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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 위치 및 연락처
산학협력원109호 (☎ 219-1558, 1561, 1564, 3583)
2010

2. 주요 시설
강의실 5, 교강사 휴게실 및 상담실 1, 휴게실 1, 사무실 1
3. 기능
- 본교의 교육이념과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 구현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에 봉사
- 교육의 기회평등과 사회봉사 기능 담당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011

4. 주요 활동 및 실적
년도

주요 활동

1995

· 평생교육원 개원

1996

· 생활영어 외 8개 강좌 212명 수료

1997

· 정보와 컴퓨터의 이해 외 17개 강좌 361명 수료

1998

· 정보와 컴퓨터의 이해 외 17개 강좌 361명 수료

· 학점은행과목 개설(경제학원론,사회학개론,정치학개론,발달심리
학, PC활용, 고전문학개론, 영어청취연습,시청각프랑스어,한국현
대소설론,경제학원론,행정학개론,법학개론,심리학개론
· 논술교육지도 외 15개 강좌 354명 수료
· 평생교육원 캠퍼스플라자로 이전
2000
· 신문활용교육지도사외 22개 강좌 1,516명 수료

2012

2013

1999

2001

· 아동미술지도자외 34개 강좌 1,748명 수료

2002 · 어린이영어지도사외 27개 강좌 1,050명 수료

2014

2003 · 독서지도사외 28개 강좌 1,316명 수료
2004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전문학사과정개설(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
론, 자원봉사활동의 이해, 상담심리학의 이해, 영화와 영화읽기)
· 아동미술심리치료 외 34개 강좌 1,343명 수료

2005 · 독서지도사외 49개 강좌 1,412명 수료
2006 · 독서지도사 외 119개 강좌 1,793명 수료
· 수원시(기초지자체) 평생교육대학 운영
· 논술지도사 외 132개 강좌 1,939명 수료
· 수원시(기초지자체) 평생교육대학 운영
2008
· 어린이영어지도사 외 108개 강좌 1,712명 수료
· 교육과학기술부지원 평생학습중심대학육성(1차, 2차) 사업 선
정·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활성화 사업 선정
· 수원시(기초지자체) 평생교육대학 등 위탁 공동사업 2건 수행
· 이천시(기초지자체) 평생교육 워크숍 진행
2009
·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신설
·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소속센터(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성
인학습 및 HRD컨설팅센터, 창조인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개
발센터,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신설
· 꿈나무안심학교 외 123개 강좌 2,110명 수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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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주요 활동
·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사업(1차년도)
선정·운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지원 입학사정관제양성훈련프로그램운영사
업 선정·운영
· 경기도(광역지자체) 도민대학운영 및 정책프로젝트 6건 공동사
업 수행
· 수원시지원

수원평생교육대학 운영등 기초지자체와 3건 공동사
업 수행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자격과정 3개반 운영
· 학점은행제 아동학사특별과정 1개반 운영
· 독서지도사외 77개 프로그램 2,700명 수료
·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사업(2차년도)
선정·운영
· 경기도(광역지자체)지원

경기도민대학 비르솜:제2의인생대학 선
정·운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창업입문과
정 선정·운영
· 수원시(기초지자체)지원 수원평생교육대학 선정·운영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자격과정 3개반 운영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2급 자격과정 1개반 운영
· 학점은행제 아동학사특별과정 1개반 운영
· 어린이영어지도사외 83개 프로그램 2,478명 수료
· 교육과학기술부지원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사업(3차년도)
선정·운영
· 경기도(광역지자체)지원

경기도민대학 비르솜:제2의인생대학 선
정·운영
· 수원시(기초지자체)지원 수원평생교육대학 선정·운영
· 학점은행제 보육교사2급 자격과정 3개반 운영
·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30개 과정(425명) 운영
·학점은행제 보육교사(6기, 7기 총80명) 운영(전원 수료 및 보육교
사 2급 자격 취득)
·여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17개 과정(214명) 운영
·가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 과정 31개 과정(451명) 운영
· 겨울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22개 과정(284명) 운영
· 수원평생교육대학 <진정한 나다움 찾기 프로젝트>(27명) 운영
· 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36개 과정(567명) 운영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1기(30명) 운영
· 여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23개 과정(301명) 운영
· 골프 최고위과정 1기(16명) 운영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2기(12명) 운영
· 가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30개 과정(436명) 운영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2개반(37명) 운영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직무교육(55명) 운영
· 겨울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23개 과정(284명) 운영
· 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33개 과정(446명) 운영
· 최고관리자 인문학과정 3기(27명), 4기(17명) 운영
· 골프 최고위과정 2기(10명), 3기(13명) 운영
보육실습(2015-1 1개반(26명), 2015-2 2개반(61명)) 운영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2015-1 2개반(76명), 2015-2 3개
반(106명)) 운영
· 여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26개 과정(320명) 운영
· 가을학기 일반교육 및 자격증과정 41개 과정(545명) 운영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직무교육(67명) 운영
· 수원평생교육대학 “수원문화예술기행”(43명) 운영
· 수원시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콘서트(720명) 운영
· 수원시 2015 공직자 인문학 토크콘서트(139명) 운영
· 경기인재개발원 위탁교육(35명) 운영
· 회화과정 외 150개 강좌, 1841명 수료
·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주후, 전유영, 곽승주 교수 평생교육
원 발령
·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6개반, 보육실습 4개반 운영
· 제13기 수원시여성 지도자대학 운영

[ 9. 부속기관 ]

년도

주요 활동

2017

· 평생교육원 산학협력원으로 이전
· 일반과정 및 자격증 총 과정수 108개 수료인원 1655명
· 제1기 리더십 최고지도자과정 28명 수료/제1기 부동산경매 최고
과정 10명 수료
· 여대생커리어센터 수원시 여성지도자대학과정 업무 인수
· 제14기 수원시여성 지도자대학 56명 수료
·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고호경 교수 평생교육원 발령
· 2017-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5개반, 보육실습 4개
반 운영

대학교육혁신원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321호(☎219-3379~3383, 3387)
2. 기능
- 대학 경쟁력 제고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국
고 사업 총괄 수행 및 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학부
교육역량 강화
- 다양한 학부교육 선진 모델 창출, 육성 및 운영
- 교육 혁신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구 운영
3. 주요 업무 현황
1) 대학특성화 사업(CK-II)
• 사업목표: 아주비전 2023을 구체화하여 ICT기반의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대학 구현
• 사업기간: 2014.7.1.~2019.2.28.(5년간 사업)
• 사업비 총액
- 1~2차년도: 연간 40억 규모, 2년간 약 80억
- 3~5차년도: 연간 30억 규모, 3년간 약 90억
• 대학특성화 주요사업과 4대 핵심역량
대학발전 전략
학문적 수월성 제고
글로벌 캠퍼스 실현
혁신지향적인 행정
및 지원시스템 구축
긍지와 활력의 아주
문화 창출

사회적 요구

세부사업
융복합 교육 생태계 구축
- 다산융복합교육센터 설립
- 융복합교육과정 연구 개발

핵심역량


융복합
사고역량

상호중시형 교수학습 실현
- 상호작용 중시형 교수학습 모형

개발
- 스마트러닝 제반 학습 환경 개선

의사소통
역량

수요자 중심 맞춤형 경력개발관리

목표기반 학습설계 체계 구축
 - 수요자

- 학생상담 종합관리 체계 구축
- 산학협력교육체제 강화

실천적
창의역량

2) 파란학기제
• 사업목표: 학생이 자신만의 도전과제를 직접 설계하여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도전해보
고 싶은 과제를 체험하면서 인생 방향과 진로에 대한 깨
달음을 체득하고, 자신감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매 학기 공지사항 참고)
• 신청시기: 1학기-12월~1월초, 2학기-6월~7월초
• 도전유형
- 학생설계 프로그램: 학생이 직접 개인의 도전과제
를 설계(영역 불문)
- 교수제안/학교제안 프로그램: 학생 참여 및 설계 착
안용 참고 프로그램
• 학사개요
- 학점인정: 아주도전1~10 과목을 근간으로 학점 인
정(전공선택 과목 대체인정 가능)
- 성적평가: A/B/F 등급의 절대평가 방식 적용
(단, 팀원이 5명 이상일 경우 A0 및 A+ 평어를 50%
이내로 제한함)
- 평가방법: 활동 증빙자료 및 중간·최종 보고서(결
과물)를 토대로 지도교수가 평가
- 지원금(장학금): 1학점당 최대 10만원의 장학금 지
급(위원회 최종 심의 확정, 추가 지급 가능)
- 성적표기 및 활동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 및 별지
에 개인별로 파란학기제 활동내용, 성과 등을 표기
• 파란학기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전반운영 및 심사, 수
상자 선정 등
3) 위원회 운영
- 대학교육혁신위원회
- 인재상·핵심역량 재(再)정립 위원회
4. 산하센터(※ ‘지원기관’편 참조)
-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육평가인증센터
- 다산융복합교육센터
-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어학교육원

ICT 산업이 타산업
과의 융합을 통해 미
래사회를 견인

양방향 국제화 확대
- 글로벌 캠퍼스 교육체제 강화,

AFP운영
- 국제화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

ICT와 융합한 새로
운 패러다임 요구 증
가

ATLAS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총체적 교육데이터 활용, 맞춤형 
선진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마련

의사소통
역량

1. 위치 및 연락처
캠퍼스플라자 4~5층(☎ 219-1560, 1562, 한국어과정
문의/상담 -1677, 1675, 2795)
2. 기능
글로벌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어학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외국어의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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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교육기회의 지역사회 전파로 사회봉사
- 본교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과 해외교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위탁교육
3. 연 혁
1986. 5

2000.12.

2003.
2004.
2005.
2006.
2006.
2009.
2010.
2011.

5
9
9
1
8
9
2
10

2015. 01

어학교육원 설립(학기제 운영 : 김준민 교수)
- 본교 학생만을 위한 TOEFL, TOEIC, 영어
회화 강좌 제공
어학교육원 일반 공개강좌로 확대 전환(원장 :
정경일 석좌교수)
(1) 외국어 강좌 확대(일본어, 중국어 추가)
(2)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좌 신설
한국어학당 설립(어학교육원에서 분리)
어학교육원장(김설자 교수)
어학교육원장(조광순 교수)
어학교육원장(조재형 교수)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센터로 직제변경
제 2외국어 강좌 확대(스페인어 강좌 추가)
어학교육센터장(한호 교수)
한국어학당, 어학교육원으로 재결합(‘한국어
과정’으로 명칭 변경)
어학교육원장(문승재 교수)
어학교육원장(조하연 교수)

4. 주요 활동
[외국어과정]
가. 토익, 스피킹, 오픽 특강,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나. 성인어학강좌 운영(중국어회화, 영어회화, 1:1 영어
클리닉, 맞춤형 강좌 등)
다. 학부 신입생 대상 영어 집중교육
라. 정기모의시험 실시(모의토익, 모의토플, 모의오픽)
[한국어과정]
가. 교외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나. 교내 외국인 학부/대학원생 대상 한국어 교육
다. 경기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선정(2013)
라. 다문화한국어교육센터 설립(2013)
마. 특별과정 운영
(1) 개인과정 및 수원시청 결혼이민자 위탁과정 운영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연수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특강
(4) 아주대병원 베트남 연수생 한국어 교육
(5) 기타 기업 및 공공기관 위탁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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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1. 연락처
•중앙도서관  ☎219-2121~39
(http://library.ajou.ac.kr)
•법학전문도서관  ☎219-1912
(http://lawlib.ajou.ac.kr)
•해동학술정보실  ☎219-2160
2. 주요 시설
- 대출실 : 도서대출/반납, 신간/예약/구입희망/취업/아
주고전/보존서고도서, 도서관 이용자 등록
- 멀티미디어정보실 : 비도서 자료구입 및 DB구축, 인
터넷/스캐너/DVD/소극장 좌석 운영/관리
- 연속간행물실 : 전자저널/학술DB, 인쇄학술지, 시사/
교양지, 원문복사/타기관 도서대출 서비스, 국회전자
도서관, 참고도서
- 일반자료실 : 어문자연과학분야 및 인문사회과학분야
단행본 운영, 소재불명도서안내, 수업/빅북도서
- D/L개발실 : 도서관 정보화사업 기획/추진, 시스템·
서버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 정보지원실 : 도서구입 및 자료DB구축, 열람실 및 커
뮤니티라운지 운영
- 법학전문도서관 : 법학관련 자료 구입, 대출/반납
3. 특징
- 본교 구성원의 연구,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시설
- 교양 및 학술자료의 수집, 서지DB 구축, 전자형태의
자료구축 및 제공
-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현을 통한 온·오프라인 학술정
보서비스 제공
- 2017년 현재 총 장서 99만 여권, 열람석 2,049석
4. 주요 활동 및 실적
1973
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개관(원천관)
1984
현 위치로 신축 이전
1990
도서관 전산화 국내 최초 도입
1998
전자저널 서비스 개시
1999. 2 대우재단자료실 장서 3만여권 이관
2001. 3 멀티미디어정보실(자료실 1층) 오픈
2001. 5 열람실 좌석발급 시스템 국내 최초 개발
2001. 7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
2002. 5 신규 도서관리시스템 오픈
2003. 9 E-Book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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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5
2004. 9
2004.12
2005. 7
2005. 8
2006. 2
2006. 4
2006. 7
2006. 8
2006.11
2007. 3
2007. 9
2007.10
2007.11
2008. 2
2008. 8
2009. 8
2009.12
2010. 8
2010. 8
2010. 8
2011. 7
2011. 8
2011. 8
2012. 9
2012.12
2013. 5
2014. 2
2014. 4
2014.11
2016. 3
2016. 8
2016. 9
2017. 5
2017.10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영문 홈페이지 추가)
Library Marketing 실천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자저널 국가컨소시움-KESLI)
학위논문제출시스템(dCollection) 오픈
NOS(NDSL on Site)연동시스템 오픈
일반열람실(2층) 환경개선 1차 사업
무선인터넷 및 노트북 존 구축
키오스크형 자료검색시스템 구축
일반열람실(3층) 환경개선 2차 사업
교외접속시스템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이용자교육 FLASH 오픈
방화벽시스템 구축
법학전문도서관 개관
일반열람실(4층) 환경개선 3차 사업
보존서고 설치
도서관 자료실 1차 환경개선사업 완료(1-2층 바
닥교체 및 도색사업)
도서관 자료실 2차 환경개선사업 완료(3-4층
자료실 바닥교체)
단행본 상호대차 서비스 오픈
자료실/열람실 연결통로를 2층에서 1층으로 이전
열람실 1층 로비 환경개선 공사
소장가치를 상실한 도서 폐기 및 제적(21,266권)
국회전자도서관 과금자료 원문제공 서비스 오픈
도서관 1층 대출실 서비스 데스크 환경개선사업
완료
제 2차 도서폐기 및 제적(29,532권)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신간자료실 1층으로 이전 설치
중앙도서관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선포식
신 도서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오픈, 자료실
출입시설 개선
스마트폰 모바일 학생증앱 오픈, 디스커버리 기
사검색 서비스
도서관 웹진 발간
해동학술정보실 오픈
직제개편에 따른 법학전문도서관 통합
도서관 정기 이용교육 프로그램 개시
제10회 도서관의 날 행사
도서관 커뮤니티라운지 2nd 및 Cafe, 027
Lounge 오픈

중앙전산원
1. 위치 및 연락처
[사무실] 에너지센터 3층 (☎ 219-2119)
[PC실습실] 에너지센터 5층, 원천관 540호
2. 주요 시설
PC실습실4, PC 185대
3. 주요업무
- IT기획 및 ITO관리
-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정보의 백업 및 장애 복구 정책 수립
- 정보보호 정책 수립
- 종합정보시스템(AIMS) 서버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
- 교육, 연구, 행정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이메일, 이클래스, 그룹웨어, 웹하드 관리 및 유지보수
- 모바일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입시관리시스템 운영 및 입시전형데이터 관리
- 유무선 기간망 포설 및 관리
- 인터넷 망 관리
- 연구, 행정, 교육용 PC 및 멀티미디어 장비 유지보수
- 중앙전산원 PC 실습실 관리
- 단위기관 PC 실습실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 공용(Site License) 소프트웨어 관리
- AIMS2 포탈 계정 발급 서비스
- 네트워크 아이피 주소 발급 서비스
- 전산 보안 시스템 관리
- 정보화 침해 사고 분석 및 조사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 조사 및 지도감독

박물관
1. 위치 및 연락처
전시실: 종합관 1층 / 학예실: 율곡관 529호
(☎ 219-2907~8)
2. 주요 시설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도서자료실/정리실) 등
3. 특징
-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
마련 및 전문가에게 연구 자료 제공
- 문화체험행사, 교양문화강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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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교내 구
성원과 지역사회 문화 인식을 함양
- 연간 학술지 『과기고고연구(科技考古硏究)』발행
- 박물관 전시실 : 선조들이 사용하던 농기구, 인쇄, 대
장간 목공, 석공, 규방, 도량형기, 생업, 의약도구류
및 학교역사자료 전시
- 아주대학교병원 2층 : 옛 생활용구들을 이용한 미술
(오브제)작품 전시
4. 주요 활동 및 실적
1) 박물관 교양문화강좌
연간 2회에 걸쳐 학계의 각 분야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교양문화강좌 개최
2) 박물관 문화체험행사
연간 1회 박물관 문화체험행사 개최 → 도자기제작체
험, 탁본실습, 농촌문화체험, 유적지나 발굴조사현장
견학, 외부 박물관/미술관 견학 등
3) 문화유적 조사
- 포천 중리지역 지표조사(1994)
- 평택 원정리 유적 지표조사(1994)
- 보령 관창리 유적(A·F지구) 발굴조사(1995)
-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조사(1995)
- 경기도 광주군 문화유적 지표조사(1996)
- 의왕 내손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1998)
- 일산대교 건설 실시설계구역 내 문화재지표 조사
(2002)
- 파주 아동동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2003)
4) 학술지 발간
과기고고연구(科技考古硏究, Journal of Archaeology
and Technology) → 1996년 창간호 출판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제23호까지 발간
→ 고고학, 미술사, 과학기술사와 관련된 논문들을 중
심으로 제작하여 관련 학계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
련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배포
5) <아주30년 역사자료 특별전> 개최
2003년 본교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수집한
교사자료(校史資料)들을 한 곳에 모아 특별전 개최 및
전시도록 발간
6) 2016년 1종전문 도구발물관 등재
7) 간행물
[ 도록 ]
- 새가 되고 싶은 나무 : 사전 허동화 기증작품(1996)
- 개교 30주년기념 역사자료 특별전(2003)
[ 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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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고고연구(科技考古硏究), 창간호(1996)~제23
호(2017)
[ 유적조사보고서 ]
- 평택 원정리 유적 발굴개보(1997)
- 의왕 내손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9)
- 관창리 유적(1999)
- 일산대교 건설 실시설계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보
고서(2002)
- 파주 아동동 신안아파트 신축공사 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4)
- 평택 원정리 유적(2017)

생활관
1.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 기숙사 식당 2층(☎ 219-2144~5)
2. 홈페이지 : http://dorm.ajou.ac.kr
3. 주요 시설 : 국제학사, 남제관, 용지관, 화홍관, 광교관
총5개 건물
구분
국제학사
남제관

용지관

화홍관

광교관
총계

실수

수용인원

2인실

203

406

2인실

4

8

4인실

170

680
688

소계

174

2인실

31

62

4인실

108

432

소계

139

494

1인실

10

10

2인실

89

178

4인실

48

192

소계

147

380

4인실

155

620

818

2,588

* 각 방에는 개인 인터넷망, 위성 TV선이 설치되어 있으
며, 생활관에는 자율학습실, 세탁실, 휴게실, 간이조리
실, 체육실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아주심리상담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캠퍼스플라자 5층(☎ 219-1721, 1728)
2. 주요 시설
상담실 8, 감성개발실 2, 재능개발실 1, 검사실 1, 행동
평가실 1, 카운슬링 연구실 2, 소장실 1, 대기실 1, 세미

[ 9. 부속기관 ]

나실 1, 행정실 1
3. 기능
다양한 연령의 개인 및 단체의 건강한 삶과 개인별 특성
에 맞는 능력계발을 위해 검사, 상담, 놀이치료, 교육계
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심리상담 전문기관
4. 주요 활동
1) 아동 심리치료 : 영·유아기 아동 및 어린이
2) 청소년 및 성인 심리 상담 : 청소년, 성인
3) 집단프로그램 : 아주 주의력 짱! 프로그램(초 1~3학
년, 초 4~6학년), 아주 사회지능 길라잡이(초 1~3학
년, 초 4~6학년), 아주 공부방법 길라잡이, 아주진로
길라잡이(중 1~3학년, 고 1~3학년), 아주 진로 길라
잡이(중 1~3학년, 고 1~3학년)
4) 성인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MBSR, 스트레스 해
소 및 수용성 향상 프로그램), 정서관리 프로그램, 강
박장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부모교육

1. 위치 및 연락처
•위치 : 신학생회관 105호
•홈페이지 : http://job.ajou.ac.kr
•이메일 : job@ajou.ac.kr
•SNS : www.facebook.com/ajoujob
•업무별 전화번호
무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227호 (☎219-1596)

연락처

진로·취업 프로그램 신청

031-219-2045

졸업 영어 성적 등록·승인

031-219-2044

멘토링, 재직 선배 연계

031-219-2042

공과대학

031-219-3264

정보통신대학

031-219-3265

진로·취업
상담

보건진료소

2. 기능 : 대학 내 1차 의료기관 대행으로 학부생 및 교직원
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학교 교육 능률 향상
- 학부생 및 교직원들의 1차 건강문제 진료 및 상담
- 금연 및 예방접종 등의 보건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대학생활 유지
- 검진의 종목 다양화로 질병 조기발견 유도
- 건강캠페인(게시판, 토탈공지, 보건소 연계사업)을 통
한 건강의 중요성 고취

대학일자리센터

업

기업의 이해, 여대생 커리어개발
•상시 진로·취업 상담, 취업 컨설팅, 특강 제공
•학생경력개발시스템(http://job.ajou.ac.kr) 활용, 체
계적 경력 관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 유쾌한 멘토링, 기업별·직무별 졸
업생 초청 진로·취업 간담회 등
•취업 전형별 대비 프로그램 : 취업영어, 서류, 직무적
성검사, 면접 등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 글쓰기, 스피치, 프레젠테이
션등
•캠퍼스리크루팅(기업별 학교 방문 채용상담 및 설명
회) 개최
•취업률 조사 및 관리

자연과학대학

031-219-3262

경영대학(경영대 취업진로 상담센터)

031-219-3635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031-219-3638

행정

031-219-2041
031-219-2043

안내 및 기타 문의

031-219-3297

2. 기능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과 역량 개발 프로그
램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
3. 주요활동
•진로·취업 교과목 운영 :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이공
계열 취업역량개발, 인문사회계열 취업역량개발, 중견

3. 주요 업무
1) 일반 질환에 관한 진료 및 무료 약품 (1일분) 제공
- 감기 및 몸살
- 인후 및 편도염
- 두통 및 편두통
- 비염
- 소화불량 및 설사, 장염
- 복통
- 알러지
- 여드름 및 무좀, 종기, 습진, 티눈, 상처감염 등 피
부질환
- 안구건조증
- 다래끼
- 생리통
- 치통
- 근육통
2) 외상 및 화상 종류에 따른 적절한 드레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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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골격계 통증별 테이핑요법 제공 및 통증감소를 위
한 적외선요법 적용
4) 응급환자 1차 처치 및 연계병원으로의 후송
5) 안정실 운영 (침대 4개)
   학교생활 중 신체·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해야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관찰이 필요한 경우 대비
6) 기본 신체측정 및 시력측정을 위한 기구 운영 (혈압,
맥박, 체온, 시력, 신장 및 체중[비만도], 혈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빈혈검사, 체지방측정[인바디230],
흡연[CO]측정)
7) 재학생 건강검진 실시 후 추후관리 (년 1~2회 무료)
8) 독감 예방 접종 실시 (년 1회)
9) 각종 예방접종 실시 (공지 후)
10) 보건진료소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자관리 및 건강 상담
11) 보건관리를 위한 업무 (업무일지 및 처치기록 등의
작성, 정리, 분석)
12) 건강증진 사업(금연, 비만, 절주) 실시 및 금연지원센
터와 연계하여 금연사업 실시
13) 교내 행사 및 학생 대외 활동에 구급낭 대여 사업 실시
14) 진료확인서 발급
15) 의사 진료실시 (아주대학교병원 전문의)
- 주 2회 (학기 중)
- 13:30~16:30 (진료 후 무료투약, 진료의뢰서 발급,
건강 상담)
- 방학 중 휴진
4. 진료신청
http://haksa.ajou.ac.kr/hlthMedicalAplyWeb.html
주소를 바로가기로 저장 또는 학교 홈페이지 하단의 교
내기관 → 부속기간의 보건진료소 → 진료신청방법, 바
로가기 클릭(보건진료소 내에서도 진료신청 가능)
- 보건소 신청 → 보건구분(일반진료신청) → 신분구분
→ 신분 번호 → 신청 → 자가 증상 구분 체크하고 자
가 증상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 후 신청완료를 누름
5. 구급낭 신청
http://haksa.ajou.ac.kr/hlthMedicalAplyWeb.html
주소를 바로가기로 저장 (보건진료소 내에서도 신청가능)
- 보건소 신청 → 보건구분(구급낭 신청) → 신분구분 →
신분 번호 → 신청 → 구급낭 신청 시 신청정보 입력
(날짜, 인원, 장소, 내용) 후 신청완료 누름
- 학교의 공식 행사로 승인 받은 행사에 한해 지원하며
보건진료소로 직접 방문하여 대여
- 최소한 행사 1~2일전 신청
- 대여관련 보증금 일만원 준비하고 반납 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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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사
[ 아주대학보사 ]
우리학교와 역사를 같이 하는 학보사는 아주의 젊은 목소
리를 담아 매년 14회 이상 학보를 발행하고 있다. 교내외
이슈와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동향과 인물, 폭 넓은
교양을 전하고 있는 아주학보는 건강한 지성의 나침반이
되어 주고 있다. 기자들의 식견을 넓히고 자질 향상을 꾀하
고 있으며 각종 지원을 통해 기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에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 영자신문사 ]
영자신문사는 영어매거진 The Ajou Globe와 학보 간지형
태로 영자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교내외 핫이 슈와 뉴스는
물론 젊은이들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흐름을 100% 영어
로 담고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 할 아주인들의 실용 영어
감각을 키우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 교육방송국 ]
교내 오디오방송과 영상방송을 통해 시청각 전파를 내보내
고있는 교육방송국은 캠퍼스에 푸른 에너지를 불어 넣는
건강한 힘이다. 아주인의 정서를 함양하고 학우들에게 학
내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인 본 방
송국은 진실된 목소리로 참된 방송을 추구한다. PD와 아나
운서, 기자, 엔지니어 등의 자리에서 멋진 방송을 만들어가
는 것도 대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낭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