험 대비 특강 지원

◦ 보건의료계 특성화대학인 우리대학에 있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면허 및

국가자격시험의 합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학과별 국가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진행하는 특강

과 주요과목 핵심정리 및 문항개발 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

과와 학생들에게 학습 분위기를 최대화하여 합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1-3 보건의료정책 리더 육성교육(공무원 양성) 사업

◦ 국가에 대한 사명감, 봉사정신, 공직에 대한 우대문화 등 대의명분과 국가의 정책에

일조하며 나아가 정년의 안정적 보장과 근무환경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건의료 특성화대학인 우리 대학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책과 부합되는 교육목표 수

립 및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리더를 양성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할 역량 있는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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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지원 현황

2-1 Eulji Smart Solution 운영 시스템 유지

◦ 유지보수 계약 체결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유형, 문항수 등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영하여 학과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대한 판독과 결과분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운영

◦ 모의고사 채점 및 분석시스템 활용 학과

구 분 학 과

대전캠퍼스 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계 3개 학과

성남캠퍼스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경영학과 계 9개 학과

◦ 개별과목 분석 시스템 운영

국가시험과 동일한 조건의 모의고사와는 문항수, 유형 등이 다른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목

별 수시시험에 대한 채점 및 판독, 분석결과리포트 제공 시스템으로 전체학과 대상 운영

2-2 학과별 국가고시 대비 특강 지원

◦ 학과별 국가시험 대비 전략방안 지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학과 대상 합격률 증진을

위한 연간 전략방안 수립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학과 핵심자격증에 대한 취득률 향상 학과별 특강 및 유관

기관 초빙 특강 지원

◦ 학과별 국가시험 대비 특강 지원

- 국가시험 출제 다경험자 위주의 학과별 특강 계획 수립

- 특강강사 인력풀 구축

학과별 연간 국가시험 대비 특강 계획 수립에 따른 특강강사 구축 및 지원

- 특강에 대한 만족도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

특강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파악을 통한 특강의 질 향상

◦ 주요과목 핵심정리 및 문항개발 지원

- 국가시험 대비 학과별 주요과목에 대한 핵심정리 및 문항개발 지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출제정책 변경에 맞춘 개발 유도

2-3 보건의료정책 리더 육성교육(공무원 양성) 사업

◦ 학기중 공무원 강좌 개설 운영

- 보건직 및 소방직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운영(직종별20명 선발)

- 교양정규강좌 개설 및 학점반영

1학기: 시험일정에 맞춘 핵심집중과정 운영

2학기: 차기연도 시험에 대비한 이론 및 심화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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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대비 강좌 운영

-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대비 인재선발 및 강좌운영

PSAT(공직적성검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총3과목) 대비

온라인 강좌 개설 및 운영(2학기 및 동계방학중)

3.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현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 현황

학 과 시험종목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전국평균

합격률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전국평균

합격률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전국평균

합격률

의학과 의사 91.5 93.8 97.4 94.6 91.2 93.5

임상병리학과(대전) 임상병리사 100 69.3 100 74.1 92.7 76.4

간호학과(대전) 간호사 100 96.1 100 96.7 100 93.8

간호학과(성남) 간호사 100 96.1 100 96.7 100 93.8

임상병리학과(성남) 임상병리사 92.4 69.3 91.4 74.1 98.6 76.4

안경광학과 안경사 94.4 64.4 98.8 76.2 100 73.3

응급구조학과 1급응급구조사 100 87.6 100 81.5 100 84.5

방사선학과 방사선사 82.9 47.3 93.8 68.5 98.8 75.5

치위생학과 치과위생사 91.8 90.1 100 88.9 98.7 87.8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사 98.6 86.3 100 88.6 100 90.0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97.7 65 90.9 63.9 91.7 58.6

의료경영학과(대전) 의무기록사 100 69.3 84.6 40.2 100 41.4

의료경영학과(성남) 의무기록사 100 69.3 100 40.2 94.7 41.4

합계 95.4 77.2 97.4 82.4 97.9 82.0

◦ 국가기술자격시험 현황

학 과 시험종목 학 과 시험종목

의료공학과 의공기사 보건환경안전학과 폐기물처리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경영학과 병원행정사

미용화장품과학과 미용사면허(무시험) 건강보험사

식품산업외식학과 한식조리기능사 의료IT마케팅학과 정보처리기사

양식조리기능사 의료홍보디자인학과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스포츠경영관리사

일식조리기능사 컨벤션기획사2급

식품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제빵기능사 장례지도학과 장례지도사(무시험)

제과기능사 유아교육학과 유치원정교사2급(무시험)

보건환경안전학과 산업위생관리기사 중독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사1급

수질환경기사
계: 12개학과 24개 종목

산업안전기사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46 -



라. 학교시설이용안내

학술정보원

1. 2011~2012년

1-1. 개관
을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대학교육과 전인교육의 전당으로서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요람
이다. 학술정보원은 대전캠퍼스와 성남캠퍼스에 위치하며 양 캠퍼스의 학술정보팀에서 실
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술정보팀에서는 학술정보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운영 및 정보화에 관
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며, 자료의 수서, 선정, 조직, 관리와 정보서비스, 대출․반납, 이
용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한다.

1-2. 캠퍼스별 학술정보원 안내
1)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도서관 신축 기간 중 구 범석관에서 뉴밀레니엄센터로 임시 이전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47㎡ 규모에 총 410여석의 열람좌
석을 갖춘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지하 1층 일반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 5층 일반열람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애학사 지하 1층에 참고열람실을 두어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 실별 구성
- 지하 1층은 자료열람실과 멀티미디어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자료열람실은 약 10
만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한 열람석 34석과 검색용PC 2대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실은 12대의 PC와 14석의 DVD 및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다.
- 5층은 일반열람실로 76석씩 5개실로 총 380석의 열람석이 있다.
- 인애학사 지하1층에는 사전과 연감류, 과년도 제본 연속간행물을 두어 폐가제로 운영
하고 있으며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진 문서고 처리 도서·비도서를 보
관하고 있다.

2)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도서관 리모델링 기간 중 범석관 지하 1층에서 제2의학관
지하 1층으로 임시 이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실별 구성
- 자료열람실은 약 3만권의 단행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한 열람석 12석
과 검색용 PC 6대가 위치하고 있다. 검색용 PC에서는 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해 문서
프린트 및 스캔 작업을 할 수 있다.
- 일반열람실은 제1열람실(126석), 제2열람실(30석), 제3열람실(48석)로 총 204석의
열람석이 있다.

1-3. 실별 자료 이용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자료의 이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재단 직원 및 학
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성남캠
퍼스는 평일 8:00~23:00 까지, 주말 8:00~22:00 까지, 대전캠퍼스는 24시간 개방하여 운영되
고 있다. 자료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의 이용은 성남캠퍼스 평일 09:00~20:00 까지, 대전캠
퍼스 평일 08:30~20:00 까지, 토요일 08:00~12:30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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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미디어실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소장자료와 국내외 각종 전자저널, 웹DB, E-Book등의
검색이 가능하고 EndNote, RefWorks와 같은 논문작성 프로그램과 웹번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외접속을 통해 본교의 구성원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영화와 수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련 비도서
자료를 DVD, Video, CD, Tap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가. 사용 방법
- 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대학원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하드보안관 프로그램 설치로 PC 재부팅 시 기존 데이터 삭제
- DVD·비디오 플레이어의 경우 필요한 비도서 자료를 대출·반납대에서 대출 후 이용

2) 자료열람실
자료열람실은 전공서, 교양서를 대출·반납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료열람실 소
장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학술정보원 내에 비치된 검색 PC를 통해 필요한 자료
를 찾아 자유롭게 서가에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은 성남캠퍼스의 경우 지하 1층의 대
출·반납 부스를, 대전캠퍼스의 경우 지하 1층 대출·반납대를 이용한다.

가. 대출권수 및 기간

-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반납

나. 유의사항
- 대출 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만약 연체 시 연체기간×대출권수의 대출중지
기한을 설정한다.
- 대출 도서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에는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 만약 동일 도
서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는 대출도서 정가 2배의 현금이나 학술정보원에서 지정하
는 지정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 도서를 미반납 중인 학생은 제증명 교부 및 발급을 제한한다.
-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술정보원 사무실에서 스페셜 ID를 발급받으
면 일반열람실 좌석 이용 및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2. 2013~2014년

2-1. 개관
학술정보원은 대학교육과 전인교육의 전당으로서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요람이다. 캠퍼스
별로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과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이 있다.
학술정보원에서는 학술정보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하고 기본 운영 및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며, 자료의 수서, 선정, 조직, 관리와 정보서비스, 대출․반납, 이용
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한다.

2-2. 캠퍼스별 학술정보원 안내
1)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보다 체계적인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해 신축을 통
해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범석관으로 이전하였다. 3899.41㎡ 규모에 총 1,000여석
의 열람좌석을 갖춘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4층 일반열람실 및 스터디룸(멀티미디어교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학부생 3 7

교수, 직원, 대학원생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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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실), 5층 라운지 및 멀티미디어실, 6층 자료열람실, 7층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
문서고로 구성되어 있다.

○ 실별 구성
- 4층은 제1열람실, 제2열람실, 제3열람실이 있고 이용자 교육과 멀티미디어 자료 교육,
중규모의 스터디를 지원할 수 있는 32석 규모의 스터디룸(멀티미디어교육실)과 학생
들의 소지품 보관을 위한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 5층은 이용자의 휴식과 토론은 위한 라운지와 멀티미디어실이 위치하고 있다. 멀티미
디어실은 4인~10인 규모의 일반 스터디룸 9개실, 어학자료 학습을 위한 어학학습기를
갖춘 스터디룸 1실과 PC 52대, 블루레이플레이어 3대, 프린터, 스캐너를 갖추어 학술
DB 검색 및 이용, 각종 비도서의 대출․반납 및 이용이 가능한 PC 검색대와 노트북
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열람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6층은 자료열람실로 10만여권의 단행본과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한 열람석이 위치하고 있다.
- 7층은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과 캠퍼스간 화상 회의가 가능한 컨퍼런스룸이 있
으며 문서고에는 과년도 제본 연속간행물과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
진 문서고 처리 도서․비도서를 보관하고 있다.

2)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보다 체계적인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확장 이전을 통해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일현의학관으로 이전하였다. 1,260㎡ 규
모에 총 461석의 열람좌석을 갖춘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은 지하 1층에는 자료열람실 ·
그룹스터디룸(2실), 1층에는 자유열람실·멀티미디어실·프린트실·북카페·보존서고로 구성되
어 있다. 범석관 1층에는 일반열람실이 제1열람실(126석), 제2열람실(30석), 제3열람실(48
석)을 갖추고 있다.

○ 실별 구성
- 지하 1층은 자료열람실과 2실의 그룹스터디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열람실은 3만
여권의 단행본과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12석의 열람석
과 11개의 PC검색대(입식 2, 좌식 9)를 갖추고 있다. 그룹스터디룸은 8인 규모의 2
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고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1층은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실, 프린트실, 북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열람실은
총 16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실은 총 24석으로 멀티미디어자료

검색용 PC와 어학자료 및 DVD자료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프린트실은 문서작성 및
프린트할 수 있는 PC 8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카페는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교양
잡지·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가와 8석의 바테이블을 갖추고 있다.

위 치 실 명 좌석수

4F
일반열람실

제1열람실 262
제2열람실 268
제3열람실 126
소 계 656

스터디룸(멀티미디어교육실) 32

5F 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10실) 62
PC 검색대 54
자료 열람석 68
소 계 184

6F 자료열람실 84
7F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 60

합 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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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실 명 좌석수

일현의학관1F

자유열람실 160
멀티미디어실 24
프린트실 8
북카페 24

일현의학관

B1

자료열람실 25
그룹스터디룸(2실) 16

범석관 1F 일반열람실

제1열람실 126
제2열람실 30
제3열람실 48
소 계 204

합 계 461

2-3. 실별 자료 이용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자료의 이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재단직원 및 학
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성남캠
퍼스 08:00~23:00까지, 대전캠퍼스는 24시간 개방하여 운영되고(일현의학관 1층 자유열람실
은 09:00~20:00까지임), 자료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의 이용은 성남캠퍼스와 대전캠퍼스 동
일하게 평일 09:00~20:00 까지 이다.

1) 멀티미디어실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소장자료와 국내외 각종 전자저널, 웹DB, E-Book등의
검색이 가능하고 EndNote, RefWorks와 같은 논문작성 프로그램과 웹번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외접속을 통해 본교의 구성원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영화와 수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련 비도서
자료를 DVD, Video, CD, Tap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가. PC 사용
- 로그인(을지포탈 ID/PW) 후기본 2시간사용가능(※연장 : 연장메시지전송, 관리자승인후사용)
- 종료시간 10분 전부터 30분씩 3회, 총 1시간 30분 연장 가능
- 대기 인원 존재 시 연장불가
- 하드보안관 프로그램 설치로 PC 재부팅 시 기존 데이터 삭제
-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퇴실 조치(단, PC화면 모니터링으로 구두 경고 후)
- 오픈열람대 전등 스탠드 및 노트북 등 전원 사용 가능

나. 스터디룸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도서관서비스]-[스터디룸이용신청]에서 예약 후 사용
(이용 72시간 전부터 실시간까지 예약 가능)

- 이용 전, 5층 인포데스크에서 예약여부 및 이용 인원 확인 후 입실
- 퇴실 시 인포데스크에서 확인 후 퇴실
- 실별 제한인원에 따라 이용 가능
(4인실: 3~4인, 6인실: 4~6인, 8인실: 6~8인, 10인실: 8~10인)

2) 자료열람실
자료열람실은 전공서, 교양서 및 사전, 연감 등의 참고서적을 대출․반납하고 열람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자료열람실 소장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학술정보원 내에 비치된 검색
PC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자유롭게 서가에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은 성남캠퍼스의
경우 5층과 6층 인포데스크를, 대전캠퍼스의 경우 지하 1층 인포데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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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출권수 및 기간

-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반납

나. 유의사항
- 대출도서는기한내에반납해야하며만약연체시연체기간×대출권수의대출중지기한을설정한다.
- 대출도서를분실또는파손했을경우에는동일도서로변상해야한다. 만약동일도서로변상할수
없을때에는대출도서정가 2배의현금이나학술정보원에서지정하는지정도서로변상하여야한다.
- 도서를 미반납 중인 학생은 제증명 교부 및 발급을 제한한다.
-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술정보원 사무실에서 스페셜 ID를 발급받으
면 일반열람실 좌석 이용 및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3. 2015~2016년

3-1. 개관
학술정보원은 대학교육과 전인교육의 전당으로서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요람이다. 캠퍼스
별로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과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이 있다.
학술정보원에서는 학술정보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하고 기본 운영 및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며, 자료의 수서, 선정, 조직, 관리와 정보서비스, 대출․반납, 이용
교육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한다.

3-2. 캠퍼스별 학술정보원 안내
1)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보다 체계적인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
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3899.41㎡ 규모에 총 1,000여석의 열람좌석을 갖춘 성남캠퍼스
학술정보원은 4층 일반열람실 및 이용자 교육실(멀티미디어교육실), 5층 라운지 및 멀티
미디어실, 6층 자료열람실, 7층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노트북열람실), 문서고로 구
성되어 있다.

○ 실별 구성
- 4층은 제1열람실, 제2열람실, 제3열람실이 있고 이용자 교육과 멀티미디어 자료 교육,
중규모의 스터디를 지원할 수 있는 32석 규모의 이용자 교육실(멀티미디어교육실)과
학생들의 소지품 보관을 위한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다.
- 5층은 이용자의 휴식과 토론은 위한 라운지와 멀티미디어실이 위치하고 있다. 멀티미
디어실은 4인~10인 규모의 일반 스터디룸 9개실, 어학자료 학습을 위한 어학학습기를
갖춘 스터디룸 1실과 PC 52대, 블루레이플레이어 2대, 프린터, 스캐너를 갖추어 학술
DB 검색 및 이용, 각종 비도서의 대출․반납 및 이용이 가능한 PC 검색대와 노트북
을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열람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6층은 자료열람실로 10만여권의 단행본과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 열람을
위한 열람석이 위치하고 있다.
- 7층은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이 있으며 문서고에는 과년도 제본 연속간행물과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이용 가치가 떨어진 문서고 처리 도서․비도서를 보관하고 있다.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학부생 3 7

교수, 직원, 대학원생 5 30

위 치 실 명 좌석수

4F
일반열람실

제1열람실 262
제2열람실 268
제3열람실 126
소 계 656

이용자 교육실(멀티미디어교육실) 32

인간사랑 생명존중 을지대학교 대학요람

- 151 -



2)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
대전캠퍼스 학술정보원은 보다 체계적인 학문연구와 학습활동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
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1,260㎡ 규모에 총 461석의 열람좌석을 갖춘 대전캠퍼스 학술
정보원은 지하 1층에는 자료열람실 ·그룹스터디룸(2실), 1층에는 자유열람실·멀티미디어
실·프린트실·북카페·보존서고로 구성되어 있다. 범석관 1층에는 일반열람실이 제1열람실
(126석), 제2열람실(30석), 제3열람실(48석)을 갖추고 있다.

○ 실별 구성
- 지하 1층은 자료열람실과 2실의 그룹스터디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열람실은 3만
여권의 단행본과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12석의 열람석
과 11개의 PC검색대(입식 2, 좌식 9)를 갖추고 있다. 그룹스터디룸은 8인 규모의 2
개의 실로 이루어져 있고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1층은 자유열람실, 멀티미디어실, 프린트실, 북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열람실은
총 16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실은 총 24석으로 멀티미디어자료
검색용 PC와 어학자료 및 DVD자료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프린트실은 문서작성 및
프린트할 수 있는 PC 8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카페는 베스트셀러·스테디셀러·교양
잡지·신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가와 8석의 바테이블을 갖추고 있다.

위 치 실 명 좌석수

일현의학관1F

자유열람실 160
멀티미디어실 24
프린트실 8
북카페 24

일현의학관

B1

자료열람실 25
그룹스터디룸(2실) 16

범석관 1F 일반열람실

제1열람실 126
제2열람실 30
제3열람실 48
소 계 204

합 계 461

3-3. 실별 자료 이용
학술정보원에 소장된 자료의 이용은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직원, 재단직원 및 학
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반열람실은 연중무휴로 성남캠
퍼스 08:00~23:00까지, 대전캠퍼스는 24시간 개방하여 운영되고(일현의학관 1층 자유열람실
은 09:00~20:00까지임), 자료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의 이용은 성남캠퍼스와 대전캠퍼스 동
일하게 평일 09:00~20:00 까지 이다.

1) 멀티미디어실
학술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소장자료와 국내외 각종 전자저널, 웹DB, E-Book등의
검색이 가능하고 EndNote 논문작성 프로그램과 웹번역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5F 멀티미디어실

스터디룸(10실) 62
PC 검색대 54
자료 열람석 68
소 계 184

6F 자료열람실 84

7F
노트북 열람실

(국내외 논문작성 프로젝트룸)
60

합 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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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외접속을 통해 본교의 구성원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
록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영화와 수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련 비도서 자료를 DVD,
Video, CD, Tape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가. PC 사용
- 로그인(을지포탈 ID/PW) 후기본 2시간사용가능(※연장 : 연장메시지전송, 관리자승인후사용)
- 종료시간 10분 전부터 30분씩 3회, 총 1시간 30분 연장 가능
- 대기 인원 존재 시 연장불가
- 하드보안관 프로그램 설치로 PC 재부팅 시 기존 데이터 삭제
-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퇴실 조치(단, PC화면 모니터링으로 구두 경고 후)
- 오픈열람대 전등 스탠드 및 노트북 등 전원 사용 가능

나. 스터디룸
- 학술정보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도서관서비스]-[스터디룸이용신청]에서 예약 후 사용
(이용 72시간 전부터 실시간까지 예약 가능)

- 이용 전, 5층 인포데스크에서 예약여부 및 이용 인원 확인 후 입실
- 퇴실 시 인포데스크에서 확인 후 퇴실
- 실별 제한인원에 따라 이용 가능
(4인실: 3~4인, 6인실: 4~6인, 8인실: 6~8인, 10인실: 8~10인)

2) 자료열람실
자료열람실은 전공서, 교양서 및 사전, 연감 등의 참고서적을 대출․반납하고 열람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자료열람실 소장자료의 대출을 원하는 이용자는 학술정보원 내에 비치된 검색
PC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자유롭게 서가에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 받고자
할 때에는 학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은 성남캠퍼스의
경우 5층과 6층 인포데스크를, 대전캠퍼스의 경우 지하 1층 인포데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가. 대출권수 및 기간

-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반납

나. 유의사항
- 대출도서는기한내에반납해야하며만약연체시연체기간×대출권수의대출중지기한을설정한다.
- 대출도서를분실또는파손했을경우에는동일도서로변상해야한다. 만약동일도서로변상할수
없을때에는대출도서정가 2배의현금이나학술정보원에서지정하는지정도서로변상하여야한다.
- 도서를 미반납 중인 학생은 제증명 교부 및 발급을 제한한다.
- 졸업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지참하고 학술정보원 사무실에서 스페셜 ID를 발급받으
면 일반열람실 좌석 이용 및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구 분 대출권수 대출기간

학부생 3 7

교수, 직원, 대학원생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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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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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병무안내

1. 입영연기

1-1. 재학생 입영연기

1)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학생들에게 학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학

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하

는 제도

※ 휴학중인자 및 편․입학자도 입영연기 대상

※ 입영연기 제한 연령

2. 입영연기 절차
1)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매년 3월 말까지 예비군대대에서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 연기 처리

2)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 된 사람은 입영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를

제출 시 입영연기

3. 입영연기 제한자
1)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2) 제적자 및 제한연령 초과자

3) 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자

4. 재학생 입영신청
1) 입영신청 대상

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군 입영을 원하는 사람

2) 입영신청 방법

가) 역종별 신청 방법

구 분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학원

2

년

제

3

년

제

4

년

제

6

년

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석사과정
박

사

과

정

2년제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 치학과

전문대학원

제한

연령
28세 22세 23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구분 현역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비고

본인직접선택 입영일자 본인선택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병무청 홈페이지

재학생입영신청 “월”단위로 신청 “분기”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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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년에 입영 하고자 할 경우

○ 입영일자 본인선택(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

*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인 사람

*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요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다) 익년도에 입영하고자 할 경우 :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

○ 출원대상 : 대학재학(휴학)사유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입영시기 : 2016년 1월 ∼ 12월 (선착순 접수 중)

○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공익미원 → 「재학생입영신청」

5. 입대휴학 안내
1) 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을

휴학하는 절차이며, 입대일 전까지 종합서비스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대일자부터 군입대 휴학 처리됨)

2) 재학 중 군입대 휴학자 중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종강일 사이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서 제출 시 해당학기 성적 인정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3) 입대휴학 증빙서류 미도착 시 입대휴학 처리가 되지 않아 제적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한 학생이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 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등을 지참하여 종합서비스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군입대휴학 전 재학 중인 학생은

다시 재학생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

그 학기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5) 본인의 착오로 귀향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학생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당학기에 저조한 성적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적 등 본인의

학적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대휴학 후 복학(제대복학) 안내
1) 제대복학이란 입대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며,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 일 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간에 복

학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해당학기 복학기간에 종합서비스센터에 제대복학원서를 제출해

야하고,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3) 개강 후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1/4선 까지 복학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 전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하고,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이 이내 전역할 경우에도 조기 제대 복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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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1) 개요

출․입국사항과 국외체류기간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

2) 허가대상자

○25세 이상인 제1군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 자라도

국외여행허가 대상

3) 허가 기간

○ 유학

.

○ 연수․훈련 :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단기여행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국외이주(영주권 취득,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등) : 37세까지

* 병무행정제도는 병무청의 정책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각종 신청절차

진행 이전에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비군, 민방위 업무

8-1.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1)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

가) 성남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학점은행제 제외)

나) 성남캠퍼스에 재학 중인 일반 및 특수대학원생(단, 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은 제외)

다) 성남캠퍼스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직원

* 대전캠퍼스에 재직/재학 중 인 교수 및 학생은 재직/재학증명서를 지역예비군중대에 제출

2) 전입․출 신고

가) 신입생 및 복학생 - 예비군 학생은 사유발생(휴․복학등) 본 예비군대대에 전입 신고

나) 졸업․휴학 및 제적생 - 예비군학생이 졸업 또는 휴학 시 예비군대대에 전출신고

(취직으로 타 직장 전출 시는 근무하는 직장에 전입신고)

학교별 제한연형

(영 제124조)

4년제

대학

2년제

석사과정

2년 초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

․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 전문대학원

24세 26세 27세 28세

허가기간 25세 27세 28세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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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입․출 신고 요령

(1) 전입신고 :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등록을 마친 후 등록금을 납부 후 복학원 제출 시

예비군대대 경유

(2) 전출신고 : ● 휴학/자퇴자는 휴학(자퇴)원 제출시 예비군대대 경유 전출처리

● 졸업/제적시는 학적에 의해 전출 처리

* 예비군대대 미경유시 신․편입생은 직권편성

3) 교육훈련

가) 본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에 편성된 교원 및 학생은 전역 년차에 따라 당해 연도 전

역자 및 7∼8년차는 직장예비군에 편성은 되나 훈련은 없으며, 1~6년차는 향방기본

훈련(일부방침) 8시간을 실시한다. 단, 지역동대에서 1차 보충훈련을 미이수한 자는

미이수한 시간만큼 추가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단, 8H미만 부여된 자는 8H로 종결)

나) 일반행정 직원은 지역예비군과 동일하게 1∼4년차 36시간, 5∼6년차 20시간 훈련을

실시한다.

다) 훈련은 예비군대대 통제 하에 관할사단(수임군부대)에서 위탁 교육으로 실시한다.

8-2.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 민방위대 편성 대상

가) 만 20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만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고용인원 중 민방위 대상자 전원을 대학직장

민방위대에 편성한다.(단, 대학, 대학원생은 직장민방우대 편성대상이 아님)

2)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학적보유자명부(민방위제외자)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기간 중 민방위대 조직평성에서 제외 된다.(단, 박사과정은 제외)

3)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가) 민방위 소집 훈련 : 비상소집훈련은 연 1회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만 훈련에 참가한

다.(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치하기도 함)

나) 일반대원 교육 : 일반대원은 1~4년차로 구청계획에 의거 연1회 4시간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다) 신편대원 교육 : 신편대원은 1년차로 구청계획에 의거 연1회 4시간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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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애학사안내

1. 인애학사 소개
인애학사는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 마련된 생활관으로, 민족자존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에 둘러싸여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애학사는 2009년 개관하여 최첨단 시설과 규모를 갖춘 신개념의 복합기숙사로 각 실마

다 개별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세탁실, 주차공간 확보 및 카드키 출입시스템 등을 완비한 오

피스텔식 기숙사입니다. 내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속에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편리

하고, 활기찬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인애학사 연혁
가. 인애학사 착공 2007.06.05
나. 인애학사 준공 2008.12.09
다. 인애학사 완공 2008.12.09
라. 인애학사 개관일 2009.02.28
마. 제 1대 사생자치회 창단 2009.03.
바. 제 2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0.03
사. 제 3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1.03
아. 제 4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2.03
자. 제 5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3.03
차. 제 6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3.09
카. 제 7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4.03
타. 제 8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4.09
파. 제 9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5.03
하. 제10대 사생자치회 발족 2015.09

3. 인애학사 현황
가. 시설 현황

(1) 건물

○ 총 면적 : 13,145㎡

○ 층 구조 : 지하2층, 지상6층

(2) 호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1인실 6개, 2인실 244개의 호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춘 호실 4개를 별도로 갖추고 있으며, 10개의 1인실 게스트룸과 4

개의 2인실 게스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실마다 책상, 책꽂이, 옷장, 침대 등의 비품

이 갖춰져 있으며, 랜선 완비로 무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 분 크 기 호실수

1인실(Single Room) 25.74㎡ 6

2인실(Twin Room) 25.74㎡ 244

장애인실(Disable Room) 22.44㎡ 4

게스트(1인실)(Guest room) 25.74㎡ 10

게스트(다인실)(Guest House) 51.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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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시설

나. 수용인원

다. 입실인원

구분 내용

식당

Restaurant

• 인애학사 지하 1층 위치

• 400명 수용가능

세탁실

Laundry room

• 남자숙소, 여자숙소 1층 위치

• 코인세탁기, 건조기 이용가능

취사실

Cookroom

• 남자숙소, 여자숙소 1층 위치

• 전자레인지, 정수기, 싱크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 완비

야외정원

Outdoor Garden

• 인애학사 6층 위치

•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공동편의시설

각층 휴게실

야외 휴게실

자치활동실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연도 실수 수용인원(명) 입실인원(명)

2012 252 498
1학기 452

2학기 478

2013 252 502
1학기 492

2학기 460

2014 254 502
1학기 460

2학기 468

2015 254 502
1학기 486

2학기 466

호실 호실정원 실수 수용인원

1인실

(Single Room)
1 6 6

2인실

(Twin Room)
2 244 488

장애인실

(Disable Room)
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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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안내

가. 신청기간 : 1학기(1월 중순 ~ 2월 초), 2학기(7월 중순 ~ 8월 초)

나. 신청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다. 입사자격 : 본교 재학생이거나 또는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원칙으로 함

라. 선발기준 : 입사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재

학생은 직전학기 성적)과 주소지와의 거리,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서대로 입사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① 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외국인 및 해외교포 ④ 국가유공자 자녀

마.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건강검진 진단서 원본(B형 간염, 결핵)

③ 서약서 1부 ④ 반명함판 사진 2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바. 입사 수속 기간 : 매 학기 개강일 전 토요일, 일요일

사. 입사시 준비물 : 침구류(싱글 사이즈 침대시트, 이불, 베개 등), 실내화, 세면도구 등 개

인용품 지참

아. 유의사항

①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일체(라디오, 녹음기, 컴퓨터 제외), 취사도구 일체, 인화물질,

사행성 오락기구, 공유기 등은 지참할 수 없음.

② 애완동물 사육금지(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관상어류 등)

③ 면학분위기 조성 및 화재예방을 위해 실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절대 금함

아. 학생상담센터

1. 학생상담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1) 학생들의 올바른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지도를 위하여 우리 대학은 학생 개인별 책임지

도교수를 선임하여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지도교수 1인당 연간 40건 이상의 상

담내역을 입력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2)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학생입장에서 학교생활주기적(입학→재학→졸업→사회진출,진학)으로

통합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성 검사 및 심리 검사, 대학

생활 상담, 신입생 의식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

담, 심리검사, 진로탐색, 자기성장 프로그램, 정신건강 특강, 멘토링, 기타 정신건강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지원 등 운영

하고 있다.

3) 학생생활상담센터는 교내 학생지원부서(교학처, CTL, 취창업센터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 마련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지원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를

정례화 하여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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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생활상담센터는 매년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보고서(가칭, 을지학생생활상담 백서) 작

성을 통한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학생지원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5) 학생생활상담센터는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상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학습생활상담센터 세부 프로그램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명 내용

학과 책임지도교수
1:1 상담 프로그램

교내 종합정보시스탬을 활용하여 학과 책임지도교수와 학생의 1:1 상담 진행 후 심층상담
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연계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연중 지도교수에 의한 상담실시 후 교내종합정보시스템(을지포털)에 상담기록을 입력함
▫ 학업중단위기 혹은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생활상담센터로
의뢰체계 구축되어 있음

상시진로지도
(웹, e-메일)
프로그램

외부 전문업체인 미래인재연구원에서 개발한 상시진로지도 시스템을 e-메일을 통해 전체
전임교수와 재학생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있음
상시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전임교수와 재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과 E-메일을 통해 매주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 학기말 교수와 학생
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진로지도 교과개설
프로그램 실시

전공별 진로지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인성과 진로설계” 교과목을 교양학부에서 개설하
여 진행하고 있음. 전임교수별로 진로지도 교과 운영하며,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 교과
진행을 위해 교과운영 자료집과성검사(MBTI & Holland) 검사지를 배부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안전망으로서 학생상담센터의 기능을 홍보하고 관련정보를 제
공하며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counsel.eulji.ac.kr

개인 심층심리상담

재학생들의 일반적인 욕구에서부터 현실고충, 그리고 위기대응까지 학생들의 욕구에 일대일
맞춤 심층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담서비스절차와 제반사항을 내규로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경우 접수면접 실시 후 적합한 상담자를 배정하여 12회를 넘지 않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정신증이나 자살 등의 위기상담은 신속하게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강남을지병원
정신과전문의 상담과 자문위원회 자문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 심리검사1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하면, 접수면접을 통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1:1 개인별 심층 해석상담 혹은 소규모 집단 해석상담 실시하고 있음
▫ 접수면접과정에서 학생의 요구도와 문제양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검사를 권유 및 실시하고 있
으며, MMPI-2, TCI, SCT, PAI 등 전문 심리검사를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
전한 해석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

심층 심리검사 2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한 인성 & 진로적성 검사(MBTI & 홀랜드)를 실시하고 있음. 학
생생활상담센터 직접 내방자와 학과별 책임지도교수 상담 등에서 활용함
▫ 학기 초 전공별 진로지도 수업에서의 심리검사 참여의사를 조사하여 검사지 지원범위를 결정
하고, 검사 실시 전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정보를 전공별 담당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전공수업 진행 후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심리검사나 개
인 상담을 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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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심리상담

대학생활 중 야기될 수 있는 스트레스, 친구문제, 사회적 불안문제 등을 학생들 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격려와 피드백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 학기초 신입생과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와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등을 토대로 집단상담 주제
를 선정하고 있음(예: 발표불안감소를 돕는 집단,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학교적응향상집단, 게
임과몰입해결집단 등)

▫ 집단별로 학기 중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집단 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부서와 본교 연
간행사일정을 고려한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설함

▫ 집단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만족도 설문과 소감문 등을 통해 환류하고 있음

접수면접

접수면접은 모든 상담서비스의 첫 관문으로서 학생의 요구와 문제의 위험도를 조사하는 동
시에 학생에게 상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제공함
▫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즉, 대면상황과 온라인상황별 접수절차와 양식을 확정
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상담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음

▫ 상담인력들에게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접수면접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하고 있으며, 학생들
의 상담의 욕구와 위기정도에 따라 적합한 상담자를 배정하고 있음

▫ 학생의 만족도와 접수면접 및 사례배정 결과를 교차 검토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정신건강 특강 및
워크숍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예방교육을 통해 정신건강관련 위기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상담센터가 기능하며, 교내 관련 학과 교수와 직원이 이러한 기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역량 개발을 위하여 정신건강 특강과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와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의식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관련 주제를 선정함
▫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한 강사를 섭외하고 교내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고 있음

▫ 학생들의 자발적인 서포터즈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참
여형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있음

▫ 교내 구성원들에게도 필요한 컨텐츠로써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공동의 안전망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상담사례 연구 및
지원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 외부에서 서비스자
문, 서비스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함께할 지원체계를 구성
▫ 본교의 규범과 교육가치 안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담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위급하거나 임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도
록 자문위원회를 조직함.

▫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적
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대학학생상담센터협의
회의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타대학이나 기타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상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서비스 제공인력 부족의 문제를 무급의 인턴상담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해소하고 있음. 또한 교내외의 자원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상담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있음.
▫ 2∼3월중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인턴 및 상담 자원봉사자(이하 수련상담원)를 선발하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인력배치를 완료하고, 연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련상담원에게 상담사례
진행에 관한 전문적인 개입전략을 교육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교육과정이 종료된 수련상담자들을 상담센터의 상담인력풀에
등록하여 향후 행사진행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신입생 및 재학생
의식조사

본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학교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행동상의 문제 및 정신건강 실태
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실제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지원 사업의 과
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매년 1학기 중 신입생과 재학생 대상 정신건강 및 상담욕구 조사 실시

을지학생생활상담
백서 작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통계 및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을지학생생활상담백서 제작
예정임(매 2년마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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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학생회 및 동아리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박전의 주체로서의 주인의식 함양과 창의

적인 대학문화 창달을 도모함과 더불어 회원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창조적인 민주시

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훈련과 사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도력, 도덕성과 책임감을 배양

한다.

1.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교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모든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생과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기간 중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2) 회원으로써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총학생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총회의 의결로써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

2. 회원의 권리
1) 본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회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대학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

3.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운영규정과 각 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본회 회워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총학생회 구성
1) 본회는 성남캠퍼스와 대전캠퍼스의 재학생이 통합하여 학생총회를 두고 캠퍼스별로 대

의원회,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한다.

5. 총학생회 임원선거
1) 총학생회 임원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건강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사상

이 건전하여 지휘능력이 있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이어야 한

다. 총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생자치 활동의 신장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 당국에 건의하고 제시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근면

하고 성실한 종사자이어야 한다. 학생회 임원선거방법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른 공명선거제를 채택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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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회칙
제정 2007. 3. 1

개정 2008. 1. 1

개정 2009. 3.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을지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발전의 주체로서의 주인의식 함양과 창의적인 대학문화 창달을

도모함과 더불어 회원 공동체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창조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의 성장을 위한 훈련과 사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지도력, 도덕성 및 책임감

을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다

만, 휴학생 및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기간 중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으로써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학생총회의 의결로써 회

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대학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

제5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규정과 각 기구의 결의사항 준수

2. 본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6조(구성) 본회는 대전캠퍼스와 성남캠퍼스의 재학생이 통합하여 학생총회를 두고 캠퍼스

별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집행부,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한다.

제7조(건의) 학생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이 학교당국에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다.

제8조(교무위원회) 본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당국과 교무위원 회

의 지도를 받는다. 다만, 교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9조(구성) 학생총회는 전체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1조(소집 및 의견) ①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의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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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학생총회의소집은소집이유를명시하여 5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③ 학생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

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출석인원 과반

수의 동의로 학생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총학

생회장이 맡는다.

② 총학생회의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장 대의원회

제13조(지위) 캠퍼스별로 학생자치활동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본회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부)별 학생회장 및 과대표로 구성한다.

③대의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5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학년도로 하되 1학년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한다.

다만, 전후임 대의원회회장 및 임원의 합의 후 업무의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

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회 의장의 선출이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이후에는 새로운 대의원회가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

2.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조정, 제출된 예 결산 및 사업계획의 동의권

3.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탄핵소추권

4. 학생총회 소집요구권

5. 운영위원의 출석요구권 및 해임의결

6. 회계 감사권 및 제반 규정 제정권

7.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기타 중요한 학생활동의 심의 승인

제17조(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제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대의원회의 권한을 총학생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호에 대해서는 발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1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재적대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

을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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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19조(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의 의장 및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1인으로 하며 캠퍼스별 격년제로 선출한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을

대행하고 해당캠퍼스의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직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구성 및 임명권

2.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소집권

3. 회칙 개정안 발의권

4. 총학생회 전체 사업 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에 제출

5. 기타 중요 행사의 집행

제21조(임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다음 학년도로 한다. 다만, 전

후임 총학생회장 사이에 업무의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합의될 경

우에는 차기 총학생회장의 선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에는 후임

총학생회장이 임무와 권한을 승계할 수 있다.

제5장 집행부

제1절 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2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서장, 단과대학 학생

회장, 학과(부)별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편성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3. 총학생회의 결산을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4. 학생회비를 심의․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

제25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26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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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집행부

제27조(지위 및 구성) ① 집행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②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부 부서장 자격기준은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이고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28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부는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본회의 제반 사업과 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대

의원회에 제출한다.

③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본회 제반사업의 기획, 사무, 회계에 관한 업무

2. 홍보부：본회 활동에 관한 제반 홍보활동 업무

3. 학술부：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4. 사회부：각종 지역사회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5. 문화체육부：각종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

6. 복지부：학생 복지 및 교내동아리에 관한 업무

7. 여성부：여학생의 학내활동과 복지 및 권익에 관한 업무

제6장 재정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에 준한다.

제31조(회비) ① 본회의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대의원

회에서 확정한다.

② 학생회비의 관리는 학교가 담당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

사계획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총학생회장이 이를 집행

한다.

제32조(예산배정) 예산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하여 집행부에서 조정한 후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제33조(가예산 및 경정 예산)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학생회

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년도에 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 확정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가감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에는 총학생회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

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결산) ①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각 부서별로 사업실적에 따른 결산안을 작성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결산안은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 ① 매 회계연도 종료 직전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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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② 감사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2인과 각 학과(부)별 학생회장 중 2인으로

구성한다.

제7장 선 거

제36조(선거권) 본회에 재학중인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37조(피선거권)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별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09.3.1.)

1. 본교에 입학 후 4학기 이상 재학하여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 자

2. 본교 재학 중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3. 본교 재학 중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4. 반대표는 재학 중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인

자(신설 2008.1.1.)

제38조(선거시기) 본회의 모든 선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1학년 과대표 선거는

당해 연도 3월에 시행한다.

제39조(선거규정)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선거규정에 따른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40조(개정) 회칙개정은 대의원회의 개정요구 결의, 총학생회장의 발의 또는 각 캠퍼스회

원의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41조(의결) ① 제안된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나 유고 시의 임무 대행자가 3일 이내에 공고하

여야 하며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9.3.1.)

② 제안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각 캠퍼스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2조(공포) 확정된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3조(효력)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학생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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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거규정
제정 2007년 2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학생회 회칙 제36조∼제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총학생회 회칙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차

기년도로 이월될 경우에는 1학년 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이 선거권을 갖는

다.

제3조(피선거권자) 총학생회 회칙 제3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실

시한다.

제5조(보궐선거)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1인을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직을 대행하게 한다.

제6조(선거시기) 선거는 총학생회 회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다만, 11월 중에 실

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7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위원은 10인 이

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차기년도로 이월되

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은 학과(부)의 과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일체

2.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3. 선거일시 결정 공고

4.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일체

제9조(입후보자 등록) ①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2.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별지 서식 제2호)

제10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선거공약을

기재하여 투표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공고일로부터 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② 특정인을 위한 인쇄물의배포또는공고물의부착은선관위에서정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다

만, 소견발표의 시간 및 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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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3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고 기표의 유효와 무효는 선관위에

서 별도로 정한다.

② 선거인은 학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후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③ 투표소 내에는 선거관리위원과 후보자별 참관인 1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④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투표 및 개표업무는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학과(부) 과대

표, 반대표의 투표 및 개표업무는 소속 학과(부)에서 관리한다.

제14조(당선) ① 선관위는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결과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교무위

원회의 인준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다. 다만, 입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3회까지 재공고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차기년도로 이월한

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학교성적,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단일 입후보자는 총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를 득하였을 경우 당선자로 한다.

제15조(재선거) ① 선거 결과 총유권자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한 경우와, 단일 입후보자가

투표인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입후보자가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관

위 위원 2/3이상의 의결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6조(벌칙) 선관위는 피선거권자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교무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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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입

후

보

자

학과(부) 학년 학 번

성 명 성별 출신고교

병역관계 군필․미필․면제 거주지주소
( 연 락 처 ) (☏ - - )

본인은 20 학년도 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입

후보자로서 선거규정을 준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함은 물

론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의 확인을 거쳐 입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 진

(반명함판)

- 다 음 -

① 위의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으므로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로 추천함

추 천 자 과 학과장 ( 인 )

② 위의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임.

확 인 자 교학처장 ( 인 )

③ 위의 학생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

확 인 자 교학처장 ( 인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을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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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추 천 서

대학명 학과(부)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위의 학생을 20 학년도 캠퍼스 총학생회(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회장) 입후보자로 추천합니다.

구분
연번

학과(부) 년 성명 날인
구분
연번

학과(부) 년 성명 날인

1 23

2 24

3 25

4 26

5 27

6 28

7 29

8 30

9 31

10 32

11 33

12 34

13 35

14 36

15 37

16 38

17 39

18 40

19 41

20 42

21 43

22 44

※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년 월 일

을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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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동아리) 활동

총학생회 산하에 기능별로 활동하는 동아리로 매년 신학기에 학생단체운영규정에 의거 등록하며 학생

동아리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등록은 3월 중에 이루어진다.

1. 학생단체 등록 요건
1)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맞는 활동을 한 자

2) 단체의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3) 단체의 설립목적과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4)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락을 받을 것

2. 동아리 현황
1) 성남캠퍼스

연
번 동아리명 지도교수

대 표 학 생
창 립 일 활 동 목 적 비

고성 명 학과

1 ORYZAE 이기영 이지아 임상병리학과 1967.04.16 학문연구, 봉사, 친목 재등록

2 예닐곱 이수한 성단비 유아교육학과 1975.09.15 Sing-along, 사랑과 봉사 〃

3 기독학생회
(샬롬) 정명진 고주실 간호학과 1982.06.17 교내복음화, 종교활동 〃

4 스매싱 권영만 윤서진 미용화장품과학과 1989.06.06 탁구를 통한 친목 〃

5 배낭족 임명재 신홍경 보건환경안전학과 1990.11.10 여행을 통한 심신수련 〃

6 CAM
대학선교회 김정래 김은진 중독재활복지학과 1991.03.02 캠퍼스 선교, 복음화 〃

7 한국대학생
선교회(C.C.C) 이우철 김태연 치위생학과 1991.03.02 기독교 신앙과 인간중심의

영적운동 〃

8 새소리 윤영배 김민식 유아교육학과 1992.08.15 풍물, 우리소리의 보존 〃

9 HAWK
(농구) 설재웅 이동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1998.03.25 심신단련, 친목도모 〃

10 DNG 김명철 강현비 간호학과 1998.04.01 건전한 춤문화 형성 〃

11 Kick-off
(축구) 정형근 최재은 장례지도학과 2003.03.03 심신단련, 친목도로 〃

12 Ocean Holic
(수영, 스쿠바) 최혜경 양수경 응급구조학과 2008.03.03 수영, 스킨스쿠바 〃

13 천유응원단 정현우 홍승리 보건환경안전학과 2008.03.03 공연,학교 홍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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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캠퍼스

연번 동아리명 지도
교수

대 표 학 생
분 과 목 적 비 고

성 명 학과

1 악 조두형 최병진 의학과

공
연
분
과

풍물 재등록

2 Pressure 임숙빈 김대훈 간호학과 댄스 〃

3 링거(Ringer) 신종호 이정욱 의학과 밴드 〃

4 라이머스 박순주 박민주 임상병리 랩 〃

5 해보임 임미경,
신동혁 정구민 의학과 연극 〃

6 Eulji Classic Orchestra 김내유 윤희연 의학과 오케스트라 〃

7 Lunar Eclipse 우란숙 김영현 의학과 밴드 〃

8 F.C. Eulji 김주헌 박승섭 의학과

스
포
츠
분
과

축구 〃

9 AQUARIS 민선식 윤나영 간호학과 수상레포츠 〃

10 Sweepers 이성규 강지원 의학과 야구 〃

11 F.C 발 현성희 김성하 임상병리 축구 〃

12 궁극 이재용 윤재호 임상병리 검도 〃

13 NFC 오희영 장태호 간호학과 축구 〃

14 CMF 백행운 김종근 의학과 종
교
분
과

기독교 〃

15 RUAH 이은표 정주은 간호학과 기독교 〃

16 나누리 박상현 조동호 의학과
봉
사
분
과

봉사 〃

17 해피투게더 현성희 남궁은지 임상병리 봉사 〃

18 에스뿌아 김숙영 이은선 간호학과 봉사 〃

19 Paper 한승호 변단 의학과

학
술
연
구
분
과

사진 〃

20 Carpe Diem 이은표 엄유진 간호학과 영어 〃

21 N.A.A 김현영 안다솔 간호학과 전공공부 〃

22 Emedzine 김존수 윤소정 의학과 영문언론지 〃

23 G.R. 장선주 박다영 간호학과 치매건강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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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운영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09.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란 본교의 총학생회 산하에 기능별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것

2.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15명 이상의 정규회원을 가질 것

(신입생의 경우 1학기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2학기부터 정규회원이 된다)

3.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4.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5.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승락을 받을 것

제4조(등록절차) ① 단체로서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매 학년 개강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 1부(별지 서식 제1호)

2. 서약서 1부(별지 서식 제2호)

3.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통(별지 서식 제7호)

4. 회칙 1부

5. 단체 가입자 연명부 1부(별지 서식 제5호)

6.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

7. 연간 활동계획서 1부(별지 서식 제3호)

② 기 등록된 단체는 매 학년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

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 1통(별지 서식 제1호)

2. 서약서 1부(별지 서식 제2호)

3.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별지 서식 제7호)

4. 회원명단(별지 서식 제6호)

5. 전년도 사업보고서 1부(별지 서식 제4호)

6. 신년도 활동계획서 1부(별지 서식 제3호)

제5조(존속기간) 학생단체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년도에 국한된다.

제6조(승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단체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단체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 단체대표는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제8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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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도교수가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지

도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

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정)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단체의 활동) ① 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단체행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허가원을 교학처장에게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단체행사 및 집회는 정상수업 시간과 중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단체의 야간 옥외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부득이 야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의견서

가 제출되어야 한다.

⑥ 학생신분으로 출입할 수 없는 장소는 집회장소로 허가되지 아니한다.

⑦ 집회에 관한 게시물․현수막․프로그램․팜플렛․티켓 및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전지도와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

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⑧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8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학처장이 인

정할 때에는 크기를 바꿀 수 있다.

⑨ 게시물 매수는 10장 이하로 제한한다.

⑩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 시까지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11조(집회허가원의 제출 절차) 대표자가 집회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장 에게 제

출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시) 전조의 단체활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 드시 학

교의 확인을 거쳐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집회허가원 제출기일) ① 단체의 집회허가원은 7일 이전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 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 다른 학교와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집회허가원 및 행사

내용 설명서, 참가교 동의서, 홍보물 제작배부허가원을 교학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방학시작 30일 전에 다음의

서류를 지도교수를 경유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봉사활동 계획서

2. 참가학생 명단

②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체의 단원은 10인 이상, 봉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사단체는 봉사활동 계획서에 계획된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봉사활동을 끝낸 단체는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를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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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의 자격상실)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 설립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3. 총학생회 운영규정 및 그 단체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5. 지도교수 사임서가 수리된 후 10일 이내에 후임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

인을 받아 통 폐합할 수 있다.

③ 단체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가 서명

한 해체결의서와 해체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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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제교류

1. 해외자매결연대학
○ 국외대학과의 협약 체결 현황 (총 31개 대학)

- 국가별 현황

구 분 미국
캐나
다

호주
뉴질
랜드

필리
핀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베트
남

말레
이시
아

몽골
이탈
리아

방글
라데
시

계

대학수 10 2 3 1 3 9 5 2 1 1 1 2 1 1 1 43

- 자매결연 대학

구분 국가명 대학명
체결일자
(재협약)

체결내용 비고

1 Japan Kyorin University 1994. 12.10
(2008. 11.20)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 U.S.A Hawaii Pacific University 1998.02.0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 Australia New Castle University 1999.10.18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4 Australia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2003.12.06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5 Canada Vancouver Community College 2004.01.01
(2007.05.0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6 New Zealand Christchurch Polytechnic Institute of 
Technology 2004.05.06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7 Canada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4.08.26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8 China Liaoning Normal University 2005.01.1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9 China Yanbian University 2005.01.13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0 Australia La Trobe University 2005.09.1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1 Thailand Burapha University 2006.05.30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간호대학
12 Japan Kurume University 2006.11.0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3 Japan Meiji Pharmaceutical University 2007.01.1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4 Philippines Nation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2008.07.2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5 Philippin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Manila 2008.12.1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6 U.S.A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2009.04.0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간호대학

17 U.S.A Bloomfield College 2009.09.09
(2014.11.1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8 Italy University degli Studi di Genova 2009.11.07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19 China Yangtze University 2010.03.29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0 Mongolia Ulaanbaatar University 2010.05.0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1 USA San Antonio College 2010.08.1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2 USA Pacific University 2010.09.2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3 Malaysia Limkokwing University 2010.10.0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4 Philippines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2011.02.0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보건산업대학
25 Malaysia SEGI University 2011.02.18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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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학생
○ 교환 학생이란?

- 교환학생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와 학생 및 학점교환협정이 이루어진 국내·외대학교(이하

“협정대학교”라 함)간의 학생교환 및 학점인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장점 및 필요성

- 교환학생으로 파견 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

- 협정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음

- Global Mind 및 문화의 함양과 이해

- Global 언어능력 및 전공지식의 향상과 심화

- 졸업 후 진로에 유리

○ 지원 자격 및 학점이수

구분 국가명 대학명
체결일자
(재협약)

체결내용 비고

26 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11.08.10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간호대학

27 China Yunnan University of 
Nationalities 2012.05.07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8 USA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2.07.16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29 USA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2012.07.2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0 China Capital Medical University 2012.07.30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1 Vietnam Haiphong Medical University 2012.09.24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2 USA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2012.10.26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3 Taiwan Nan Jeon Institute of Technology 2013.07.1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공과대학
34 China Jining Polytechnic 2013.09.02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35 USA Marshall B. Ketchum University 2013.10.02 석사학위과정 교류 안경광학
과

36 Japa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2014.02.08 교원·학사·석사 학술교류 물리치료

학과
37 Japan Keio  University 2014.02.28 교원·학사·석사  학술교류 간호대학

38 USA Ferris State  University 2014.07.02 교원·학사·석사  학술교류 안경광학
과

39 방글라데시 Bangabandhu  Sheikh Mujib 
Medical University 2014.08.04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40 China Eastern Liaoning University 2014.08.21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41 China Xuzhou Medical College 2014.12.0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42 Taiwan I-Shou University 2015.07.15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43 China Taishan Medical University 2015.12.28 교원 및 학생교류, 학술교류

구분 내용

자격 및 신분
1. 재학 중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본교 학생
2.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원 소속 대학교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

등록금 및
경비

1.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의 교환기간 동안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는 협정에 따름
2. 교환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 경비는 학생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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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인정 절차

- 협정대학교에서 학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하고 학과장의

승인받아 본교 교학처에 신청

- 소정의 수강신청서 2부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등록을 마침

- 교환기간이 종료되면 이수한 학점의 성적증명서, 과목개요서(Course Description), 복귀원 등 소정의

서류 등을 교학처에 제출

※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취소 혹은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학과장

의 승인을 받아 사유서와 소정의 등록취소 또는 변경신청서를 본교 교학처에 제출

※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은 을지대학교 <학생교환 및 이수학점에 관한 규정>(개정 2015.9.1)을 따른

다. 기타 상세내용은 이를 참고

○ 을지대학교 교환학생 파견 현황

3. 본교에 기여한 바가 지대하거나 학업 및 연구 성적이 극히 우수한 학생에 대해
서는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파견기간 및
학점이수

1. 교환기간은 최대 1년이며 양교 당국 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기간 연장은 불
허함을 원칙으로 함

2. 협정대학교와 합의된 학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에 포함됨

3. 본교생이 협정대학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학부생의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 범위로 함

교류연도 교환학기 학과명(학년)

2000년
1년

관광일어통역과(1학년)

간호과(1학년)

6개월 임상병리과(1학년)

2001년 6개월
임상병리과(3학년)

관광일어통역과(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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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류 대학의 본 대학에 대한 교환학생

3. 을지 한마음 해외봉사

○ 봉사 목적

- 저개발 국가에서 보건 의료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체험 및 재

고의 기회를 가지며, 보건 의료인이 지녀야할 자세와 덕목을 갖추기 위함

- 을지대학교, 을지대학병원, 을지병원이 공동으로 한마음 봉사단을 통해 인간 사랑과 생명존중의 이

념을 실천하고자 함

○ 봉사 내용

- 진료 분야 (진료 및 환자상담)

- 진료 지원 분야 (예진실, 처치실, 약국, 주사실)

- 보건 분야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교육, 영유아교육, 환경위생 등)

교류연도 교환학기 학과명(인원)

2014년 1년 피부관리학과(4명)

2015년 1년 미용화장품과학과(4명)

2002년
1년 관광일어통역과(2학년)

6개월 임상병리과(3학년)

2003년 1년
임상병리과(2학년)

관광일어통역과(1학년)

2004년 1년
임상병리과(3학년)

관광일어통역과(2학년)

2005년 1년
관광일어통역과(2학년)

임상병리학과(3학년)

2006년 1년
관광일어통역과(2학년)

임상병리학과(3학년)

2009년 교환학생 파견 후 편입 관광일어통역과(1학년)

2010년 1년 여가디자인학과(2학년)

2011년 1년 여가디자인학과(1학년)

2013년 1년 여가디자인학과(2학년)

2014년
1년 여가디자인학과(3학년)

1년 여가디자인학과(4학년)

2015년

1년 미용화장품과학과(3학년)

6개월 여가디자인학과(4학년)

1년 장례지도학과(4학년)

총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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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직전 학기 성적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봉사내용과 전공의 적합성

- 봉사활동계획(봉사활동 신청서, 서식1호)

- 학생활동, 학과활동을 통해 대학에 기여도가 높은 학생

- 저소득층(우선)

- “국제협력의 이해” 강좌 이수자 (가산점 부여)

- 이중수혜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을지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학과경쟁형, 학생자율형),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 대학 지원 프로그램

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우선 선발

○ 봉사활동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수행세부내용 일정 및 장소 인원

2008학년도

을지

한마음봉사단

하계

해외봉사

1. 총 1,656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컴퓨터 기증 및 설치를 통한 사이버 교육

3. 교육봉사 : 아마데오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에

서 컴퓨터 교육 지원

4. 한국의 전통 음식 및 복식 소개와 학용품, 생

필품 전달

2008.7.28 ~ 8.1

필리핀 아마데오

빈민 주거지역

학생:48명

인솔자:3명

총 51명

2009학년도

을지

한마음봉사단

동계

해외봉사

1. 총 1,798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관리교육

3. 교육봉사 : 버젠 델로스 레메디오스 초등학교

엥겔레스 시립 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지원

4. 한국문화소개 : 한국 문화 및 전통놀이 소개와

학용품, 생필품 등 전달

2010.2.6 ~ 2.10

필리핀 쿠투드

정착촌

학생:20명

인솔자:1명

총 21명

2010학년도

국제개발협력

현장 활동

(을지

한마음봉사단

하계

해외봉사)

1. 총 4,244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 및

보건교육

3. 한국문화소개 : 한국 문화 소개 및 전통춤 공

연 등 문화교류활동 생필품

전달

2010.8.24 ~ 8.31

몽골 천길태구,

엘덴솜 지역

학생:20명

인솔자:5명

의료진:14명

촬영:3명

총 42명

국제개발협력

현장 활동

(을지

한마음봉사단

동계

해외봉사)

1. 총 1,656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소화기내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

인과 진료 및 보건교육

3. 교육봉사 : 학술제를 통한 학술·기술 등 교류

4. 한국문화소개 : 한국 문화 및 전통돌이 소개와

학용품, 생필품 등 전달

2011.1.13 ~ 1.19

라오스 비엔티엔

학생:44명

인솔자:6명

의료진:9명

총 59명

2011학년도 을지 1. 총 6,043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011.7.4 ~ 7.9 학생: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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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체험 프로그램

○ 해외 체험 목적

-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능력 향상

- 전공분야의 해외 인턴십 참여로 선진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최신 지견 습득

- 현대사회의 국가 간의 경계는 첨차 허물어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경계 또한

점차 허물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영어사용에 대한 한계가 세계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한마음봉사단

하계

해외봉사

2. 의료봉사 :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

및 보건교육

3. 교육봉사 : 고혈압, 당뇨병, 양치질, 손 씻기

등 보건 교육

4. 어린이 지도 : 페이스페인팅, 종이 블록 놀이

등 어린이 놀이 지도

5. 가족사진 촬영 : 포토존 설치 후 가족 사진 촬

영 기회 제공

6. 환경 위생 : 환경소독과 환경위생교육(오물처리

방법, 소독약 및 살충제 사용법)

7. 한·몽 어울림 마당 : 한·몽 대학생 미니체육대

회

몽골

울란바타르시

성긴 하이르항

미치드 운드라

지역, 쓰레기

집하마을, 엘덴솜

지역

인솔자:6명

의료진:13명

총 39명

을지

한마음봉사단

동계

해외봉사

1. 총 615 명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기생충검사, 신체검사, 요검사, 혈

액검사 및 보건교육

3. 교육봉사 : 올바른 손 씻기, 칫솔질 및 기생충

예방 교육

2012.1.10 ~ 1.17

라오스 비엔티엔

학생:25명

인솔자:7명

의료진:9명

총 41명

2012학년도

을지

한마음봉사단

하계

해외봉사

1. 총 528 명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내과, 일반진료, 소아과, 피부과 및 산

부인과 검사·치료

3. 교육봉사 : 고혈압, 당뇨, 칫솔질 및 손 씻기 등

보건 교육

4. 어린이 지도 : 사방치기, 페이스/핸드 페인팅, 연

만들기 등 놀이 지도

5. 환경 위생 : 환경소독과 환경위생교육(오물처리 방

법, 소독약 및 살충제 사용법)

6. 한·몽 어울림 마당 : 한·몽 대학생 미니체육대회

2012.8.12 ~ 8.18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 주변 지역, 

바양골 지역

학생:18명

인솔자:3명

의료진:12명

총 33명

을지

한마음봉사단

동계

해외봉사

1. 총 1,272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내과, 일반진료, 소아과, 피부과 및 산부

인과 검사·치료

3. 교육봉사 : 올바른 손 씻기, 칫솔질 및 기생충 예방 

교육

2013.1.22 ~ 1.28

베트남 하이퐁시 

Dung Kihn district 

보건소

학생:24명

인솔자:9명

의료진:8명

총 41명

2013학년도

을지

한마음봉사단

하계

해외봉사

1. 총 1,064 건의 보건의료봉사 활동

2. 의료봉사 : 일반진료, 소아과, 흉부외과 및 산부인

과 검사·치료

3. 교육봉사 : 보건/위생교육 및 어린이교육

2013.8.18. ~ 8.23

베트남 하이퐁시

안라오현 An Lao 

Medical Center

학생:15명

인솔자:3명

의료진:7명

총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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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생 스스로 전공 및 외국어 학습의 동기유발을 유도하고 국제적인 시각 및 사

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 해외 체험 프로그램 선발 자격 요건

- 을지대학교 재학생(1학년 ~ 4학년)

- 학교사랑활동 10시간(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학과 및 학교 봉사활동 장려, 신청 전후 활동가능, 학교 인증제와 별도)

- 직전학기 2.0이상(직전학기 성적 없는 경우 지도교수 추천)

- 프로그램별 지도교수 지정

- 이중 수혜자 제외(을지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 국제 프로그램 시행 시에는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타 프로그램과의 중복 지원은 되

지 않음)

- 콘테스트 불참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해외 체험 프로그램 심사 기준

- 발전기여도(개인, 학과, 대학), 실현가능성 및 완성도, 창의성, 예산적절성, 홍보성, 안정성

가산점 : 저소득층, 해당 어학능력 우수자(2단계 심사 시), 국제협력의 이해 강좌 이수자

○ 해외 체험 프로그램 과정

○ 해외 체험 프로그램 현황

1) 글로벌체험프로그램(인턴십, 학과 경쟁형)

연도

프로그램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글로벌체험프로그램

(인턴십, 학과 경쟁형)
O O O O O O O

연도 학과 파견국가 파견기관 인원(명)

2009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8

물리치료학과 미국
Flushing Medical Clinic
Yeon cho Physical Therapy P.C

2

안경광학과
미국

Davich Optical 7
Bauch&Lomb Vision Care R&D Center 2

호주 Philip Hong Optometry Clinic 2

여가디자인학과 일본
기쿠치그랜드호텔 2
하쿠바 스키장 6

응급구조학과 미국 Handa International Center 20

의료전산학과
미국 Vcube Inc 1
일본 GAIAX 2

의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5
소계 총 3개국, 12개 기관, 7개 학과,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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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의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5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7
응급구조학과 미국 KCC/EMT 7
여가디자인학과 일본 (주)고류 6
물리치료학과 미국 FMC/BMC 6
장례지도학과 미국 SAC/BBW 4

안경광학과
미국 Davichi Optical 6
호주 Philip Hong Optometry Clinic 2
일본 J-eyes Optical 1

소계 총 3개국, 11개 기관, 7개 학과, 54명

2011

물리치료학과 미국
Flushing Medical Clinic

6
Beooklyn Medical Clinic

안경광학과
호주 Philip Hong Optometry Clinic 2
독일 VISUS Contactlinsen 4

여가디자인학과
호주 Shangri-La Hotel 1
일본 (주)고류 4

말레이시아 Berjaya Group - Berjaya Hotel 5

의료IT마케팅학과 말레이시아
Berjaya Group - ICT Department 1
Berjaya Group - Tropicana medical center 1

유아교육학과 말레이시아 Berjaya Group - Tadika Pooi Leng 1
치위생학과 호주 Dental Focus 10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8

소계 총 5개국, 12개 기관, 7개 학과, 53명

2012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8

응급구조학과 미국
Kapiolani community college

8
University Hawaii

방사선학과 미국 ATI College 4

치위생학과 호주 Dental Focus 9

물리치료학과 미국
Flushing Medical Clinic

4
Beooklyn Medical Clinic

의료IT마케팅학과 미국

ICN Group
3ASA College

KOAM Phyysical Therayo, P.C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일본 (주) 고류 4

중독재활복지학과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e 11

소계 총 4개국, 12개 기관, 8개학과 61명

2013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2

치위생학과 호주 Dental Focus 7

물리치료학과 미국
ACT physical therapy

4
Beooklyn Medical Clinic

의료경영학과 베트남

호치민의대
6115병원

City International Hospital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일본 (주) 고류 4

중독재활복지학과 미국

Phoenix Houses

10

Center for Addiction and Recovery

Studies(CARS)
Nexus Recovery Center(INC)

Recovery Resource 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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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Counseling Center
Mosaic Family Services
ABC Behavioral Health Center
Excel Center

MHMR

소계 총 4개국, 17개 기관, 6개학과, 43명

2014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13

치위생학과 호주 Dental Focus 7

물리치료학과 미국
ACT physical therapy

8
Hong’s Clinic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일본 (주) 고류 3

안경광학과 미국
Davich Vision Center

4
Michigan college of optometry

소계 총 3개국, 7개 기관, 5개학과, 35명

2015

간호학과 미국 Bloomfield college 7

치위생학과 호주 Dental Focus 6

물리치료학과 미국
ACT physical therapy

4
Hong’s Clinic

의학과 미국 Mount Sinai Hospital 1

안경광학과 미국
Davich Vision Center

4
Michigan college of optometry

소계 총 2개국, 7개 기관, 5개학과, 22명

합계 총 6개국, 50개 기관, 총 15개 학과, 3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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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문회

가. 총동문회 및 동문지원센터 조직도, 현황

총동문회 주요사업

을지대학교 총동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친화를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69년 3월

2일에 창립되었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는 총동문회는 59,000여명의 졸업생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각종 동문회 지원 사업, 장학사업,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동문회보와 기타 간행물 발간 및 동문 홈페이지 운영 등 총동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총동문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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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지원센터 소개

동문지원센터는 모교와 동문들의 유대강화 및 동문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동문행사 주최

등 모교와 동문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동문 DB구축 및 업데이트, 졸업생 공무원 명단 파악, 동문회보

발간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동문지원센터 조직도

대외협력처

박항식 처장

임현성 센터장

동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의대동문지원팀 김내유 팀장 신종호 부팀장

간호대동문지원팀 박순주 팀장

고아라 직원

동문지원센터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담 당 업 무 내선번호 비고

임현성 센터장 ① 동문지원센터 업무 총괄 7248

김내유 의대동문지원팀장 ① 의대동문회 DB구축 및 활성화 지원

박순주 간호대동문지원팀장 ① 간호대동문회 DB구축 및 활성화 지원

신종호 의대동문지원부팀장 ① 의대 동문회DB구축 및 활성화 지원

고아라 직원

① 동문 DB 구축 및 관리업무

② 동문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업무

③ 을지대학교 후원회 지원업무

④ 동문들의 후생복지 지원업무

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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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혁

1960년대
1969. 02. 총동창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1969. 03. 총동창회 초대회장 허윤행 동문 취임

1970년대
1975. 03. 1975년도 정기총회

회칙개정(이사장 제도 도입)
제2대 회장에 송유섭 동문 취임
초대 이사회 이사장에 허윤행 동문 취임

1976. 03. 1976년도 정기총회
제2대 이사장에 문희주 동문 취임

1980년대
1983. 03. 1983년도 정기총회

제3대 이사장에 이재상 동문 취임
1987. 03. 1987년도 정기총회

회칙개정(회장이 이사장 겸직)
1988. 03. 1988년도 정기총회

회칙개정(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제도 도입)

1990년대
1990. 01.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모교 범석관)

모교 교문 제작 기증
1990. 03. 1990년도 정기총회

제3대 회장에 유기연 동문 취임
1994. 05. 1994년도 정기총회

회칙개정(회장단은 이사회에서 선임)
제4대 회장에 성하삼 동문 취임

1994. 12. 모교에 시계탑 제작 기증
1998. 08.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한신프라자 722호)

2000년대
2000. 05. 2000년도 이사회 개최

제5대 회장에 김만희 동문 취임
2001. 04. 개교 35주년 기념 “동문 초청의 밤” 행사

(대학발전기금 1억 8천여만원 모금)
2004. 05. 2004년도 이사회 개최

제6대 회장에 이영성 동문 취임
2007. 05. 2007년도 이사회 개최

총동문회 명칭 변경
(서울보건대학 총동문회에서 “을지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개정(을지대학교 총동문회 변경에 따른 회칙 전반 개정)

2008. 01. 을지 VIP 동문 포럼 개최(잠실 롯데호텔)
2008. 10. 총동문회 사무실 이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52 3층)
2009. 05. 2009년도 이사회 개최

제7대 회장에 정연중 동문 취임

2010년대
2013. 09 2013년도 이사회 개최

제8대 회장에 최명섭 동문 취임
2014. 09 총동창회 사무실 이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1-20)
2015. 10 “동문초청의 밤” 행사 개최(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지천관(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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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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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캠퍼스 소개

대전캠퍼스
주소 : [34824]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1번길 77 (용두동 143-5)

전화 : 1899-0001

성남캠퍼스
주소 :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양지동212)

전화 : 18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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