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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공학교육혁신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팔달관 224호(☎ 219-1861, 1871, 1873-1875)
2. 기능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운영지원
3. 주요 활동
1) 공학교육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전공별 프로그램지원
-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 운영지원(전문교양, 수학/
기초과학/전산학)
- 공학교육 관련 각종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공학교
육인증운영위원회 운영
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운영
-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산학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설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의사소통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다산기초교육연구소 : 성호관 436호(☎219-3550)
글쓰기 튜터실 : 성호관 433호(☎219-3552)
2. 기능
의사소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읽기/쓰기/말하기 역량 배
양, 글쓰기 교육 개선
3. 주요 활동
1) 글쓰기 교육 개선
글쓰기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 선진화 방안 및 글쓰
기 교육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목표로 글쓰기 교육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글쓰기
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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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글쓰기와 심화 글쓰기로 이원화(실습 위주 강
의, 발표와 토론 수업과의 연계)
- 심화 글쓰기는 실용적 글쓰기 중심으로 구성
-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글쓰기 공개 특강 제공
- 의사소통센터 내 글쓰기 클리닉 프로그램 운용
-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을 위한 글쓰기 특별반 운용
- 현재의 교재 분석, 평가 및 교육학적 방법론을 토대
로 한 이론적 틀 마련
- 글쓰기 정규 교재 및 워크북 제작 및 활용
2) 교양영어 교육 개선
필수 과목인 영어 1,2에 대하여 신입생 배치고사 및 원
어민 교수와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반편성을 하여
수준별 학습을 시행하고, 맞춤형 개인별 튜터 학습 개
념을 도입한 English Writing Clinic 시스템을 구동하
여 모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지속적 영어 교육 서비
스를 제공
- 개인별 학업 성취도에 따른 분반 학습
- 1:1 클리닉을 통한 작문 연습 및 지도
- 원활한 전공 교육의 발판 마련을 위한 기초 수학능
력 강화
3) Ajou Debate
합리적인 문제 해결과 소통방법을 익히고, 시대와 사회
가 요구하는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
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성숙한 민주시
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 정규 교과목 : 기존 토론형 수업 활용 및 다양한 수
업의 토론 활성화
- 비교과 토론 :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을 통한 연중
지속적 토론 진행
- 대학 내외의 토론 대회 지원 및 주최
  4) 아주고전
    - 아주고전 선정 및 편찬 위원회 구성
    - 아주고전 100선 발췌, 편집, 해제 및 주석
    - 고전에 대한 문제 은행 및 CBT 환경 구축
    - 아주고전 경연대회 개최

소프트웨어교육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팔달관 329호(☎ 219-3853, 3367)

[ 10. 지원기관 ]

2.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되어 입
학 전 예비대학생을 위한 SW교육, 전교생 대상 SW기초
교육, 전공 SW심화교육을 포함하는 SW교육체계를 정립
하고 지원한다. 또한 SW중심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초
중고등학생, 교사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목표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주요 활동
1) SW 기초교육
• 입학 전 예비대학생 SW교육 운영
• SW비전공자 대상의 SW기초교육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성과 관리
• 전교차원의 공동 SW교육 환경 개선
2) SW 가치확산
• SW가치확산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역 주민 대상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 SW재능기부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외
에서 SW가치확산 활동 수행
• SW전공 과목을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하여 개방형
온라인 SW교육과정 운영

아주상담•지원센터(아주서비스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116호 (☎ 219-1541~4)
2. 주요 시설
- 무인증명발급기(신학생회관 1층)
- 정보검색용 및 웹프린트용 PC
- 스캔용 PC
- 사물함  대여 및 관리
- 전자기기
3. 주요 업무
행정부서의 민원 서비스를 통합하고 학생 관련 서비스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중심 서비스 구축.
가. 학생서비스
1) 증명서 발급 방법 : 무인증명자자동발급기, 증명서우
편발송(국내/외),인터넷즉시발급,  행정관서팩스민원
회신
2) 학교경영자배상책임 보험 : 학교경영자배상보험으
로 치료비 청구.
3) 사물함 대여 및 관리 : 각 건물에 비치된 개인사물
함(1,800여개) 대여 및 관리.
4) 부직/과외 : 아르바이트 및 과외 신청을 받아 부직

게시판에 정보 게시.
5) 학생증 발급 : 일반학생증 및 국제학생증 즉시발급
6) 전자 기기 대여 : 빔프로젝터 및 캠코더
(대여기간 2박 3일)
7) 보호자 주소 변경
8) 정보 검색 및 스캐너/코팅기/팩스 사용
9) 분실물 센터 운영
10) 학생 병사 처리 : 학적변동사항이 있는 학생을 병
무청에 통보
11) 휴대폰 충전 : 스마트폰 충전 가능
12) 학력조회 : 본교 출신 학생의 학력조회를 국내/외
타기관, 정부기관, 타대학과 문서 발신/수신
나. 교직원서비스
1) 신분증 발급 : 건물출입 및 교직원식당이용
2) 증명서 발급 :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근로소득증
명서, 전화료납입증명서, 진료비감액확인서 발급
3) 교직원 스쿨버스 승차권 배부
4) 교직원 휴양지 콘도 신청

아주상담•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412호(☎ 219-2191)
http://ascc.ajou.ac.kr
2. 주요 시설
행정실, 신청 및 접수실, 상담실 5, 세미나실
3. 기능
아주상담·지원센터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기관이다. 학생들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 성격, 자기이해, 정신건강 등에서 발생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자아실현을 모색하여 삶의 질
을 높이도록 도와주고 있다.
4. 주요 활동 및 실적
1) 상담활동 : 개인상담활동, 집단상담활동,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 개인심리검사, 집단 심
리검사
3) 신입생을 위한 아주희망프로그램 : 진로탐색 및 MBTI
워크샵, 특강(진로, 대인, 이성, 시간관리)
4) 학부별 워크샵 : 진로탐색 및 MBTI 워크샵
5) 열린상담실행사 : 캠퍼스에 열린상담실을 마련해 간
편심리검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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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및 출판 활동 : 신입생·재학생 실태조사, 뉴스
레터 발간, 팜플릿 제작
7)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 홍보, 게시판 상담 및 접수,
간편심리검사 실시 등
8) 홍보활동 : 교내신문, 방송, 포스터, 전광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9) 교육 및 상담실습 : 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젼, 상담
실습생제도 운영

공동기기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1) 운영팀: 에너지센터 410호(☎ 219-1574, 1572)
2) 분석실:
- NMR실I 에너지센터 401호(☎ 219-1519)
- 질량분석실 에너지센터 402호(☎ 219-1514)
- 원소분석실 에너지센터 403호(☎ 219-1513)
- NMR실II 에너지센터 404호(☎ 219-1515)
- 분광분석실 에너지센터 406호(☎ 219-1577)
- 열물성분석실 에너지센터 407호(☎ 219-1512)
- 전자현미경실II 에너지센터 408호(☎ 219-1511)
- X-선 회절분석실 에너지센터 409호(☎ 219-1577)
- 전자현미경실I (FE-SEM) 에너지센터 B107호
(☎ 219-1511)
- 전자현미경실I (FE-TEM) 에너지센터 B107호
(☎ 219-3568)
3) 홈페이지: http://cmcm.ajou.ac.kr
2. 주요 시설 및 장비
1) NMR실I: 핵자기 공명 분광기(NMR600)
2) 질량분석실: 승온흡탈착 및 산화환원분석기(TPDTPR),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D)
3) 원소분석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OES), X-선 형광분석기(WD-XRF), 원소분석기
(EA)
4) NMR실II: 핵자기 공명 장치(NMR400)
5) 분광분석실: 푸리에 변청 적외선 분광기(FT-IR), 고
분해능 라만분광기(Raman),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CLSM), 고속유세분리분석기(FACS)
6) 열물성분석실: 열전도도 측정기(LFA), 열팽창계수 측
정기(TMA), 열팽창계수 측정기(DIL), 시차주사 열량
계(DSC), 열분석 및 질량분석기(STA-MS)
7) 전자현미경실II: 주사전자 현미경(SEM-NPGS)
8) X-선 회절분석실: 고출력 X-선 회절분석기(HPXRD),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HR-XRD)
9) 전자현미경실I: 전계방사 주사전자 현미경(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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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전계방사 투과전자 현미경(FE-TEM), 고정밀
표면물성측정기(NANO INDENTER)
3. 주요업무
- 공용성 장비를 이용한 대내외 분석지원 및 컨설팅
- 공용성 장비 운영 및 활용 관련지원 및 교육

성폭력상담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229호(사무실)(☎ 219-1744)
   신학생회관 418호(상담실)(☎ 219-1745)
홈페이지 http://help.ajou.ac.kr
이메일상담 help@ajou.ac.kr
2. 주요 활동
1) 상담활동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데이트(성)폭력 등에 대한 상
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의료적 지원 및 정보
제공, 성폭력 가해자교육, 학내 성폭력 신고 사건 처리
2) 교육활동
성폭력사건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생 및 교직원 대
상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섹슈
얼리티와한국사회」 교양과목 진행, 뉴스레터와 리플렛
발간
3) 성문화활동
성평등문화캠페인(서포터즈활동), 자기방어훈련 등 올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행사
4) 조사연구활동
성폭력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의식 실태조사 연구, 성문제 관련 연
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지원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116호(219-1540)
2. 기능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본
교의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본교 재학 장애학생들의 복지 증
진 및 원활한 학내 생활 도모를 위하여 2009년 10월 장
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3.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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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학습지원 서비스
- 우선수강신청지원
- 장애학생개인별 도우미 지원(대필, 학습, 속기사)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법 안내
- 청각장애학생 원격속기지원
- 학습휴게실 운영
- 장애유형별 집기·기기 지원
- 시각장애학생 학습자료 제작지원
2) 이동·편의시설 지원 서비스
- 이동도우미 지원
- 기숙사 우선 배정
- 사물함 우선 배정
- 장애학생 부모 정기권 차량 등록
- 장애인 전용 주차장 지원
3) 대학생활 지원 서비스
- 장애학생 개인별 상담(학습, 생활, 진로, 취업)
-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 장애학생 간담회
- 장애인식개선 행사 진행
- 장애학생 취업특강

사회봉사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104호(☎ 219-2034)
2. 기능
- 봉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 홍보 및 지원
- 사회봉사단 운영 및 학생들의 봉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 교직원 기부와 학생 봉사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기여
- 자체 해외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통한 학생의
국제경쟁력 배양
3. 주요활동
1) 대외 봉사기관 연계 지원을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
- 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활동 단원 선발 및 지원
- 봉사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 한마음 혈액원 연계 교내 헌혈차 지원
2)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수업지원
- 기초교육대학 봉사관련 수업 실습 지원
- 봉사동아리 봉사활동 차량 및 활동 지원
3)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및 관리
- 학생 봉사실적 입력 및 경력 관리
- 취업, 대학원 진학 등에 필요한 봉사인증서 발급

- 교내 타 부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봉사 시간
관리
4) 사회봉사축제 기획 및 진행
- 조혈모세포 기증 행사 기획 및 진행
- 헌혈홍보 및 헌혈증 기증 행사 진행
5) 사회봉사단 운영
- 사회봉사단 개강 종강총회 진행 및 지원
- 정기봉사활동 모집 및 지원(영유아, 장애아동 관련
기관)
-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쌀 배달 지원
- 대학생 멘토링 운영 및 지원
6)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기획, 교육 파견활동 진행
- 해외 봉사단 선발 및 교육 (외부강사 초청교육)
-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 현지 파견활동 진행
- 해외봉사활동 관련 발대식, 영상보고회 행사 진행
7) 교직원과 학생봉사활동 연계 및 지역사회기여
- 교직원 결식아동돕기 기부자 모집 및 기부금 관리
- 지역사회(우만동) 결식아동가정 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불어권협력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다산관207-2호 (☎ 219-3699)
2. 기능
한국과 불어권 국가간의 학술·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불어권 국가와의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초청 강연회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연혁 및 주요활동
- 1983년 3월 : 한불기술협력센터 설립.
- 1984년~2001년 : 프랑스 대사관 문화협력과와 공동
<한불산업기술정보> 발간.
- 2006년 한불수교 120주년기념 <한불 과학기술 산업
협력사> 간행.
- 2006~2017 : 불어권 국가 관련 특별 초청강연회 개최
- 2007년~2009년 : 파리 10대학 MoDyCo연구소와 <
외국어 교수법에 있어서의 어휘론과 어휘교육 연구>
공동연구수행
- 2009 : 불어권 협력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2011 : 불어권 협력센터로 명칭 변경
- 2013 : • 개교 40주년 기념 ‘제 3회 동북아 불어권대
학 학술대회(UNIFA)’ 개최
• ‘텍스트마이닝 한불학술대회’ 개최
• 낭트시장 초청강연 개최
- 2014 :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및 주한 가봉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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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교류협정 체결
•낭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
•낭트대학교 주최 제 1회 국제학술대회 ‘현대
한국문화의 양상과 경향’ 후원 및 본교 교수
4인 발표
- 2015 : •가봉 외무부 프랑코포니 국장 Lembouma
내교 강연 등 전문가 세미나 개최
•프랑스어권대학기구(AUF) ‘전문가 대화’
<Dialogue d’Expertise> 개최
• 튀니지대사 및 세네갈대사 초청강연회 개최
• 박만규 센터장 프랑스정부 학술공로훈장
(Palmes Académiques) 수훈
- 2016 : • 프랑스어권 대학기구(AUF)가입
• 한국프랑코포니 진흥위원회 제1차 회의 참
가, 박만규센터장 초청연설
• ‘제1회 한불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한불
포럼 참가, 김동연 총장 세션1 좌장
- 2017 : •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포럼(Forum
sur la diversiré culturelle et linguistique,
l'exemple de la francophonie)개최(한국 프랑
코포니 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
• 프랑스어권 대학기구(AUF) 아시아 태평양
회원 대학 대표자 회의(CONFRASIE) 가입
및 제12차 총회 참석
• 코트디부아르 펠릭스 우푸에 - 부아니 대학
과의 교류 협정 체결
• KORE@NANTES 협회와의 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개최

출판부
1. 위치 및 연락처
중앙도서관 1층 정보지원실(☎ 219-2121)
2. 특징
- 대학의 양대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결실을 도서출판으
로 지원
- 대학의 학문성과를 보급시키는 구체적 사업으로 학술
도서·교양·전공 교재 등의 출판 활동과 각종 발간물
의 출판업무 지원
3. 주요 활동 및 실적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의 출판 등 교수의 저술활동을 지원하
며, 간행도서의 보관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출판도서>

806

연번
1

서명
물리학 실험

저자
송용진 외

2

Exploring English Grammar

조재형

3

Issues in English Language

조재형

4

Words in context

조재형

교수학습개발센터
1. 위치 및 연락처
사무실: 성호관 302호(☎ 219-1862, 1863, 1865)
스튜디오: 성호관 331호(☎ 219-3544, 3605)
2. 주요 시설
사무실, 스튜디오 3실, 컨설팅룸, 카메라, 편집기 등 방송관
련 장비
3. 기능
1) 교수역량강화
-  교수법 특강 및 워크숍
- 강의분석 컨설팅
- 교육모델개발 지원
2) 학습역량강화
-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
- 학습법 공모전
- 리더십/러닝캠프 운영
- 학업검사·컨설팅
- 학습상담·컨설팅 운영
3) e-learning
- 멀티미디어 교육 매체 제작 및 지원
- 아주Bb/사이버 강좌 운영
- 자동녹화, 화상강의 운영
- 특수대학원 e-러닝 콘텐츠 제작 및 운영
4. 주요 활동
1) 교수법/학습법 프로그램(워크숍, 특강 등) 운영 및 지원
2) 신임교수 교수법 세미나 실시(연 2회)
3) 수업개선 프로그램 운영(수업분석 컨설팅, 동료 멘토
링 등)
4) 학습상담·학습컨설팅
5) 교수법/학습법 관련 자료 제공
6) 사이버 강의관련 조교교육(TA)지원
7) 학기 중 수업 피드백 온라인 실시(연2회)
8) 교내 사이버 강좌 운영
9) RUCK지역대학연합(학점교류)사이버강좌 운영(2003
년 1학기부터)
10) 동영상 컨텐츠 제작

[ 10. 지원기관 ]

비교과교육센터

학보사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321호 (☎ 219-3379)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206호(☎ 219-2156)

2. 기능
- 비교과교육과정 선진화 모델 개발
-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비교과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개발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321호(☎219-3383)

2. 특징
- 1973년 개교와 함께 창간(2013년 1월 현재 제556호
발간)
- 12면 년 4회·8면 년 10회 이상 발행
- 대학신문 사상 가로쓰기 최초 도입
- 고교문예공모전 교내 최초 실시
- 참여언론 지향,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배제, 참신성과
비판성 유지, 획일적 정보생산 지양, 정보의 선택과 조
합 활용에 역점

2. 기능
- 교육과정 연구 및 프로그램 평가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 교육정책 분석·연구, 대안 제시
- 학문분야 평가 기획 및 총괄

3. 주요 활동
학보 발간 이외에 교내 및 교외 행사 주최 및 참여
1) 전국고교문예 현상공모전 : 전국 고교생들의 문예 실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올해 29회 행사가 시행될 예정
2) 선거공청회, 학보평가회, 창립총회행사 진행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교육방송국(호출명칭 AEBS)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321-1호 (☎ 219-3805)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204호(☎ 219-2162)

2. 기능
- 융복합 교육 생태계 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 융복합 교육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특징
- 1974년 10월 3일 교내 동아리인 ‘방송반’으로 발족, 운
영되다가 1976년 3월 3일 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으로
승격 개국
- 출력 1.08Kw로 오디오 방송 1일 75분, 영상방송 1일
70분으로 주 12시간 5분의 정규방송 진행

3. 주요활동
1) 강의페어링 시행을 위한 학제적 인프라 구축
- 학교주도형 강의페어링 문항 개발 및 검토
- 강의페어링 시행을 위한 규정 및 평가 방안 검토
- 강의페어링 홍보 및 참여율 고취 방안 모색
2) 융복합 교육 연구 수행
- 사회적, 학술적 요구 조사·분석
- 강의페어링 제도 홍보 및 확산
- 강의페어링 기반 트랙 개설 연구
3) 행정적 지원
- 강의페어링 운영 과정 관리
- 강의페어링 참여 위원 및 인력풀 확충
- 강의페어링 지원 요청 접수 및 심의

3. 주요 활동
정규방송 이외의 특별행사로 방송제, 체육대회 개최
1) 방송제 : 학생들에게 방송과정과 활동을 직접 보여줌
으로써 방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국원들
의 자질 향상을 도모

영자신문사(The Ajou Globe)
1. 위치 및 연락처
신학생회관 209호(☎ 219-2159)
2. 특징
1989년 창간되었으며, 영어매거진을 1년에 4회, 학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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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형태로 영자신문을 1년에 4회 이상 발행한다.
3. 주요 활동
영어 Essay contest : 교내 구성원들의 영어에 대한 친
밀감과 실력을 제고하고자 매년 개최

생 봉사활동, 아랑체전, 안보 초청 강연회, 안보현장
견학, 학군사관 / 군장학생 모집 홍보활동
- 하계 입영훈련 : 7월 ~ 8월 / 3학년(4주), 4학년(4주)
- 2학기 주요활동 : 전적지 답사, 아랑무제, 선배장교 초
빙강연, 종합사열 / 임관종합평가, 학사 / 여군사관 모
집 홍보활동

학생군사교육단
1. 위치 및 연락처
학군단(교직원 식당 앞 독립건물)
☎ 219-2230~2235, 213-5153(FAX)
2. 기능
1) 학군사관 후보생 군사교육
2) 장교과정 인력모집 홍보 및 획득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군장학생)
3) 군 위탁교육생 및 장학생 관리
3. 연혁
1974. 3. 1
1978. 4.15
1978. 12.29
1979. 3.24
1981. 7. 3
1983. 8. 2
1985. 8.20
1988. 11.18
1992. 1. 9
1995. 1. 8
1998. 1.13
1999. 1. 5
2002. 1.15
2004. 2. 3
2006. 2. 6
2008. 3 .4
2010. 3 .4
2012. 5.18
2014. 12.30


제2군사사령부
일반명령 제5호에 의거
제101학군단(서울대) 아주분단창설
제139학군단 본단 승격
초대 학군단장 대령 양해윤
학군단 건물 준공
제2대 학군단장 대령 최석주
제3대 학군단장 대령 김경호
제4대 학군단장 대령 전영구
제5대 학군단장 대령 정복섭
제6대 학군단장 대령 정완채
제7대 학군단장 대령 이상빈
제8대 학군단장 대령 이지영
제9대 학군단장 대령 김기환
제10대 학군단장 대령 김형모
제11대 학군단장 대령 배남재
제12대 학군단장 대령 김은영
제13대 학군단장 대령 김남규
제14대 학군단장 대령 박양수
제15대 학군단장 대령 권대기
제16대 학군단장 대령 이재수

4. 주요활동
- 기초 군사훈련(2학년) : 1월 2주 학생군사학교
- 동계 입영훈련(3학년) : 1월 2주 학생군사학교
- 4학년 임관축하 / 사은행사, 임관식 : 2월
- 입단식 / 승급식 : 2월
- 교내교육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 1학기 주요활동 : 인성수련회, 후보생 해외연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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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1. 위치 및 연락처
학군단 104호 (☎ 219-2218~9)
2. 연혁
- 1981. 07. 01. 아주대학교 직장예비군 승인(예비군대대)
- 2001. 07. 24. 아주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로 승격
3. 주요 임무
- 예비군 편성 및 교육훈련, 자원관리
-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 자원관리
- 기타 부수되는 업무
4. 편성 및 자원현황
1) 예비군연대 - 4개 대대, 15개 중대 (약 4,800여명)
2) 민방위제대 - 1~5년차 이상 약 40명 편성
5. 주요 활동
1) 연 2회 자원전출입자 관리 및 편성 : 3월, 9월
2) 교육훈련 실시 ((2학기 복학, 편입 포함)총 4,500여명)
- 3월 이월보충훈련 실시
- 4월~6월 향방기본 대학방침 보류 훈련(1학기)
- 7월 이월보충훈련 실시
- 9월~10월 향방기본 대학방침 보류 훈련(2학기)
- 11월 이월보충훈련 실시
6. 기타
1)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훈련 실시
- 3월~4월 민방위대장 / 민방위 실무자 교육
- 4월-6월 전반기 1~4년차 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
소집훈련
- 9월~11월 후기 1~4년차 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
소집훈련
- 5~6월 관련 시·구청 정기 감사실시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격월 15일 실시 원칙)
2) 병무상담/조치
- 입영/전역자 병무상담 지원
- 예비군 훈련 연기/법규 보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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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교육원

2005. 1

1. 위치 및 연락처
성호관 238호(☎219-1579/ http://cge.ajou.ac.kr)

2005. 2
2006. 1

2. 주요활동
① 창조적·탐구적 사고를 하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
하여 교육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전
인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 교육대상 : 경기도 소재 재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200명 내외의 학생 선발
- 교육분야 : 초등분야(수학, 정보과학, 과학) 및 중등
분야(수학, 정보과학, 물리, 화학, 생물)
- 교육일정 : 월 1~2회 주말교육 및 원격교육, 여름
및 겨울방학 중 3~4일의 집중교육
② 수학·정보과학분야 영재학급 교육 참여교사의 전문
능력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소재 수학·정보과학분야
담당교원직무연수를 연간 1~2회 실시한다.
③ 영재교육에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방지하기 위해 지
필검사를 통한 선발을 지양하고 관찰추천을 통해 영재
를 판별하여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재 판별교
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연수를 연간 1회 실시한다.

2006. 2
2007. 1

3. 연혁
1998. 7
1999. 2
2000. 2
2000. 8
2001. 2
2001. 8
2002. 2
2002. 8
2002 9
2003. 2
2003. 8
2004. 1
2004. 2
2004. 8


과학기술부/과학재단
지정 과학영재교육센터
설치
제1기 수료생 배출(50명)
제2기 수료생 배출(85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 80명)
제3기 수료생 배출(115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80명)
제4기 수료생 배출(184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80명)
영재교육진흥법 공포에 따라 과학영재 교육원
으로 승격
제5기 수료생 배출(182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60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59명)
제6기 수료생 배출(176명)
정보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38명)

2007.
2007.
2008.
2008.

1
2
1
1

2008. 8
2009.
2009.
2009.
2010.
2010.
2011.
2011.
2012.
2012.
2012.
2013.
2013.
2013.
2014.

1
1
8
1
1
1
1
1
1
8
1
1
8
1

2014. 6
2014. 8
2015. 1
2015. 8
2015. 11
2016. 1
2017. 1
2018. 1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60명)
제7기 수료생 배출(228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56명)
제8기 수료생 배출(194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59명)
초등창의성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77명)
제9기 수료생 배출(187명 )
제10기 수료생 배출(187명)
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 배출
(139명)
정보과학분야 영재교육 교사직무연수 수료생배
출(33명)
제11기 수료생 배출(195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67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71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39명)
제12기 수료생 배출(190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37명)
제13기 수료생 배출(194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70명)
제14기 수료생 배출(189명)
관찰추천 선발 방식 전문연수 수료생 배출(87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99명)
제15기 수료생 배출(197명)
교사관찰추천선발 전문연수 수료생 배출(138명)
제16기 수료생 배출(185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05명)
SW영재교육원 지원사업 선정
교사관찰추천선발 전문연수 수료생 배출(118명)
제17기 수료생 배출(188명)
영재교육직무연수 수료생 배출(36명)
교사관찰추천선발 직무연수 수료생 배출(152명)
SW영재교육원 수료생 배출(55명)
제18기 수료생 배출(189명)
제19기 수료생 배출(205명)
제20기 수료생 배출(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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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주대학교 요람

교직부
1.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

표시과목

승인인원

영어영문학과

영어

6명

불어불문학과

프랑스어

2명

간호학과(정규)

보건교사2급

4명

간호학과(특별과정)

보건교사2급

8명

※ 단, 교육부 사정에 따라 승인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교직과정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 1학년 1, 2학기를 이수한 학생(2학년 진급대상)
나. 신청시기 : 매년 2학기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교직과정이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 교직이수자 선발 → 교무처
승인(선발시기별로 어학점수, 직업흥미검사 결과 등 세부 조건 추가될 수 있음)
라. 교직과정 이수요건(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교직이론 13학점 이상(교직세미나 필수), 교직소양 6학점 이상(‘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 포함),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3과목(8학점)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 표시과목별 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간호학과 제외)
· 취득성적: 전공 75점/100점, 교직과목 80점/100점(교양과목에 대한 성적은 교원자격검정에 반영하지 않음)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세미나 이수 필수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표시과목의 경우 별도 어학점수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함
표시과목

추가기준

적용시기 또는 대상

TOEIC

850

1
TEPS

716

TOEIC Speaking

7

A
2

영어
B

OPIC

IM3(Intermediate Mid3)

1

TOEFL(CBT)

240

2

TOEFL(IBT)

94

3

IELTS

7

2012년
입학생부터

•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 A 선택 시 1에서 하나 선택, 2에서 하나 선택  → 1,2 모두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
해야 함.  
• B 선택 시, 1,2,3 중 하나 선택
프랑스어

프랑스어능력자격시험 DELF B1이상 취득

2012년 입학생부터

* 보건교사 자격 취득 희망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예정)자」여야 함
* 입학연도별 교직과정 이수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졸업 30일 전까지(구체적 일정은 매학기 말 공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원을 학과에 제출.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여
부를 교무팀에서 심사함. 교직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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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자격증 수령방법
학위수여일(졸업일)에 교무팀에서 별도 수령
◆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과목(분야) 해당 교과목 현황
학과

영어영문
학과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 개설 기본이수
해당과목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논리및논술

영어논리및논술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1

영어문법

영문법

영어회화

영어회화1, 2(택일)

영어작문

영작문1, 2(택일)

영어독해

어학전공영어독해, 문학전공영어독해(택일)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

영미문화

영미문화의 이해

영문학개론

영미문학개론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교육론

프랑스어교재연구및지도법 프랑스어교재연구및지도법
프랑스어논리및논술

불어불문
학과

교과교육 과목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과목

프랑스어논리및논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 문학과 사회(구.프랑스문학의 세계)
기초프랑스어1, 2(두 과목 모두 수강)

프랑스어문법

중급프랑스어1, 2(두 과목 모두 수강)
고급프랑스어활용

간호학과
(정규과정)

비고

프랑스어회화

기초 프랑스어 회화, 중급 프랑스어 회화(택일)

프랑스어작문

불-영 비교문체론

프랑스어권 문화

프랑코포니입문, 프랑스어권아프리카의 사회와 문화, 현대프랑스문화읽기(택일)

프랑스어발음연습

고급프랑스어회화

기초건강과학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건강사정 및 실습

건강사정

아동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1~2, 아동간호학실습1~3

성인간호학 및 실습

성인간호학2~5, 성인간호학실습1~3

정신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1~2, 정신간호학실습1ㆍ2, 3

노인간호학 및 실습

노인간호학, 성인간호학실습1~3

모성간호학 및 실습

모성간호학1~2, 모성간호학실습1~3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1~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응급간호학 및 실습

성인간호학1, 성인간호학실습3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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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간호학과
(특별과정)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 개설 기본이수
해당과목

기초건강과학

건강문제관리4(미생물학), 임상약리학

건강사정 및 실습

건강사정

아동간호학 및 실습

건강문제관리4, 건강문제관리실습1

성인간호학 및 실습

건강문제관리1, 건강문제관리실습1

정신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정신건강간호1, 건강문제관리실습2

노인간호학 및 실습

건강문제관리3, 건강문제관리실습1

모성간호학 및 실습

건강문제관리4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정신건강간호2, 건강문제관리실습2

응급간호학 및 실습

건강문제관리2, 건강문제관리실습1

비고

기본이수과목

* 1,2로 나누어져 있는 과목은 반드시 1,2를 모두 이수해야 인정됨.(택일 과목 제외).
* 상기 표에 나와있는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교과교육 영역 3과목(8학점)이상 이수를 포함한 전공 50학점을 이수
해야 함.
* 과목의 폐지, 대체 등 교육과정 변동에 의해 이수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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