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 	웹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 	Adobe Acrobat Reader 또는 폴라리스 뷰어 등을 통해 책갈피 기능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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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3(월)

17(월)~21(금)

 21(금)~3.5(목)

2.21(금)~5(목)

1(일)

5(목)

9(월)

16(월)

19(목)~23(월)

25(수)~27(금)

30(월)

2(목)

6(월)~11(토)

12(일)

14(화)~17(금)

15(수)

21(화)

30(목) 

1(금)
5(화)
6(수)~12(화) 
6(수)
7(목)
9(토)
13(수)~19(화) 
29(금)
31(일)

1(월)

4(목)

6(토)

15(월)

22(월)~27(토)

29(월)

29(월)~7.3(금)

6.29(월)~3(금)

5(일)

휴·복학 접수 시작

2020-1학기 수강신청

2020-1학기 등록

2020-1학기 등록

삼일절

교무위원회

복학 접수 마감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20-1학기 추가등록

등록금 전액 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

교무위원회

고난주간

부활절

수강철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학기 1/3선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2020-1학기 중간시험 
은퇴교수의날
교무위원회
창립기념일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학기 2/3선, 등록필자 일반휴학 접수 마감
성령강림절

질병휴학 접수 시작

교무위원회

현충일

질병휴학 접수 마감

2020-1 기말시험 

여름방학 시작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성적 제출 마감

* 상기의 모든 일정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RC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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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학사일정

1(월) 

8(월)~12(금) 

15(월) 

24(수)~30(화) 

26(금) 

31(수) 

3(월) 

10(월)~14(금) 

15(토)

21(금)~27(목)

24(월) 

28(금)

1(월) 

3(목)

3(목)~7(월)

9(수)~11(금)

14(월)

14(월)~18(금)

30(수)~10.2(금)

9.30(수)~2(금) 

3(토) 

6(화)~8(목)

7(수)

8(목)

9(금)

20(화)~26(월)

26(월)~30(금)

5(목)

15(일)

16(월)

17(화)

1(화)

3(목)

8(화)~21(월)

22(화)

23(수)~30(수)

25(금)

28(월)

1/1(수)

2/1(월)

4(목)~10(수)

11(목)~13(토)

19(금)~25(목)

21(일)

22(월)

휴·복학 접수시작

2016-2학기 수강신청

광복절

2016-2학기 등록

학위수여식

여름방학 끝

휴·복학 접수시작

2020-2학기 수강신청

광복절

2020-2학기 등록

복학 접수 마감

학위수여식

개강

교무위원회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020-2학기 추가등록

등록금 전액 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

조기졸업 신청

추석연휴

추석연휴

개천절

수강철회

학기 1/3선

연세대감사절, 교무위원회 

한글날

2020-2학기 중간시험

캠퍼스내 소속변경 신청

교무위원회

추수감사절

학기 2/3선, 등록필자 일반휴학 접수마감

질병휴학 접수 시작

질병휴학 접수 마감

성탄절예배, 교무위원회

2020-2학기 자율학습 기간 및 기말시험

겨울방학 시작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성탄절

성적제출마감

신정

휴·복학접수시작

2020-1학기 수강신청

설연휴

2021-1학기 등록

졸업예배

학위수여식, 복학 접수 마감

* 상기의 모든 일정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RC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임



한국 근현대사의 파도 속에서 135년 전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의 첫 장을 열었던 국내 최고의 사학이자 세계 속

의 명문대학인 연세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을 둔 창립정신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고, 교육

과 연구, 의료와 사회공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

한 연세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주역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대학 1학년은 전체 대학 생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

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꿈을 찾아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연세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열

정, 도전을 향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년 동안 연세가 자랑하는 Residential College(RC)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

게 만나는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조교 선배, Residential Master(RM) 교수님들, 학사지도 

교수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세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RC라는 한 울타리 안에

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기존 학문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서

로 연결되는 융합적, 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부대학의 기초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다시 융합할 줄 아는 창

의적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0년은 오래전부터 미래사회의 시작점으로 간주되던 상징과도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총장 인사말

새로이 연세 가족이 된 2020 

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고 새로운 문명이 개

막되는 지점과,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

는 ‘티핑 포인트’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공동

체적 자아를 보유한 혁신적 리더’입니다. 이기심에 기반 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공유’의 

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RC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공동체적 심성을 키우고, 주변의 첨단기술 환경을 활용해서 

혁신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 

스스로 열망하고, 경험하며,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진리와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연세 동산에서 성장한 연세인은 사회와 인류에 대

한 책임과 공공성에 한층 더 예민해야 합니다. 연세가 창립부터 135년 동안 사회 발전을 선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배가 섬김의 리더로서 사회에서 책임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타국에서 이 땅에 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근대 교육을 시작하고 근대식 병원을 건

립한 연세의 설립자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세 교육을 통하여 이

웃과 국가, 세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학은 자유, 평등, 정의, 민

주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옹호하고,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 행

복을 지키는 문제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 공동체입니다. 연세 교육에는 어두

운 세상에 빛을 밝히려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성원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함께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성

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연세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4년간 연세와 함께하는 시간

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뜻깊은 추억으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연세대학교총장  서 승 환



오랜 수험 생활을 마치고 연세대학교에 첫발을 내

디딘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

을 이미 충분히 입증한 재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

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쏟

았던 수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 앞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적 변혁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과거의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2차산업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

의 대부분은 전문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기존의 전문 영역을 상당 부

분 대체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단순히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사

회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융합적 사고’를 통

한 통찰력의 함양이며, 이는 서로 ‘다른’지식, 관점, 논리, 감정을 이해하는데서부터 출발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담게 될 학부대학에서의 1년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은 20년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통합적 사고를 위한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대학은 2013년부터 국내 최초

로 Residential College(RC)를 전면 도입하여,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학습과 생활의 통합(Integration of Learning and Living)’이라는 RC 교육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

고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학장 인사말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부대학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다름’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사고의 틀을 이 곳에서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우리 사

회를 이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Click! Yonsei』는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위해 학부대학에서 정성껏 준비할 길

잡이입니다.

20년간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에게 가장 중요

한 대학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궁금증은 학부대학

에서 언제든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연세인이 된다는 것은, 연

세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자

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을 글로벌리더로 길러내지 못하면 연세

대학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게 됩니다. 아무쪼록 새

로운 환경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여, 연세대학과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귀한 인

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학부대학장  엄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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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세 소개

1. 건학정신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

성한다. 

2. 교육목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창조적 글로벌리더 양성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

를 기르는 배움터이다.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

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우리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힘껏 발휘한다. 

3. 심볼

방패 속의 ‘o’은 원만무애한 이상의 세계를 목표

로 한 인격의 완성을 뜻하며, ‘ㅅ’은 튼튼한 기초를 

닦아 박학의 기반 위에 전공을 세우려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o’은 하늘(天)을 뜻하고 ‘ㅡ’은 땅(地)을 의미

하며 ‘ㅅ’은 사람(人)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연

세대학교 교육의 대본(大本)인 천, 지, 인(天, 地, 

人)의 삼재(三才)를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책’은 

진리를, ‘횃불’은 자유를 의미하고 ‘방패’는 이러한 

실천의 두 이념을 수호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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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징: 독수리상

독수리상의 규모를 보면 총높이 12.3m로 8.5m의 사각탑

신위에 청동으로 만든 2.5톤의 독수리가 세워졌는데, 독수

리의 높이는 2.6m 폭은 5.2m이며, 후면에 총학생회의 건

립취지문이 새겨져 있고 네 귀퉁이에는 연세의 역사를 지

켜오고 앞으로도 한국의 지성, 나아가서는 세계의 진리와 

자유수호에 이바지할 연세인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5. 교가

연세·학부대학ㅣ
연

세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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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부대학

1. 학부대학이란?

학부대학은 연세대학교가 기초교양교육의 강화, 다양한 지적 훈련, 학문의 융합과 통섭에 바탕

을 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9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립하였으며, 기초

교양교육과 대학 1학년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1945년 하버드 대학이 ‘대학교육의 목표는 전

문가이면서 동시에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대학교육 개편을 실시한 이후,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함께 대학교육의 중요한 두 축으로 발전

하여 왔다. 연세대학교는 전공교육과 더불어 학부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

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의·치의예계열과 예·체능계열,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제외)

은 입학과 동시에 학부대학에 소속된다. 학생들은 1년 동안 학부대학에서 개설하는 기초교양과

목과 각 단과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기초 교과목을 수강하며 학문의 기초능력을 함양한다. 또

한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학업계획을 세움으로써 성

공적인 대학생활의 기초를 확립한다. 학부대학생은 1학년 필수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전공진입 

혹은 전공신청/승인절차를 거쳐 입학 당시 결정된 전공 혹은 전공신청 후 승인받은 전공이 속한 

단과대학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학부대학은 기초교양과목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학부대학 교수와 학사지도 및 대학 1학년 교육

을 전담하는 학생/학사지도교수를 통해 교양교육과 학사지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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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교양교육

최근 국내외 유수한 대학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세계인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수리 및 과학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윤리와 도덕, 종교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초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9년부터 기존의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새로운 교양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양기초영역의 교과목들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사

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개발하며 학술적 영어의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대학교양영역은 학문간 융합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분석적, 과학적 판단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공 수준의 심도 있는 내용과 주제들을 다루는 심화된 

교양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   기초교육은 YONSEI RC 101, 사회참여(SE), RC자기주도활동, 자율선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자율선택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므로 수강학점 제한 범위 내에서 자유

롭게 수강할 수 있다.

3. Residential College(RC) 교육

▶ Residential College란? 

Residential College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거주공간인 Residence Hall을 생활체험 교육의 공

간으로 전환하여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시킨 통합형 교육체제이다. 이

는 창의적 역량을 갖춘 나눔과 섬김의 리더를 육성하는 세계 명문형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연세 교육 모델 구현

•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 양성의 토대 마련 

• 글로벌 핵심역량 함양의 장

학습과 생활의 통합

• 거주형 학습 생활공동체, 전인교육·전일교육 시스템 

문화공동체

• 음악, 미술, 스포츠를 포함, 문화예술 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 풍부한 인문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북돋아 주는 촉매제 

연세·학부대학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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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기주도활동

•   학생들이 캠퍼스에 24시간 머물러 있음으로써 학생 자기주도활동, 동아리 활동, 선후배 네

트워크 강화 

글로벌 리더십 교육

•   다양한 성장 배경,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존중 

•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체득, 글로벌 리더십 교육 현장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   연세대학교가 한국 대학교육에 새롭게 제시하는 선진 명문형 교육 모델

•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등 세계적 명문대학의 RC 운영 도입

▶ Residential College 교육의 목표

연세대학교 RC 교육은 연세대학교 핵심가치인 창의성 (Creativity), 연결성 (Connectivity), 기

독교 정신 (Christianity)을 바탕으로 전인교육, 국제화 교육,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섬김의 정

신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침은 물론, 리더십과 사회봉사 정신을 갖

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배움의 장(場)인 교실에서의 학습을 생활의 장(場)인 기숙사 내의 다채로운 외국어, 문화,  예

술, 스포츠 프로그램들과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의 개념을 확장함. 

•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Residential Master(RM)의 교수진과 함께 기숙사에 상주하며, 다양

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환경을 구축함.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주체적이고 민

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함.  

•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쾌적한 면학 환경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하도록 함. 

•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체득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함. 

•   자기주도 학습과 봉사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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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하우스 소개

한결 하우스ㅣEVERGREEN HOUSE

•Theme: 내실을 다지는 하우스 

•국어학자 한결 김윤경 선생님의 올곧은 정신을 본받고자 이름을 한결이라로 하였으며

•이공계와 인문사회적 소양을 골고루 갖춰 감성이 풍부하고 박학다식하며

•자신의 참된 내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생활과 학업에서 행동으로 실현하는 진실한 리더를 목표로 하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끌어주며 다양한 자치 모임활동이 활발한 하우스

이원철 하우스 ㅣWONCHUL HOUSE

•Theme: 꿈의 씨앗에서 세상의 별까지

•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이며 원철성을 발견한 이원철 박사의 First Mover 정신을 본받고, 재능과 열정을 나누고 

키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하우스 

•소박하고 열정적인 원_철인

•기본이 바로 선 원_철인

•함께 꿈을 키우는 원_철인

언더우드 하우스ㅣUNDERWOOD HOUSE

•  Theme: 개척과 나눔의 연세정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하우스

•  연희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개척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발전

•  적극적·창조적인 역량을 발현시켜 연세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눔 실천

•  나무아래 공부방, 나무아래 옹기종기, 나무아래 어울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RC 공동체 

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나무아

래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

•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되,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 추구

윤동주 하우스 ㅣYUN DONG JOO HOUSE

•  Theme: 캠퍼스 낭만을 즐기고 가족같은 정(情)을 나누며, 문화·예술·감성과 창의 지성을 키우는 하우스

•  연세대학교가 배출한 일제강점기의 양심적 지식인이자 문학인으로서 냉철한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기성찰을 두

려워하지 않은, 순결한 시인 윤동주(尹東柱)의 이름을 딴 하우스 

•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한편,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역량(Servant 

Leadership)을 배우는 하우스

연세·학부대학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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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악 하우스ㅣMUAK HOUSE

• Theme: 배움과 도전, 성장, 그리고 하모니를 이뤄 ‘하나’되는 하우스.

• 신촌 캠퍼스내 무악(산)이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넉넉함과 안정감을 가진 대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우스 이름을 ‘무악’으로 명명

• RC 공동체 생활을 통해 무악 하우스 친구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패밀리 개념의 하우스 

•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즐기며,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함

• 대학 1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성장하려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도록 함

치원 하우스 ㅣCHI WON HOUSE

• Theme: 개척자의 요람(搖籃) 

• 치원관(致遠館)은 연희전문학교 최초의 교사(校舍)다(1918년 준공) 

치원 하우스는 ‘멀리 다다르다’라는 치원관에 담긴 개척과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려는 이상을 내세운다. 

• 스스로 돌본다.

• 창조적 연대를 추구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의식과 실천에 앞장선다. 

백양 하우스 ㅣBAEK YANG HOUSE  

•Theme: 섬김의 리더가 되는 하우스 

• 신촌캠퍼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연세의 상징이 된 백양로처럼 사회의 중심축에서 섬김의 리더가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하우스

•목표1: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식이 통하는 인재가 된다. 

•목표2: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김의 인재가 된다.

•활동1: 실생활 속의 다양한 체험과 전공지식 학습을 위한 튜터링 프로그램 지원

•활동2: 학생 스스로 기획 운영하는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지원 

청송 하우스 ㅣCHEONGSONG HOUSE

•Theme: 日新日日新又日新(일신 일일신 우일신) 

•연세대학교 청송대(聽松臺, Cheongsongdae Park)의 한결같음과 아름다움, 새로움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하우스

•인간과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사랑함.

•늘 배우고 익히며, 남과 나눔.

•내면의 힘을 키우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함. 

•나의 삶과 주변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꿈.

•잠들지 않는 지성(2014), 결실을 맺는 삶(2015), 뜨거운 열정(2016), 일상에서 찾는 행복(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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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 하우스ㅣYONGJAE HOUSE

•Theme: 자유, 화합을 통한 U&I와 WE를 추구하는 하우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용재 백낙준 박사의 연세 정신을 계승하는 하우스

•세상과 함께하는 Global leader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하우스

•사회정서성 증진을 추구하는 하우스

•자기 이해를 통한 가치지향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자기를 탐색하는 하우스

•Well-being과 Well-rounded의 ‘2W’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하우스

에비슨 하우스 ㅣAVISON HOUSE

•Theme: 배움, 실천,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하우스 

•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한 후 42년간 교육과 실천을 통해 연세를 도약시킨 에비슨 박사의 삶과 정신을 기념하는 하우스

• 목표: 학습과 생활을 스스로 주도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공동체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교양인

• 실천사항: 1) 인사하는 에비슨, 

  2) 주도적인 에비슨, 

  3) 배려하는 에비슨

• 대표 프로그램: Avison Producer, Avison Designer, 21 프로젝트, Master’s Tea time, 버스킹택시킹쟈철킹, Vox 

Avison

알렌 국제 하우스 ㅣALLEN INT’L HOUSE

•Theme: 섬김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하우스(Rise by Lifting Others)

•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의 포용적 정신을 이어받아 알렌 국제 하우스는 연세 국제캠퍼스에서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 국내 및 국제 학생들에게 우정을 선사하고 아낌없는 지원 및 서로 존중하는 생활 공동체를 제공하는 

하우스

•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가 가능한 이중언어(bilingual) 하우스

• Following the embracing spirit of Doctor H.N. Allen, Allen International House aims to establish a truly global 

community. Allen is a home away from home for its residents,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offering 

friendship, support, and a respectful community. 

• A warm, engaging community

• Bilingual house offering a unique experience in cross-cultural exchange

연세·학부대학ㅣ
학

부
대

학



024

아펜젤러 국제 하우스  ㅣAPPENZELLER INT’L HOUSE

•Theme: The Good Life 

•1885년 한국에 선교사로 부임하여 교육과 선교사업에 헌신한 ‘아펜젤러’의 정신을 기리는 하우스

•Study와 Play의 균형을 맞추어 지적인 성장과 삶의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하우스

• 다양한 강의,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그리고 함께 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성과 인성의 성장,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도모하는 하우스

•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장벽을 넘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하우스

• At Appenzeller, we encourage students to embrace our philosophy of ‘The Good Life’ by stri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work and play.

• Through the dedicated support of Residential Assistants and a variety of programs, we help you achieve 

academic success and social fulfillment.

• As one of two dedicated international houses at Yonsei University, our programs are designed to help our 

members learn more about each other’s cultures whilst also creating a sense of community and a home 

away from home at Yonsei.

▶ 삼중학생지도 시스템(Triple Advising System)

•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국제캠퍼스 RC 교육 환경에 맞춤형, 밀착형 삼중학생지도 시스템

의 지도를 받게 됨

•   ‘전공교수-학사지도교수-Residential Master’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신입생 지도 내용을 제공

•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RC 교육 환경에서 밀착형 학생지도를 통해 대학생활 부적응 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적 지도를 제공

4. 학사지도(Academic Advising)

학사지도는 학생에게 필요한 정확한 학사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진로 

및 생애 계획을 포함한 총체적 발달을 다루는 통합적 교육과정이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신입생

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입학과 동시에 전공별로 학사지도교수를 배정하여 개인에 초

점을 둔 맞춤형 학사지도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사지도교수들은 1년 동안 신입생들이 연

세대학교의 정신과 비전을 이해하고 연세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학생 스스로 대학생

활을 설계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 비전과 진로 목표에 따라 학업에 집중하면서 개

인적 역량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입생 학사지도는 1학년 RC 필수 교과

목인 Yonsei RC 101을 비롯하여 개인 대면 면담 및 온라인 면담, 집단학사지도 그리고 대학생

활정보 책자 발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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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면담

학부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학사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학사지도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신입생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학사지도교수와 면담을 한다. 

•   수강지도 (수강 신청/수강 변경/수강 철회/재수강/계절학기)

•   학업지도 (강좌 내용/학습부진/학습향상/단·장기·방학 학업계획) 

•   전공 및 진로지도 (전공 및 진로 선택/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교직/소속변경/유학/대학원)

•   대학생활 (일반 학칙/행사/휴·복학/병역/과외활동/기숙사 등)

•   국제교류 (교환학생/VSP/SAP)

•   장학금 문의

•   각종 추천서 의뢰

신입생들은 연세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면담을 예약한 후 약속된 시간에 지도교수 연구실에 방

문하여 개별 학사지도를 받을 수 있다 (면담신청방법: ‘학사정보’의 <면담신청> 참조 → 37쪽). 

▶ 집단 학사지도

새내기에게 대학생활과 수강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담당 지도교수별로 학

기 중 수시로 실시한다. 

▶ 특성화 학사지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생, 연세우수학생, 새터민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능력에 맞추어 개별 또는 그룹별 학사지도를 실시한다. 

학업계획 수립과 실행

지속적인 피드백과 비전 제시

연세 정신의 이해

성공적인 대학생활: 

• 연세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스스로 주도하는 대학생활 실천

• 진로 설정을 통한 학업 집중 및 역량 개발

대학생활 적응 전공·진로 탐색

입학 졸업

연세·학부대학ㅣ
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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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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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대학 및 글로벌인재대학 1학년 지도교수 연구실/연락처

대학 전공
담당 

지도교수
연구실 전화

(032-749-****)

이메일
(@yonsei.ac.kr)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신자영 자A506 3050 jayoungshin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심리학

김은영 자A520 3166 ey_kim

상경대학
경제학 조정아 자A512 3160 inwisdom

응용통계학 권진희 자A511 3169 jinhee.kwon

신과대학 신학 손은경  자A508 3168  ronasohn

경영대학 경영학 도경선 자A409 3162 ksdoh

이과대학
수학, 물리학, 화학 한봉환 자A413 3163 onepack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대기과학 최기영 자A507 3049 yaho710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 김은정 자A610 3156 ejlkim

전기전자공학, 신소재공학 이주영 자A518 3165 foodnano

건축공학, 도시공학, 산업공학, 컴퓨터과학 우미혜 자A519 3216 momo

사회환경시스템공학, 기계공학 최기영 자A507 3049 yaho710

산업공학, 컴퓨터과학 윤정식 자A414 2089 yjs8236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홍혜경 자A612 3158 hhk3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언론홍보영상학 손은경 자A508 3168 ronasohn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윤정식 자A414 2089 yjs8236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 식품영양학, 실내건축학, 
아동가족학, 생활디자인학

지용승 자A510 3167 ychi

간호대학 간호학 지용승 자A510 3167 ychi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권진희 자A511 3169 jinhee.kwon

체육교육학, 스포츠응용산업학 윤정식 자A414 2089 yjs8236

치과대학 치의예 윤정식 자A414 2089 yjs8236

글로벌인재대학 유성은 자A513 3161 liqiao

mailt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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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프로그램

▶ 입학 전 프로그램

입학 예정자를 위한 학사지도

예비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월에 실시된다. 대학생활

을 시작하며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부터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특히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 지도한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입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 진로 탐색 간담회

학부대학에서는 매해 11월, ‘진로탐색의 달’을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을 초청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자유로운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다.

▶ 설문조사 및 분석

학부대학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1학년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학생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축적해 오고 있다. 입학 당시 실시하는 설문조사, 학년 말에 실시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설

문조사는 개별학사지도의 DB 자료 및 신입생 기초자료와 더불어 학사지도의 질적 향상과 교육 

과정 개선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6. 학사행정

▶ 전공 신청/승인

전공별 입학생은 학부대학에서 전공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시키면 입학 

당시 결정된 전공 교육과정으로 진입한다. 건축공학과 입학생은 2학기 이수 후 지정된 기간(12

월)에 건축학(5년제)과 건축공학(4년제) 중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승

인을 받은 후 전공 교육과정으로 진입한다. 글로벌인재대학 소속 학생은 2학기 이수 후 정해진 

기간(6월, 12월)에 전공진입 요건을 갖춘 후, 원하는 전공을 신청, 승인 후에 전공 교육과정에 

진입한다. 

☞ 전공 신청 및 승인 전 미리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연세·학부대학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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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대학 홈페이지

•   http://universitycollege.yonsei.ac.kr/fresh

☞   중요한 공지사항이 많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할 것!

http://universitycollege.yonsei.ac.kr/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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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세인으로서의 출발

1. 등록·학생증 발급·E-mail 계정 만들기

▶ 등록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연세대학교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으로

인정을 받으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권도 누릴 수 있다.

• 기간: 보통 1학기는 2월, 2학기는 8월

• 절차: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내려 받은 후 지정된 은행에 납부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 → 등록)

※ 지정된 날짜(2월, 10월경)에 4회로 나누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 → 등록 → 분할납부신청) 

※   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 연세지, 연세춘추비, 방송비, 보건비는 자율납부 가능한 

항목이니 꼼꼼하게 체크할 것!

• 등록금 관련 문의: 재무회계팀(☎ 02-2123-4500)

▶ 학생증 (ID카드)

학생증 즉, ID Card(Identification Card)는 새내기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학생이란 사실을 증명 

한다. 학생증은 RF(Radio Frequency) 칩을 내장하여 신분증, 체크카드기능, 도서관 및 기숙사 

출입기능, 전자출결기능을 겸한다.

• 신청방법:

⑴   1단계: 연세포탈서비스(아이디: 학번/초기비밀번호: 주민번호 앞지리) → 학사정보시스

템 → 학생증 발급 → 학생증발급 → 학생증 신청 →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

⑵   2단계: 우리은행 위비뱅크 앱 설치 → 대학생 ID카드 발급메뉴를 통해 학생증 신청 등의 

절차 진행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 없음.

▶ 연세대학교 E-mail 계정 만들기

http://mail.yonsei.ac.kr로 접속, <신규아이디 신청>을 클릭, 신상정보 입력. 학번 필요!!! 

※   e-mail은 학사지도교수의 학사지도, 장학금 신청 등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전달 수단이므로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본인의 e-mail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  YSCEC, 기숙사 등 다른 사이트에서 수정한 연락처는 연세포탈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각각의 사이트에서 수정하도록 한다! 

http://mail.yonsei.ac.kr%EB%A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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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입력 및 변경

개인정보 입력은 연세포탈서비스(33쪽)를 참조하고,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정보 → 학생신상 → 기본정보수정에서  

직접 입력한다. 

학사정보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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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세포탈서비스

 

1. http://portal.yonsei.ac.kr

수강신청, 성적확인, 장학금 신청, 휴·복학 신청, 지도교수 면담, 강의평가, 등록금 납부 등 학사

관련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학사 관련 서비스 이외에도 인터넷증명서 발급, 공간대관, 셔틀버스 예약도 할 수 있다.

2. 로그인

  ID(아이디): 학번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생년월일 6자리)

최초로그인 이후에는 비밀번호 변경창이 팝업으로 나타난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차단이 해

제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yonsei.ac.kr이 추가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 요망. 

(문의: 연세대학교 입학처 ☎ 02-2123-4131)

http://portal.yonsei.ac.kr


033

3. 학사정보시스템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관리

1  학 적

▶ 학생정보

  학생신상

•    [현주소][메일주소][전화번호]등은 학교에서 각종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학생에게 발송

할 때 이용되니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학적 → 학생정보 → 기본정보수정> 

에서 수정해야 한다. 특히 이메일주소를 잘 관리하여 학사지도 관련 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

록 주의한다.

•    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반환의 일이 발생할 경우 연세포탈서비스 상의 [은행명], [계좌번

호]로 지급되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계좌번호 등록이 안되는 경우(ex.외국

인)에는 재무회계팀으로 연락 요망(☎ 02-2123-4500) 

☞	[학년]은 현재 학년을 의미하며, [진급학년]은 다음 학기에 진급될 학년을 의미한다. 

☞	[휴학최대학기]는 최대 휴학 가능 학기 수이며, [휴학학기]는 현재까지 누적된 휴학학기를 말한다.

  성적조회

•    학년도 학기별로 성적을 조회한다.

•    [비고]의 S(skip), R(repeated)은 재수강한 과목을 의미하며, S로 표시된 교과목은 재수강 

처리되어 평량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R로 표시된 교과목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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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성적조회

•    현재까지 이수한 과목의 전체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    철회한 과목에 대하여 ‘W’가 표시된다. (성적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음) 

•    재수강 이전에는 ‘S’표시가, 재수강 이후에는 ‘R’표시가 되어 있다.

•    전체 평량평균 환산 시에는 ‘R’표시된 성적만 포함된다.  

▶ 휴·복학

  일반휴학(학부)

•    [휴학최대학기]는 휴학가능 최대 학기 수를 나타내며, [총 휴학학기]는 이제까지 누적된 휴

학학기를 나타낸다.

•    휴학 구분과 기간을 선택하고, 휴학 사유를 입력하여 휴학을 신청한다(신청 즉시 학적에 반

영됨). 

•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승인 받을 수 있다. 

  입대휴학(학부)

•    입대일자, 군별, 특이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청한다. 

•    학부생은 입영 1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복학신청

•    복학신청은 개강 3주 전부터 개강 후 1주 이내까지 할 수 있다. 

  일반휴학 취소

•    연세포탈서비스를 통해 휴학을 신청한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당일 오후 5시까지 교

무처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취소를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2  수 업

수강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 첫 화면의 “학부수강신청”에서 정해진 기간에 할 수 있다.

▶ 편람

•    [개설전공], [개설학기]별로 수강편람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교과목별 교과목 개요 조회, 수

업계획서 조회, 영문교과목명 조회가 가능. 

•    [전체검색]은 학정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명으로 조회가 가능.

•    [유의사항]에는 ‘개설’, ‘폐강’, ‘영어강의’ 여부, 수강대상 및 기타 안내사항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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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수강신청내역

•    학년도 학기별로 학생이 수강신청한 내용을 조회, 출력할 수 있다.

•    수강신청내용은 성적등재 전까지 조회할 수 있고, 성적등재 후에는 성적조회에서 확인한다.

•    [채플좌석]에는 채플을 수강신청한 경우에 해당 좌석이 안내되어 있다. 

  개인시간표

•    학년도 학기별로 학생이 수강신청한 내용을 시간표 형식으로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강의

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교과목은 표시되지 않는다. 

▶ 성적평가조회

•    당해 학기 수강한 교과목들의 등재 전 성적을 성적평가조회 기간 중에 조회할 수 있다.

3  등 록

▶ 출력/등록 

•   반드시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자율경비를 선택한 후 ‘자율경비 확정’버튼을 눌러야 추후 등록

금 고지서 출력기간에 자율경비가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자율경비 확

정’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다. 

•   고지서 출력은 등록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등록 완료 후에는 출력되지 않는다.

•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해 등록기간에 임시적으로 개설되는 계좌로서 학생증 계좌와 

무관하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납부 모두 가능하나, 우리은행 외 타 은행을 이용할 경

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CMA 통장 등 제2금융권 일부 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

능할 수도 있다. 

•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학생복지처 장학팀에 문의한다(☎ 02-2123-2128).

•   신용카드 납부는 우리카드만 가능하다.

▶ 분납신청/취소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학 후 첫 학기 등록 시에도 분할납

부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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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학

 대학배정장학금, 근로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혜 받은 장학내역도  조회 가능하다. 

5  전공

•  교양기초교과목 이수 후 전공진입 확인 및 전공신청, 캠퍼스내 복수전공/연계전공/소속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6  학교생활

▶ 학생면담

  공지사항

•    담당 학사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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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신청

•   1학년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사지도교수와 면담을 할 수 있다. 면담 희망 날짜의 시간대를 클

릭해서 면담 목적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면담신청이 이루어진다.

•   신청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된 시간을 다시 클릭하면 된다 (면담신청과 취

소는 예약시간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   약속된 시간에 학사지도교수의 연구실(26쪽 ‘학부대학 1학년 지도교수 연구실/연락처’)로 찾

아가면 된다(사정이 생겨 면담에 못 가는 경우 미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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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YSCEC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http://yscec.yonsei.ac.kr 

☎	 교수학습혁신센터 : 02-2123-3848, 3849

	 yscec@yonsei.ac.kr

•    YSCEC(YonSei Creative Education Community)은 정규 강의를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관

리 시스템으로서, 강의 공지 확인, 보고서 제출, 강의 동영상 시청, 토론 등 온라인 학습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운영환경 및 모든 기기에서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표절검색 시스템과 연동되어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과 보고서의 표절 관련 정보를 강의 교수

에게 제공합니다.

•    학사시스템에 수강 신청(변경) 정보는 "나의 YSCEC"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 시점: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5시 30분)

http://yscec.yonsei.ac.kr
mailto:ysce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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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과목 이수

1. 학점이수

교과과정 이수단위는 학점단위로 한다. 1학점은 1주일에 1시간의 수업을 의미한다(단, 실험의 

경우 1학점은 2시간 실험). 따라서 3학점 교과목의 경우 한 학기 동안 매주 3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 학기에 최대 18~19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최대 19학점 이수 가능 계열: 인문, 이학, 공학, 생명시스템, 신학, 음악, 언더우드국제대학 

ISE 등 일부

•    최대 18학점 이수 가능 계열: 상경, 경영, 사회과학, 생활과학, 교육, 간호, 언더우드국제대학 

일부, 글로벌인재대학

연세대학교 교과과정은 학부대학 교과목, 전공 교과목 및 기타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6~16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대학 교과목은 학부대학 교과목중 교양기초와 기초교육 교과목은 1학년때 수강하고, 대학 

교양과 전공 교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이수한다.

교과목 구분

구분 과목분류

학부대학 교양 교과목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

전공 교과목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타 교과목 교직, 국제처 개설과목 등

1  성적평가

등 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    P/NP(Pass/NonPass) 평가:   채플, 사회봉사, Junior Seminar, 교양체육일부,  

YONSEI RC 101, 사회참여(Social Engagement, SE),  

RC 자기주도활동, 졸업논문, 실험, 실습 및 기타

☞ F학점을 받을 경우 이수학점에서 제외되며 0점의 성적으로 평량평균에 들어간다.

☞ 결석횟수가 강의 실시 시간의 1/3이상일 경우 F학점 또는 NP!

     단, 전공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과목이 F학점이더라도 전공신청 자격은 주어진다.

☞ 재수강 시 성적증명서상의 이전 학점기록은 삭제된다(재수강에 대한 세부사항은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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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경고

학기별 평량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가 주어지며,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학칙 제48조). 성적불량제적 처리된 학생은 제적 후 2년이 경과하여야 재

입학이 허용된다.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 전 상담 의무

•    1회 또는 2회 학사경고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학사지도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상담

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3   학부대학 교양 교과목

학부대학 교양 교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학년 진입과 함께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교양기초 6학점을 1학년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한 졸업을 위해서는 계열별로 24학점~45학점의 대학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구분 개설교과목 학점

교양기초 채플(2학점), 기독교의 이해(3학점), 글쓰기(3학점) 8

대학교양 체육과건강을 제외한 10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총 24학점을 이수 24이상

기초교육 Yonsei RC 101(1학점), SE(1학점), RC 자기주도 활동 Ⅰ / Ⅱ(1학점), 자율선택 3이상

☞   전공별로 교양기초, 대학교양, RC 이수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학사지

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교양기초

모든 학부대학생은 글쓰기(3학점), 기독교의 이해(3학점)의 6학점을 이수하면 입학 시 결정된 전공

으로 배정된다. 건축공학과 입학생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으로 전공배정된다. 

채플

2015학번부터 채플학점제 시행으로 채플 수강 시 0.5학점을 부여하며 재학 중 2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한 학기당 1강좌만 수강이 가능하며, 최대 허용 수강신청 학점과는 별도이다.

글쓰기

심화반도 개설된다. 심화반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공

지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한다.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세 교과목 중 택 1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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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양
           
대학교양 영역은 학문간 융합을 통한 통찰력과 논리적, 분석적, 과학적 판단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공 수준의 심도 있는 내용과 주제들을 다루는 심화된 교양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영  역 운영 목표

문학과예술 인간의 삶과 내면을 표현한 다양한 매체들의 특성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즐긴다.

인간과역사 인류가 걸어온 삶의 흔적을 사회·문화·심리·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한다.

언어와표현 세계의 언어를 탐구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고 각 언어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한다.

가치와윤리 인간의 행위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고 사회적·정치적 이념과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국가와사회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구성 원리, 형성과정 및 역학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지역과세계 지역사회(세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세계(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논리와수리
논리적 사고의 기본유형들을 숙지하고, 수리·논리의 개념과 이론을 실제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적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자연과우주 물질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주변 현상에 적용한다.

생명과환경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적용하여 생명현상과 인간행동을 이해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한다.

정보와기술
컴퓨터과학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활용하는 컴퓨팅적 사고를 통하여 다양한 전공 분야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융합능력을 함양한다.

체육과건강
체육과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   연세대학교 학생은 11개의 영역 중 체육과건강을 제외한 8개 영역에서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전공 및 계열별로 수강 지정된 대학교양 교과목 및 전공기초와 교차 

인정되는 교과목들이 있으니, 학사지도 내용 확인 필수.

대학교양 개설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문학과예술

문학의이해, 미학, 영화의이해, 음악사, 디자인과문화, 그리스로마시대의시문학과사상,
한국미술사, 시각예술의이해, 한국영화의이해, 문화콘텐츠와창조적상상력, 그리스·로
마고전집중탐구, 오래된미래,르네상스, 문학환경과곁사슬문학의이해, 노벨문학상수상
작가들, 세계문학과사회적상상력, 세계문학감상여행, 한국문학과문화읽기, 중부유럽
의문화와예술, 영화로보는현대음악, 대중음악의이해, 문학과영상예술, 아시아영화탐
색, GREAT BOOKS & DEBATE

인간과역사

한국근현대사, 서양문화의유산, 서양철학사, 현대사회와심리학, 우리교육의어제와오
늘, 미술사, 동아시아와인류문명, 화면위에쓴역사, 현대사회와정신건강, 신화와철학, 
역사란무엇인가, 동서문화교류와역사, 전통문화와세계교류, 20세기한국의역사와세
계, 인류의기원과진화, 동아시아역사분쟁과한국, 서울의역사와문화, 전쟁과역사, 역
사의 제국들, 책의역사로본서구문명, 이데올로기와역사의대화, 유럽도시문화공간으
로읽는 역사, 현대사회의데이팅과결혼, 대인관계의심리학, 마음이란무엇인가, 성과
성차의심리, 이상행동의심리, 스트레스의과학과적응의삶, 명예특임교수강의시리즈, 
GREATBOOKS &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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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언어와표현

한문1,2,3, 중국어1,2,3, 독일어1,2,3, 프랑스어1,2,3, 러시아어1,2,3, 라틴어1,2, 스
페인어 1,2, 아랍어1,2, 이탈리아어1, 일본어1,2,3, 인간언어란무엇인가, 고급실용문
쓰기, 문화로배우는생활프랑스어, 러시아어연습(1), 델레스페인어특강, 말하기와토론, 
수화, 콘텐츠라이팅, WORLD ISSUES: ENGLISH THROUGH THE MEDIA, CAREER 
DEVELOPMENT ENGLISH, FUNDAMENTAL ENGLISH,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BUSINESS /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 
NATURAL SCIENCES AND HEALTH SCIENCES / IT / MEDICINE

가치와윤리

철학과윤리, 철학과방법, 페미니즘의이해, 정의사회와평등, 인문학에길을묻다, 소비와
윤리, 포스트휴먼시대의윤리적이슈, 성평등리더십의이해와실천, 인권:생각에서실천까
지, 서양중세문명과종교, 기독교윤리와사회적책임, 여성주의와기독교, 기독교와서구
문명, 전생애발달과자기이해, 행복의과학, 인간의감정,감정의인간, 소통능력과성취, 불
교와동서문화교류, 문명과질병, GREAT BOOKS & DEBATE

국가와사회

현대사회와사회학, 현대한국정치사의쟁점, 시민사회와자원봉사, 미디어.사회.문화 
의이해, 법과사회질서, 자유민주주의와시민사회, 국민국가와공공성, 세계화와글로벌
거버넌스, 정책과공공리더십의이해, 현대사회와행정, 국가관리학개론, 대한민국의 
건국과발전, 진보와보수, 대한민국의산업화와민주화, 재산거래와법, 헌법의이해, 가 
족생활과법, 인권정책과법, 창업204:현대사회생활과지식재산의보호, 범죄와형벌,  
법치국가의행정과법

지역과세계

경제학입문, 경제학개론, 현대사회와경제, 현대사회의법과권리, 정보와사회, 세계화시
대의국제관계, 동아시아신화기행, 세계평화와발전의국제관계, 인권과세계시민주의, 
중국문화의이해, 독일문화와예술, 프랑스문화와예술, 러시아문화와예술, 스페인의문
화와예술, 라틴아메리카의사회와문화, 중동과이슬람, 소비와패션트렌드, 글로벌리더
십, 국제사회와법이야기, 명예특임교수강의시리즈

논리와수리

미분적분학과벡터해석(1),(2), 공학수학(1),(2), 공학수학(1),(2)(심화), 미분적분학과
벡터해석(1),(2)(심화), CALCULUS, 통계학입문, 인문사회수학, 수사학과합리적소통, 
논리적사고와세계상, 수학과금융사회, 수학과생명과학, 게임전략과금융공학, 미분적
분학입문

자연과우주

일반화학및실험(1),(2), 일반화학및실험(1),(2)(심화), 공학화학및실험(1),(2), 핵심화
학, 일반화학, 일반물리학및실험(1),(2), 일반물리학및실험(1),(2)(심화), 공학물리학및
실험(1),(2), 물리학의현대적이해, 물질문명의 명암, 지구의생성과진화, 우주의이해, 기
후와문명, 지구와우주, 지구와환경, 환경과대기, 명예특임교수강의시리즈

생명과환경

일반생물학및실험(1),(2), 일반생물학및실험(1),(2)(심화), 공학생물학및실험(1),(2), 
핵심생물학, 현대생명론, 생명과학이란무엇인가, 생명과학의세계, 물질과생명, 바이오
시스템과환경, 생물과인간생활, 환경재난의과학적이해, 현대인의생활영양, 인간과건
강,진화와인문학, 활과리라:생물학과철학의창조적접점찾기, 인간관계의신경생물학적
이해, 인간의삶과역사속의미생물, 삶과성, 삶과건강과학, 건강과운동, 생명과학과삶, 
명예특임교수강의시리즈, GREAT BOOKS & DEBATE

정보와기술
컴퓨팅적사고와SW프로그래밍, SW프로그래밍, 인공지능의이해와활용, 빅데이터와지식탐
사, ICT산업연계프로젝트, 자율형시스템과스마트네트워크, 컴퓨터시스템과피지컬컴퓨팅

체육과건강

테니스, 축구, 수영, 농구, 골프, 펜싱, 배구, 호신술, 체력육성, 포크댄스, 배드민턴, 탁구, 댄스스포
츠, 재즈댄스, 택견, 태권도, 요가, 골프(중급), 수영(중급), 쟁애인스포츠(2), 검도, 풋살,산악자전거, 
야구, 필라테스, 럭비, 볼링, 하키, K양생체조, 라인댄스, 리듬체조, 피클볼, 비만관리를위한식이조절
과운동, 바디포라이프, 발레피트니스, 스쿼시, 현대무용

☞ 대학교양과 전공기초 영역에서 교차 인정이 되는 과목이 있으므로, 전공별로 확인 필수

☞   학기별, 캠퍼스별로 개설되는 과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세포탈서비스의 전자수강편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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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양 <언어와표현> 영역 제2외국어 수준별 수업을 위한 수강 제한 규정

대학교양 <언어와표현> 영역 제2외국어 교과목 중 해당 외국어의 (1) 레벨은 그 언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니 수강신청시 유의 바람. 

①  수능에서 한문,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응시한 학생은 해당 외국어 

교과목(1)을 수강할 수 없다.

②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탈리아어를 전공한 학

생은 해당 외국어 교과목(1)을 수강할 수 없다.

③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재외국민전형(3년 이상, 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외국어 

교과목(1)을 수강할 수 없다.

④ 위의 규정을 어긴 경우, 담당 교수 재량으로 학점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기초교육 교과목

2020학년 RC이수 요건

구분
사회참여

(Social Engagement)
YONSEI RC 101 RC자기주도활동* 합계

학부대학 1학년 
(체육계열 제외)

1학점 1학점 1학점 3학점

체육계열(특기자제외) 1학점 1학점 0.5학점 2.5학점

* RC자기주도활동 교과는 RC필수요건이나 졸업필수요건은 아님

사회참여(Social Engagement, SE) 

- 목표:   본 과목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 이웃을 돕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

상의 21세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봄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리더로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

- 특징: 실천을 연계하는 통합적 RC 교육모델 제공, 학생주도적 교육 지향 

Yonsei RC 101

Yonsei RC 101은 2013년도 1학기부터 신설된 교과목으로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신입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졸업 및 RC 필수교과목이다. 이 과목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본질과 대

학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대

학생활과 미래를 위한 학업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더 나아가 RC 교

육환경을 바탕으로 연세의 비전을 공유하는 연세인으로서,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미래 지도자로

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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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자기주도활동(RC Self-Directed Activity) I, II

▶ 연세대학교 RC교육의 목표인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키우기 위해 모든 학생들  

      이 주도적으로 RC교육에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과 대학생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RC전체프로그램과 하우 

     스 프로그램 참가를 포함하여 한 학기동안 12시간 이상의 자기주도활동을 실행하면 0.5학 

      점을 받게 되고 두 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체육계열은 한 학기 이수)

▶ RC 자기주도 활동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 계획  

     2. 중간성과 점검 

     3. 학기말 성찰과 평가

• RC 전체 프로그램

국제캠퍼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RC 특강 및 공연, RC 올림픽 

등이 있다.

분 야 프로그램 내용

학술제

RC 특강
-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초청 특강 

- 매 학기 3~4회 강연 

11월은 

진로탐색의 달

-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선배를 초청하여 강연과 질의응답 

진행

-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RC 창의 플랫폼

-  Problem-based, Community-based, Experience-based 

Learning 통합 프로젝트

-  RC 환경에서 창의력 함량 및 peer learning을 추구 

- 일 년 동안 진행

독서와 

Presentation 대회

-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 제출 및 의견 발표

- 1학기 진행 

RC 추천도서

책읽기 프로그램
- RC 추천도서 52선을 읽고 독후감 제출

문화/예술제 RC 공연
- 연주자, 음악대학, 동아리 초청 공연

- 매학기 3~4회

체육제

RC 올림픽

- 하우스별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리그

-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계주 등 (종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선은 1학기, 예선 일부 및 결선은 2학기 진행

송도 국제 마라톤대회
- 송도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참여 

- 하우스별 또는 하우스 연합 연습

굴리샘 

(Bike Hub)

- 굴리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전거 활용 프로그램 

- 그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활동: 그린 카페 조성 등 

- 굴리샘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투어 및 대여 프로그램: 

  안전 & 장비 교육 이수한 회원제로 운영 4~6월, 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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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프로그램

각 하우스별 철학과 테마를 구현할 수 있는 포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기획 단계부터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수-선배-학생간 교류를 중시한다. 

<예: 2018년 하우스 프로그램>

하우스명 프로그램명

한결 하우스
(Evergreen House)

에코 한결, 삼시세끼_한결, 동거동락, 어서와 시리즈

이원철 하우스
(Wonchul House)

스타 세미나, 원철 공방, 원철 Get it Beauty, 원철 러닝크루

언더우드 하우스
(Underwood House)

나무아래 ‘공부방’, 나무아래 ‘옹기종기’, 나무아래 ‘어울림’, 

나무아래 ‘스스로’

윤동주 하우스
(Yun Dong-Joo House)

별 헤는 밤, 오병이어, 독(讀)&Talk, 윤동주家 한마당

무악 하우스
(Muak House)

알찬 무악(도란도란), 꿈찬 무악(무럭무럭), 

힘찬 무악(영차영차), 솔찬 무악(흥얼흥얼)

치원 하우스
(Chi Won House)

사람책방, 치명 튜터링, 문화인, 치명타

백양 하우스
(Baek Yang House)

백양LC, 마이 리틀 아뜰리에, 송도 어디까지 가봤니?,  

룸메 클리닉

청송 하우스
(Cheongsong House)

P(Physical), I(Inspiring), N(Network), E(Education)

용재 하우스
(Yongjae House)

정담한 스케치북,  용재 지니어스, 올빼미 상영회, 

용기사(자치회)

에비슨 하우스
(Avison House)

21 프로젝트, 에비슨 디자이너, Vox 에비슨, 에비슨 프로듀서

알렌 국제 하우스
(Allen International House)

Allen Night, Allen Jogging, Allen Movie Night, Allen 

Talk! Talk!

아펜젤러 국제 하우스
(Appenzeller Int’l House)

Black & White Party, Aristotle Lecture, Weekend 

Activity, Aristotle Banquet

학사정보ㅣ
교

과
목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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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학년 필수이수 교과목 및 전공신청

학부대학 입학생은 1년 동안 학부대학에서 생활한 후, 각 단과대학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학부대학 입학생의 대부분인 전공별 입학생은 1학년의 2개 학기 동안 1학년 필수이수 교과목

을 이수하면 2학년이 될 때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전공에 진입하고, 건축공학과 입학생은 1

학년 필수이수 교과목을 이수한 후 별도의 전공신청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쳐 전공으로 진입하게 

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필수이수 교과목과 전공진입
학부대학 입학생 중 전공결정 입학생은 1학년을 마치고 전공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최소 요건인 

1학년 필수 이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대상: 학부대학의 전공결정 입학생

•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교양기초과목 6학점(기독교의 이해 3학점+글쓰기 3학점)을 이수하

면 입학 당시 결정된 단과대학 및 학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 전공신청 및 승인

건축공학과 입학생들은 학부대학에서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한 후 지정된 전공신청 기간

에 인터넷을 통해 전공을 신청하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전공승인을 받게 된다. 전공신청 이전에 

미리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    대상: 건축공학과 입학생

• 전공신청 요건

-   교양기초과목 6학점(기독교의 이해 3학점 + 글쓰기 3학점)

• 전공신청 및 승인

-   2학기 이수 후,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의 <학사관리 → 전공 → 전공신

청> 에서 신청

-   전공배정은 평량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 신청가능 전공

- 건축공학(4년제)

- 건축학(5년제)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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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 신청/확인/변경/철회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지정된 기간(2월, 8월)에 신청하게 되

는데, 이를 수강신청이라 한다. 학기 시작 전에 학사지도교수의 수강신청 관련 지도사항을 토대로 

‘수강신청 제도소개’ 및 ‘수강신청 매뉴얼’을 클릭하여 숙지하고 수업계획서를 잘 확인한 후 수강신

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은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에서 한다.

▶ 수강신청 절차
• 학사지도교수의 수강지도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학부/대학원 수강편람조회'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 (과목의 종별, 학정번호, 분반, 학점, 교과목명, 담당교수명,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 

•   연세포탈서비스 '학부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자세한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은 수강신청 

로그인 화면의 제도 안내, 매뉴얼 참고 )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   수강신청 교과목은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에서 확인

•   수강과목을 바꾸려면 수강변경 기간 중에 연세포탈서비스 '학부 수강신청' 화면에서 변경

•     학기 중에 하게 되는 수강변경은 오전 7시 로그인 → 오전 8시 시작으로, 시작시간이 1시간

씩 앞당겨짐. 

학사정보ㅣ
교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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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할때는 다음을 기억하자! 

• 수업시간 안내

 0교시: 08:00~08:50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10교시: 18:00~18:50

•   학기별로 이수 학점과 졸업 요건(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 전공기초, 전공필수 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매 학기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점 이수(39쪽) 부분을 참조. 

잘 모르겠으면 학사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한 학기에 최대 18~19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학점이 3.75 이상인 학생

은 추가로 3학점을 더 수강할 수 있다. (수강철회한 자는 학사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학점초과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최대 19학점 신청가능: 인문, 이학, 공학, 생명시스템, 신학계열 

- 최대 18학점 신청가능: 상경, 경영, 사회과학, 생활과학, 교육, 간호계열 

•   12학점 미만 수강하면 다음 학기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15학점 미만 수강하면 최우등, 

우등, 우수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portal.yonsei.ac.kr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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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철회
부득이한 이유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신청은

개강 후 5주차 전후 철회기간에 가능함.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의하여 살펴볼 것

• 철회 절차

지정된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생이 직접 철회 (단, 학부대학 소속 학생은 필수이수 

교과목과 관련이 있으므로 철회 전 반드시 학사지도교수와 상의할 것!)

수강철회 시 유의사항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 철회 기간에 철회를 해도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는 없다. 

•   철회한 학생은 그 학기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 졸업 시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 그 학기 성적이 3.75 

이상일지라도 다음 학기 초과학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철회 후 최소 수강과목은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 P/NP 평가과목도 철회 가능하나 사회봉사, 사회참여(SE)와 RC 자기주도활동(1), (2)는 철회 불가

• 수강 철회 후에도 12학점 이상이면 장학금 수혜 가능

•   수강 철회를 할 경우 성적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시 이수를 하더라도 철회한 기록이 학사정

보시스템상에서 삭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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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수강

▶ 개념

• 재수강은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수한 성적과 학점만 인정되는 제도 

•   기존에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하여 ‘F’의 성적을 받을 경우 이전에 취득하였던 학점은 인정되

지 않고, 재수강 후 성적이 상향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

•   재수강이 인정되는 동일과목은 학정번호, 교과목명, 학점이 모두 동일해야 하나 교수자가 동

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

▶ 제도

•   2013년 입학자부터는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3회의

재수강 기회만 부여함 (별도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최고 A0(4.0)임.

•   F/NP성적 이외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능.

•   원수강성적이 F/NP인 과목은 재수강횟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하며 최고 A0까지

만 취득 가능. 단, 수강신청 시 ‘재수강횟수 사용 안함’이 기본값이며 이전 성적 소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수강신청 시 ‘재수강횟수 사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재수강횟수 사용 안함’인 경우는 이전 

F성적도 평량평균에 반영됨.

▶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

• 교과과정 개편으로 완전히 폐강된 과목

•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학정번호 및 과목종별, 교과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많은 과목이 폐강 또는 신설되어 학정번호, 과목명, 과목종별 등이 변

동되었으므로,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세포탈서비스 → 수강편람조회 → ‘동일 교과

목’을 참조하여 수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 후 ‘수강내역조회’에서 재수강 여부를 반

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학사정보ㅣ
교

과
목

 이
수

유의사항
• 제2전공(복수전공) 승인, 소속변경, 교직, 교환학생, 졸업평량평균 등 기타 학사: 재수강 성적 반영

• 재수강 하여 F학점을 받은 경우, 이전에 취득하였던 학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   졸업요건에 포함된 교과목이 F일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졸업 전에 

반드시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 재수강 과목도 수강신청 시 최대 신청학점에 포함된다. 

• 성적등재가 안 된 직전학기 과목을 계절제 수업에 재수강 하는 것은 불가능

• 전공승인 시 최초수강 성적이 반영됨(재수강 성적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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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절제 수업

▶ 기    간: 여름/겨울제 수업 모두 약 3주간 

▶ 장    소: 신촌캠퍼스, 미래캠퍼스, 국제캠퍼스 

▶ 수강신청: 보통 계절제 수업 시작 1개월 전 (추가신청: 개강 2주일 전 쯤) 

- 계절제 수업에서 이수한 학점도 평량평균에 포함 

- 계절제 수업은 등록 이후 수강변경, 철회, 환불이 불가능함 

- 단, 계절제 수업 등록 후 수업 ½이전까지 수강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등록금은 수업 진행  

   일수에 따라 차등 반환)

-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매 학기 7학점 

- 계절제 수업으로 재수강 가능 

-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 가능

-   미래캠퍼스에서 개설하는 계절제 수업 수강 시 기숙사 입사신청 가능 

6. 다양한 강의 유형

▶ 명예특임교수 강의 시리즈

명예특임교수 제도란 재직기간 중 강의와 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교내의 수상, 공로, 포상, 봉

사등에서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우리학교 교수님들께서 퇴임후에도 특별지원으로 연구와 

강의 활동을 지속하시는 제도. 2020년 1학기 대학교양 영역에 개설되어 있는 명예특임교수님

들의 강의는 아래와 같다. 학문에 대한 깊이있는 안목과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명예특임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자!

영역 학정번호 분반 학점 과목명

인간과역사 YCE1998 01 3 인간과함께한과학기술의발자취

지역과세계 YCI1998 01 3 경제현상의이해

자연과우주 YCK1998 01 3 세로운세계관-엔트로피세계관  

생명과환경

YCL1998 01 3 에코액션과미세먼지

YCL1998 02 3 초고령·장수명사회미래주택

정보와기술

YCS1998 01 3 융합시대의디지털멀티미디어이해 

YCS1998 02 3 디지털방송의진화

YCS1998 03 3 유비쿼터스사회와정보기술

YCS1998 04 3 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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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강의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 연세인이라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수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추가 

비용 없이 영어 실력도 늘리고 학점도 이수하고 ... 일석이조!! 

▶ 대학영어
2020학년도부터 교양영어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점점 더 전문화되어가는 국제 사회에

서 세계시민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활용능력에 더하여 전

공교과와 연관된 전문적인 영어활용능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성

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의 습득을 위하여 전공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언어와 표현 영역에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어과목의 

수강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진입하기 전 1학년 동안, 자신의 전공 학습 및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전공 관련 분야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일부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특정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였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YCF1408 / ENGLISH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국제화시대에 학술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필수다. 이 수업

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인문사회학적인 자료의 탐색을 통해 핵심적인 언어능력을 습득하고 학습

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게 된다. 언어의 4가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영어로 토론, 발표하는데 자신감을 얻으며 독해와 조직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YCF1409 / ENGLISH FOR BUSINESS

영어는 국제적 기업 경영의 주요 언어이며 이 분야에서는 언어 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받고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사례와 자료분석

을 통해 직장 환경에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문서교류, 보고서 작성들을 연습하여 영어 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YCF1410 / ENGLISH FOR PHYSICAL SCIENCES AND ENGINEERING

물리, 화학, 천문학 등의 학문과 관련된 다양한 영어로 된 자료를 접함으로써 이 학문 분야와 관

련된 어휘를 익히고 이 학문 분야에 필요한 토론, 발표, 글쓰기 등을 연습하며, 이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YCF1411 / ENGLISH FOR NATURAL SCIENCES AND HEALTH SCIENCES

생명과학, 보건과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술지와 학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는 영어이며 이 

분야의 대부분의 주요 정보가 영어로 공유된다. 이 수업에서는 생명과학, 보건과학과 관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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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자료를 통해 이 학문 분야에 필요한 어휘를 익히고 이 학문분야와 관련된 토론, 발표, 글쓰

기 등을 연습한다. 과학의 주요 원리의 검토를 통해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함양

시킨다.

YCF1412 / ENGLISH FOR IT

인터넷은 영어로 운영되고 있고 정보기술의 주요언어도 영어다. 이 수업은 이 분야에서의 자유

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터

넷,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보안과 관련된 개념과 어휘를 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 보고

서 작성, 발표 등을 연습하여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YCF1413 / ENGLISH FOR MEDICINE

이 수업은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향후 의료 생활 시 사용하게 될 실용적인 영어를 습

득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예과 소속 학생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다른 전공 소속의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YCF1414 / FUNDAMENTAL ENGLISH

이 수업은 기초 레벨에 해당되는 학생이 4 Skills(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발음과 일상대화의 표현들을 익히게 

된다. 

원어민 강의 과목

대학교양 과목 중에서도 영어, 또는 원어로 진행되는 강의들이 있다. 

언더우드국제대학(UIC)/국제학대학원 개설 과목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UIC 강의 중 일부는 일반 학생도 수강할 수 있으며, 국제학대학원

에서는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신청은 다른 교

과목과 동일하게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된다. 교과목명은 수강편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로 동서양의 문화와 학문, 국제화 시대

의 정치, 경제, 법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외에도 많은 과목에서 영어 분반이 개설되니 수강편람을 열심히 찾아보자. 

▶ Great Books & Debate 강의

고전과 명저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깊이있는 사고력과 비판력, 가치있는 지식생산 능력을 기르

고자 개설된 과목들이다. 대학교양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캠퍼스 영역 학정번호 분반 학점 과목명

신촌 가치와윤리 YCG1999 01 3 SF를 통한자아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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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학과예술
YCD1999 01 3 서양예술의멜랑콜리

YCD1999 02 3 그리스비극의영웅세계

인간과역사
YCE1999 01 3 여행기와시선읽기

YCE1999 02 3 문학으로보는동아시아의근대풍경

가치와윤리 YCG1999 03 3 고전환상문학작품의가치와윤리

생명과환경 YCL1999 01 3 생명윤리와건강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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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반 강의

나는 앞서가는 연세인! 전교생이 똑같은 내용으로 수강하는 교과목이 내게 너무 수월하다면, 심

화반은 어떨까? 우리 학교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심화되고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 심화반을 개설하고 있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이다. 

심화반 수강의 좋은점

- 적은 수강인원, 수준 높은 강의

- 절대평가

- 성적증명서에 심화반 수강기록 기재

개설교과목

- 교양기초: 글쓰기

학부대학 한국어 능력개발 지원프로그램 

•대상: 한국어학당 한국어능력시험 4급수료 이하, TOPIK 4급 이하의 학생

•방법:  본교 정규수업과정과 함께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한국어학당의 대학한국어과정 등을 수

강함

- 본 장학지원 제도는 입학 후 1년간 최대 한국어학당 4회까지 지원 가능

(유급 관계없이 지원) 

•한국어 능력에 따른 급수별 이수 가능 학점

급수
이수 가능 학점 수*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어학당 TOPIK

1급 수료 또는 이하 1급 학기당 3학점

한국어학당 대학한국어
2급 수료 2급 학기당 6학점

3급 수료 3급 학기당 9학점

4급 수료 4급 학기당 12학점

5급 수료 5급 이상 계열별 최대 수강학점 수강 가능 해당사항 없음

* 원어, 영어강의를 선택할 경우 계열별 최대 수강학점 까지 수강 가능. 

•방학기간(여름, 겨울)에는 신촌캠퍼스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수강도 가능.

•학기 중 신촌캠퍼스 한국어학당 과정은 지원하지 않음.

-  학부대학 한국어학당 수강 관련 문의: 국제캠퍼스 자유관A 604호 학부대학 행정실

  (☎ 032-749-3126)

- 한국어학당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국제캠퍼스 한국어학당 (☎ 032-749-3103)

-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이거나 특정 급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증명서를 학부대학

 사무실에 제출하면 이수 가능 학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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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 강좌

• 창업 교과과정 체계도: 기업가 정신 함양에서 기술창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분 창업기초 아이디어의 발굴 창업실무 창업체험 기술창업

목표 기업가 정신 함양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하기 소셜 벤처, 인턴십 기술창업 전반

학부생 대학원생

• 창업 교과명 체계: 창업교과 체계에 따른 창업교과번호 추가 부여

창업101: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해

창업단계 및 대상에 따른 번호 부여

•1: 창업 1단계 과목 / 2: 창업 2단계 과목

•1~4: 학부생 대상 / 5: 대학원생 대상

01~19: 개설과목의 숫자

• 창업 교과목 (2019년 기준)

구분 과목명 내용 학정번호

1 창업102:기업과 기업가정신
기업과 기업가정신 연구를 통한 기업가정

신 함양
ENG2000-01

2 창업103:21C기술경영 성공 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기업가정신 특강 ENG3012-01

3
창업204:현대사회생활과 지식재산

의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식 습득 YCH1605-01

4 창업207:스타트업만들기 팀프로젝트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BIZ2123-01

5 창업208:린스타트업과 고객발굴 린캔버스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ENG2112-01

6 창업301:스타트업창업실전 실습 위주의 창업실무교육 ENG2113-01

7 창업303:창업하기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BIZ4182-01

8 창업304:X-Design 창업기업의 문제 해결 및 시제품 제작 ENG3404-01

9 창업401:창업기업컨설팅_uCAN
창업기업 매칭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프로

세스 체험
BIZ4190-01

10 창업402:소셜벤처프로젝트_uSEE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지원 BIZ4186-01

11 창업403:스타트업 부트캠프 고객 니즈에 기반한 MVP 기획 BIZ4199-01

12
창업404: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및 
시제품 제작

ENG3405-01

13
창업406:미래주택융합기술 이론과 
현장실습

미래주택융합기술 구축 및 창업교육과 현장
실습

HID4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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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명 내용 학정번호

14 창업407:스타트업인턴십(국내) 국내 스타트업 인턴십 BIZ3181-01

15 창업407:스타트업인턴십(해외) 해외 스타트업 인턴십 BIZ3181-02

16 창업501:기술창업과 벤처 기술창업의 이해 및 실전창업 YSG8000-01

17 창업502:기술창업의 이해 기술창업 실전강좌 YSG8020-01

18
창업504:전기전자공학도를위한기
술창업

기술창업 관련 핵심 개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 

EEE7986-01

19
창업508:미래공생학과디자인_이
론,실천,창업

미래사회 창조 패러다임 구상 HID8810-01

20 창업509:고령친화생활공간시스템
초고령 사회 삶의 질과 생활공간 개선을 위
한 창업 아이디어 기획

HID8876-01

▶ 사회봉사 교과목

학생의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사

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 학점 인정 내역

-   ‘사회봉사(UCI2001, 1학점)’, ‘사회참여(Social Engagement)(국제캠퍼스, UCR1015, 1학점)’ 교

과목은 기초교육 영역에 개설되며, 전교생이 학년, 학과 구분없이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   사전 기본교육 2시간, 8~15주(주당 2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을 이행하면 학점이 부여된다. 

-   자원봉사는 보통 주중(월~금요일) 업무시간(09:00~17:00) 중에 이루어지나 프로그램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자원봉사 시간은 기관별 오리엔테이션에서 결정된다. 

- 사회봉사와 타 교과목(인턴십·현장실습·상담실습 학점 등)의 중복 인정은 불가하다.

• 성적평가

- 사회봉사 교과목은 P/NP로 평가

• 수강신청 안내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 계절제 수업에 개설된 사회봉사교과는 이수할 수 없다.) 

-   재학기간 중 수강신청 허용 학점(최대학점)외로 4차례(4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학점에 포함

-   수강신청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 과목 유의사항에 나와있는 안내에

따라 수강함

-   사회봉사 학점을 신청하여 NP를 받은 경우에는 추후 사회봉사과목 신청 불가(단, 졸업요

건인 경우는 예외)

- 사회봉사교과목은 수강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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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양한 전공 제도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신촌, 국제캠퍼스 → 학사지원 → 학사행정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90

1. 캠퍼스내 복수전공
자신이 속한 전공에 더하여 다른 전공을 추가 선택한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제2전공, 제3전공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캠퍼스내 복수전공을 고려하는 학생은 미리 관심있는 전공의 교과목을 

수강하여 자신의 적성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건축학(5년제), 약학, 글로벌융합공학, 의·치의학, 간호학, 음악대학은 제외되며, 언더우드

국제대학 및 글로인재대학 내 전공(2전공 포함)은 해당 입학생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 매 학기 기말고사 전후

•신청자격: 제1전공으로 진입한 학생(휴학생도 가능) 

- 전공 진입한 첫 학기말, 즉 3학기말부터 졸업직전학기까지 신청 가능

•선발범위 및 기준: 각 학과별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는 성적 및 학업계획서로 평가함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학사관리 → 전공 → 캠퍼스내 복수전공 신청 → 전공선택 → 

학업계획서 작성 → 저장버튼 클릭>

•유의사항

-   캠퍼스내 복수전공자로 승인받은 학생은 해당 전공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모두 

이수하면 졸업장에 제1전공과 제2, 3전공이 모두 표기된다. 그러나 제1전공의 졸업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2, 3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는 없다. 

-   캠퍼스내 복수전공 승인 후에는 제2전공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제2전공을 포기

하려면 ‘캠퍼스내 복수전공 취소원’을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졸업직전 학

기까지).

-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 

단, 제1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교직 복수전공 선발절차를 거치면 해당 학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다중전공, 또는 이중전공이라고도 불린다. 

☞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캠퍼스내 복수전공 전형요강’을 검색

    하면 확인 가능하다. 

2.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연세대학교를 졸업 예정인 학생이 원하는 전공에 진입해 최소 3학기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

여 복수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단, 건축학(5년제), 약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의·치의학, 간호

학,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원주의과대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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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연세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

- 복수전공 또는 학사편입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이 아닌 자

- 동일학과(전공)로는 지원 불가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시험(필요에 따라 실기, 필기시험 부과)

•선발인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유의사항

- 최소 3학기,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이수학기는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위증서는 복수전공 이수 시 제1전공 학위증서와 같이 수여함. (학위증서는 각각 수여하 

   나 학위등록번호는 동일함)

- 제1전공 이수 후라도 복수전공 이수 완료 전까지 제1전공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다 중도에 자퇴하거나 미등록·미복학·성적불량·학기초   

  과로 제적되는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이전 학번에 대하여 졸업처리가 되며, 졸업생 신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학이 불가함(졸업처리 되는 이전 학번으로의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반 

  영 도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요강’을 검색

하면 확인 가능하다. 

3. 부전공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전공 제

도는 의학계열, 약학계열을 제외한 교내 모든 전공/학과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전공에 따라

부전공 학생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재학 중 21학

점(전공에 따라 전공에서 정한 전공기초, 전공필수/선택 포함요건이 있을 수 있음) 이상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신청시 부전공을 신청하여 교무처의 부전공 자격인정을 받으면 졸업장에 

부전공이 표기된다.

•부전공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대학요람> 참조

4. 연계전공

http://web.yonsei.ac.kr/yongei

☎ 교무처 학사지원팀: 02-2123-2087, 언더우드관 B101호  

학문의 영역 간 유기적 통합과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전개될 21세기 사회를 맞아 대학의 적

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여러 학과 및 전공을 연합하고 실용성을 강화한 새로운 

http://web.yonsei.ac.kr/yongei


059학사정보ㅣ
다

양
한

 전
공

 제
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신의 전공과 잘 부합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전공

은 무엇인지 학사지도교수님과 상의해 보자. 관심있는 연계전공의 책임교수님을 찾아뵙고 문

의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책임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계전공 신청기간에 신청, 승인받는다.

▶ 개설 연계전공

한국 및 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교육, 사회, 정치, 과학기술, 경제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심

화 연구,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이 목적

한국 및 동아시아학(중국학) 

중국의 고대와 현대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의 방법론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한국 및 동아시아학(일본학)

건전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기르

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 및 동아시아학(동아시아학)

동아시아(동북아와 동남아) 각국의 사회·문화적 비교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토착적 사유

에 입각한 보편적 학문의 토대를 구축

유럽지역학

서양문명을 주도했고 지금은 EU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연구, 국제 교육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제학 대학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

미국학

국제사회 속의 강자 미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해 증진. 현 교과과정에 산재해 있는 미국관련 

제반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디지털예술학

최근 국가 기간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위한 학문적인 토대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지향

외교통상학

국가간 외교 및 통상관계, NGO 등 국제적 관계에서 통상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외교통상을 담

당하는 국가기구와 통상기구로의 진출에 도움

인지과학

인간의 마음이 행하는 복합적 정보처리 과정을 마음, 두뇌,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리현상을 기술하는 이론 개발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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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학

벤처기업 발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적 지식에 바탕을 둔 창의적 벤처 정신과 첨단 지식 함양

을 목표로 함. 벤처현장 실습, 벤처기업 세미나, 제품 개발론 등 경영학, 공학, 법학,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의 전공 과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음

리더십

리더십은 지도자의 판단능력과 그 판단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음. 리더십 연계전공의 교육 목표는 공공성, 규범성, 합리성을 갖춘 올바른 판단 능력의 배

양과 설득력의 함양임

비교문학

비교문학은 각 문학 분과들이 상호간 생산적 만남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장을 창출해내는 촉매로 작용

문화비평학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는 <문화비평학> 연계전공의 가장 근본적인 창

립목적은 개별 영역의 지식이나 관점을 서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통합적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임

▶ 2019-2학기 연계전공 및 책임교수

연계전공명 책임교수 소속
연락처

(02-2123-)
연계전공명 책임교수 소속

연락처
(02-2123-)

한국학 최기숙 문과대학 3567 디지털예술학 남혜현 노어노문학 2362

일본학 김항 문화인류학 7574 외교통상학 박덕영 법학전문대학원 6029

중국학 한석희 국제학대학원 3962 리더십 박경민 경영학 5488

동아시아학 임성모 사학 2375 비교문학 이상길 커뮤니케이션대학원 3966

유럽지역학 임재호 불어불문학 2355 문화비평학 이상룡 노어노문학 2365

벤처학 이지만 경영학 5469 과학기술과사회 송기원 생화학 2705

인지과학 한상훈 심리학 5436 미국학 김왕배 사회학 2432

※ 2020-1학기 책임교수 명단은 3월 학기 시작 직후 연계 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연계전공은 제1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연계전공은 제1전공이 승인된 학생으로,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 직전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함

•   최소 이수학점은 36학점이며, 전공별로 교과목 이수요건이 다르므로 연계전공 홈페이지(http://web.

yonsei.ac.kr/yongei) 공지사항이나 요람을 참조

http://web.yonsei.ac.kr/yongei
http://web.yonsei.ac.kr/yong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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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대학원(석사 및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	대학원 교학팀: 02-2123-3229 

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 없이 학부졸업 후 대학원(석사 또는 석·박사통합 과정)에 진학하여 석

사학위 또는 석·박사통합학위 과정을 밟아 단기간에 학사 및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지원자격 및 지원가능기간

•   2학년(4학기)을 수료하고,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전공승인 받지 않은 학부

대학 소속자, 일반편입자, 학사편입자, 제1전공이 4학년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기간: 4학기 수료 후 7학기 진입 전 

 
4학기
수료자

           6학기
          수료자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연세대학교 학부생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생 특전

•   학위취득기간 단축

학부 및 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 조기취득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대학원 입학 시부터 ‘연계과정 전액 장학금’ 지급 (석사과정 3학기, 통합과정 5학기까지 지급)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합격 학생은 추후 별도의 대학원 입학시험 없이 학부졸업 후 대학

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학위과정 절차를 밟아 학위를 취득하게 됨

▶ 전형방법

학과별로 서류심사 평가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서류심사 평가는 학부성적, 학업 및 연구

계획서,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함 

▶ 유의 및 안내사항 

•   수강신청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고, 대학원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 총 12학점

까지 신청 가능

•   대학원 입학

- 조기졸업자 (6~7학기): 전학년 평량평균이 3.75/4.3이상인 자

- 일반졸업자 (8학기): 전학년 평량평균이 3.3/4.3이상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입시안내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안내> 참조

지원 가능 기간

http://graduat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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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공 이수 제도 비교

구분 캠퍼스내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개요
재적기간 중 

두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

제1전공과 
병행하여 

타전공 과목 이수

학문영역간 유기적 통합을 
기초로 실용성을 강조한 

전공연합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이 

타전공으로 전입

대상
개설 
전공

건축학(5년제), 
법학, 약학

글로벌융합공학, 
의, 치, 간호, 

음악대학, 글로벌인재
대학을 제외한 전공

글로벌인재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연계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

한국및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
및동아시아학(중국학), 한국및동
아시아학(일본학), 한국및동아시
아학(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미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
학, 인지과학, 리더십,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과학기술과사회

건축학(5년제), 
법학, 약학, 글로벌 

융합공학, 의, 치, 간호,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
대학, 글로벌인재대학을 

제외한 전공

신청 
및 

승인

•  3학기말부터 졸업 
직전학기까지 매 학
기말 신청(연세포탈
서비스)

•  전공에서 승인(신청 
학기까지의 모든 성
적반영 재수강 성적 
인정)

신청, 승인 
절차 없음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연계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 

•  복수전공 신청 절차와 동일

•  신청자격: 졸업예정자

•  선발과정을 거쳐 3학년
으로 진입

철회
절차

취소원 접수
(교무처 학사지원팀)

졸업직전학기까지 취소원 접수
(교무처 학사지원팀)

자퇴

졸업
요건*

•  학부대학 학점 
39~57 이상

•  전공학점(각 전공의 
전공기초,전공필수 
포함) 제1전공 36
이상+제2전공 36
이상

•  학부대학 학점 
39~57 이상

•  제1전공 
48~60 이상+ 
부전공 21 이상

•  학부대학 학점 39~57 이상

•  제1전공 36 이상+연계 전공 
36 이상

51학점 이상

주의
사항

•  제2전공 승인 후  
휴학가능

•  제2전공 미 이수시 
졸업 불가

졸업신청 시 

부전공 선택

•  제1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음.

•  복수 이수 불가능

최소 3학기 이상 이수

*   졸업요건은 전공이수 구분(예: 캠퍼스내 복수전공, 부전공 등) 및 전공에 따라 다양하므로, 졸

업요건(64쪽)에서 꼭 확인할 것! 



063학사정보ㅣ
다

양
한

 전
공

 제
도

6. 캠퍼스내 소속변경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학사행정 → 소속변경

캠퍼스내 소속변경은 자신이 속한 전공에서 타 전공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일반학과 학생은 

예·체능계열, 의과·치과·간호대학, 약학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언더우드국제대학 내 모든 학

과로는 소속변경할 수 없다. 단, 글로벌인재대학내 전공으로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입학학생의 경우 예외 적용함

▶ 지원자격

•  3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3학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나, 6학기 이수를 완료한 후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할 수 없다.

•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한다.

•  타 대학에서 글로벌인재대학으로의 소속변경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에 한하여 선발인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글로벌인재대학에서 타 대학

으로 소속변경 가능한 인원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 절차

캠퍼스내 소속변경 기간(중간고사 이후 지정된 기간) 공고가 나면 소속변경 지원사유 및 학업계획

서를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입력한다.

•  1차 소속학과 심사: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지원자는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하며, 현 소속된 전공의 필수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은 해당학과에 문

의할 것!)

•  2차 지원학과 심사: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가능) 실시

				☞ 기타 심사기준은 해당학과에 문의할 것.

유의사항
• 캠퍼스내 소속변경 정원: 당초 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 이내에서 선발하

므로 학번별/학과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전형 공고의 ‘지원가능 현황표’를 참조할 것

• 소속변경 후 교과과정 이수: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소속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 소속변경 후 캠퍼스내 복수전공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소속변경학생은 (최)우등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절차나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의 공지를 잘 확인하고 담당학사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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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졸업 및 교직/자격증

1. 2020학번 졸업요건

구분

학부대학 교과목 전공 총  
이수
학점

교양 
기초1)

대학 
교양2)

기초
교육3) 기타 소계

단일 
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4)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8

24
(제2외국어

필수)

2 - 34
57

36

135

영어영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48

상경대학
경제학

8 24 2 - 34 48 126
응용통계학

경영대학 경영학 8 24 2 - 34 48 48 126

이과대학

수학

8 33 2 - 43

69

36
135

물리학 62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60

대기과학 63 39

공과대학 5)

화공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8 36 2 - 46

60+ 45+ 140
건축공학과(건축공학전공), 사회환경시스템공학 8 39 2 - 49

컴퓨터과학, 산업공학, 도시공학 8 30 2 - 40

건축공학과(건축학전공) 8 30 2 - 40 120 120 160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

8 33 2 - 43

57

36

135

생화학 54 135

생명공학 66 140

신과대학 신학 8 24 2 - 34 60 36 135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8 24 2 - 34

51 39

126행정학 54
36

사회복지학, 문화인류학, 언론홍보영상학 48

생활과학
대학

식품영양학

8 24 2 - 34

48

36 126의류환경학, 실내건축학, 아동·가족학 54

생활디자인학 51

교육과학
대학

교육학

8 24 2 - 34

48

36 126체육교육학 62

스포츠응용산업학 57

간호대학 간호학 8 24 2 - 34 92 92 126

글로벌인재대학 11
GLC 대학

교양 6
(또는 9)

1 - 18~ 48/54 36/457) 126

1) 2015학번부터는 채플이 학점화되어 총 2학점(0.5학점Ⅹ4P)을 이수해야 한다.
2)   대학교양은 11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체육과건강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각각 한 과목

을 이수해야 한다. (단, 자신의 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 대학교양으로 교차 인정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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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졸업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됨. 최대 2개 영역까지 가능하다.)

※   각 학과단위별로 대학교양 이수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과별 이수요건을 파악하
도록 한다.

3)   2020학번에 적용되는 기초교육 교과목 이수요건은 40쪽을 참조할 것
4) 해당 전공 학생이 타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전공교과목 이수 요건

•공과대학 전공의 경우, 전공에 따라 1전공 요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글로벌인재대학내 복수전공은 글로벌인재대학 학생만 가능

5)   ABEEK이 졸업요건인 공과대학생은 전공별로 지정된 MSC와 공학소양(71쪽 참조) 교과목 이수요건을 확인하고 
이수하도록 한다.

6) 전공별 교양 이수 요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
7)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의  경우 45학점
� 졸업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학번별 요람을 반드시 확인할 것!

유의사항
•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 및 전공과 총 이수학점에 표기된 숫자들은 최소한의 이수학점

을 의미함. 즉,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126~164학점이다. 

•   총 졸업 이수학점에서 학부대학 교과목 이수학점과 전공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어떠

한 교과목이든 원하는 대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선택 학점이다.

•   단일 전공은 48~89학점,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각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함을 원

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전공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단과대학에 확인할 것).

2. 졸업신청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전 졸업신청(졸업신청/수료신청/연기신청)

을 선택해야 한다. 졸업신청(졸업신청/수료신청/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졸업신청 요건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학생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졸업신청은 졸업신청, 수료신

청, 연기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다.

- 졸업신청: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학기 말(학위수여일)에 졸업하고자 함

-     수료신청: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기 말(학위수여일)에 졸업하지 않고 ‘수료’ 상

태로 남고자 함

-       연기신청: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학’ 상태로 남고자 함

•   조기 졸업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6학기 또는 7학기 초(조기졸업 신청기간은 학사일정표 참

고)에 조기졸업 신청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조기졸업을 하려면 총 평량평균이 

3.75 이상이고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졸업 연기신청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을 하려면 정규학기(졸업하려는 학기)

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신청을 할 수 있다.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남은 휴학학기를 사용하고자 졸업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졸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휴학학기를 사용한 후 반드시 복학하여 한 과목 이상을 신

청하여야 한다(등록금 납부 대상자임).

•   졸업 요건을 충족한 수료 신청자는 해당 학기 말의 학위수여일 기준으로 학적상태가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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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된다(수료로 학적이 변경된 후부터는 수강신청, 휴학신청, 기숙사 신청이 불가하며 

재학 상태로 환원 불가).

•   수료의 기간은 재학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의 범위로 한정하며, 재학연한이 종료되는 마

지막 학기에는 자동으로 졸업 처리된다.

•   수료신청자는 최우등,우등 졸업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세부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 문과대, 상경대, 경영대, 신과대, 음대, 생활과학대, 교육과학대, 약학대: ☎ 02-2123-2091

- 이과대, 공과대, 생명시스템대학,사회과학대학: ☎ 02-2123-2095

- UIC, 글로벌인재대학: ☎ 02-2123-2087 

3. 교직과정

▶ 교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직과정 홈페이지(https://teacher.yonsei.ac.kr) 

	 교육과학대학 행정팀: 교육과학관 401호 

☎ 02-2123-3163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실력도 쌓아야 할 뿐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한 인품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교사가 되길 원한다면 도전해 보자! 

교직과정 설치전공 및 교원자격증 유형

설치전공 교원 자격증 유형 설치전공 교원 자격증 유형

국어국문학전공 국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컴퓨터과학전공 정보 · 컴퓨터,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어중문학전공 중국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시스템생물학전공 생물,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영문학전공 영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생화학전공 생물, 중등학교정교사(2급)

독어독문학전공 독일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신학전공 종교, 중등학교정교사(2급) 

불어불문학전공 프랑스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회학전공 일반사회, 중등학교정교사(2급) 

노어노문학전공 러시아어, 중등학교정교사(2급) 성악전공 음악,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학전공 역사, 중등학교정교사(2급) 피아노전공 음악, 중등학교정교사(2급)

철학전공 철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관현악전공 음악, 중등학교정교사(2급)

문헌정보학전공 사서교사(2급) 작곡전공 음악, 중등학교정교사(2급)

심리학전공 전문상담교사(2급) 의류환경학전공 의상,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학전공 수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아동가족학전공 유치원정교사(2급)

물리학전공 물리,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육학전공 교육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화학전공 화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체육교육학전공 체육, 중등학교정교사(2급)

지구시스템과학전공 지구과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간호학전공 보건교사(2급)

https://teach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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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 신청기간: 매년 1회, 5~6월에 신청/선발(결원 발생시 10~11월에 추가 선발가능) 

• 신청자격: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전공 승인자 중 2학년 학생

  (  제1전공 진입하고 2학년 학생이면 휴학생이라도 신청가능.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신청 불가)

• 선발범위 및 기준:   소속 전공(학과)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량

평균(50%)과 교직 적성 파악을 위한 면접(50%)을 합하여 총점순으로 선

발 (단, 식품영양, 아동가족, 간호학과는 자체 면접 진행)

• 신청방법: 학사관리시스템 학생서비스 → 교직메뉴에서 신청함(교직에 대한 소견 A4 1매 작성)

• 유의사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직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실시하여 ‘적격’ 판정 2회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학년도별 1회만 인정함)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위의 기준은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교직 복수전공

제1전공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서 교직과정이 설치된 다른 학과(전공)를 복수로 전공하면(기본

이수분야 7분야 21학점 이상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취득)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매년 1회, 3월 말에 선발(결원발생시 2학기 중(9월 말)에 추가 선발 가능.)

• 신청자격:   ① 제1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포함,  

학사 편입생 제외),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 승인 ①과 ②모두 충족하는 학생

• 선발범위 및 기준: 교직복수전공은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하며 성적순으로 선발. 

• 선발절차: 연세포탈서비스 신청→교원양성실무위원회에서 선발. 

• 유의사항: 교원자격 표시과목이 같은 학과간에는 교직복수전공 이수 불가. 

(예: ‘생물학’과 ‘생화학’전공은 모두 ‘생물’로 표시되므로 복수전공 불가) 

간호학과는 교직복수전공으로 신청 불가.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교직주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교직복수전공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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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과정 홈페이지 참조. (http://web.yonsei.ac.kr/teacher)

☞   교직 관련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변동되므로 반드시 교직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질문

이 있으면 직접 교육과학대학 사무실(☎ 02-2123-3162, 교육과학관 401호)에 문의하여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상책!

4. 자격증

스펙과도 밀접하게 연관 되는 자격증. 막상 따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한 경

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많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 알찬 자격증들을 소개한다.

▶ 사회복지사

사회과학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을 42학점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치르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문의:   교육과학대학 행정팀(☎ 02-2123-3162, edulife@yonsei.ac.kr) 

교육실습을 신청할 경우 다음학기 평생학습 실습교육을 수강 신청해야한다.

1. 지원자격

1) 2급자격증:   평생교육사과정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재학생으로서 30학점(평균 80점) 이

상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한 자

2) 3급자격증:   평생교육사과정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재학생으로서 21학점(평균 80점) 이

상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전기(2월 졸업 예정자) 1월15일경 / 후기(8월 졸업 예정자) 7월 15일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참고

▶ 어학 자격증

• 토플(TOEFL):   외국대학의 교환학생, 유학, 학사편입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영

어 자격시험.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주로 영미권 대학 생활과 강의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2년간의 유효한 

점수 모두의 각 영역 내 최고 점수를 합산해  전체적인 시험 성과를 보여준다. 온라

인 성적 발표는 6일 정도 소요되므로 교환 신청 기간에 잘 맞춰 미리 신청해야 한다.  

http://www.ets.org/ko/toefl

당부하고 싶은 말 
교직이란 소중한 기회는 그야말로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학생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져

야 할 것이다. 그저 보험으로, 또는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교직을 택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진정 교사가 

되길 원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또한 그에게서 배우게 될 어린 학생들에게도 모두 슬픈 일이 될지도 모른

다. ‘내가 진정으로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교직을 신청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http://web.yonsei.ac.kr/teacher
mailto:edulife@yonsei.ac.kr
https://lledu.nile.or.kr
http://www.ets.org/ko/toe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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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익(TOEIC):   기업입사, 승진, 해외파견인원을 선발할 때 쓰이는 영어 자격시험. Listening

과 Reading Comprehension 2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http://exam.ybmnet.co.kr/toeic/

• 텝스(TEPS):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영어 

실력 측정을 위해 개발한 실전 영어능력검정시험. Listening, Grammar,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편입 및 일반대학원 지원 시 필요한 경우

가 있다. http://www.teps.or.kr

• 토익 스피킹(TO  EIC Speaking): 기업입사, 승진, 해외파견 시 도움이 되는 영어 자격시험. 

Speaking과 Writing영역 각각 응시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또는 국제 업무 

등에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 http://exam.ybmnet.co.kr/toeicswt/

• 오픽(OP Ic): 기업입사 시 도움이 되는 영어 자격시험. Speaking영역만 있으며 응시자의  

본질적인 언어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영어 외에도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

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평가 시험이 있다. http://www.opic.or.kr

• CPT:   중국어언어연구소에서 출제한 회화 위주의 실용 중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듣기와 독

해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업 입사 시에 도움이 된다. 정기시험은 연 6회 응시가

능 하므로 시험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www.chinacpt.co.kr/

• BCT:   비즈니스 활동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 중에 사용되는 실용 중국어를 평가하기 위

한 중국정부공인 토익형 중국어 시험. 新BCT 시험은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BCT(A)[듣기, 읽기, 쓰기],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BCT(B)[듣기,읽기,쓰기], 

BCT(Speaking)세 가지가 있다. http://bctkorea.co.kr/

• JPT:   일본 순다이학원에서 출제하고 YBM에서 주관하는 일본어능력시험으로 듣기와 독

해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한 어휘와 문장들을 주로 출제한다. 1달에 1

번 내지 2번 정도 시험을 진행하며 비교적 신청기한에 여유가 있다. 

 http://exam.ybmnet.co.kr/jpt/

• DELF/D ALF: 프랑스어 자격시험. 청취, 독해, 작문, 구술의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종합평가

시험이다. DELF는 4레벨, DALF는 2레벨로 총 6레벨이고 DALF가 상위 레벨이다. 

이전 단계의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 없이 원하는 레벨을 선택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없다. https://www.delf-dalf.co.kr/

• TCF: 프  랑스어 자격시험으로 DELF/DALF와 주최기관이 알리앙스프랑세즈로 같지만 시험 

및 평가방식이 다르다. TCF는 사지선다형이고 점수에 따라 6레벨로 나뉜다. 또한 유

효기간은 2년이다. http://afcoree.co.kr/tcf/

•DELE:   스페인어 자격 시험. 청취, 독해, 작문, 회화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서 

울에서 5회, 대구에서 3회 실시된다. 성적표 발급이 매우 더디니 미리 시험을 치는 

것이 좋다. http://diplomas.cervantes.es

• 괴테-독일어능력시험(Goethe-Zertifikat Deutsch): 다양한 독일어 어학능력시험 중 가장

http://exam.ybmnet.co.kr/toeic/
http://www.teps.or.kr
http://exam.ybmnet.co.kr/toeicswt/
http://www.opic.or.kr
https://www.chinacpt.co.kr/
http://bctkorea.co.kr/
http://exam.ybmnet.co.kr/jpt/
https://www.delf-dalf.co.kr/
http://afcoree.co.kr/tcf/
http://diplomas.cervant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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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 있고, 또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시험이며 국내에서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주최한다. 약 3시간 동안 

총 5가지 영역을 시험하고, 유럽언어기준(CEFR)을 토대로 총 300점을 만점으로 한

다. 등급은 A1~C2까지 다양하다. 세부적으로는 대학 진학용인 TestDaF와 BULATS 

(60분)로도 나뉜다. https://www.goethe.de/ins/kr/ko

• TORFL(러시아어능력시험): 1995년에 러시아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공인어학시험. 입시와  

               일반 취업뿐만 아니라 외교관후보자시험과 군입대 관련해서도 흔히 요구되는 자격증 

              이다. 수준은 기초와 기본을 포함하여 총 6단계(4단계가 최상위)이며, 약 4시간 동안  

              5개 영역의 시험을치르게 된다. 특이점으로는, 5개 영역 중 3과목 이상 합격 시 과락 

               한 과목에 한하여 2년 내에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http://www.torfl.or.kr/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한국을 모국어로 하지 않 

  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쓰기, 듣기, 읽기의 3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다. 외

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http://www.topik.go.kr/

• KBS 한국어능력시험: KBS에서 주관하며 올바른 한국어 사용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 

  는 국가공인시험이다. 문법능력(어휘·어법), 이해능력(듣기·읽기), 표현능력(쓰기·말하

기), 창안능력(창의적 언어능력), 국어문화능력(국어 교과의 교양적 지식)의 5개 영역으

로 구성된다. http://www.klt.or.kr/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국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언어 사고력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바른 국어학습 방향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공인시험이다. 언어기초(어

휘·어법·어문 규정), 언어기능(듣기·읽기·쓰기), 사고력(사실적 이해, 비판, 추론, 창

의)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http://www.tokl.or.kr

• 한자능력검정시험: 한국어문회가 주관하는 전국 한자능력검정시험을 비롯하여 10개 기관에 

  서 각각 주최하는 한자 자격증 시험이 있다. http://www.hangum.re.kr/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국사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 한 시험으로 역사적 사

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 이다. 2급 이상 합격자는 행정안

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고시, 외무고등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1년에 5회 실시된다. 

http://www.historyexam.go.kr/

▶ IT 자격증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자격시험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등 

http://license.korcham.net/

• MS 공인 전문가 제도(MOS)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사용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증해주는 자격

  시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엑세스를 각각 평가한다. https://www.ybmit.com/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검정(KAIT)

-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 리눅스마스터, 검색광고마케터, 디지털영상편집, 

https://www.goethe.de/ins/kr/ko
http://www.torfl.or.kr/
http://www.topik.go.kr/
http://www.klt.or.kr/
http://www.tokl.or.kr
http://www.hangum.re.kr/
http://www.historyexam.go.kr/
http://license.korcham.net/
https://www.ybm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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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 컴퓨터프로그래머 등 https://ihd.or.kr

• KPC 자격시험

-   정보기술자격시험(ITQ): 한 회차에 아래한글/MS워드, 한글엑셀/한셀, 한글액세스, 한글파

워포인트/한쇼, 인터넷 5개 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응시가능 할 수 있다. 

-   그래픽기술자격시험(GTQ): 국가공인 포토샵 또는 페인트샵 프로 포토 자격시험이다.  

GTQi(일러스트), GTQid(인디자인)도 있다. 

-   정보기술자격시험(ITQ) 5개 영역 중 3개의 영역 등급이 A이면 OA master 자격이 주어진다. 

https://license.kpc.or.kr

5. 공과대학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 구성표

구분 채플 교양기초 기초교육 전공기초 전공 졸업학점

단일전공 2(4P) 6 2 3~9 60 140

이중전공 2(4P) 6 2 학과별확인 60/36 140

*   예시로 작성된 표이며, 학과별로 세부항목별 이수학점, 심화과정 및 일반과정 운영 현황이 다르므로 학생

들은 학과의 졸업요건을 별도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020학번 건축공학(4년제)과 건설환경공학은 심화과정을 운영하며, 공학소양 (9학점) 이수 및 ABEEK 졸

업 요건을 따름.  

* 화공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도시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산업공학, 컴퓨터과학은 일반과정만 운영함. 

*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ABEEK심화과정 이수의무는 없음.

MSC (대학교양 ‘논리와수리’ 영역 인정) 교과목

전공
과목명

화공
생명

전기
전자

건축
공학

도시
공학

건설
환경

기계
공학

신소재
공학

산업
공학

컴퓨터
과학

건축학
(5년제)

공학수학(1) o o o o o o o o o o

공학수학(2) o o o o o o o o o o

공학수학(3) o o o o o o o o x x

공학수학(4) o o o x o o x x x x

공학정보처리 o o o o* o o o o x o

* 도시공학에서는 공학정보처리를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하며, 1학년 때 국제캠퍼스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함.

https://ihd.or.kr
https://license.k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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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학수학(1),(2),(3),(4) 필수

☞ 신소재공학부: 공학수학(4) 대신 재료수학(2) 수강

☞ 도시공학과, 산업공학과: 공학수학(1),(2),(3)만 필수

☞ 컴퓨터과학: 2010~2011학번은 공학수학(1),(2),(3)만 필수, 2012학번 이후는 공학수학(1),(2)만 필수

•  공학기초설계 필수: 각 학과 개설(단, 건축공학과는 기초설계 수강, 기계공학부, 도시공학과, 컴퓨터과학과

는 제외)

• 공학정보처리 필수 (단, 컴퓨터과학과 제외)

*  2018학년도부터 토목환경공학의 명칭은 건설환경공학으로 변경되며 2017학번까지는 전공명이 토목환

경공학임

MSC (대학교양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영역 인정) 교과목 

과목계열 물리계열 화학계열 생물계열

과목명
전공

공학물리학및
실험(1)

공학물리학및
실험(2)

공학화학및
실험(1)

공학화학및
실험(2)

공학생물학및
실험(1)

공학생물학및 
실험(2)

화공생명공학 공학물리학및실험(1) 필수, 나머지 3과목 선택

전기전자공학 물리계열(2과목) + 화학·생물계열 4과목 중 2과목

건축공학 물리계열(2과목) + 화학·생물계열 4과목 중 2과목

도시공학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영역에서 각 1과목 포함하여 총 3과목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3개 과목 계열 중 한 계열 (1)(2)수강, 나머지 2과목 선택 (물리계열 최소 1과목 포함)

기계공학 물리·화학 계열 4과목 필수

신소재공학 물리·화학 계열 4과목 필수

산업공학 자연과우주, 생명과환경 영역에서 각 1과목 선택, 총 2과목

컴퓨터과학 3개 과목 계열 중 한 계열 (1)(2) 수강, 나머지 1과목 선택

건축학(5년제) 물리(1), 화학(1), 생물(1) 중 2과목 선택

공학교육인증과 심화과정

공과대학의 심화과정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ABEEK은 Washington Accord의 정회원으로서, 회원국간의 졸업생들을 

상호 인정하여 ABEEK 인증을 받은 심화과정 졸업생은 회원국 졸업생들과 동등한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일반과정의 졸업요건은 학과사무실에서 확인한다. (또는 요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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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소양 교과목

•  심화과정 전공의 학생은 필수적으로 9학점의 공학소양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대학교양으로 교차인정가능영역은 아래 표의 비고란 참조) 

☞ 일반과정(Non-ABEEK) 전공의 학생은 대학교양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음

구분 교과목 비고

공과대학 공통

기술및제품마케팅, 기술인적자원관리, 과학기술과사회, 

테크노리더십, 기술창조와특허, 기술·지식과공공정책의이해

대학교양 중 [국가와 사회] 

영역 인정

미래사회와표준, 공학투자분석, 전지구적기후변화와대응 

전략, 경제성공학, 공학시사경제와기술경영, 21C기술경영

대학교양 중 [지역과 세계] 

영역 인정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문제해결, 공학회계, 

창업102기업과기업가정신
대학교양 인정 안됨

기타 창업하기 경영학과 개설 과목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이수의무

•  2020학번 신입생 중, 공과대학 건축공학(4년제), 건설환경공학 전공학생은 필수적으로 심화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 

☞ 2014학번이후 캠퍼스내 복수전공, 학사편입, 제1전공이 타 단과대학, 기타인 경우 일반과정으로 졸업가능

•  심화과정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이수체계도에 맞게 순서대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심화과정 이수 학생들은 매 학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4학년 졸업시 학습

성과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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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1. 출 결
한 학기 실제수업시간의 1/3이상을 결석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F’의 성적을 부여)

▶ 출석인정

질병이나 2촌이내의 가족 사망으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사망시는 5일간, 조

부모 및 외조부모는 2일간, 형제자매는 1일간 출석으로 인정)

▶ 여학생의 생리결석

• 한 학기 최대 5일, 1회 2일까지 허용, 생리결석을 사용한 학생은 3주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음

• 결석계 출력: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 → [교과/수강] → 생리결석계

• 결석계 인정 여부는 담당교수님 재량 (채플, 시험, 평가시는 인정 불가)

• 결석계 제출은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

▶ 전자출결

대형강의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다기능 신분증 또는 스마트폰의 전자출결 어플리케이션으로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출석확인 기준

[일반강의] (수업마다 다를 수 있음)

• 강의시작 10분 전∼강의시작 5분: 출석

• 강의시작 5분 초과∼20분: 지각

• 강의시작 20분 초과~: 결석 

[채플]

• 강의시작 15분 0초 전∼강의시작 5분 59초: 출석

• 강의시작 6분 0초 초과부터: 결석

• 채플은 지각이 없음

- 출석확인 기준시간 이전에 출석확인을 하게되면 전 시간의 출결결과에 반영되므로 주의! 

-   수업 시작 후 출석확인을 하면 수업 도중 출석확인 신호음으로 인해 면학분위기를 해치게 되

니, 정시에 출석하여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전자출결 결과확인

• 출결결과는 연세포탈서비스 ‘전자출결’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 출결결과 표시

결과 출석 지각 결석

상황표시 ○ /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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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 학

사정이 있어 학업을 1개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두 종류가 있다. 

▶ 일반휴학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등),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창업준비 혹은 군입대 예정(영

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 등을 사유로 하는 휴학

• 절  차: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일반휴학 → 

계좌정보입력상태확인 → 신청

• 기  간:   매년 2월/8월 첫번째 평일부터 학기 2/3선(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내까지 단, 질병

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보건복지부지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1개월 이상 학

교를 다닐 수 없음을 증명) 또는 건강센터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등록금:   개강 후 14일까지 등록기간 중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이 기

간 중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시기에 따라 등록금 반환

• 등록금반환:   총무처 재무회계팀(☎ 02-2123-4500) 등록일정 참조(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신

촌·국제캠퍼스 → 학사지원 → 등록금 → 등록일정), 휴학 전 연세포탈서비스에 반

환받을 계좌를 반드시 등록/변경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입력시 휴학신청 불가

• 성  적: 휴학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주  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단, 입대나 질병으로 인해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전액은 환입처리됨. 장학금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장학취업팀(☎ 02-2123-2126~7, 학생회관 202호)방문 → 장학금 취소신청 

→ 장학금반환계좌로 해당 장학금을 전액 반납해야 휴학 신청 가능

▶ 입대휴학

군입대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 입영통지

서를 반드시 업로드해야만 신청됨. 입대 예정으로 일반휴학 중에 있어도 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함. 입대휴학은 학교에서 승인을 받아야 처리됨 

• 절  차: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입대휴학(학

부) → 증빙서류업로드(입영통지서 첫장만 등재, 2MB이하)

• 신청기간:   학기 2/3선 전: 입영통지서 수령일~입대일 전까지    

학기 2/3선 이후: 입영 1주 전~입대일 전까지

• 증빙서류 제출: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입대휴학(학부) 증빙서류 

업로드 페이지] 메뉴에서 직접 업로드한다(PDF 또는 HWP, 2MB이하, 입영

통지서 첫장만 등재)

※ 주  의:   증빙서류 제출 후,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휴학조회’를 통해 승인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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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준일

- 학기 2/3선 전: 휴학 접수일과 변동일(입영일) 중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휴학처리 

- 학기 2/3선 이후: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처리

• 등록금 및 성적인정 여부

- 학기 2/3선 전: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등록금이 차감되어 반환

- 학기 2/3선 이후:  중간고사 성적으로 전학기 성적을 인정받음(다만,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

의 권한임). 복학 시 등록하고 새 학기로 진입

※ 주  의:   전역 후 1년 이내의 복학신청 기간(1년 미만일 수 있음)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함

3. 복 학

• 기 간: 매년 2월/8월 첫번째 평일부터 개강일 전 정해진 기간까지 (매 학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함) 

• 절 차: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휴복학 → 복학 신청

유의사항
•   휴학기간: 재학기간 중 총 6학기 휴학 가능(입대휴학 기간 제외) (편입생은 3학기)

•   입대를 위하여 일반휴학한 학생은 입대일 전까지 입대휴학으로 반드시 바꿀 것

•   1학년 1학기 재학 중에는 입대, 질병, 출산 이외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휴학 학기수를 지정하지 않고 휴학가능 학기 범위 내에서 복학시

까지 일반휴학이 인정됨. (단, 휴학가능 최대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므로 이때는 복

학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   입대휴학 취소: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향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 다시 이전 상태로 학적을 되돌려 놓아야 함

•   복학시에 장학금을 받길 원하는 휴학생은 반드시 복학예정 직전학기 말 장학금 신청기간에 

재학생들과 함께 신청해야 함 

•   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안내

-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https://healthma.yonsei.ac.kr/) 참조 

입대휴학 후 복학할 경우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복학을 신청하고,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복무확인서, 전자전역증 등 

입대일과 전역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2MB이하)를 업로드하여 복학승인을 받아야함

•    제출 후 ‘복학조회’를 통하여 승인여부 확인

☞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신청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담당자 승인을 위해 매 복학차수 마감일 17시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요망

https://healthm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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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휴학생의 전역일(제대일) 이전 복학 안내

입대 휴학생이 전역일 이전에 정식 휴가를 사용하여 개강일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확인서 

4. 해외파견프로그램

	 http://oia.yonsei.ac.kr 

☎	국제처 국제교류팀: 02-2123-8453 

	 exch@yonsei.ac.kr 

연세대학교의 해외파견프로그램은 연세대학교 재학생에게 제공되는 특권으로서, 국내 대학들 

가운데 가장 폭넓고 심도 있는 해외 수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교환협정 없는 외국 대학에 나가 자비로 수

학할 수 있는 방문학생 제도, 그리고 해외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인턴십 제도 등 연세

대학교에서의 학기 및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해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ESP)

• 프로그램 소개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수학하면서 학점을 취

득할 뿐만 아니라 파견된 국가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 지원자격

1.   이수학기 및 학점: 본교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

량 평균 3.0/4.3 (백분율 86점) 이상인 자

http://oia.yonsei.ac.kr
mailto:exc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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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권 지원자: 아래 TOEFL 성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토플성적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함

구 분 IBT

인문·사회계열·UIC 79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치·간계열, 예·체능계열 68점

3. 비영어권 지원자

– 지원가능 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 해당 언어로 파견학교에서의 수업 수강 가능 여부를 평가하며, 어학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함

– 영어권과 비영어권 교환대학 교차지원 불가

• 파견시기 및 기간

1. 파견기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1년) 파견 가능

2. 파견시기

–   졸업을 위해서는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학해야 하므로, 4학년 1

학기(7학기)까지 파견될 수 있고, 4학년 1학기에 파견되는 학생은 1개 학기만 신청 가능

– 초과학기를 다닐 계획이더라도 4학년 2학기에는 파견될 수 없음

– 파견시기별 전형 시기

파견 학기 설명회 어학시험(비영어권) 지원 시기

2학년 2학기 1학년 10월 1학년 11월 1학년 겨울방학 1월

3학년 1학기 2학년 4월 2학년 5월 2학년 여름방학 7월

3학년 2학기 2학년 10월 2학년 11월 2학년 겨울방학 1월

4학년 1학기 3학년 4월 3학년 5월 3학년 여름방학 7월

• 전형 진행절차

1.   절차: 비영어권 어학시험 → 희망대학 조사 → 온라인 지원서 제출 (학교배정을 받기 위해 지

원서, 희망교환대학표 및 토플성적 제출) → 학교배정 발표 → 2차 서류 제출 (파견대학별 지

원서류) → 최종 입학허가 확인 → 파견교육 참석 → 등록금 납부 → 출국 → 파견대학 수학 

→ 귀국 후 학점인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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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대학배정 방법

– 반영비율

구분 학점 TOEFL 외국어시험 총점

영어권 200 120 - 320

비영어권 100 - 40 140

– 희망교환대학표는 최대 25개까지 작성 가능

–   총점이 높은 학생 순으로 석차를 정한 후 지원자별 희망교환대학표에 따라 파견대학과 파견

기간을 배정

– 학점은 백분율 점수로 반영되며, 영어권의 경우 백분율점수x2로 반영된다.

• 학점인정

1.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범위

– 1개 학기 파견 시 최대 인정학점 범위: 졸업학점의 1/8

– 2개 학기 파견 시 최대 인정학점 범위: 졸업학점의 1/4

2.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 교양기초, 대학교양, 이중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과목으

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졸업 필수요건이 아닌 일반선택 과목은 학점으로만 인정된다.

3.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평량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교 성적증명서에는 파견

대학명, 파견학기·기간, 인정학점 수가 기재된다. 

4.   파견기간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최대 인정학점 수에 추가로 7학점

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등록금 및 숙식비 등의 모든 경비는 본인 부담이며, 해외대

학에서의 총 수학기간은 최대 1년이다. 

•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교환학생은 본교 재학 상태로 파견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기

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휴학신청은 불가

2. 유용한 정보 공유 및 참고 사이트

– 「파견학생 경험보고서」 http://oia.yonsei.ac.kr → Outbound Programs → 파견학생 경험보고서

– 「연대 교환학생 정보공유」 http://club.cyworld.com/yonseiexstudent

– 「연세대학교 교환학생들의 모임」 http://cafe.daum.net/gyohwan

– 「팟캐스트: 한교영토」 http://www.podbbang.com/ch/1771235

▶ 방문학생 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Program, VSP)

• 프로그램 소개

교환학생 협정이 없는 대학에서도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환학

생과 마찬가지로 학기와 학점 둘 다 인정 가능 

http://oia.yonsei.ac.kr
http://club.cyworld.com/yonseiexstudent
http://cafe.daum.net/gyohwan
http://www.podbbang.com/ch/17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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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1.   이수학기 및 학점: 본교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

량평균 3.0/4.3 (백분율 86점) 이상인 자

2. 영어권 지원자: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동일

3. 비영어권 지원자: 국제처를 통해 해당 언어 학과 혹은 외국어학당에서 어학능력 평가 후 선발

• 유의사항

1. 방문학생은 1개 학기만 파견 가능

2.   다른 파견프로그램과 합쳐 최대 1년까지 파견 가능하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해야 함

3.   본교와 파견대학 양쪽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 파견 장려를 위해 본교 등록금의 일부를 

방문학생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파견대학에서는 일반 학생보다 저렴한 등록금을 납부

하게 됨

▶ Study Abroad Program (SAP)

• 프로그램 소개

자비유학 형태로, 본인 비용 부담으로 해외대학에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을 인정받는 프로그램. 단, 학기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자격

1.   이수학기 및 학점: 본교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지원 직전학기까지의 전 학년 평

량 평균 3.0/4.3 (백분율 86점) 이상인 자

2. 토플 성적 등 어학능력 점수는 각 대학 기준을 따름

• 지원시기 : 2월 초, 8월 초

• 유의사항

1. 1개 학기 혹은 1년 파견가능하고, 본교에 휴학하고 파견

2.   다른 파견프로그램과 합쳐 최대 1년까지 파견 가능하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해야 함

3. 등록금을 본교에는 납부하지 않고 파견대학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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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하계대학 (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 YISS)

	 http://summer.yonsei.ac.kr

☎	국제처 국제교류팀: 02-2123-3535

	 summer@yonsei.ac.kr 

여름방학 중 해외대학 재학생들에게 한국관련 분야 과목을 비롯한 다양한 과목 수강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연세대학교에서의 수학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본교 학생들에게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해외 대학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글

로벌 교육 환경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개설과목: 한국학, 동아시아학 외 총 8개 분야 전공 및 교양과목 100여개 개설 

• 프로그램 기간: 여름방학 6월말~8월초 중 4주간 또는 6주간

• 신청방법: 본교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등록금: 1학점당 20만원 (3학점 이수 기준 60만원)

▶ 국제동계대학 (Winter Abroad at Yonsei, WAY)

	 http://winter.yonsei.ac.kr

☎	국제처 국제교류팀: 02-2123-3535

	 iwinter@yonsei.ac.kr 

국제하계대학과 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중에 개설

• 개설과목: 한국학, 경영학, 경제학, 이·공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 및 교양과목 개설 

• 프로그램 기간 : 「세션 1」 12월 말 ~ 1월 중순, 3주간

                             ※ 「세션 2」 는 외국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한국어 과목만 개설

• 신청방법: 본교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등록금: 1학점당 20만원 (3학점 이수 기준 60만원)

http://summer.yonsei.ac.kr
mailto:summer@yonsei.ac.kr
http://winter.yonsei.ac.kr
mailto:iwint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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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인턴십 프로그램 (Global Internship Program, GIP)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인턴십 수료 후 본교에서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

을 수 있다. 

• 인턴십 제공 기관 

1.   The Washington Center: 미국 Washington D.C.에 위치. 설립 이후 1,000여개가 넘

는 대학들에 수준 높은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주요 파견회사로는 CNN, Merril Lynch, 

The World Bank, 각국 대사관 등이 있다. 

2.   Korindo Group: 인도네시아 한국인 투자회사 중 최대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재계에서

도 상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주력사업으로는 합판, 신문용지, 컨테이너 등이 있으며 인

도네시아 전역에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 지원자격

- 3, 4학년 재학생으로, 평량평균 3.0/4.3 이상이며 iBT TOEFL 79 또는 TOEIC 790점 이상

- 파견학기가 4학년 2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정규학기는 매년 3~4월, 9~10월, 계절학기는 10~11월에 지원

- 상세 지원절차는 기관마다 상이하나, 통상 본교 1차 심사 후 각 기관별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

• 유의사항

-   학점인정: 정규학기 기준으로 산학협동현장실습 과목으로 일반선택 12학점이 인정되나, 

직무내용을 전공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 등록금: 정규학기 기준으로 본교에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해외 유학 시 장학금 지원가능 여부

구분 기간 연세대
해외 
대학

취득 
학점

취득 
평점

학점인정 학기
성적장학금 
신청자격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자격

ESP 1년 등록 미등록 인정 불인정 복귀 직전 학기
해외대학가는 

첫 학기는 신청가능
해외대학 파

견 직전 학기 

학점과 성적

으로 해외대

학 파견학기 

및 연세대 복

귀학기 모두 

신청 가능

VSP 1학기만 등록 등록 인정 불인정 복귀 직전 학기
해외대학가는 

첫 학기는 신청가능

SAP 최대 1년 휴학 등록 인정 불인정
전체 이수학기에서 

이수학기감함

해외대학가는 

첫 학기는 신청가능

GIP 

(TWC)
1학기만 등록 미등록 인정 불인정 복귀 직전 학기

본교로 복귀하는 

학기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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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학생 대상 장학금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 공지: http://oia.yonsei.ac.kr ⇒ Outbound Programs ⇒ 공지사항 ⇒ “교환장학생” 검색

• 미래에셋 박현주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foundation.miraeasset.com

• 지원규모

–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파견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되 한 학기 지원 원칙

• 선발대상

– 학부 교환학생 파견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 

• 지원자격

–   파견상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생으로 교환·방문학생 파견자격을 신규로 획득하여, 해

외 대학으로 파견기간 동안 본교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 파견학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

을 모두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

– 전공: 제한 없음

– 성적: 직전학기와 총 평량평균이 모두 3.3/4.5 만점(3.1/4.3 만점) 이상인 자

– 경제적 여건: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자격기준은 변동 가능함)

ASEM-DUO 장학금

• 아셈듀오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asemduo.org

•   학생교환이 “한국국적 소지자 1명-아셈유럽 국적 소지자 1명”으로 한 조를 이루어 맞교환 하

는 경우 두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지원규모

– 한 조로 이루어진 두 학생에게 1개 학기(4개월)간 1인당 4,000유로 지원

–   장학금 신청 시 가을학기, 봄학기 중 1개 학기만 신청 가능(최대 4개월)

• 지원자격

–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된 본교와 유럽 대학 양측이 교류예정 학생의 맞교환에 합의해야 한다.

–   본 장학금 지원기간 이전에 이미 한국 학생이 해외로 출국해 있거나 유럽 학생이 본교에 

체류 중이면 지원자격이 없다. 

▶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온 외국대학 재학생들과의 활동 기회

•   국제처 산하 동아리인 연세글로벌에서는 글로벌데이 및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멘토스 클럽

에서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교내 외국인 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   글로벌라운지에서 개최되는 China Day, Italy Day 등 각종 글로벌 행사를 통해 그 나라의 문

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http://oia.yonsei.ac.kr
http://foundation.miraeasset.com
http://asemdu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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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대학 교환프로그램

국내 다른 대학에서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학교 학생으로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기간 중 국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교환대학:   고려대학교, 계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

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과학

기술원(KAIST), 한국외국어대학교, 한남대학교

• 학점 및 성적인정

-   “일반선택”으로 인정, 전공과목 대체 인정여부는 해당 학과 사무실에 문의한 후 신청하

여야 한다. (전공으로 인정된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학사지원팀(☎ 02-2123-

2097)에 “대체 과목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함) 

-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되고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 

☞   대학별 수강신청 절차, 지원자격, 이수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를 참조할 것

해외파견프로그램 Q&A
Q: 파견대학 선택 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A:   대학의 규모, 기후, 지역, 역사, 학과 프로그램 및 개설 과목의 종류, 시설, 면학 분위기, 공립/사

립 여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대학이나 선배 교환학생의 경험담 

등을 읽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http://oia.yonsei.ac.kr ⇒ Outbound Programs ⇒ 파견학생 경험보고서

Q: 교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계곤란 우수 장학생을 위한 미래에셋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의 

경우 JASSO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 장학금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견대학 배정 후 안내 드립니다. 

Q: 토플 성적은 어느 정도 높아야 하나요? 

A:   파견대학을 배정받기 위해 우리학교의 최소 토플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하고, 동시에 본인이 파견

을 희망하는 학교의 토플 점수도 만족해야 합니다. 학교별 토플 점수는 매 학기 국제처 홈페이지

에 공지되는 배정대학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요구되는 점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oi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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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업우수자 포상제도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관리 → 학적 → 학생정보 → 

      학생신상<학적변동>

매 학기 후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학업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학적부에 사실을 기재한다. 

학부대학에서는 최우등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최우등상, 우등상 및 우수상 선발기준

• 최우등상: 직전학기 평량평균이 4.00/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1% 이내인 학생

• 우 등 상: 직전학기 평량평균이 3.75/4.30 이상이고, 시상단위별 상위 3% 이내인 학생

• 우 수 상:   우등상 선발조건을 충족한 학생 중 시상단위별 10% 이내인 학생  

(시상단위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속계열 또는 단과대학과 학년을 뜻함) 

제외대상: 

가. 학점미달신청자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함) 

나. 수강철회자

다. P/NP 평가 교과목에서 NP의 성적을 받은 자

라. 학기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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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campus 서비스

 http://scampus.yonsei.ac.kr     

 scampus@yonsei.ac.kr

☎  IT 헬프데스크: 02-2123-4971~2

연세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마트 캠퍼스로 변화되었다. 학내의 모든 정보를 스마

트폰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작은 손 안에서 거대한 연세와 소통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연대생의 스마트한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보자!

▶ Y-TOP (연세대학교 대표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탑’을 검색하여 연세대학교 대표앱을 설치한다. 

연세탑은 교내 모든 모바일 Web과 App을 연결해주는 Yonsei Total Platform이다.

① Y-TOP 설치              ②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후 로그인 및 개인 환경 설정

▶ Y-BUS (셔틀버스)  

통합 교통앱 Y-BUS를 실행하면 신촌캠퍼스 셔틀버스 현재위치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국제캠퍼스 셔틀버스 좌석예약도 가능하다.

① Y-BUS 앱 설치               ② 신촌 셔틀위치 조회    ③ 국제 셔틀버스 예약   

http://scampus.yonsei.ac.kr
mailto:scampu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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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DIARY (캠퍼스 캘린더) / 연세공감 OCX  

오늘 하루 캠퍼스 일정이 궁금하다면 Y-DIARY를 확인하라! 오늘의 학사일정, 수업시간표, 

YSCEC 일정 등 교내 모든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세 학술, 문화, 행사 통합 프

로젝트인 ‘연세공감 OCX’ 서비스를 통해 교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분야의 행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① Y-DIARY 클릭         ② 학사일정                      ③ 연세공감

▶ Y-Attend (전자출결) 

강의실에 도착하면 비콘이 설치된 모든 대형강의실에서 전자출결앱 Y-Attend를 이용하여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물론 기존 학생증 카드 리딩 방식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강의실에서는 교수님이 전자출석부에서 발행한 출석인증번호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면 바로 출결

체크가 이루어지며, 휴·보강 등록시 실시간 알림도 전달되고 주차별 수업시간표도 제공된다.

① Y-Attend 앱 설치           ② 블루투스ON                                  ③ 출석확인

▶ Y-MID (연세대 모바일 학생증) 

도서관 출입시 학생증이 없더라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학생증을 사용하여 손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모바일 학생증 보안 강화를 위해 분실시 스마트폰 스크린 LOCK 서비스도 함

께 제공되니 꼭 기억하자! 

* 실물 학생증 발급 이후 모바일 학생증 활성화 상태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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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Y-MID 설치             ② 모바일신분증 발급   ③ 환경설정 → 활성화  ④ 도서관 출입 이용

▶ mY-seat2 (도서관 좌석배정)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도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mY-Seat2 좌석배정앱을 통해 좌석배정 키오

스크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좌석을 배정 받을 수 있다. 

① mY-Seat2 앱 설치     ② 좌석배정/시설예약   

▶ 주간식단 조회  

점심시간,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연세 Y-TOP을 이용하면 각종 캠퍼스 편의시설 정보

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며, 특히 주간별 각 식당의 메뉴정보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① 주간식단               ② 오늘의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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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지원

1. 학술정보원

1  중앙도서관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http://library.yonsei.ac.kr               

 http://facebook.com/yonseilibrary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캠퍼스 정보의 중심, 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은 1915년 중앙도서관 개관 이래 2008

년 첨단 IT 시설, 복합문화공간, 쾌적한 연구 및 학습공간을 갖춘

연세·삼성 학술정보관이 새로 문을 열면서 기존 중앙도서관을 포

함,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학술정

보원은 연세 구성원의 학문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최상의 정보, 

인프라,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최

초이자 최고의 대학인 연세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현재 215만여 권의 장서와 17,000여 종의 

연속 간행물 및 71,500여 종의 전자저널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전자 정보와 고전

의 보고, 학술정보원을 통해 학문의 바다로 나아가자. 

▶ 중앙도서관 

• 이용시간

층수 실명 종류
월~금요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토요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일/공휴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지하1층 소담샘 PC좌석 07:00~23:00 07:00~23:00 07:00~23:00

1층 24시열람실 일반(노트북)열람실 24시간 24시간 24시간

2층 인문자료실(3F) 자료열람실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3층 사회·역사자료실2) 자료열람실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4층 과학기술자료실 자료열람실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5층 국학자료실 자료열람실 09:00~17:00 휴실 휴실

5층 대학원열람실 일반(노트북)열람실 06:00~23:00 06:00~23:00 06:00~23:00

6층 6층 1열람실 일반(노트북)열람실 24시간(06:00~23:00) 24시간(06:00~23:00) 24시간(06:00~23:00)

6층 6층 2열람실 일반(노트북)열람실 06:00~23:00(휴실) 06:00~23:00(휴실) 06:00~23:00(휴실)

6층 가온마루 PC좌석 24시간 24시간 24시간

1)  ( )안의 시간은 방학 중 변경되는 시간을 의미함

2)  사회·역사자료실(중앙도서관 3층)은 2층 또는 4층 자료실의 내부계단을 통해 출입

ⓒ 한국대학신문

http://library.yonsei.ac.kr
http://facebook.com/yonsei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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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안내

층수 실명

B1 솟을샘(매점), 소담샘(PC이용), 본뜰샘(생협 복사실), 책갈피(도서관학생자치회), 사물함 보관소

1F
24시열람실, 24시열람실(노트북), 무인도서반납기/전자결제시스템, Library concierge, Privileges 
office

2F 인문자료실, 대출/반납 데스크

3F 사회·역사자료실

4F 과학기술자료실, 특수자료실, 장애학생열람실, 세미나룸

5F 국학자료실, 고문헌 서고, 대학원열람실, 유료 사물함

6F
1열람실(노트북), 1열람실, 2열람실(노트북), 2열람실, 가온뜰(휴게공간), 가온마루(PC이용),
세미나룸, 늘라온(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유료 사물함

인문자료실(중앙도서관 2층) (☎ 02-2123-3320) 
총류, 철학, 종교, 어학, 문학 분야의 일반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사회·역사자료실(중앙도서관 3층) (☎ 02-2123-3321) 
사회과학,역사, 경영, 예술 분야의 일반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과학기술자료실(중앙도서관 4층) (☎ 02-2123-3327~8) 
순수과학, 응용과학 분야의 단행본 도서와 연세대학교 석박사 학위논문, 특수자료, 대만한학자

원, 우수학술도서, 교수저서, 윤동주시문학자료컬렉션 국회전자도서관 전용 P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학자료실(중앙도서관 5층) (☎ 02-2123-6315) 
국학자료실에는 국보급 귀중고서를 포함한 약 10만 권의 고서와 구한말 일제시대에 발행된 신

서 귀중본, 기독교 관계 고문헌, 마이크로폼 자료, 개인문고 등이 소장되어 있다. 특히, 국학 연

구의 산실로서 국내 유일본 및 희귀본 등 사료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다수 보존하고 있다.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 이용시간

층수 실명 종류
월~금요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토요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일/공휴일 이용시간
(방학 중 변경시간)1)

1층 Y-Valley 창의공간 08:00~23:00 08:00~23:00 08:00~23:00

1층 Makerspace 3D프린터/스캐너 09:00~18:00 휴실 휴실

2층 Information Commons PC좌석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3층 멀티미디어센터 자료열람실, PC좌석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4층 대열람실 일반(노트북)열람실 08:00~23:00 08:00~23:00 08:00~23:00

5층 Research commons 자료열람실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6층 법학도서관 분관 09:00~21:00(09:00~20:00) 09:00~15:00 휴실

1) ( )안의 시간은 방학 중 변경되는 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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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안내

층수 실명

1F Y-Smart Space, Y-Scape, Y-Valley, Makerspace, 전시실, 보존서고 1~2

2F Information Commons A/B, Y-DEC, IT Help Desk

3F 멀티미디어센터(미디어감상실, 미디어제작실, 프레젠테이션룸, 멀티미디어교육실, XR Lab)

4F 대열람실(일반열람실 1~2, 노트북열람실)

5F Research cammons(교수열람실, 복사실, 세미나룸), 도담샘(수유실)

6F 법학도서관(장기원기념실, 세미나룸)

7F 장기원국제회의실, ICONS, 미래융합연구원, 바른ICT 연구소, 법학연구원, 국가관리연구원

8F 카페테리아, 옥상정원

Y-Valley, Makerspace(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 02-2123-6341)

Y-Valley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하고 협업하면서 미래형 기술과 플랫폼

을 활용하여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Idea Commons, Makerspace, 

Media Wal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Makerspace에서는 3D프린터 및 스캐너와 각종 공

작도구, IoT, VR, Data Technology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지원단과 연계하

여 각종 교육 및 창업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Information Commons(연세·삼성 학술정보관 2층) (☎ 02-2123-6200) 

Information Commons는 협업부스, 학술정보검색코너, 과제수행코너, 인터넷 검색 코너, 노

트북 코너, 장애인 전용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캐너,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 협업부스는 

4~5인이 이용가능한 그룹스터디룸으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멀티미디어센터(연세·삼성 학술정보관 3층) (☎ 02-2123-6304) 

학술,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 영화, 어학 등 다양한 주제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

며 VOD/DVD, Blu-ray/DVD/VHS, 어학/오디오 코너로 구성된 총 204석의 열람석이 있다. 또

한 이용자들이 직접 촬영 및 편집을 할 수 있는 미디어제작실과 멀티미디어 편집 코너가 있으

며, 40석 규모의 미디어감상실은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고, 4개의 프레젠테이션룸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Research Commons(연세·삼성 학술정보관 5층) (☎ 02-2123-6300) 

전 주제분야의 학술지와 참고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회전자도서관 경영/경제DB 전용 PC도 

이용 가능하다. 모든 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할 수 있다. 또한, 

전문사서와의 상담을 통해 학술정보 활용 및 교육, 연구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학도서관(연세·삼성 학술정보관 6층) (☎ 02-2123-6352)

법학 관련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도서, 학위논문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법학 유관 분야 및 로

스쿨 특성화 분야의 다양한 장서와 UN 기탁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실 내에 자료열람석과 

정보검색석, 그룹스터디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법학주제전문사서로부터 학술정보상담, 

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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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건물명: 중앙도서관 중  ,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학

•   반드시 ID카드를 지참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출입게이트에 체크하여야 함

•   ID카드 미소지자와 외부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안내데스크( 학 1F)에

서 방명록 작성 후 출입 가능함

▶ 좌석/PC 이용

일반열람실( 중  1F/5F/6F 학  4F), 노트북열람실( 중  1F/5F/6F 학  4F)

•   이용방법:  사용 당일 홈페이지, KIOSK 또는 모바일앱 “mY-Seat2”를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

며 사전 예약 불가

•   이용시간:   1회 최대 4시간으로 당일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 가능(시험 및 방학 기간에는 시간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이용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가능함)

IC: Information Commons( 학  2F) 

•   인터넷검색코너, 과제수행코너, 학술정보검색코너, 노트북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PC 및 스

캐너, 프린터 사용 가능

•   이용방법:  사용 당일 홈페이지, KIOSK 또는 모바일앱 “mY-Seat2”를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며 

사전 예약 불가

•   이용시간: 1회 최대 2시간으로 2회 연장 가능

•   Express Internet( 학  2F)의 PC는 좌석 배정 없이 1시간 동안 이용 가능

멀티미디어센터( 학  3F) 

•   VOD/DVD, 어학/오디오, Blu-ray, DVD/VHS, 멀티미디어 편집 코너 등 이용 가능

•     이용방법:   사용 당일 홈페이지, KIOSK 또는 모바일앱 “mY-Seat2”를 통해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며 사전예약불가

•   이용시간: 1회 최대 3시간으로 2회 연장 가능

-   기타 멀티미디어센터 시설(미디어감상실, 멀티미디어교육실, 미디어제작실 등)이용은 멀

티미디어센터(☎ 02-2123-6304)로 문의

※   멀티미디어 자료는 원칙적으로 멀티미디어센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강의에 필요한 자료일 

경우 제한적으로 수업시간 대여를 허용

※   IC와 멀티미디어센터의 컴퓨터는 배정받은 후 30분 이내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됨

▶ 시설/기기 이용

그룹스터디룸

•   종류: IC협업코너( 학  2F), 프레젠테이션룸( 학  3F), 세미나룸( 학  5F/6F 중  4F/6F) 

•   이용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Y-Seat2”를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

- 사용일 7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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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당일 홈페이지, KIOSK 또는 모바일앱, “mY-Seat2”에서 입실인증하고 층별 안내 데스

크에 사용 알림 후 입실(단, IC협업코너는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

- 예약시 실별 최소 필요 인원: 10인실-5명, 8인실-4명, 5~6인실-3명

- 예약 취소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Y-seat2”에서 가능

•   이용시간: 1회 최대 2시간 이용 가능(1일 2회까지 예약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

•   주의사항:   예약 후 이용 시간 30분 이내에 대표 예약자가 홈페이지, KIOSK “mY-Seat2”앱에

서 입실인증 해야 하며, 미인증 상태로 30분이 경과되면 예약이 자동 취소됨

사물함

•     일반사물함:   학생 자치 동아리인 “책갈피”와 대학원 “원우회”에서 매학기 추첨을 통해 학생

들에게 무료 배정(학기 초 공지사항을 잘 확인!)

•     1일사물함( 학  1F/3F):   ID카드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으로, 당일에 한해 자유 이용. 

당일 내에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패널티가 적용됨 

•     유료사물함( 중  5F/6F): 유료로 이용하는 전자사물함

▶ 이용자 서비스

•   원문복사 서비스:   비소장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복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복사 비용

의 50%를 지원함

•   상호대차 서비스:   국내 9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

여대, 한양대, 홍익대)과 KERIS 상호대차 협정기관, 해외도서관(OCLC, 

Subite 등) 소장 단행본 자료의 대출 서비스

•   희망도서 신청: 학술정보원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비소장자료 신청 서비스

•   우선정리 서비스:   도서관에 입수되어 도서상태가 ‘정리중’인 자료에 대해 우선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예약도서 대출: 대출 중인 자료를 예약, 우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   서가에 직접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원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02-2123-3309)

•   동문 서비스/회원제 서비스:   동문회원 및 일반회원을 위한 도서 대출 및 복사서비스 

(☎02-2123-3310)

•     기타 서비스: 대출 도서 반납, 출입증 발급, 이용자 등록 등

▶ 대출/반납

•   홈페이지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대출상황 확인 후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대출창

구에 ID카드를 제시하고 대출 또는 무인대출/반납기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반납 가능

•     대출 자료는 예약자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단, 일부 자료는 연장 불가)

•   대출한 자료는 도서반납데스크( 중  2F), 무인반납함( 학  3F)에서 반납 가능(단, 분관 자료는 

해당 분관에 반납)

•      무인도서반납시스템( 중  1F): 24시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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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더우드기념도서관

	 http://uml.yonsei.ac.kr 

☎  032-749-3300

	 umlibrary@yonsei.ac.kr

	 http://facebook.com/ysuml 

연세인을 위한 무한 상상/소통 공간,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송도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언더우드기념도서관은 2013년 

4월 1일에 개관했다. 130년 전에 연세의 씨앗을 뿌리기 위

해 인천에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하며 언더

우드기념도서관(Underwood Memorial Library)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간단히 ‘UML’이라 부른다.  

건물 위치

국제캠퍼스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의 3,400여평으로 특색있는 여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학습 공간과 사색 공간은 물론, 협업실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편집실 등의 공간이 다채롭게 배치되어 있다.

•   전망이 좋은 열람석,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룸과 개인용 프리미엄 감상석, 바다 조망이 

가능한 1인용 사색소파인 ‘팡세’와 1인 학습용 캐럴석 등은 UML의 차별화된 공간들이다.

▶ 운영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월-금 토 월-금 토

08:30-24:00 09:00-18:00 09:00-18:00 휴관

* 학기 중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 및 2층 멀티미디어센터는 09:00 부터 21:00까지 운영

* 시험기간 및 그 전 1주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24:00까지 확대 개방 

* 평상 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 출입

•   도서관 출입 시 출입 게이트에 ID카드 또는 모바일 학생증을 대고 인증

•     ID카드 및 모바일 학생증 미소지자는 지하1층 출입구에서 학번으로 신분 확인 후 출입 가능

※   ID카드 재발급 중인 학생은 모바일 학생증 이용

http://uml.yonsei.ac.kr
mailto:umlibrary@yonsei.ac.kr
http://facebook.com/ys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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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공간 안내

•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PC와 멀티미디어 감상석, 그룹스터디룸 등을 집중 배치

하고 PC, 멀티미디어 자원을 활용한 과제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   지상 4층부터 6층까지는 단행본, 학위논문, 잡지 등의 자료가 주제별, 용도별로 배치되어 있

는 자료열람실 구역이다. 각 층별 상세 공간 배치는 다음과 같다.  

B1
커뮤니티 라운지 /  
Creative Talks, 아트갤러리, 커뮤니티 PC, IT Help Desk & 3D Printing

1F
인포메이션 커먼스 /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 자가대출 반납코너, Library Information

2F
멀티미디어 센터 / 
미디어 열람석 및 감상실·제작실·편집실, 시네마룸

3F
협업 파크 / 
학술정보교육실, 그룹스터디룸, PC 익스프레스 구역

4F
창의 열람실 / 
강의·RC추천도서·신간·SIT 자료, 지식인의 창, 팡세

5F
자료 열람실 / 
장서(청구기호: 000-699), 캐럴, 그룹스터디룸

6F
자료 열람실 / 
장서(청구기호: 700-999), 캐럴 
학위논문, 장애학생 열람실

7F
국제회의실 / 
세미나룸, 무인휴게실, 테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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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석/ PC 등 시설 이용

열람석/팡세        , 열람석 5F  6F  

•   사용 당일 KIOSK 또는 “mY-seat2” 앱을 통해 좌석을 배정 받아 이용 (※ 사전 예약 불가)

•     이용시간은 1회 최대 4시간이며 2회 연장 가능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부터 연장 가능)

•     KIOSK는 지하1층부터 6층까지 각 층에 1~4대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편한 위치에서 발권하

여 이용

멀티미디어 센터 2F

미디어열람석 (일반석, 프리미엄석, 2인석, PC석, IPTV석, 음악감상석)

•   사용 당일 KIOSK 또는 “mY-seat2” 앱을 통해 좌석을 배정 받아 이용 (※ 사전 예약 불가)

•     이용시간: 1회 최대 3시간. 1회 연장 가능

Cinema Room I (9인실), II (6인실)

•   사용일 7일 전부터 당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mY-seat2” 앱에서 예약 후 이용

•     실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인원은 3명임

미디어편집실 I (1인석), II (2인석)

•     사용 당일 KIOSK 또는 “mY-seat2” 앱을 통해 좌석을 배정 받아 이용

•   이용시간: 1회 최대 3시간. 1회 연장 가능

미디어제작실, 미디어감상실 (38석)

•      홈페이지 ‘Services > 이용안내 > 시설안내’에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로 신청

•     이용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원칙상 당일 예약은 받지 않음

•      이용문의: 멀티미디어센터 (내선 3323)

그룹스터디룸 3F  5F

•   사용일 7일 전부터 당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mY-seat2” 앱에서 예약 후 이용

•    예약 시 실별로 최소 필요 인원 충족해야 함 (6인실-3명, 8인실-4명, 13인실-7명, 16인실-10명)

PC B1  1F  3F  4F

B1층 Community PCs, 1층 Information Commons

•   사용 당일 현장에서 KIOSK 또는 모바일앱 “mY-Seat2”를 통해 발권 후 좌석을 배정 받아 이용 

(※ 사전 예약 불가)

•   이용 시간: 1회 최대 3시간. 1회 연장 가능

3층 PC Express Zone 

  별도의 예약이나 좌석 배정 없이 로그인 후 1시간 이용 가능. 연장 불가

각 층 자료검색 PC

  별도 로그인없이 사용가능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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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럴 5F  6F

•   사용일 7일 전부터 당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mY-seat2” 앱에서 예약 후 이용

•   이용자별로 사용 권한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 중이므로 확인 후 이용

5층 10석 (5D01-5D10)

- 이용 대상: 모든 이용자

- 이용 시간: 1회 최대 12시간, 당일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6층 3석 (6D01-6D03)

- 이용 대상: 교원, 연구원, 직원

- 이용 시간: 1회 최대 12시간, 당일에 한해 1회 연장 가능

6층 7석 (6D04-6D10)

- 이용 대상: 장기간 연구 공간이 필요한 논문학기 대학원생 및 교원

- 이용 시간: 1회 최대 90일. 연장 불가

- 홈페이지 ‘Services > 이용안내 > 시설안내’에서 캐럴 장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로 신청

장애학생 열람실 6F  

•   높낮이 조절 책상, 저시력용 독서확대기, 무선송수신기, 골전도 무선헤드셋, 쇼파 등 장애학

생의 학습 편의 시설을 갖춘 열람실을 설치/운영 중임

•   이용문의: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 (☎032-749-3311)

사물함 B1  

•     유료 전자사물함이며, 일/월 단위로 선택하여 사용

•     이용문의: KH테크 (☎1661-5820)

▶ 자료 이용 방법: 검색과 대출/반납/연장, 소장위치 등

•   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도서명, 저자,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여 자료의 소장처와 청구

기호,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가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 이용

•   대출 시에는, 각 자료실 입구에 설치된 ‘무인대출기’를 이용하거나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데

스크에서 대출 가능

•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센터데스크와 1층 무인반납기에서만 가능하며, 

반납기한을 넘긴 자료는 1일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고 연체기간 동안은 다른 자료의 대

출과 예약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

예약 Tip!
•  예약을 통해 사용하는 시설(Cinema Room, 그룹스터디룸, 캐럴 등)은 사용일에 반드시 

KIOSK 또는 “mY-seat2”에서 현장인증(입실확인)을 해야 한다. 예약시각으로부터 30분 안

에 현장 인증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됨.

예) 그룹스터디룸을 09:30 부터 사용하기 위해 예약했다면, 10:00 전에 발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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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 자료는 다음 예약대기자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의 ‘My Library’에서 본인

이 직접 연장할 수 있음 (2회까지 연장 가능)

•   특히 4층 창의열람실에 소장된 도서는 자료 용도나 형태 등에 따라 ‘컬렉션’으로 구분되어 각

각의 서가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검색 후 자료의 소장 층뿐 아니라 서가위치를 정확하게 알

고 자료를 찾아야 함

자료별/컬렉션별 소장위치 안내

층 소장 자료

1층 지정도서*, 예약도서, 캠퍼스대출 요청 도서

2층 RC미디어, 지정미디어, 멀티미디어자료

4층

신간도서, 기본강의도서**, 교양영어교재, RC추천도서, 글로벌융합공학부연구도서, 

여행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참고도서, 

KLT(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한국문학번역도서) collection

5층 일반 도서(청구기호 000-699)

6층 일반 도서(청구기호 700-999), 학위논문

*   지정도서는 교수의 요청으로 대출기간을 짧게 지정한 자료로, 24시간 동안 대출가능하고 지정

미디어는 3시간 대출가능하며, 지정도서와 지정미디어의 연체료는 시간당 100원이다.

**   기본강의도서는 국제캠퍼스에 개설된 교과목에 사용되는 도서로, 수업계획서 상의 도서와 

과제 수행 관련 도서로 구성 

도서 대출 정책

구분 대출 권수 대출 기간

재학생

(휴학생)

학부생 15권 15일

석사과정 30권 30일

박사과정 40권 30일

연구원 30권 30일

강사 / 직원 40권 / 30권 60일

교원 100권 90일

*  휴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도서대출 신청 및 담당자 승인 후 이용 가능(Services > 신청/예약 > 

휴학생 도서대출 신청)

자료 이용 Tips!
•  자료 대출/반납 위치: 대출은 각 층에 설치된 무인대출기에서 가능하지만, 반납은 1층에서만 

가능하다. (단, 멀티미디어 자료는 2층에서만 가능)

•  신촌에서 대출한 도서라도 UML에 반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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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대출 정책

•   ‘RC 미디어’로 지정된 자료는 관외대출 가능. 신촌과 달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RC 

교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세부적인 멀티미디어 이용방법은 아래를 참고.

자료구분 RC 미디어 그 외 모든 자료

대출 방법 관외 대출 관내 열람

1회 최대 대출 개수 4개 대출 권수 내 최대 10개

이용 시간 1박 2일 3시간

연장 불가능 불가능

연체료 100원/일 100원/시간

* 교원 6박 7일, 직원 4박 5일간 관외대출이 가능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 신촌-국제 및 미래-국제 도서배송서비스: 신촌/미래에 소장된 도서 이용 방법

•   신촌/미래캠퍼스에 소장된 책을 대출하고 싶은 경우, ‘소장정보’에서 ‘캠퍼스 대출’버튼을 클

릭한 후, 자료 찾는 장소를 ‘언더우드기념도서관’으로 지정.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배송 소요시간: 신촌 도서 - 24시간 이내 (낮 12시 이전 신청 시 오후 4시경 수령 가능) / 

 미래 도서 - 한 주에 택배를 통해 평균 1~2회 배송 및 수령, 도착 시 LMS로 안내

•   배송도서 찾는 장소: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 (1층, ☎032-749-3301)

▶ 비소장 자료 신청 

•   희망도서 구입: 원하는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Services > 신청/예약 > 자료구입신청)

•   문헌복사: 국내외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복사하여 제공

•   상호대차: 전국 대학도서관 및 해외도서관(OCLC 가입학교)의 도서 대출

※ 홈페이지: Services > 신청/예약 > 상호대차, 원문복사 신청

▶ 복사/출력/스캔

•   무인복사/출력코너: B1F, 1F, 4F   •스캔코너: 4F

※ 출력/복사를 하기전에 먼저 I-PRINT에서 개인계정 생성 필요

▶IT Help Desk & 3D Printing (☎032-749-3319)

•   IT Help: PC문제, 소프트웨어 설치, 무선인터넷 등 IT상담 서비스를 제공

•   3D Printing: 연세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팅 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기

•   자료 및 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문의 가능 (  umlibrary@yonsei.ac.kr)

•   홈페이지의 ‘사서에게 물어보기’에 문의하면 당일 또는 익일에 e-mail로 답변

•   도서관 서비스 시간을 참고하여 아래 각 서비스 데스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mailto:umlibrar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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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에티켓!
•   도서관의 모든 자료와 시설은 다른 학우들을 위해 내 것처럼 소중히 다뤄 주세요.

•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   타인의 학생증으로 출입/대출/좌석을 이용하면 안 돼요.

•     허용되지 않는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도서관 이용규칙을 위반할 경우 도서관 이용에 제재를 

받게 돼요.

위치 서비스 안내

1층
이용자통합서비스데스크 (☎ 032-749-3300, 3301)
자료반납/대출(일반도서, 지정도서, 예약도서, 신촌 및 미래캠퍼스 배송도서), 연체료, 
문헌복사/상호대차, 이용자 등록

2층
멀티미디어서비스 데스크 (☎ 032-749-3302)
멀티미디어자료 대출반납, 멀티미디어 추천서비스, 미디어감상실/제작실 운영, 
멀티미디어 제작 교육, 캐럴 운영

4층
학술정보상담(☎ 032-749-3304)
정보검색/자료이용 상담 및 교육, 강의지원, 자료추천,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 M서비스란?

Mobile, SNS와 오프라인 도서관을 결합하여 자료-이용자-사서간의 소통을 추구하는, 언더우

드기념도서관에서 최초로 개발한 융복합형 IT서비스이다. M서비스로 도서관 속의 또 다른 도

서관을 경험해 보자.

•   Books for You 

각 자료열람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Books for You에서 신착자료, 사서추천 컬렉션, 스마

트 추천 등을 통해 여러 자료를 추천받을 수 있다. 

•   Creative Talks 

지하 로비에서 TED 강연, Visual Art,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다. 비정기로 오프라인 강연 등도 개최된다.

•   Art Gallery

지하1층, 4층에 설치된 Art Gallery에서는 Vimeo, Flickr, Facebook 등에서 사서가 선정한 작품

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벤트나 강의에서 제작된 학우들의 작품도 비정기적으로 전시된다.

•   Library Information 

1층에 설치된 4개의 60인치 스크린에서 캠퍼스 맵, 도서관 시설 안내, 이벤트, 추천 영상 자

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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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프로그램

1  영어글쓰기 튜터링 서비스(English Writing Tutoring Service, EWTS)

	 http://cets.yonsei.ac.kr

	 외솔관 221-2 ELI LAB 

	 cets.yad@hotmail.com  

영어글쓰기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컨설턴트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

는 영어글쓰기 상담 기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영어 글

쓰기 실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글의 내용과 구성에 관해 조언해 준다. 단순한 문법 오류 첨삭이 

아닌, 학생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 서비스 제공시간: 홈페이지 참고

※ 매 학기 개강 초에 홈페이지에서 운영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할 것! 

※ 운영시간 외에는 전화로 문의하지 말고 이메일로 문의할 것!

※ 방학과 공휴일, 시험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교수학습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http://ictl.yonsei.ac.kr

	 백양관 N208, N210호

☎	02-2123-6999, Fax 02-2123-8613

	 ictl@yonsei.ac.kr

교수학습혁신센터는 바람직한 학습문화 조성과 학습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을 연구·개발하여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돕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교수학습혁신센터 홈

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신청 및 접수기간은 YSCEC 및 학교 홈페이

지에 공지된다.

▶ 튜터링 프로그램

특정 교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튜터(tutor)와 그 과목의 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튜티

(tutee)가 팀을 이루어 함께 공부하는 학생 주도의 협력학습 프로그램이다.

구분 튜터(tutor) 튜티(tutee)

참가자격
•해당교과목에서 A-이상의 학점을 받은 학부생
•휴학생도 가능

•  해당 교과목학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   특전: 튜터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자원봉사인증서가 발급됩니다. 

http://cets.yonsei.ac.kr
mailto:cets.yad@hotmail.com
http://ictl.yonsei.ac.kr
mailto:ict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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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튜터링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우리대학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

며, 튜터 1인당 튜티 2~5명으로 구성된다. 

학과단위 튜터링

같은 전공 소속 학생들끼리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이다. 튜터 1인당 튜티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최대 인원 수에 제한이 없다.

글로벌 튜터링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며,

일반적으로 튜터 1인당 튜티 1~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튜터링(Tutor Created Contents, TCC) 

튜터가 직접 제작한 튜터링 동영상의 내용이 온라인(YSCEC)을 통해서 제공된다. 튜티로 참가 

하고 싶은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 대학생활·학습노하우 공모전 

대학생활·학습관련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고 올바른 학습모델을 제

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학부생 학습·생활 분석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생활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문의: ☎ 02-2123-6999,    ctlearn@yonsei.ac.kr)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인원의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개강좌로 Coursera, 

FutureLearn, K-MOOC 플랫폼에서 우리 대학 MOOC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http://mooc.yonsei.ac.kr ☎	 02-2123-7399

온라인 튜터링 참가 방법
YSCEC(http://yscec.yonsei.ac.kr) 접속(로그인) → 전체강의 목록 → 비정규 과정 → 튜터

링 과목명 검색 → 수강신청 후 강의실 입장(학점이수와 무관) 

http://yscec.yonsei.ac.kr
mailto:ctlearn@yonsei.ac.kr
http://moo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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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 지원

	 http://yis.yonsei.ac.kr 

☎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서비스: 02-2123-4971~2

연세 E-Mail 서비스, S/W 대여 서비스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 먼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실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 인터넷 서비스 

IP-Address 
서비스

- IP-Address 서비스 

※ 사용자 PC의 MAC Address 정보 사전 확인 필요

•확인방법: 시작메뉴 → 실행 → CMD → winipcfg/ipconfig 명령어를 입력

•신청: http://yis.yonsei.ac.kr

→ 화면 중단 [① IP신청]

•문의처: network@yonsei.ac.kr (☎ 02-2123-3411)

E-Mail
서비스

- 연세 메일 서비스

•URL: http://mail.yonsei.ac.kr

•용 량: 무제한 용량 제공

•문의처: sysop@yonsei.ac.kr

DNS 서비스

- 교내 기관，연구실 등의 서버에 Host Name을 부여하는 서비스

•신 청: http://yis.yonsei.ac.kr

→ 화면 중단 [② 도메인(DNS) 신청]

•문의처: network@yonsei.ac.kr

교내 무선
 LAN 서비스

- 교내 공공장소에서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안 내: http://yis.yonsei.ac.kr

→ 화면 중단 [④ 무선인터넷]

•문의처: network@yonsei.ac.kr (☎ 02-2123-3411)

http://yis.yonsei.ac.kr
http://yis.yonsei.ac.kr
mailto:network@yonsei.ac.kr
http://mail.yonsei.ac.kr
mailto:sysop@yonsei.ac.kr
http://yis.yonsei.ac.kr
mailto:network@yonsei.ac.kr
http://yis.yonsei.ac.kr
mailto:networ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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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소프트웨어 사용

• 문의처: 학술정보관 2층 Help desk (☎ 02-2123-4971~3)

종류

- 캠퍼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제품

• MS Windows 및 MS Office (연구/행정/업무용 한정 계약)

• 한컴오피스

• 통계패키지 (SPSS / SAS)

• PC 바이러스 백신 (V3, 알약)

• Adobe제품군

• 알툴즈 제품군

▶ IT민원 접수 처리 및 담당부서 안내서비스

민원 처리 

내용

- PC 일반 민원

-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및 사용안내

- 기타 IT 관련 민원 처리 및 담당 부서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접수: 학술정보원 2층 Help desk

- 홈페이지 QnA: http://yis.yonsei.ac.kr → 화면 상단 [GET HELP]

- E-mail 문의: helpdesk@yonsei.ac.kr

- 전화상담: ☎ 02-2123-4971~3

▶ 기타 서비스

• 문의처: 백양관 S310호 관재팀 원스톱지원서비스 (☎ 02-2123-4000)

음향지원

서비스

- 교내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지원과 본관, 공관, 루스채플 등의  음향지원

  • 소규모 행사의 음향지원은 이동형앰프 대여서비스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위성 CATV

시설 운영

- 교내 위성수신시설을 운영하여 교내 전관에 위성방송을 송출

  • 수신가능채널: CNN, NHK, BBC 등 17개 채널

4. YONSEI DIGITAL EXPERIENCE CENTER(Y-DEC 와이덱)

	 http://ydec.yonsei.ac.kr

☎	문의처: 02-2123-4564~5

Ydec은 Adobe 사이트와 연계되어 여러가지 Adobe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니 다

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도록 하자.

http://yis.yonsei.ac.kr
mailto:helpdesk@yonsei.ac.kr
http://yde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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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학·취업·창업 지원

1. 장학금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장학금 

	  장학팀, 학생회관 2층 202호 

☎ 학부생 장학: 02-2123-8191, 일반대학원 장학: 02-2123-3234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학생들이 2019년 등록금 대비 약 40%를 교내·외 장학금 혜택을 받

았을 정도로 연세대학교는 장학금 제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

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학금은 크게 1. 교내장학금, 2. 기금 및 교외

장학금, 3.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장학금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장학금이 무엇인지 잘 조사해보고 신청하자!

1  소득분위별 장학금(국가장학금 유형, 연세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외계층의 고등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http://

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세대학

교는 국가장학금 유형을 받는 학생들에게 연세장학금을 추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자료는 각종 장학생 심사 시 참고 자료로 사용되니, 국가장학금 

유형은 꼭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유형의 1차 신청기간은 학기 시작 3~4달 전 즈음, 2차 신

청기간은 개강 즈음이며,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선발기준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도

록 한다(재학생은 1차 신청만 있음).

2  대학배정장학금(진리/자유 장학금)

대학배정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각 대학에서 추천된 자에게 지급되는 진리 장학금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각 대학에서 추천된 자에게 지급되는 자유 장학금이 있다.

• 대 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2.5 이상인 학생

• 신청기간: 6월, 12월 전후

•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저장

• 신청서류: 온라인 장학금 신청서 1부

자유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를 사용하며, 기타 가계곤

란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http://www.kosaf.go.kr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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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장학금 한 눈에 보기

장학금 종류 내 용

연세장학금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유형을 포함하여 일정액 지급

대학배정장학금

(진리/자유장학금)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평량평균 2.50 이상인 신청자중 성적이 우수한 학

생에게 진리장학금을,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자유장학금을 지급

연세특별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자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 3% 이내의 최우수학생을 선발(예체능계열,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제외)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2학기 동안 지원하며,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 평량

평균 3.5 이상이어야 계속 수혜 가능하고 계속수혜조건 미달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  연세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 중 ‘연세우수학생선발위원회’에서 입학정원 1%이내의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발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8학기 동안 지원하며, 기숙사 입사시 기숙사비를 지

원하고 개인별 지도교수를 배정

•   직전학기 평량평균 3.5 초과해야지 계속 수혜가 가능하며, 계속 수혜 조건총 3회 미

달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연세한마음장학금

•  연세한마음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전액과 매학

기 교재비를 지원(단, 총 지원액은 국가장학금 유형이 포함되며, 연세한마음 장학생

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가계경제상황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유지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1.75이상이어야 계속 수혜 가능하고, 계속 수혜 조건 총 3회 미달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국가고시장학금

•  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기술), 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국가고시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   합격증 사본을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에 제출해야 함

VSP 장학금
Visiting Student Program에 선발되어 해외대학에 파견되는 학생 중 국제처장이 추천

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의 80% 금액을 지급

봉사장학금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학생활동)에 기여하는 학생

에게 일정액을 지급

평화장학금 연세춘추기자 및 연세대학교 교육방송국기자로 종사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근로장학금
직전학기 평량평균 1.75이상인 재적생으로서 매 학기 장학취업팀에 신청하여 선발된 후, 교

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학기 중 120시간)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

국가유공장학금

•  국가유공대상자 본인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량평균 1.40 이상인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 전

액을 지급

•  보훈청에서 ‘대학수업료등면제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에 제출

해야 함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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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전학기 평량평균 1.40이상인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과 계절학기 3학점 수강료 및 매학기 교재비 20만원을 지급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1회, 본인의 경우 연속 2회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을 지급하지 않음

•   관할 구청에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에 제출해야 함

우수선수장학금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우수선수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

신문고장학금
장학신문고제도를 이용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

는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

외국인전형장학금

•  외국인 전형 합격자 중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처에서 선발한 자에게 일정액을 

지급(장학금-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의 지원금액과 기간은 심의를 통하여 차등지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의 경우, 1~2학년은 10학점 이상 3~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해

야 하며, 직전학기 평량평균 2.50이상이어야 계속 수혜가 가능

언더우드

우수외국인장학금

언더우드국제대학 외국인전형 합격자 중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 자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3.00이상이어야 계속 수혜가 가능

글로벌융합공학부

장학금

글로벌융합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과 

방학을 포함한 6학기 기숙사비 전액을 지급

글로벌인재대학

우수신입생 장학금

글로벌인재대학 입학 전형 합격자 중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 자에게 일

정액을 지급(장학금-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의 지원금액과 기간은 심의를 통하여 차

등지원, 수혜조건은 입학후 이메일 안내 참조)

3  기금 및 교외 장학금

연세대학교에는 본교 동문이나 개인독지가의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기금장학금이 있다. 기

금장학금은 관련 대학/학과에서 선발하므로 대학/학과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교외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130여개의 다양한 교외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장학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에서 공지하고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대개는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지만, 재단에 따라 선발 조건과 지원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금 명칭 내 용

연세동문장학금

•  최소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평량평균 3.75이상인 재학생(기초학문 전공자 우

선) 또는 사법, 행정, 외무 등 주요 국가 고시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등의 1

차 합격자 중 평량평균 3.0 이상인 재학생 중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성

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등록금 전액 및 교재비(월50만원)를 지급

•  매년 9월 말경 장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

블루버터플라이장학금

(기존명칭-

연경뉴리더블

루버터플라이장학금)

•  경영학과, 경제학부 및 응용통계학과 합격자로서 해당 대학 행정팀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발하여 입학금을 포함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며,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1천만원 지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3.3 이상이어야 계속 수혜가 가능하며, 한

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경영대학 행정팀에 신청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교외장학금

다양한 교외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교외장학금 수혜 자격 및 조건은 교외장학재

단에 따라 상이하므로 장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조건이 되는 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http://www.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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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상담센터: 1599-2000 (월~금 09:00~18:00)

국가장학금의 신청 기간, 선발 기준 및 계속 수혜 조건등의 자세한 내용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연세대 장학 홈페이지(http://www.

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의 공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장학금 명칭 내 용

국가장학금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C학점 경고제: 기초~3분위(구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우수장학금

수시우수유형(이공계)

학교 배정인원 내에서 대학이 추천한 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하여 일정액을 지급

국가우수장학금

수능우수유형(이공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한국장학 재단에서 

선발하여 일정액을 지급

인문100년장학금

학교 배정 인원 내에서 대학이 추천한 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을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선발하여 일정액을 지급

대통령과학장학금

• 과학기술분야 최우수 학생 육성을 위한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한국장학재단에

서 선발하여 일정액을 지급

국가근로장학금 일정 소득분위 학생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게 근로를 통한 생활비 지급

http://www.kosaf.go.kr
http://www.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
http://www.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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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학금 관련 문의 사항
Q. 휴학시 장학금 취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휴학 접수마감기간 이전에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휴학 신청하면 장학금

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일반휴학 접수마감기간 이후에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이 휴학을 하려면, 우

선 학생증을 가지고 학생회관 2층 장학취업팀에 방문하여 ‘장학금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장학

금취소처리가 완료된 후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 시 기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취소됩니다.

Q. 복학시 장학금을 다시 수혜받을 수 있나요?

A.   장학 수혜대상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을 하면, 대학배정장학금(진리/자유)을 반드시 다시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학하기 직전 장학금 신청기간에 다시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고, 재심

사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혜받을 수 있나요?

A.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합니다.(근로장학금은 예외)

Q.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1층)에서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받게 됩니까?

A.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감면(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처리됨)을 하고, 등록금을 납

부한 경우에는 연세포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계좌로 지급처리됩니다.

Q. 교재비는 언제 받게 되나요?

A.   교재비는 학사일정상 휴학처리기간이 끝난 후에 연세포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계좌로 입

금됩니다.

Q. 수강 철회한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철회 후에도 12학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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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상담센터: 1599-2000 (월~금 09:00~18:00)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장학금 명칭 내 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어 학업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제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9~10분위 대학생에게 온라인 직접대출방식을 도입하여 저

리의 이율로 지원하는 대출제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호자가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어

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신청 및 선발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대출 제도

2.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곧 성인! 이제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도록 노력하자. 

여기에서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주로 소개한다. 

▶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아르바이트

• 특징: 매 학기마다 선발. 

자료배열, 복본조사, 기타 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한다.

• 신청:   매 학기 시작 1-2주일 전 언더우드기념도서관 홈페이지(http://uml.yonsei.ac.kr)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ysuml)에 모집공고 게시

근무를 원하는 층에 직접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및 임금: 교내 근로장학금의 조건에 준한다. 

• 선발방법: 각 데스크(1,2,4층)에서 직접 선발 및 개별통보 예정

▶ 채플근로 아르바이트 (국제캠퍼스)

• 특징:   매 학기마다 선발. 채플 진행을 돕는 일을 한다.     

(강사 대기실, 노트북(PPT), 출석 체크, 무대, 식당 외)

• 신청:  매 학기 시작 전 와이섹(http://yscec.yonsei.ac.kr)과 교목실 홈페이지(http://

chaplain.yonsei.ac.kr)에 모집공고 게시

http://www.kosaf.go.kr
http://uml.yonsei.ac.kr
https://www.facebook.com/ysuml
http://yscec.yonsei.ac.kr
http://chaplain.yonsei.ac.kr
http://chapl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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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chapeli@yonsei.ac.kr)로 제출 

• 근무시간 및 임금: 오전 9시-오후 1시 하루 4시간씩 / 학기 중 총 60시간 (2회 중복가능)

임금은 교내 근로장학금의 조건에 준하며, 채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선발방법: 교목실에서 개별통보 예정

• 문의: 국제캠퍼스 교목실 ☎ 032-749-2800

▶ 학교 알선 교외 아르바이트

	커리어연세(http://career.yonsei.ac.kr)

	 학생회관 202호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  02-2123-6677~9

	 jobs@yonsei.ac.kr 

• 특징: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한다.

• 아르바이트는 연세대학교 경력개발시스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확인 후 직접 지원하면 된다.

3. 커리어연세

	 http://career.yonsei.ac.kr

	 학생회관 2층 202호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

☎ 02-2123-6677~9

	 jobs@yonsei.ac.kr

▶ 커리어연세 소개

저학년의 진로탐색부터 고학년의 취업까지 연세인 여러분의 대학 생활 경력 개발을 적극 지원

하는 커리어연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보세요!! 

채용정보 제공

   · 채용설명회 및 상담

   · 취업박람회

   · 추천채용

   · 취업가이드북

커리어탐색

· 카카오톡채널

· 경력개발워크숍

· 선배 네트워크

· 취업상담

mailto:chapeli@yonsei.ac.kr
http://career.yonsei.ac.kr
mailto:jobs@yonsei.ac.kr
http://career.yonsei.ac.kr
mailto:job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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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역량강화

· 직무교육

· 입사서류 지원

· 면접 대비

· 직무적성검사

Resources

· 취업률 통계조사

· 온라인솔루션 제공

· SNS 운영

· 비교과영역 학생지원위원회

Global Career

· 해외기업 현지답사

· 해외취업 설명회

· 해외취업 정보 제공

국가고시 지원

· 합격자 통계

· 특강 및 모의고사

· 국가고시동 입사생 선발

· 정보 수집 및 제공

대학생활 전 주기 경력개발 종합 지원

▶ 커리어연세 프로그램 

채용정보 제공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시 기 대 상

채용설명회 
및 

상담

· 기업과 취업준비생이 만날 수 있는 장 제공

· 교내 학생회관 2층, 공학원, 공학관 등에서 기업의 채용설명회와  

  상담 진행

수시
(3,4월, 
9,10월 
집중)

전학년

취업박람회

· 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을 위한 박람회 개최

· 3일 간 약 150개의 기업이 백양누리에서 채용부스 설치 운영

· 부대행사: 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대일 컨설팅, 대기업/공기업/외국계  

                    특강

9월 초 전학년

채용 추천
(정규직, 및 

인턴)

· 기업의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추천

· 추천자 서류전형 면제 등 혜택(이후 전형 절차는 일반 채용과 동일)

      - ‘취업플래너’ DB에서 추천채용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능력, 특기,  

     자격, 경험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상자 추천

수시 3,4학년

커리어연세 
채용공고

 · 커리어연세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채용

    정보 제공 
수시 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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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YSCEC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공지

기업 공채 대비 교육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시기 비고

서류 대비

입사서류 

일대일 컨설팅

· HR전문컨설턴트 입사 서류(자기 

  소개서) 컨설팅

2월, 3월, 
8월, 9월

입사서류 

온라인 클리닉

· 커리어연세 온라인 전문 컨설턴트 

  가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

· 입사서류 제출 직전 최종 점검 목 

  적으로 활용 가능

상시
영문/국문 각각 학
기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시험 대비

기업별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 대기업 모의 직무적성검사 응시  

  기회 제공

· 삼성, LG, SK, CJ 등

기업 공채 일정
에 맞추어 4월, 
10월에 기업별 

한 차례씩

면접 대비

실전 대비 

모의 면접

· 자소서 기반, 토론, PT, 임원 등  

  유형별 모의 면접 응시 기회 제공

기업 공채  

일정에 맞추어  

5월과 11월 경

면접 통보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시행 

VR 모의 면접
·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기업별/직무별 VR 모의 면접 체험
상시

특강 및 워크숍

구분 내용 시기 비 고

직무별 특강
(커리어워크숍)

· 직무별 특성 파악 

· 취업 대비 전략 수립

연중 수시
(월 2회 가량)

기업별 특강

· 대기업/공기업/외국계 등 기업 분류에  

    따른 특성 파악

· 채용 전형별 대비 전략 수립

연중 수시

 * 수요에 따라 채용 전형 대비, 진로 설정 등 취업을 위한 특강, 워크숍 등 수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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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선후배 네트워크)

구분 내용 시기 비 고

취업멘토링

· 다양한 기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현직자 멘토와 

  재학생들이 만나 취업 및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수시

온라인멘토링

· 커리어연세(경력개발시스템)에 등록된 현직자 

  멘토와 주고받는 온라인 Q&A

· 멘토: 우리대학교 동문 중 자원을 받아 등록

상시

재직동문간담회
(선배와의 만남)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금융공기업에  

  입사한 동문과 채용 설명회, 질의응답, 채용  

  전형 경험담 및 관련 정보를 나누는 간담회

3~4월 중 기업별 

한 차례씩

우리대학교 학생에 

한하여 관련 자료집 

상시 배부

온라인 리소스

구분 주소 목적

카카오톡채널
(구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qxgdtj

· 커리어연세 프로그램 홍보

· 일대일 채팅 Q&A

· 카카오톡에서 “커리어연세” 검색

· 친구 추가 이벤트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areer.

yonsei/

페이스북 https://fb.me/careeryonsei6677

잡플래닛 https://www.jobplanet.co.kr/ · 기업정보, 기업분석리포트

캐치카페 https://www.catch.co.kr/ · 다채로운 취업정보 콘텐츠 제공

에듀스 http://u.educe.co.kr/jobyonsei · 온라인취업솔루션

▶ 글로벌 커리어 지원 

• 해외기업 현지답사단

      -  일본, 홍콩 등 해외기업 답사

     -   연1회, 참가자 10~15명 선발  

     -   기업탐방, 인사담당자 설명회 및 Q&A, 재직동문과의 만남 등

▶ 국가고시 지원 

•  홈페이지: https://exam.yonsei.ac.kr

•  지원범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 

                 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http://pf.kakao.com/_qxgdtj
https://www.instagram.com/career
https://fb.me/careeryonsei6677
https://www.jobplanet.co.kr/
https://www.catch.co.kr/
http://u.educe.co.kr/jobyonsei
https://exa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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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국가고시 대비 특강 및 모의고사
각 국가고시 1차, 2차, 3차시험을 대비하여 시기별 · 단계별로 특강 및 

모의고사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저명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실시

국가고시 합격자 1:1 상담

국가고시 합격자와의 1 : 1 상담을 통하여 수험생활을 효율적으로 시작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속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음

무악4학사 국가고시동 입사생 선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 일정조건이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국

가고시동에서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국가고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고시별로 최신 수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가고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현직 동문과 합격자들을 통해 동기 부여

- 국가고시 안내 핸드북 제작 및 배부

- 국가고시 설명회 실시

-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축적된 수험 정보 제공

고시반 현황(2019학년도 2학기)

대학명 고시실명 고시명 지도교수

문과대학 양영재 5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 등 이기학

상경대학 경우회 / 경현재 5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 조하현

경영대학 경우회 / 경현재 공인회계사 윤대희

공과대학 기연재 5급 국가공무원 공채(기술) 김태연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화백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김성호

행정학과 화백실 5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 양재진

언론홍보영상학부 화백실 언론사시험 이상엽

교육과학대학 육연서당 5급 국가공무원 공채(행정) 등 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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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http://venture.yonsei.ac.kr

•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검색하기에서 ‘연세대학교창업지원단’을 검색 

 - 또는 http://pf.kakao.com/_iUbpT / QR코드로 검색 

• 대표 연락처

신촌 공학원 211호 02-2123-4315 

국제 Y플라자 B2 18호 032-749-4412

▶ 소개 

•  학내 창업지원 전담기구로 창업교육, 학생창업활동 지원, 투자연계 등 창업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지원

-  준비된 벤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초기 창업 아이템 구체화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에 근거하여 지원금 차등 지원(팀당 평균 200만원)

• 창업공간 제공

-  우수한 학생 창업팀을 발굴하여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지속가 

 능한 기업으로 육성

 - (신촌) 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학술정보원 Y-Valley 내 공유형 창업공간 ‘Incubating 

Eagle’ 제공

 - (국제) 년 1회 선발하여 Y플라자 4개실(B214~B217호)제공

• 스타트업 인턴십 교과목

- 창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 시 성

공적인 시작을 돕기 위해 대학이 인정하는 스타트업 인턴십 활동에 대하여 학점(계절학기, 

3학점)을 부여 

• 창업강좌

- 창업관련 학점과목 20개 운영(119~120쪽 참조)

http://venture.yonsei.ac.kr
http://pf.kakao.com/_iUb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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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친화적학제

-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사제도

구분 활동내용 마일리지 점수 점수

창업(준비)휴학

창업준비

휴학

· 대상 : 예비창업자로 창업활동을  활발 

             하게 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낼 예정인 자
· 1학기 심의 시기 :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심의 시기 : 당해년도 6월 중

· 창업(준비)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 : 최대 1회(1년)만 신청 가능

창업휴학

· 대상 :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지속하 

             고 있는 대표(공동대표 포함)

· 기간 : 창업준비휴학을 포함하여 최대  

             2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실습

· 대상 : 창업을 준비하며 창업동아리로  
             소속되어 있고, 창업교과를 1개  
             이상 수료한 학부생

· 심의 시기 : 창업(준비)휴학과 동일

· NP시 추후 신청 불가

· 학점 : 한 학기 3학점
            (총 12학점 인정 가능)

· 인정과목 : 일반선택

창업현장

실습

· 대상 : 창업을 완료하고 창업일 기준 6개 
             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공동대표 포함)

· 학점 : 한 학기 최소 3학점 ~ 최대 6학점
            (총 15학점 인정 가능)

· 인정과목 : 일반선택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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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 강좌

• 창업 교과과정 체계도 : 기업가 정신 함양에서 기술창업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   창업 교과명 체계 : 창업교과 체계에 따른 창업교과번호 추가 부여

창업 교과목 (2019년 기준)

구분 과목명 내용 학정번호

1 창업102:기업과 기업가정신 기업과 기업가정신 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ENG2000-01

2 창업103:21C기술경영 성공 스타트업 기업 대표의 기업가정신 특강 ENG3012-01

3
창업204:현대사회생활과 지식 

재산의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지식 습득 YCH1605-01

4 창업207:스타트업만들기 팀프로젝트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BIZ2123-01

5 창업208:린스타트업과 고객발굴 린캔버스를 이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ENG2112-01

6 창업301:스타트업창업실전 실습 위주의 창업실무교육 ENG2113-01

7 창업303:창업하기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 BIZ4182-0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구분 창업기초 아이디어의 발굴 창업실무 창업체험 기술창업

목표 기업가 정신 함양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하기 소셜 벤처, 인턴십 기술창업 전반

학부생 대학원생

창업101: 한국의 빌게이츠를 향해

창업단계 및 대상에 따른 번호 부여

•1: 창업 1단계 과목 / 2: 창업 2단계 과목

•1~4: 학부생 대상 / 5: 대학원생 대상

01~19: 개설과목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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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창업304:X-Design 창업기업의 문제 해결 및 시제품 제작 ENG3404-01

9 창업401:창업기업컨설팅_uCAN
창업기업 매칭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프로세스  

체험
BIZ4190-01

10
창업402:소셜벤처프로젝트_

uSEE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지원 BIZ4186-01

11 창업403:스타트업 부트캠프 고객 니즈에 기반한 MVP 기획 BIZ4199-01

12
창업404: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및  

시제품 제작
ENG3405-01

13
창업406:미래주택융합기술 이론

과 현장실습
미래주택융합기술 구축 및 창업교육과 현장실습 HID4121-01

14 창업407:스타트업인턴십(국내) 국내 스타트업 인턴십 BIZ3181-01

15 창업407:스타트업인턴십(해외) 해외 스타트업 인턴십 BIZ3181-02

16 창업501:기술창업과 벤처 기술창업의 이해 및 실전창업 YSG8000-01

17 창업502:기술창업의 이해 기술창업 실전강좌 YSG8020-01

18
창업504:전기전자공학도를위한

기술창업

기술창업 관련 핵심 개념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
EEE7986-01

19
창업508:미래공생학과디자인_이

론,실천,창업
미래사회 창조 패러다임 구상 HID8810-01

20 창업509:고령친화생활공간시스템
초고령 사회 삶의 질과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창업 아이디어 기획
HID88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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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강·웰빙 지원

1. 학생건강공제회

	 https://healthma.yonsei.ac.kr

	 학생회관 2층 206호

☎ 02-2123-3350

	운영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원)를 납부한 연세대학교 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

료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연세대학교 공제회 회원자격

해당 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원)를 납부한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

수대학원 학생 본인만 해당

▶ 의료비 공제 방법

진료비 영수증 원본(급여/비급여 구분, 진료일·진료과 기재, 팩스발급 및 복사본 불가), 연세대

학교 학생증(혹은 재학증명서), 우리은행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통장사본 필요없음, 계좌기

재)의 3가지 사항을 준비하여 공제회에 제출하면 된다. 

※   자율경비 선택 시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하지 않은 학생 및 휴학생은 공제회 추가가입 기

간 내에 가입 시 공제 가능. 단, 추가가입 시 가입한 다음 날부터 공제 가능

▶ 이용가능 병원, 공제가능 범위

•   이용가능 병원: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병원

•   공제가능 범위: 급여 치료비에 한함. 비급여(비보험 치료)는 제외됨.

                                               부담주체
  외래    공제회

의원(1차) 본인부담금의 50%

병원(2차) 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3차) 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3차) 본인부담금의 20%

교내건강(관리)센터
90%

(공제회비 보건비 둘다 납부한 경우)

모든 진료기관(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30%

※   본인부담금 이라는 금액이 영수증에 따로 찍힘. 그 금액의 몇 %를 공제해주는 것임.

https://healthm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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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비보험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한계와 사회적 급여의 형평성을 이유로 직

접 질병, 분만,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을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

표적인 비급여 치료의 예는 치아교정 및 레진, 골드크라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시

력교정수술, 다이어트 시술, 여드름 치료 및 탈모치료, 한약조제비 등이다. 급여/비급여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에 문의하도록 한다.

※ 공제지급액은 실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①   위 표의 공제는 국민건강보험 처리되는 요양급여 부분만 가능하며, 2009년 7월 1일부로 보

건복지부에서 변경고시한 급여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팩스 발급분, 복사본은 접수 불가) 1차 병원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요청하여 발급, 2,3차 병원은 수납 시 받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으로 접수 가능

③   공제급여는 요양급여총액의 공제회 부담률만큼 계산되며, 실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초과 

하지 않음.

④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의료급여 2종인 경우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이 공제됨

     단, 식대, 선별급여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공제율 적용하여 공제 

⑤   보건(지)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전액본인부

담금,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의료비총액의 15% 공제됨.

⑥  건강공제회는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함.

⑦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는 외래·입원 통합 100만원임.

⑧   해당학기 진료분 영수증은 최대 다음 학기 이내에만 접수 가능. (가입한 학기 내의 영수증만 

공제가능)

⑨   학기 구분: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말일.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학생 및 외국인 학생 

2019-2학기부터 지정병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은 교내 건강센터 이용 시 할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외부 병원 이용 시 공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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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센터

	 http://yuhsc.yonsei.ac.kr

	 학생회관 2층 	 지혜관 A 1층

	월~금 09:00~17:20 	 월~금 09:00~17:20 

     (진료접수마감 16:50)  (진료접수마감16:50)

☎	02-2123-3346 (사무,접수처) ☎	 032-749-2118~9

연세대학교 건강센터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 내과적인 진찰 및 투약, 예방접종, 

외상치료, 건강검사, 건강상담, 진단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체지방검사, 진료의뢰서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예약시스템(건강검사, 예방접종)을 운영하여 보다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보건비를 납부하고 학생건강공제회에 가입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일반진료와 예방접종

진찰실 (☎  02-2123-3345)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내과적인 질환 및 상담과 진찰을 하며,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세브

란스병원으로 진료 의뢰한다(진료의뢰서 발급).

약국 (☎  02-2123-3349)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및 구급약(내복약,외용약)을 제공한다.

처치실/주사실 (☎  02-2123-3348)

외상치료와 예방접종 및 처방주사를 접종한다.

(A형간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매년 10월경),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막구균, 

수두, MMR(홍역, 이하선염, 풍진), 폐렴, 자궁경부암(가다실,서바릭스)

진단검사실 (☎  02-2123-6649)

진찰 후 검사할 수 있으며, 전문적 진단을 요하는 경우, 연계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CBC 검사(적혈구, 백혈구, 헤모글로빈,혈소판), Diff검사,당화혈색소(HbA1c)

-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혈당, 지질, 통풍,칼슘, 인, Mg,CPK, CRP정량, Fe,TIBC,  

   RF정량)

- 전해질검사(Na, K, CL)

- 간염검사(A형, B형, C형, HBeAg / B형간염 항원 양성시: 전염성 검사)

- 갑상선기능, 풍진, 수두, 홍역, 이하선염

- 에이즈, 매독검사, 비타민D검사 

http://yuhs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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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지표(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검사

- 혈액형(ABO,Rh)검사

- 소변검사,요배양 검사

- 심전도(EKG)와 체지방(inbody) 검사 

- QuantiFERON-TB Gold(결핵균 특이항원 IFN-r)검사, IGRA검사

안정실

계속 관찰을 요하거나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 건강검사

매 학기 보건비 납부자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학기당 1회 제공한다. 날짜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고지한다.

검사내용

- 혈액검사:CBC 검사(적혈구, 백혈구, 빈혈, 혈소판 수치), B형 간염, 간기능, 혈당, 총콜레

스테롤

- 신체계측

- 시력검사

- 혈압검사

- 소변 검사(요당, 요단백, 요pH, 요잠혈)

- 구강검사

▶ 면역증명서 발급

외국 교환학생 또는 유학시 면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진찰 및 상담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 국제캠퍼스 건강센터

내과적인 질환 상담, 투약과 처치, 응급상황을 대비한 응급관리체계, 전염병 관리체계를 마련하

여 국제캠퍼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설 및 설비 

안정실(침대 2), 신장/체중자동측정기, 자동 혈압기, 비만도 측정기, 응급용 휴대산소, 심장자

동제세동기, 응급처치kit, 혈당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 환자 이동용 들것, 목발, 휠체어

구비약품

• 호흡기계(종합감기약, 목감기, 진해거담제, 비염, 코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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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관계열(소화제, 제산제, 지사제, 진토제, 항진경제)

• 진통소염제/항히스타민제

• 안과관련질환(일회용눈물액, 초기맥립종, 결막염)

• 근골격계(진통소염 패치, 진통제, 에어파스)

• 외상치료용품(포비존, 듀오덤, 바세린거즈, 탄력붕대)

• 10여종의 연고제, 파스류를 비롯한 외용약/주사제(독감백신)

이용절차

접수 → 진료 및 상담 → 투약 또는 처치

건강검사

•   매 학기 보건비 납부자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학기당 1회 제공한다. 날짜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고지한다.(검사항목 신촌과 동일)

•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매년 10월경)

1: 1 개별 건강상담(사전예약)

학생들의 각종 질병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며(외국인 학생도 가능), 질병 조기 발견 및 필요

시 외부의료기관과 연계한다. 현재 전문간호사 2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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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상담센터

	 http://counsel.yonsei.ac.kr  

	 백양관 4층 N408호  	 지혜관 A 2층

☎	02-2123-6688 ☎	032-749-2070

	 counsel@yonsei.ac.kr  	 counselyic@yonsei.ac.kr

▶ 이용시간 (신촌 및 국제 공통)

월~금 0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심리상담센터는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

고, 보다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자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자기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싶을 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서 혼란감을 느낄 때,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개인상담

상담전문가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로, 대인관계, 적응 및 정서 문제, 가족관계, 이성문제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상담을 신청하면, 우선 접수상담을 받고, 

이후 개별 상담사와의 개인 상담이 진행된다. 

▶ 집단상담

상담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대화함으로써 주제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자기이해, 의사소통, 진로탐색, 대인관계 향상 등의 주제를 다룬

다. 집단상담의 주제와 일정은 매 학기 YSCEC 공지 게시판이나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고된다.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매 학기 집단상담 안내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 각종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사 실시 후 해석 상

담은 개인해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받

을 수 있다.  

• 기질 및 성격 검사 (TCI)

• 진로적성검사(LCSI) 

• 한국 대인관계문제 검사 (K-IIP) 

• 성격강점검사(CST, 국제캠퍼스) 

• 기타 검사 

http://counsel.yonsei.ac.kr
mailto:counsel@yonsei.ac.kr
mailto:counselyic@yonsei.ac.kr


127
대

학
생

활
 정

보

대학생활 정보ㅣ

▶ 사이코드라마(신촌캠퍼스)

심리극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이코드라마를 실시한다. 사이코드라마는 개인이 가진 심리적 어려

움을 드라마 기법을 활용하여 직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 치료 과정이다. 구체적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혹은 YSCEC 공지 게시판)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정신건강 세미나(신촌캠퍼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들-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성관계, 자살위기, 건강한 삶 등 -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체적 일정은 학

교 홈페이지(혹은 YSCEC 공지 게시판)와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RC 하우스 프로그램(국제캠퍼스)

자기이해, 진로탐색, 갈등관리 등 하우스의 특성과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하우스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 심리상담센터 이용 방법

심리상담센터 홈페이지(HYPERLINK "http//counsel.yonsei.ac.kr"http://counsel.yonsei.

ac.kr) 접속 – ‘상담신청’ 선택

희망하는 서비스(개인상담, 검사 등)를 선택 후 일정 예약

예약날짜에 예약된 심리상담센터(신촌캠퍼스 또는 국제캠퍼스)로 내방

⇒ 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심리상담센터 모두 상담 및 심리검사의 비용은 무료이며, 모든 상

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국제캠퍼스 심리상담센터 지혜관 A동 전경]

http://counsel.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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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평등센터

	 http://equity.yonsei.ac.kr

	 신촌캠퍼스 논지당/ 국제캠퍼스 자유관B 

☎	02-2123-2118, 2137

	 helper@yonsei.ac.kr

재학생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구성원 대상 성인지교육,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성폭력대책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평등한 캠

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학생들이 연 1회 이상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온•오

프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학생들의 성인식 개선을 위한 또래상담가 양성, 

데이트폭력 예방,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래상담가’란?
‘또래상담가’는 학우들의 성폭력, 인권, 차별 등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고민을 같이 나누는 역량

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학기 동안 학내 성, 인권 관련 문제들에 귀 기울이

며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어갈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월에는 국제캠퍼스 학생들 대

상으로, 12월에는 신촌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문의: ☎ 02-2123-2137)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수 과목

은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이다. 와이섹(http://yscec.

yonsei.ac.kr) 사이트 접속 후 오른쪽에 위치한 ‘폭력예방교육’ 배너를 클릭하여 수강신청 후  

이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도 의무 교육 이수자로 등록된다.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성평등센터로 신청하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23-2137)  

• 학과 또는 동아리 구성원 대상 공동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엠티, 캠프, 농활 등 숙박 행사 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교육

http://equity.yonsei.ac.kr
mailto:helper@yonsei.ac.kr
http://yscec.yonsei.ac.kr
http://ysce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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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성폭력 상담

	 http://web.yonsei.ac.kr/helper

	 신촌캠퍼스 논지당              국제캠퍼스 자유관B (방문자에게 개별 안내)

☎	02-2123-2118, 2137     

 helper@yonsei.ac.kr 

	 (신촌) 월~금 09:00~17:00 	(국제) 매주 수요일 (방학기간 제외)

▶ 상담 지원

성폭력(성희롱), 데이트 폭력, 성적 의사소통, 성차별 등 성 고충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방문, 

전화, e-mail 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사건 처리

학내 구성원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여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

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피해를 겪은 학내 구성원의 피해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적 지원을 돕고 가해 학생들의 재발 방지 교육을 운영한다. 

▶ 안내책자 및 리플렛 발간

정부의 대학 내 폭력예방 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지침서와 학내 규정 

에 근거한 성희롱·성폭력 대처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교내 성폭력사건 처리 절차
성폭력사건이 교내 성평등센터로 신고·접수되면 <연세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간 합의중

재를 할 수 있다. 합의중재가 불가한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심의한다. 성폭

력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의결하며 피신고인에게 징

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대학 내 성폭력
성폭력은 언어 성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강간, 스토킹 등 모든 유형의 성폭력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대학 내 성폭력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 간의 모든 관계(권력관계)

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대학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

마다 성평등센터, 인권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 대학은 학내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

계를 맺고 동등한 학습, 근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홍보 책자 배부 

등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web.yonsei.ac.kr/helper
mailto:helper@yonsei.ac.kr


3  여학생 전용공간

▶ 논지당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휴식을 위하여 1956년 11월 3일에 신축했으며, 리모델링 후 

2004년 5월 3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논지당은 “뜻을 논하는 집”을 의미하며, “The Sycamore  

Hall”이라고 불리고 영어의 “Lounge”의 뜻을 가진다.

• 특징: 테이블, 의자, 휴식할 수 있는 긴 소파, 화장실, 도서 비치, 수유실 운영(성평등센터 내)

• 위치: 아펜젤러관과 성암관 사이 1층의 독립된 건물

• 이용시간: 09:00~17:00 (학기 중)

▶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들의 면학 조성, 교양 취미활동, 휴식을 위해 1977년 9월에 마련되었다.

• 특징: 테이블, 의자, 편안한 소파, 실내 금연

• 위치: 학생회관 3층 325호

• 이용시간: 월~금 06:00~24:00

▶ 그 외 단과대학 여학생 휴게실 및 유축실이 있는 곳

장소 개방시간 장소 개방시간

연세·삼성
학술정보원

4층 여자화장실쪽 09:00~23:00 공과대학 제1공학관 A338 05:00~22:00

5층 도담샘
(유축실)

학기중  09:00~22:00
방학중  09:00~20:00
토요일  09:00~17:00

이과대학 과학관 B133 앞 05:30~23:00

중앙도서관 6층 늘라온 24시간 신과대학 신학관 116 08:30~17:30

문과대학 외솔관 지하계단 앞 05:00~23:00 사회과학대학 연희관 120 09:00~20:00

상경대학 별관 B112 09:00~18:00 법과대학 광복관 B109 07:00~23:00

130

관계기관

1. 성희롱·성폭력관련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http://www.help0365.or.kr)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582-1170~1/ http://www.iconestop.or.kr)

24 시간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http://www.seoul1366.or.kr

                                            인천센터 http://www.Incheon1366.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http://crisis-center.or.kr)

한국여성의전화 (☎ 02-3156-5400/ http://www.hotline.or.kr)

국가인권위원회(☎ 1331/ http://humanrights.g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2. 성매매관련

경찰청<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 11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1050(대표), 상담전화 1366/ http://www.stop.or.kr)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http://www.dasi.or.kr)

http://www.help0365.or.kr
http://www.iconestop.or.kr
http://www.seoul1366.or.kr
http://www.Incheon1366.or.kr
http://www.sisters.or.kr
http://crisis-center.or.kr
http://www.hotline.or.kr
http://humanrights.go.kr
http://www.women1366.kr/stopds
http://www.stop.or.kr
http://www.da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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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폭력 없는 연세공동체를 위해 함께해주세요.

● 성희롱, 혐오 표현을 인지했다면 즉각 중단을 요청해주세요.

● 학우가 술에 만취했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우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세요.

●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학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차별과 폭력 없는 연세 공동체를 위해 기억해주세요

최근 대학가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하여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야할 액션을 제안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연세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카톡방과 SNS에서 성적인 이야 기를 하고 있나요?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상대에게 불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카톡방의 목적과 무관한

성적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고 있나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 촬영 및 유포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

는 매우 큰 범죄임을 기억해주세요.

데이트 상대를 존중하는 연애를 하고 있나요?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괴롭힘, 욕설, 폭행, 갈취, 스토킹, 강간

등 행위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배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빨리 주변에 알리고 도움 받아야합니다.

술자리에서 술 강권(술 게임), 음주 폭력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속한 학과와 동아리의 술 문화는 어떤가요? 술을 마시지 못하는 학우에게 술을 강권

하거나 함께 만취하는 술 문화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 후 폭언과

폭행은 단순 주사가 아닌 잘못된 행동임을 기억해주세요.

차별과 혐오 표현을 하고 있나요?
대학은 정체성, 배경, 생애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문화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

전화번호: 02-2123-2118  이메일: helper@yonsei.ac.kr

위치: 논지당 / 국제캠퍼스 자유관B (매주 수요일)

mailto:helper@yonsei.ac.kr


132

5. 체육시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해 학교 내의 다양한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신촌캠퍼스

▶ 체육관

•   시설: 농구장 (☎ 02-2123-8413)

•   특징: 단체 사용시 미리 체육위원회(☎ 02-2123-8413)의 승인 필요(외부단체는 사용금지) 

▶ 테니스장

•   특징: 잔디코트 6면과 클레이 코트 8면, 교양수업과 테니스부 훈련시간 외는 이용가능

▶ 수영장

•   장소: 체육교육관 2층, 4-lane (규격 25×9m)

•   이용시간: 월~금 오전 08:00~09:00, 월~금 오후 17:00~18:30 (토요일 개방안함, ☎ 02-2123-3432)

    - 수업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용요금: 학생 1회 3,600원, 한달이용권 55,000원 / 교직원 1회 4,800원, 한달이용권 69,300원

• BC   ID 카드로만 결제가능(추후 변동 가능)하고 동계 (1월~2월)에는 문을 닫음

▶ 인조잔디 대운동장

•   이용: 전공, 교양수업 및 동아리 가입된 학생 사용

•   문의: 체육위원회(체육관 2층 ☎ 02-2123-8413)

▶ 야구장

•   이용: 교양수업, 동아리 가입된 학생 사용

•   문의: 체육위원회(체육관 2층 ☎ 02-2123-8413)

▶ 체조장

•   장소: 체육교육관 3층

•   특징: 전공 및 교양 체육 수업시간 외 이용 가능(1주일전 예약 필수)

              (교양체육실 ☎ 02-2123-3167)

▶ 무용실

•   장소: 체육교육관 4층

•   특징: 전공, 교양 수업 외 이용 가능(1주일전 예약 필수) (교양체육실 ☎ 02-2123-3167)

▶ 북문 기숙사 골프연습장

•   이용: 교양, 전공 골프 수업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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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무악학사 체력단련실(3, 4 학사 사생들 위주)

▶ 스포츠과학관

스포츠과학관에는 구기장, 휘트니스센터, 다목적실 1, 2, 3 및 태권도장, 유도장이 있다. 이곳

에서 교양 및 전공체육에 관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시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휘트니스 사용료는 매달 4만원이며, 학기로는 14만원(방학을 제외

한 학기)이다. 방학 기간 휘트니스 사용료는 매달 4만원이다. 

스포츠과학관 시설 안내

•   스포츠과학관 내 시설 이용은 본 대학교의 기관장이 주관하는 교내 체육관련 행사(기관 소속 

외부단체의 행사 제외)로 한정한다.

•   월~금요일 대관 시간: 수업 시간 이후 19:00~22:00, 토요일은 09:00~22:00, 일요일 휴무 

•   문의: 교양체육실 ☎ 02-2123-3167

•   예약: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일주일 전에 교양체육실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2  국제캠퍼스 

▶ 송도 1, 2학사

• 탁구장:   송도 1학사  B동 B126호, 송도 2학사 G동 1층 104-1호 / 무료 / 24시간 개방(통금시간 

02:00~05:00 제외) / 탁구공, 라켓은 개인지참

                  (☎  주: 032-749-5103 / 야: 032-749-5105)

▶ 종합관

• Fitness Center: 종합관 1층(☎ 032-749-2085)

• 스쿼시장: 종합관 2층(☎ 032-749-2085) 

•  다목적 운동실1,2: 종합관 2층(댄스, 요가, 필라테스 등)

• 다목적체육관: 종합관 3층(농구, 배드민턴 등)

☞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일부 기구들은 종합관  

1층 체육지원센터(☎ 032-749-2085)에서 대여 

가능함(축구공, 풋살공, 농구공, 배구공, 스쿼시라

켓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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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인조잔디운동장, 농구장: 송도 2학사 E동 옆

※ 관련 문의는 종합행정센터(☎ 032-749-2064)

• 테니스장: 인조잔디운동장 건너편 위치(대관신청: 종합관 1층 체육지원센터)

• 굴리샘: 테니스장 옆(회원가입 후 자전거대여 가능, 174쪽 굴리샘 이용방법 참조)

3  체육수업

▶ 계절제 수업 교양체육 (주관: 체육교육학과)

•   특징:   여름, 겨울방학의 계절제 수업으로 개설되는 교양체육. 여름방학에는 윈드서핑, 요트, 

수상 스키, 스쿠버다이빙, 겨울에는 스키, 스노보드 등 체육 수업이 단기간(3박4일)의 

캠프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문의: 체육교육학과 사무실(☎ 02-2123-3185) 스포츠과학관 312호 http://pedyonsei.ac.kr

▶ 정규학기 여름·겨울 스포츠캠프 (주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특징: 정규학기 1학점 인정, 단기간(3박4일)의 캠프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종목: (여름)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골프 (겨울)스키, 스노보드

•   문의: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사무실(☎ 02-2123-6190) 스포츠과학관 305호 

http://sis.yonsei.ac.kr

http://pedyonsei.ac.kr
http://si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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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생활동

1. 학부대학 학생기획단(Yonsei Students’ Advisory Council, YSAC)

학부대학과 학생간의 윤활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생기획단!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생기획단은 학부대학과 학생들

과의 의사소통기구로 기초교양교육, 학사지도와 교육환

경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학부대학 학생기획단의 목표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RC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대학의 기초교양교육수업, 학사지도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하고, RC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내 환경 개선, 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 고민한다. 학

생들의 시각에서 이와 같은 사안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마련된 개

선안을 바탕으로 학부대학의 활동들을 적절하게 지원한다.

2019년 학부대학 학생기획단 주요 활동

- Parents' Day 캠퍼스 투어 담당

- 2019 대동제 '송도 지구촌' 문화의 날 행사 진행

- 기숙사 냉장고 음식물 도난 방지 프로젝트 진행

- 국제캠퍼스 흡연구역 구획 및 흡연 부스 설치를 위한 제안서

- 20학번들을 위한 나눔상자, 알뜰시장 진행

학부대학 학생기획단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ysac

★ ‘클릭! 연세’ 곳곳에 YSAC이 준비한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Tip들이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세요!

http://www.facebook.com/yonseiy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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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자치활동 기관 

기관명 소개 홈페이지 위치 문의

총학생회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복지， 

사회참여，문화향유를 위한 활동

http://student.
yonsei.ac.kr/
https://www.
facebook.com/
studentyonsei

•(신촌) 학생회관 319호
•(국제) UML B302

02-2123-3641
032-749-3066

연세대학교 
응원단 

(AKARAKA)
아카라카 및 연고전 응원 주최

http://akaraka.
yonsei.ac.kr
https://www.
facebook.com/
yonseiakaraka

대강당 207호 02-2123-3662

연세 교육 방송국 
YBS

교내방송 및 방송제
http://www.iybs.
co.kr 교육과학관 610호 02-2123-3355~6

연세춘추
교내 신문 제작 및 배부

홈페이지에서 강의평가 확인가능
http://chunchu.
yonsei.ac.kr 학생회관 별관 02-2123-3365

연세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I.N.廷

연세대학교 방문자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 진행 및 의전, 

학교관련 촬영 및 행사 진행

http://www.in-
yon.com 
https://www.
facebook.com/
yonsei.inyon/

스팀슨관 B105호 02-2123-2070

연세애널스 교내 영자 신문 제작 및 배부
http://annals.
yonsei.ac.kr

학생회관 
글로벌라운지

02-2123-3366~7

연세영상제작센터 
(YVAC)

영상제작 및 영상제

http://www.yvac.
org

https://www.
facebook.com/
yvac1998/

성암관 107, 108호 02-2123-2076

연세대학교 
기수단 

(Blue Knights)

아카라카 및 연고전 게이트 설치，

기수응원 및 특수응원

http://club.
cyworld.com/
ysblueknights

http://www.
facebook.com/
ysblueknights

학생회관 306호
기수단장: 
010-3096-9598

락밴드 소나기
아카라카，연고전 및 

주요행사 연주，응원가 제작

http://www.
facebook.com/
rocksonagi

대강당 B20호 02-2123-3663

총동아리연합회

중앙동아리(70개), 단과대동아리

(171개)활동 지원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대표자 회의 개최

http://dongari.
yonsei.ac.kr/
https://www.
facebook.com/
dongari.yonsei/

•(신촌) 대강당1층 113호 
•(국제) 진리관 C동 B312 

    (동아리 지원단)
02-2123-3646

연세편집위원회 ‘연세’지 제작

https://www.
facebook.com/
yonseji/
brunch.co.kr/@
yonseiji

학생회관 311호 010-2960-0532

YIRB 인터넷 라디오 방송

http://yirb.yonsei.
ac.kr
https://www.
facebook.com/
yonseiyirb/ 

학생회관 312호

언론출판협의회 학내 언론 단체들의 협의체

https://www.
facebook.com/연
세대학교-언론출판
협의회-9822510
81810805/

학생회관 B11-1호

http://student
https://www
http://akaraka
https://www
http://www.iybs
http://chunchu
http://www.in-yon.com
http://www.in-yon.com
http://www.in-yon.com
https://www
http://annals
http://www.yvac
https://www
http://club
http://www
http://www
http://dongari
https://www
https://www
http://yirb.yonsei
https://www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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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리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인맥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하

다. 동아리에는 연세인만 모이는 교내 동아리와 다른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연합동아리가 있다. 동

아리마다 개성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동아리를 잘 선택해야 한다. 동아리

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고, 능력에 따라 동시에 여러 동아리에 

가입할 수도 있다. 현재 69개의 중앙동아리(2020년 1월 기준, 131쪽 표 참조)와 13개의 국제캠

퍼스 동아리(2020년 1월 기준) 그리고 200여 개에 이르는 단과대학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다.

▶ 중앙동아리

   http://dongari.yonsei.ac.kr,  

https://www.facebook.com/dongari.yonsei/  

혹은 페이스북에서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검색

중앙동아리는 연세대학교 전체학생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중앙동아리의 장점은 다양한 전공의 선후배와 동기와 어

울릴 수 있고, 대부분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

며, 동아리방 등이 학교에서 지원된다는 것이다. 각 동아리

의 자세한 활동 및 소개는 3월 초와 9월 초에 배부되는 동아리 소개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대강당 113호 총동아리연합회실에서는 새내기에게 맞는 동아리를 소개해 주기도 한다. 

http://dongari.yonsei.ac.kr
https://www.facebook.com/dongari.yon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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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리 목록

분과 동아리명 활동내용 창립일 동아리방 온라인 커뮤니티

공

연

예

술

Glee Club 남성합창 1984. 9. 1 학 B11-10호 www.facebook.com/yonsei.glee

HARIE 스트릿 댄스 1997. 3. 26 학 15호 www.facebook.com/harieyons

Jazz Feel 재즈 댄스 2001. 7. 19 학 409-3호 www.facebook.com/jazzfeel2001

MAY 미디작곡 1994. 9. 13 학 304호 www.heymay.net

NTIZ 마술 2004. 9. 1 학 B11-16호 ntiz.co.kr

Piano in Yonsei 피아노 2009. 9. 4 대 111호 www.facebook.com/PianoInYonsei

So What 재즈 2001. 3. 5 학 403호 www.facebook.com/yonseisowhat

YAYAN 아카펠라 2003. 3. 1 학 B11-02호 www.facebook.com/yonseiyayan/

로뎀스 뮤지컬 2008. 9. 3 학 409-5호 www.facebook.com/yonseimusical

아브낭뜨 혼성합창 1985. 5. 1 학 B11-11호 www.avenante.co.kr

무아 버스킹 2013. 2. 26 대 108호 www.facebook.com/buskingmua

연세국악연구회 국악 1975. 5. 2 학 405호 www.facebook.com/yonguk1975

연세극예술연구회 연극 1953. 3. 1 학 407호 www.facebook.com/ytarc

오르페우스 클래식기타 1969. 5. 10 학 402호 www.orpheus.or.kr

울림터 노래패 1983. 9. 5 대 B21호 www.facebook.com/ullimtuyonsei

유포니아 오케스트라 1988. 6. 23 대 B22호 www.facebook.com/euphonia.yonsei/

풍물패 떼 풍물 1980. 6. 6 대 B08호 cafe.daum.net/ttebang

사

회 

활

동

IYC(준) 외국유학생 교류 1995. 9. 1 대 115호 www.iycian.com

KUSA 유네스코 학생회 1965. 10. 26 학 322호 www.facebook.com/groups/yonseikusa

UNSA 유엔한국학생협회 1951. 10. 05 대 202호 www.facebook.com/ysunsa

YRC 봉사활동 1967. 8. 30 학 317호 www.facebook.com/yrc1967

로타랙트 로타리클럽 1971. 6. 3 학 321호 www.facebook.com/yonseirota

세움 해비타트 2006. 3. 17 대 107호 cafe.naver.com/yonseihabitat

컴투게더 성소수자 1995. 4. 1 www.twitter.com/queeryonsei

통일한마당 남북한&통일 2002. 10. 22 대 B10호 www.facebook.com/yonseitongil

하랑 한국문화홍보 2015. 6. 20 대 B11호 facebook.com/harang2015/

종

교

IVF 한국기독학생회 1965. 10. 31 대 B16호 www.facebook.com/yonseivf

New Man 가톨릭 1965. 5. 23 대 B06호 www.facebook.com/yonseinewman

SCA 총기독학생회 1886. 9. 1 대 110호 www.kscf.or.kr

불교학생회 불교 1967. 3. 1 대 B17호 m.facebook.com/yonseibuddhism

원불교 교우회 원불교 1983. 6. 6 대 B05호 club.cyworld.com/yswon

창
작 
예
술

만화사랑 만화 1987. 3. 1 학 308호 cafe.naver.com/yonseimansa

서우회 서예 1980. 9. 1 대 105호 https://www.facebook.com/yonseiseowoo/

연세문학회 문학 1958. 9. 24 대 109호 cafe.naver.com/roompen

연영회 사진 1966. 10. 6 대 106호 www.facebook.com/yonyoungpage

프로메테우스 영화 1987. 7. 1 대 205호 www.facebook.com/prome205

화우회 미술 1968. 9. 21 대 114호 www.facebook.com/yonseiwhawoo

중앙동아리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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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동아리명 활동내용 창립년도 동아리방 온라인 커뮤니티

체

육

IMPACT(준) 탁구 2005. 8. 11 cafe.daum.net/ysimpact

EAGLES 야구 1982. 3. 2 대 B12호 https://m.cafe.naver.com/yonseieagles

FC연세 축구 1992. 3. 2 학 413호 cafe.daum.net/yonseidream

PANTAZI 스노우보드 1997. 3. 28 학 302호 www.pantazi.co.kr

POWERS 배드민턴 2003. 3. 3 학 B11-09호 https://www.facebook.com/231967767496869/

고삐풀린망아지 승마 2005. 8. 24 대 B18호 yonseihorseriding.com

공오친 농구 1994. 5. 7 학 B11-12호 club.cyworld.com/yonsei057

물사랑 수영 1985. 3. 1 학 B11-15호 https://m.facebook.com/aquamour/?locale2=ko_KR

싸울아비 실용무술 2012. 9. 1 대 304호 www.facebook.com/yonseissaurabi/

연세국궁부 국궁 2015. 6. 6 대 B13호 https://www.facebook.com/YonseiNA/

연세라크로스팀(준) 라크로스 2010. 6. 3 대 B11호 http://www.facebook.com/yonseiwomenlacrosse/

연세복서 복싱 2002. 3. 12 학 B11-13호 yonseiboxer.cyworld.com/

연세산악회 등산&등반 1928. 6. 6 대 204호 yuac.org

연세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 1968. 12. 1 대 B07호 facebook.com/pg/yonseiskinscuba/about/

연세요트연구회 요트 1981. 4. 3 학 B11-08호 cafe.naver.com/yonseiyacht

이글이글 볼링 2001. 5. 1 학 B11-17호  cafe.naver.com/yonseibowling

학
술

교
양

ADCUS 광고 1995. 3. 1 학 316호 www.facebook.com/adcusmansei

ALC 영어학습 1973. 11. 7 학 310호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805110726

HARMONY 고전음악감상 1970. 5. 12 대 B09호 www.harmony.or.kr

VODKA(준) 보드게임 2015. 3. 9 학 B11-07호 www.facebook.com/yonseivodka/

RRC 레크리에이션 1966. 9. 3 학 305호

YAAA 천문 1985. 5. 23 학 406호 yaaa.net

YARRA 무선연구 1978. 9. 5 학 404호 cafe.naver.com/yarra1978

YCC 컴퓨터 1970. 3. 1 학 309호 ycc.yonsei.ac.kr

YES 영어회화 1981. 5. 24 학 315호 club.cyworld.com/niceyes

YSOL (준) 법학 2015. 3. 2 대 304호 http://www.facebook.com/yonsei.YSOL/

관설차회 차문화 2000. 11. 18 대 B04호 www.facebook.com/yonseiteaclub

기우회 바둑 1983. 3. 1 대 B14호 club.cyworld.com/yonseibaduk

목하회 사회과학연구 1970. 10. 3 학 303호 www.facebook.com/mokha.org

산하사랑 역사기행 1988. 4. 6 학 409-4호 facebook에서 “산하사랑” 검색

자유교양 인문학 1969. 10. 1 학 323호 www.facebook.com/yonseilasy

한글물결 한글 1967. 10. 6 대 203호 club.cyworld.com/urimal203

https://m.cafe.naver.com/yonseieagles
http://www.pantazi.co.kr
https://www.facebook.com/231967767496869/
https://m.facebook.com/aquamour/?locale2=ko_KR
http://www.facebook.com/yonseissaurabi/
https://www.facebook.com/YonseiNA/
http://www.facebook.com/yonseiwomenlacrosse/
http://www.facebook.com/adcusmansei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2805110726
http://www.harmony.or.kr
http://www.facebook.com/yonseivodka/
http://www.facebook.com/yonsei.YSOL/
http://www.facebook.com/yonseiteaclub
http://www.facebook.com/mokha.org
http://www.facebook.com/yonseil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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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각 단과대학에 소속된 동아리들도 200여 개가 넘는다. 공연예술, 교양, 체육활동, 종교 등 다양

한 종류가 있고 대부분의 단과대학 동아리는 해당 단과대학 소속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단과대학 동아리 목록

대학 동아리 위치

문과대학

어울림(밴드), 한울두레패(풍물패), 노래사위(아카펠라 및 노래), 시월(밴드),  

문우(문과대학 교지), 실루엣(댄스), 동주문학회(문학회), 축협(축구), 

BAT(야구), 언타이틀드(전시관람 및 미술사 세미나)

외솔관 

교육과학관 

상경/

경영대학

상경논총(신문), 상크모(기독교), 아침향기(대중음악), 연상극우회(연극), 

한누리(사회과학), 향영(경영학술), AIESEC(해외인턴십), AIR(농구), 

BIT(경영학술), BLT(로스쿨), CFRC(기업재무), ESC(데이터사이언스), 

GMT(국제경영), HEDROCK(락밴드), ISSU(경영정보시스템), 

JSC ECON(경제학술), JSC BIZ(경영 학술), KUSEA(경제학술), MARP(마케팅), 

MSC(생산관리), OPUS YONSEI(마케팅), RoAD(유통학회), S&D(경영전략), 

Slayers(농구), YFL(금융학회), Y-FORM(리스크 금융학회), YIG(가치투자), 

YMCG(컨설팅),쿠크다스(테니스), WTF(축구), SBA(연합경영), KCC(경제학), 

MCL(연합마케팅), Enactus(사회혁신), C-esi(연합경영), C.stage(연합경영), 

YEEF(에너지환경), YBL(블록체인) CAC(기업재무)

대우관 

신경영관

이과대학

공사랑(농구), 가이아(밴드), FC백태클스(축구), 한얼(풍물), 청년(어쿠스틱음

악), 이학편집위원회(이학지발행), 이연극회(연극), 고양이발바닥(페미니즘), 

YCV(컴퓨터 봉사활동)

과학원, 

과학관

공과대학

계농패(농구), 공대극회(연극), 로보인(로봇학술), MEcar(자동차), 

PoolC(소프트웨어), 쇠방망이(야구), VERY(벤처창업), 사발통문(로봇), 활천

(밴드), 와이빅타(빅데이터), 지유(두뇌게임, 보드게임)

제1공학관,

제3공학관

제4공학관

사회과학대학
터얼(풍물패), 늘푸른소리(민중가요노래패), 토굴(연극), 어울림(밴드), 

RCM(밴드), 레블스(농구), FC드림포스(축구), 츄러스(댄스)
연희관

생명시스템대학
라온(사진). 비비디(밴드), SHADOWS(춤), 오펜스(농구), 가이아(밴드), 

청년(어쿠스틱음악), 바이시클(기독교) 
과학관

생활과학대학 생과대윤리위원회(밴드), 헤이베리(봉사활동), 에이크(축구), 땀(패션) 삼성관

교육과학대학
배움누리(사회과학학술토론), 돋움(교육실천), 지여인(인문학회), FC오후두시

(축구), F-Killler(밴드)

자치공간

없음

신과대학
가미(그룹사운드), 알파와 오메가(찬양), 연세신학 학술연구회(학회), 

아멘시티(축구), 종교극예술연구회(연극), 스콜피언(농구),연세플러스(창업)
신학관

간호대학

예글(교지발행), NCF(의치간 연합예배), 데누콰이어(합창봉사), 이브닝콰이

어(찬양봉사), 의청(의료봉사), FCN(축구), NTG(국제보건스터디), 

아우린DB(호스피스 봉사), 선우굿패(풍물), 앤드(댄스), 인터벤션(밴드), 

CNS(연구, 창업), DNA(데이터 분석)

간호대학 

지하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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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아리 위치

체육계열

체카라카(응원), 연스아띠(스터디그룹), 육연(야구), 설마(스키), 

엣지(스노우보드), 볼케이노(농구), 킥스(축구), 리시브(배구), 

W킥스(여자축구), 수영부(수영), 유도부(유도)

체육관

체육부 테니스부, 태권도부, 펜싱부, 유도부, 검도부, 역도부, 미식축구, 스키 체육관

UIC

(언더우드 

국제대학)

 Haze(농구), Nodaji(락밴드), Scribe(영자매거진), UGC(외국인학생 복지 

및 소통), UVE(오케스트라), U2(축구), VOIS(국제학 학회),ULS(법학회), 

Sopoong(전시회 소모임), Prism X(영화 제작), YUU(토론), DFK Omelet 

(디자인 학회), SICA(사회혁신 학회), Caelum et Cognitis(네트워킹) 

대우관 별관

의과대학

세란극회(연극), 세브란스오케스트라, 세브란스합창단(합창,뮤지컬), 

노래세상(합창,반주), SECE(밴드), 세브란스 축구부, 세브란스 농구부, 세브

란스 테니스부, 세브란스 야구부, The Mavericks(춤), 사진반, 미술반, 세란

문학회 타름(시), 포도나무(가톨릭), 의학을 쉽게푸는 모임(의학참고서 제작 

및 토론), SEPIA(피아노), 광혜학보(학보제작), 이브닝콰이어(찬양봉사), 

의청(의료봉사), CMF(전국의과대학 기독교 모임), AMSA(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대생 모임), Carving(스키부)

임상실기

센터 

지하1층

치과대학

에클레시아(기독교), Classitar(기타), MAD(댄스), 사회과학부(문학), 

미술부, Cranial Nerve #5(밴드), 여울(창작음악밴드), 빛그림(사진), 연

극부, YDPO(오케스트라), 테니스부, 탁구부, K-9’s(농구),배구부, 축구부, 

ShutOut(야구), 해우회(진료봉사), 구치회(진료봉사), 루까회(진료봉사), 

ESSEL(진료봉사), 소금회(진료봉사), 얼울림(풍물), 사중창단(합창),  

데누콰이어(합창봉사), 편집부, 나이스샷(골프)

치과대학 

2층

약학대학
비연세(댄스), 키타라(어쿠스틱 기타), 원비어(밴드), 블루뱅가드(영문 잡지), 

약콩약콩(배드민턴)
진리관C

글로벌인재

대학

GLD 기도모임(God Leads Diaspora), 글인FC(축구), PALETTE(한일교류), 

GLCs(Global Leaders Creative studio) (동영상 제작), 과학 연구 혁신 동아

리(중국어 토론)

진리관C

▶ 기독동아리 및 기도모임

40여 개의 기독동아리 및 기도모임이 교목실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모든 기독동아리와 기

도모임은 매 학기 연합 예배 및 행사 등을 통해 캠퍼스내 학원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소속 동아리

기독동아리

네비게이토, 비전선교단, 새벽이슬, 인터콥, 엠마오, 죠이선교회, CAM, CCC, CMF(한국

누가회), DFC, ENM, ESF, IVF, JDM(예수제자운동), JYM(기쁨의선교회), LCF, LDI 

(리더십개발연구원), SFC, UBF(신촌), UBF(연희), YTC(청년절제회), YWAM(예수 

전도단), ECU(주은혜교회), YMK(선교사자녀), 연기찬(신촌캠 찬양), 희년세대, ABSK

기도모임

신입생기도모임(신입생), 섬김(법학전문대학원), 뭉클(문과대학), 바이시클(생명시스템

대학), 복음자리(사회복지학), 사귐(사회학과), 상크모(상경대학), 생크림(생활과학대학), 

신과대 기도모임(신학대학), 음기연(음악대학), 이기자(이과대학), 지기(지구시스템과학

과), 쿠앤크(공과대학), 호두파이(교육학과), GLD(글로벌인재대학), JUICY(국제대학), 

P.O.P(정치외교학과), Glory(글로벌융합공학부)

교목실 동아리 연국찬(국제캠 찬양), 테크팀(국제캠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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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사활동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헌신하는 마음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삶에 큰 보람

을 준다. 대학생이 되면 농활부터 야학교사, 멘토링, 해외봉사활동, NGO 구호활동에 이르기까

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꼭 한 번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

아지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나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 글로벌사회공헌원을 통한 봉사활동

	 igee.yonsei.ac.kr 

	신촌캠퍼스 아펜젤러관 301호

☎	02-2123-2136, 3954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모토로 올바른 가치관과 희망찬 배움을 통해 섬기는 지도자를 양

성하여 사회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학교기관이다. 우리 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진리’와 ‘자유’

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가슴이 

따뜻한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발족하였다.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증서도 발

급한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글로벌사회공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 학생 봉사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

NO 동아리명 활동분야 홈페이지(카페)

1 희망원정대 기획단 교육/멘토링

2 YDMC 교육/멘토링(전공알리미) blog.naver.com/ydmcblog

3 헤이배리 교육/멘토링

4 로타랙트 교육/멘토링

5 YNBLUE 교육/멘토링 cafe.naver.com/ynblue

6 VC 교육/멘토링, 사회공헌 facebook.com/yonseivc

7 연그린 환경분야 facebook.com/yonseigreen

8 세움 사회공헌 cafe.naver.com/yonseihabitat

9 180DC 사회공헌 http://180dc.org

10 리듬오브호프 예술봉사 http://rhythmy.co.kr

11 L.I.A 예술봉사 facebook.com/LIA.LIfeIsArt

12 봉봉 예술봉사

13 의청 의료봉사 페이스북 페이지 의청

14 아우린DB 의료봉사

▶ 사회봉사 교과목을 통한 봉사활동

‘사회봉사’(UCI2001, 1학점), ‘SE’(국제캠퍼스, UCR 1015, 1학점) 교과목은 기초교육 영역에 

http://180dc.org
http://rhyth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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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며, 전교생이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사전 기본교육 2

시간, 8~15주(주당 2시간 이상, 총 30시간) 기간의 실습(봉사활동), 기말 평가교육 2시간 등, 

총 34시간 이상을 이행하면 학점이 부여된다. SE의 경우 기본교육 2시간, 실제 봉사 활동 20시

간, 기말평가교육 2시간 등, 총 24시간 이상을 이행하면 학점이 부여된다. 자원봉사는 보통 주

중(월~금요일) 업무시간(09:00~17:00) 중에 이루어지나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정확한 자원봉사 시간은 기관별 오리엔테이션에서 결정된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수강

신청기간에 각 교과목을 신청하면 되고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총 4학기 수강이 가능하다. 

연세에듀캠프: 에듀캠프는 농어촌, 산촌 등지의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교

육봉사캠프이다. 여름방학 중 7월 마지막 주에 5박 6일간의 캠프가 진행된다. 총학생회와 총동

아리연합회 주최로 진행되며 사회봉사 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동생행복도우미   	https://www.donghaeng.seoul.kr

동생행복도우미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재능나눔 및 공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 및 예체능 활동을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회봉사 및 교육봉사 1학점

을 신청할 수 있다. 

▶ 그 외 봉사활동 관련 기관/단체

대표적인 국제봉사활동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여러 기관들의 사이트를 소개한다. 국

제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면, 봉사활동과 함께 각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청년봉사단    	http://www.copion.or.kr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Overseas NGOs, COPION) 

장기해외봉사단: 6월 초(상반기모집), 12월 초(하반기모집)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지가 게

시된다. 국내·외 협력기관들의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파견봉사자 요청인원, 활동분야, 

구체적 자격조건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면접 및 영어·논술시험, 현지기관 심사를 통해 종합 

평가하여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봉사단은 주로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제3세

계 국가로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파견된다. 

- 활동내용:   지역사회 구호, 교육·훈련(컴퓨터/한국어/예체능/일반초중등교육), 아동·노인보

호, 일반상담, 의료·간호서비스, 건축, 농촌봉사, 사무보조 등 매우 다양함

- 문의처: 코피온(COPION) 서울본부 사무국 ☎ 02-733-1387~1388

한국 해비타트    	http://www.habitat.or.kr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는 기독교 자원봉사 단체(NGO)

지구촌프로그램: 참여시기는 연중 제한이 없으며, 팀 참가와 개인 참가 모두 가능하다. 호주, 방

글라데시, 중국, 동티모르, 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파푸아뉴

기니,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등에 파견된다. 

https://www.donghaeng.seoul.kr
http://www.copion.or.kr
http://www.habit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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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는 중앙동아리인 ‘연세 해비타트 세움’을 통해 사랑의 집 짓기, 집 고치기, 멘토링 봉사 

등 다양한 해비타트 활동을 할 수 있다.

- 활동내용: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로

이 집을 짓거나 집을 고침 

- 문의처: 한국 해비타트 ☎ 1544-3396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kiv.nia.or.kr

월드프렌즈 ICT봉사단: 파견국가, 기관, 활동기관 등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현지 상황에 적

합한 봉사단을 선발한다. 서류심사와 영어 및 기술면접이 있으며 파견되는 곳의 언어와 정보통

신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유리하다.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약 38~52만원(1개

월 파견시)에서 840만원(12개월 파견 시)의 활동비가 파견국가 및 기간별로 차등지급된다. 

- 활동내용:   IT강국 u-Korea의 민간 외교관으로,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 등을 통한 정

보격차 해소, 우리나라 IT현황 및 발전상을 홍보하여 정보통신 강국의 이미지 전파 

-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사업부 ☎ 02-6191-2073 

한국국제협력단    	https://kov.koica.go.kr/ho/main.do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해외봉사단: 수시로 파견되며 정시모집기간이 정해져 있고 활동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다. 

그러나 남아시아 해일 재해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단기 파견을 하기도 하므로 홈페이지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파견기간 동안 일정액의 활동비가 주어지며, 해외봉사단을 요청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요청하므로 봉사활동을 원하면 관련 지식

이나 경력을 쌓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 활동내용: 교육, 보건의료, 행정, 산업에너지, 농림수산 등 다양함

- 문의처: KOICA 해외봉사단 ☎ 1588-0434

한국국제봉사기구     http://www.kvo.or.kr

(Korea International Volunteer Organization, KVO)

자원봉사단: 장기 자원봉사와 단기 자원봉사로 나뉘는데, 장기 자원봉사는 매년 3월마다 NGO 

봉사단을 선발한다. 단기 자원봉사는 동계와 하계선발을 하고 이때, KVO 국내 자원봉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 활동내용:   무료급식 보조 지원, 천사 결연후원 집 방문 및 현장 참여, 직업교육 지원, 영어, 

미술 놀이 등 교육, 의료봉사 등

- 문의처: 한국국제봉사기구 법인본부 ☎ 052-224-8089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http://gnvol.goodneighbors.kr

해외자원봉사단: 굿네이버스는 국내 최초로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로, 

매년 심사절차를 거쳐 단원을 선발하여 봉사단원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한다. 굿네이버스 해외

자원봉사단은 GNVol(Good Neighbors Volunteers)라 불리며 이는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https://kiv.nia.or.kr
https://kov.koica.go.kr/ho/main.do
http://www.kvo.or.kr
http://www.goodneighbors.kr
http://gnvol.goodneighbo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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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굿네이버스 자체봉사단으로 나뉜다.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의 경우, 한국의 개발NGO를 

통해 봉사단원을 선발하며 10, 11월에 봉사자를 모집하여, 2월에 파견한다. 왕복 항공권 및 주

거비(약 $300), 생활비(약 $500), 현지정착비($400), 보험료, 비자발급비 및 현지어교육비

($100)가 지원된다. 굿네이버스 자체 봉사단의 경우, 6월에 봉사자를 모집하여 8월에 파견하

며, 왕복 항공권(1년 활동 완료기준), 주거제공, 활동비(월 $300), 보험료, 비자발급비가 지원

된다.

- 활동내용:   빈곤과 전쟁,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1년 이상 행정지원, 

교육, 지역개발, 아동지원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귀국

한 이후에는 귀국단원 모임을 통해 봉사활동의 경험을 활용하여 NGO 및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거나 한국 사회에 빈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

행한다.

- 문의처: 굿네이버스 ☎ 02-6717-4000

국제워크캠프 기구    	http://www.workcamp.org

전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전세계 87

개국에서 활동하며 기간은 2~3주 정도이다. 유럽/북미는 주로 6~8월에, 아시아/아프리카/중

남미는 연중 개최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20~45만원(항공권, 

여권 및 비자 발급비, 여행자 보험 불포함)으로 나라별로 다르다.

-   활동내용: 환경(식목, 환경교육시설 만들기, 동물보호 등), 건설(학교, 청소년 센터 및 수련장 

보수, 미술관 및 박물관 유지 보수), 교육(문화교육, 아동교육 등), 복지(난민, 어린이, 노인, 장

애인 대상 지원활동), 농업(유기농장에서 파종, 수확, 황무지 개간작업), 예술 등

- 문의처: ☎ 02-330-2400/팩스 02-330-2483 

AIESEC Yonsei Global Volunteer (아이섹 연세 해외봉사 프로젝트) 

아이섹의 Global volunteer는 전세계 대학생이 모여 UN에서 상정한 Quality education, 

Reduced inequalities 등 총 17가지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약 6주 

간 진행되는 해외봉사 프로젝트이다. 총 126개국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기획이 되며 자신이 희

망하는 나라, 주제, 기간 등을 택할 수 있다. 매학기 초에 이와 관련된 교내 오픈부스와 설명회

와 컨설팅이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문의처: https://facebook.com/aiesec.ysu/ 

▶ 봉사활동 인증

모든 봉사활동(사회봉사, 교육봉사)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세포탈서비스 자원봉사 폴

더에서 입력한 후 사회참여센터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

봉사과목 수강생의 경우 연세포탈서비스에 입력하지 않고 사회참여센터에 봉사활동확인서 만 

제출하면 된다. 우리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에서는 봉사활동 인증을 위해 아래

의 2개 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기타 기관에서의 활동은 사회봉사활

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한다.

http://www.workcamp.org
https://facebook.com/aiesec.y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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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봉사활동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봉사활동인증서는 연세포탈서비스(이력/자원봉사 메뉴)에서 국문출력을 클릭하여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교 외 다른 기관을 통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포탈

에 미리 입력하고, 사회복지사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봉사활동확인서를 글로벌사회공

헌원 사회참여센터에 제출한 다음 승인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문의 ☎ 02-2123-3954)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http://www.vms.or.kr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면

서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 포탈  	http://www.1365.go.kr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

록 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보완

과 운영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http://www.vms.or.kr
http://www.1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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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제

축제는 대학문화의 꽃이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봄의 무악 대동제와 가을의 정기 연고전이 연세대학교의 대표적

인 축제이다. 각 대학과 동아리의 자치단체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학술, 문화, 예술, 체

육 등의 각 분야에 걸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연고전은 이틀 동안 연세대와 고려대를 대표하

는 선수들이 축구, 농구, 야구, 빙구, 럭비풋볼 등 5개 종목을 겨루는 자리이다. 3월과 9월에는 

고려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응원전도 열리니, 꼭 참석해 최신 응원들을 익혀놓기를 권장

한다. 대학의 낭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깃거리는 바로 축제! 대학생활의 낭만, 축제

에서 누려보자.

▶ 대동제

5월 둘째 주 즈음에는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축제인 대동제

가 3일간 열린다. 대동제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각 단

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밴

드 공연이나 영화제, 전시회, 퍼포먼스, 체육대회, 과별 주점 

운영, 과별 미니 게임 진행 등 백양로 여기저기에서는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특히 셋째 날 저녁에는 대동제의 

하이라이트 ‘아카라카를 온누리에’라는 콘서트가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응원단 아카라카와 함

께하는 신나는 응원, 그리고 연세의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 찾아온 연예인들의 화려한 퍼포먼

스가 더해져 매해 대동제의 끝을 장식하고 있다. 구경을 하는 것도 즐겁지만, 주체적으로 행사

를 준비하고 참여할 땐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크니, 신입생 시절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

▶ 연고전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열광하는 연고전! 

이제 새내기 바로 당신이 그 축제의 주인공이다. 연고

전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농구,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 럭비’ 등의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

츠 행사이다. 연고전은 연고대의 총학생회가 매년 번

갈아 개최하는데, 개최 학교에 따라 연고전 또는 고연

전이라고 불리며, 출정식과 뒤풀이인 ‘기차놀이’도 개

최 학교 부근에서 진행된다. 연고전은 대결 뿐 아니라 여러 재미난 요소들이 있다. 경기 내내 지

속되는 열띤 응원전! 연고전 이전부터 신촌과 안암 부근에 걸리는 재치 있는 플랜카드들! 각 단

체별로 맞추는 티셔츠들까지! 마지막으로 각 단과대의 전공이나 동아리별로 ‘교류반’을 맺어 연

고전이 끝난 뒤 ‘기차놀이’를 하며 열광의 도가니를 즐기게 된다. 졸업한 사람도 다른 학교 학생

도 슬쩍 끼어보고 싶은 바로 그 축제, 연고전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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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카 라 카
아 카 라 카 !  아 카 라 카 ( 아 라 ) 칭  

아 카 라 카 ( 아 라 ) 쵸  

아 카 라 카 ( 아 라 ) 칭 칭  쵸 쵸 쵸

랄 랄 라  시 스 붐 바  연 세  선 수  라 풀 라

헤 이  연 세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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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세대학교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 커뮤니티

정사(正史)가 있으면 야사(野史)가 있는 법! 학교 홈페이지 외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생활의 노하우와 생생한 정보를 알아두자.

•   세연넷(연세인 공식 커뮤니티)    http://www.seiyon.net     

맛집, 벼룩시장, 분실/습득, 문화, 스포츠, 취업, 유학/교환학생 등. 구독시 로그인

▶ 수강신청 및 시간표 관리 필수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     연세춘추 강의평가    http://chunchu.yonsei.ac.kr

매 학기말, 학우들이 올린 강의평가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수업의 난이도와 

과제, 수강생의 규모, 수업분위기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성향과 특징까지 실라버스에 나와 있

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로그인 불필요

•     연플(yonsei planner)    https://www.yonple.com/

학기 초에 자신이 듣는 강의를 등록하면 그 강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시험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유용한 사이트인데 자신이 보려는 수업의 시험 후기를 잘 작성해야 다음 시험 후

기를 볼 수 있다. 유료제는 아니고 후기에 따른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여 포인트로 이용 가능

하다. 후기를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요령! 

•     에브리타임    https://www.everytime.kr    

전국 382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학생 커뮤니티, 시간표 작성, 모임 서비스. PC와 

모바일로 이용 가능함은 물론, 작성한 시간표는 메신저와 SNS을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학교별 자유·비밀 게시판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정보 공유와 총학생회·언론사·지역별 모

임 관리가 가능하다. 학점 계산 기능도 있는 유용한 웹사이트로 로그인 필수

☞	어플리케이션 IOS, 구글플레이에서 다운 가능

http://www.seiyon.net
http://chunchu.yonsei.ac.kr
https://www.yonple.com/
https://www.eve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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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숙사

	송도학사 홈페이지 http://yicdorm.yonsei.ac.kr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종합관 409호  ☎ 032-749-2991, 2992

국제캠퍼스 송도 1학사 행정실 (A동~C동)    송도학사 A동 106호  ☎ 032-749-5103

국제캠퍼스 송도 2학사 행정실 (D동~F동)    송도학사 D동 113호  ☎ 032-749-5203

1. 입사정보

▶ 신청대상

가. RC학생(의무 입사)

-   국제캠퍼스 Residential College 대상 학생 (음악대학, 교육과학대학 예체능 특기자 전형

(체능)을 제외한 신입생 전원)      

※  학교에서 정한 RC교육 이수를 위해 RC 대상 학생은 2개 학기 동안 반드시 입사해야 함.                

 단, 교육과학대학(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학생은 1학년 1학기만 거주

나. Non-RC학생

-   연세대학교 재학 중으로, Residential College 대상이 아닌 학생 (국제캠퍼스 개설 전공자

를 우선 선발함,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가. 1학기: RC, Non-RC학생 2월 초

나. 2학기: RC, Non-RC학생 7월 중

▶ 거주기간

가. 1학기: 4개월 (학기 직전일 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나. 2학기: 4개월 (학기 직전일 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다. 방학기간: 잔류신청을 허가받은 학생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에서 입사 신청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 방학기간 잔류 신청: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함. 

(잔류신청 공고: 매년 5월, 11월 중)

http://yicdorm.yonsei.ac.kr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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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1. 입사 신청 시 기숙사 장학금을 신청해야만 장학금이 적용됩니다.

2. 현재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기숙사 거주 또는 비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 선택 시 증명 서류(인천주소, 본인이름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기숙사  

신청 페이지에 첨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3. 중간 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환불 신청서 제출).

- 휴학(군 입대 포함), 자퇴(증명서 첨부) 

- 질병(입원에 한함, 진단서 제출) 

※   중간 퇴사자에게는 납부한 기숙사비의 15만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한 금액을            

반환합니다(단, 휴학 마감일 이후 퇴사할 경우 환불금 없음).

4.  학기 중 휴학, 자퇴 시 잔여기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휴학, 자퇴 신청과 동시에

 기숙사를 퇴사해야 함).

▶ 방 배정

•   방 배정은 2인실/3인실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1인실을 배정받고자 할 경우 별

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우스와 방은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배정받은 하우스와 방은 RM교수(RC)/종합행정센터 소장(Non-RC)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

로 변경할 수 없다.

▶ 기숙사비 

•   기숙사비는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 (9~10분위 금액 납부 후, 학기 말에 소득 분위에  따

라 차액을 일괄 반환)

    ※   소득 분위는 국가 장학금 자료를 활용하므로 9~10분위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기 

초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숙사비(3인실)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므로 3인실 신청 시 시설

보증금 100,000원만 납부 (2인실 신청 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시설보증금 및 기숙사비 차액은 연세포탈에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반환하므로 반환계좌

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건강 검진

•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든 학생은 흉부 X선 진단서(결핵 - 입사일 기준 2개월 이

내) 및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 접종 증명서(국문 또는 영문만 유효)를 제출해야 함. 

•   입사 당일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입사가 가능 (미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입사 불가)

•   검사 결과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사를 취소함.

•   진단서 제출 방법: 입사 당일 기숙사 로비에 직접 제출

     ※ 문의: ☎ 032-749-5103(1학사), 5203(2학사)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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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학사 게스트룸 이용 안내

1. 이용대상

가. 현재 국제캠퍼스 송도학사에 거주 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교내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2. 이용방법

가. Guest Room 사용 신청

1) 송도학사 입사생의 학부모: 입사생 본인이 송도학사 행정실에서 신청서 작성

2)  교내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소속 단과대학 및 기관 사무실을 통해 

이용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신청

나. 접수 완료 후 안내 받은 계좌에 이용요금 입금

3.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송도학사 홈페이지(http://yicdorm.yonsei.ac.kr/)커뮤니티 → 서식자

료실의 “Guest Room 이용안내 및 신청서” 확인할 것!

나.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송도학사 행정실로 문의

※ 송도 1학사: A동 106호, ☎ 032-749-5103

4. 이용요금 (1인기준 요금)

방 종류
교내구성원 외부인

1일 2~7일 8일 이상 1일 2~7일 8일 이상 

3인실 21,000원 18,000원 15,000원 24,000원 22,000원 20,000원

2인실 28,000원 23,000원 19,000원 31,000원 27,000원 23,000원

1인실(2인실 1인 사용) 35,000원 30,000원 26,000원 38,000원 34,000원 30,000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26-000343-18-687 (예금주: 연세대학교)

* 출입카드 보증금(10,000원)은 별도, 파손/분실 시 보증금 환급 불가

* 3인실 단독 신청 시 3인 기준 요금 부과/ 2인실 단독 신청 시 2인 기준 요금 부과

5. 유의사항

가.  숙박신청은 최소 2일전에 하셔야 하며, 지정된 객실이 부족할 경우 숙박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나. 선호학사(1학사/2학사) 신청이 가능하나, 객실 상황에 따라 선호학사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숙박일 1일 전 취소 시 50% 차감 후 환불 ②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라. 교내구성원은 직접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속 단과대학 또는 기관 사무실 요청 바랍니다.

* 공문작성송부 - 수신처: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마.  학부모의 경우 최대 3박까지 숙박이 가능하며, 학생을 동반하였을 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은 숙박하실 수 없습니다.

사.  송도학사 입사생의 학부모 외 친구 및 일반인에 대한 숙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남녀 혼숙(학부모 제외), 객실 내 음주/흡연을 금합니다. 송도학사 이용내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용대상 및 일정은 사안에 따라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의 승인심사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송도 1학사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도 1학사 행정실: A동106호, ☎ 032-749-5103

http://yicdor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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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위치 안내

송도 1학사 

송도 2학사 

게스트룸

Lobby/은행 Lobby/세미나룸

편의시설/기숙사지원실/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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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도학사 규칙위반 기준표 (2020학년도 1학기 시행예정)

기숙사에서는 단체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모두를 위한 기본 규칙들이 있다. 상ㆍ벌점 제

도를 반드시 숙지하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자. 

규칙위반 기준표

순번 내용 구분 조치

1
기숙사 내·외에서의 위법 행위(폭행, 언어폭행, 성폭력, 성추행, 절
도, 도박, 마약류 소지 및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법 퇴사2
타인에게 명의를 도용(타인에게 규칙위반 전가 포함) 또는 대여해
주거나 차명으로 입사 또는 거주하는 행위

3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4 출입증을 위ㆍ변조하거나 양도ㆍ대여한 경우

5
민원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실, 사감 및 경비실의 객실 점검 요청(3
회) 시 재실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행위(폭언,폭행포함)

안전 및 보안

경고
(경고 3회 → 
교육위원회 

회부 & 
퇴사결정)

6
객실, 커뮤니티룸(하우스별 규칙 적용) 등 성별이 지정된 구역에 이
성이 출입하거나 이성과 같이 있는 행위

7
보안, 화재 예방 등에 필요한 문이나 장치, 시설 등을 해제하거나 이
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8
주 출입구가 아닌 곳을 관리자의 허락 없이 개방하여 출입하거나 빈 
객실 등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9
기숙사 내 인화 물질(라이터 주입용 가솔린 및 가스, 버너 등), 기타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전자레인지 화재발생

10
기숙사 내에 무단으로 음주 반입(빈병 보관 포함)하거나 취사하는 
행위(취사는 공동취사장 이용) - 주류는 즉시 압수하여 폐기함.

11
지정된 금주ㆍ금연구역 내(기숙사 건물 밖 노란선 내)에서 음
주ㆍ흡연(전자담배, 금연보조제 포함)하는 행위

12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기숙사로 대동하거나 숙박을 제공
하는 행위

13 행정실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을 바꾸는 행위

14
기숙사 내 공공시설물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출ㆍ훼손ㆍ파
괴ㆍ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공동생활
주의

(주의 3회 → 
경고)

15
기숙사에서 소란ㆍ소음ㆍ소동(룸메이트 개인생활 침해 포함)을 일
으키는 행위

16 기숙사로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17
객실 내 키홀더 또는, 분전반을 조작(상시 전원)하거나 임의로 가구
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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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내용 구분 조치

18
기숙사입사생이 스피드게이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카드 없이 무단
출입, 타인출입을 위해 대신 카드사용, 한 카드로 두 명이 같이 출입하
는 경우 등)

공동생활
주의

(주의 3회 → 
경고)

19 사전 승인 없이 출입 시간을 위반한 행위(02:00~05:30)

20
전열 기구(모든 전기가전제품)를 객실 내에 반입ㆍ보관ㆍ사용하는 
행위

21
세미나실, 밴드실, 멀티미디어실, 열람실, 댄스연습실에서 규정 외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 주의 3회 → 경고 1회 

경고 3회 → 교육위원회 회부 & 퇴사결정

※ 경고

        가. 경고 1회 → 1학년 지도교수 면담

        나. 경고 2회 → RM 교수 면담 & 교육 프로그램

        * 면담과 교육프로그램은 의무사항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 1회 추가(1주일 이내 반드시  

      연락 및 방문)

        다. 경고 3회 →  교육위원회 회부 & 퇴사결정

※ 규칙위반사항은 송도학사 거주 연속 4개 학기 누적 관리됩니다.

※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규칙위반 학생(들)과 동석했을 경우 동일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규칙위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송도학사 규칙위반 조치사항, 퇴사, RC 이수 여부는 학사포탈사이트에 기록됩니다.

※ 2019학년도까지의 누적벌점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촌 무악학사 입사 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증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보증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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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련 깨알 정보

1. 기숙사 들어올 때 팁!

•  3인실의 경우 제일 먼저 할 일은 책상, 옷장, 수납장과 침대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침대는 

각 침대마다 장단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2기숙사 3인실 기준)

1)  1.5층(단층) 침대: 가장 무난한 침대입니다.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책상을 사용한다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냉방 스위치나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려면 침대에서 나와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2)  2층 침대 중 1층: 접근성이 가장 좋고, 온/냉방 스위치나 전등 스위치를 침대 위에서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대가 너무 낮게 위치하고 있고, 2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주 이동

한다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2층 침대 중 2층: 접근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하지만 온/냉방 스위치나 전등 스위치를 침대위에

서도 조작할 수 있고, 침대 옆에 위치한 옷장 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  2인실과 3인실의 차이

1)  침대구조: 2인실은 1층 침대 두 개가 있지만, 3인실은 2층 침대 하나와 1.5층(단층) 침대 하

나가 있습니다.

2)  2인실은 수납공간이 주로 자신의 침대 주위에 위치하고, 3인실은 수납공간이 침대와 좀 떨

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실의 수납공간과 옷장이 3인실에 비해 약 1.5~3배 정도 넓어요.

•  각 방에는 방 카드(키)를 꽂는 카드 홀더 구멍이 총 세 개(1학사의 경우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카드가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방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가끔 몇몇 방의 카드 홀더가 카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멍마다 카드를 다 꽂아보고 모두 다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해주세요!

2. 기숙사 생활 팁

•  옷 정리: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면 되지만 옷장 폭이 약 30cm 정도 되어 너무 많은 옷은 들어가

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특히, 3인실의 경우 옷장에 넣을 수 있는 옷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  음식: 기숙사 식당, 아라샘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숙사에 시리얼 같은 간편 식품들을 

사놓고 먹는 것도 편리합니다. 단, 시리얼을 먹을 때는 되도록 각 층의 커뮤니티룸을 이용해주

시고 뒷처리는 휴지와 쓰레기통을 이용해 깔끔하게 해주세요!

•  청소

1)  마룻바닥이 쓰레받기로 청소하기 힘드니, 되도록 청소기 사용을 추천해요.

2)  세면대에 물때가 많이 끼는데, 사용 후에 매번 세면대에 고여 있는 물을 손으로 훔쳐 주면 물

때가 적게 쌓인다는 사실! 이미 쌓인 물때를 없애고 싶다면 시켜먹고 남은 콜라를 부어주면 

쉽게 없어져요.

3. 기숙사에 가져올 물건

• 꼭 필요한 물건

1) 평소에 쓰던 문구류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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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용 서적은 Y-plaza에 위치한 가온샘(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  학사마다 멀티미디어실이 있지만, 각종 일처리와 과제를 위해선 노트북이 있으면 굉장히 편 

리합니다. 유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랜선은 교내 생활협동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3)  세면도구를 꼭 챙기세요. 휴지나 비누, 수건은 넉넉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단, 휴지나 비

누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룸메이트들과 상의한 후에 기숙사 내에 위치한 생활협동

조합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침구류(침대용 시트, 베개, 이불)와 옷걸이는 모두 개인적으로 가져와야 해요.

5) 우산도 꼭 챙기세요.

6) 청소도구는 쓰레기통 이외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가져오면 됩니다.

• 기숙사에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

1)  절대로 공유기를 가져오지 마세요! 무선인터넷은 송도 1, 2학사 이미 모두 설치되어있어요. 

게다가 1학사의 경우 사설 공유기는 기존에 설치된 공유기와 간섭을 일으켜 다른 학생들의 

무선인터넷 이용에 피해를 줍니다.

2)  전기 냉난방 기구(전기 히터 등), 냉장고와 청소기는 공용으로 구비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사

용하면 전력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가져오지 말아주세요.

• 가져오면 좋은 물건

1)  문구류 중에서 스테이플러와 클리어파일을 가져오면 좋아요. 각 과목마다 나오는 수많은 자

료들을 정리할 때 유용해요.

2) 화장실용(변기 있는 화장실)과 외출용 슬리퍼 각 한 켤레씩 가져오면 편합니다.

3) 소형 빨래 건조대를 가져오면 빨래를 말리기 편리합니다.

4) 샤워실용 러그(발수건)을 준비하면 좋아요.

※ 뚫어뻥은 경비실에 말하면 빌려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없어도 되지만 가져오면 편리한 물건

1)  공용프린터나 인쇄 전문점(본뜰샘, 도큐프렌즈)을 통해 모든 인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용 프린터(특히, 컬러프린터)가 있다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2) 멀티탭

4. 방학 중 기숙사 짐 처리 방법

•   방학 중 기숙사의 짐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타주’ 서비스와 같이 

짐을 대신 보관해 주는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숙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짐 보관 서비스: 대표적으로 ‘마타주‘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에 어차피 2학기때 다

시 쓸 짐들인데 짐에 모두 들고 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

면 된답니다.

2)  기숙사 택배: 종강 시기가 되면 각 기숙사 지하에 택배 업체가 들어와서 단체 택배 서비스를 

진행한답니다. 여기서 상자을 사고 운송장을 발급받은 후 짐을 싸서 기숙사 1층 로비에 가져

다 놓으면, 각자 설정해 놓은 배송지로 택배가 일괄 배송된답니다! 힘들게 짐을 싸서 교내 우

체국으로 갈 필요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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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국제캠퍼스 생활정보

1. 교통편

1  셔틀버스

▶ 캠퍼스간 셔틀버스 [신촌캠퍼스 교통광장(백양누리) ↔ 국제캠퍼스(송도 1학사 앞)]

•   예약 방법: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국제캠퍼스 셔틀버스예약

•   운행 시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바람. 

※ 토, 일, 공휴일 운행 없음 

☞ 주의 사항:   탑승 시 ‘예약 접수증’ 또는 ‘휴대폰 예약 문자메시지’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예약 시간에 탑승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대중교통

▶ 캠퍼스간 지하철 이용

경유지 계양 경유 노선 신도림 경유 노선

노선
캠퍼스타운역(인천 1호선) ↔ 계양역(공항철도 

환승) ↔ 홍대입구역(2호선 환승) ↔ 신촌역

캠퍼스타운역(인천 1호선) ↔ 부평역(1호선 

환승) ↔ 신도림역(2호선 환승) ↔ 신촌역

장점
앉아서 가는 구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환승역이 

적습니다.

부평~신도림 구간의 급행 열차를 이용하

면 계양 경유 노선보다 20분 가량 목적지

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신도림 경유 노선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

립니다.

부평역, 신도림역 환승이 혼잡하고 앉아서 

가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

대의 1호선은 굉장히 붐빕니다.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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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주변 대중교통

버스번호 운행시간(배차간격) 주요 경유지

광역

9201
05:00~23:00

(배차간격 25분)

연수구청 → 동막역 → 연세대 → 선바위역 → 서초역 →  

교대역 → 강남역 → 양재역

M6724
05:00~23:10

(배차간격 20분)

연세대 → 송도더샵퍼스트월드 → 풍림아이원2단지 → 

동춘역 → 선학역 → 합정역 → 홍대입구역 → 

신촌역(상행), 신촌연세대(하행) → 서울역

지선

91
05:30~23:00

(배차간격 19분)

송도 스포츠센터 → 인천카톨릭대학교 → 연세대 → 

캠퍼스타운역 → 송도풍림아이원1단지 → 지식정보단지역

92
05:30~23:00

(배차간격 19분)

인천대 → 지식정보단지역 → 연세대 → 박문중학교 → 

캠퍼스타운역 → 송도더샵퍼스트월드 → 커넬워크

간선

6-3
05:30~23:30

(배차간격 20분)

인천대 → 지식정보단지역 → 연세대 → 캠퍼스타운역 → 

송도풍림아이원1단지 → 커넬워크 → 인천대입구역

16
04:40~22:30

(배차간격 16~22분)

무지개아파트 → 동막역 → 캠퍼스타운역 → 연세대 → 

인천대 → 해양경비안전본부 → 송도유원지 → 송도역 → 

숭의역

81
05:00~22:30

(배차간격 19분)

해수워터피아 → 주안역 → 연수역 → 동막역 → 캠퍼스타

운역 → 연세대 → 인천대 → 복합환승센터투모로우시티

※  첫차와 막차 시간은 도로 여건, 어느 정류장에서 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핸

드폰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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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교통편 깨알 팁!
송도와 신촌을 오고가는 가장 편한 교통편은 바로 학교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는 예약하고자 하는 날의 이틀 전 오후 2시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오후 5시~

오후 6시 사이 인기 있는 시간대의 예약을 성공하세요!

• 알아두면 유용한 광역버스들

신촌 송도

신촌과 송도를 오갈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광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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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번은 M6724번의 줄이 길어 기다리기 힘들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M6724번보다 소요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M6405번은 송도와 강남역을 왕복하는 버스로 연세대학교 정류장과 선바위역 정류장까지 

     고속도로로만 운행합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 정류장 정차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출퇴근시간에는 강남 부근의 길이 막히니 선바위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2. 출퇴근 시간 입석하기 싫을 때 풍림 2,3차 아파트 정류장에서 타면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 친구들과 송도에서 즐겁게 놀고 싶다면?

캠퍼스타운역 상가나 트리플 스트리트를 방문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 병원, 약국, 미용실, PC

방, 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타운역 상가에 사람이 몰려 이미 자리가 다 차있을 수도 있고, 

특히 노래방의 경우 1개밖에 없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양경찰청(해경)에 가보세요! 더 많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음식점과 상점이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나 송도현대아울렛에도 가보세요! 영화관, 쇼핑몰 

등에 갈 수 있답니다! 더 큰 쇼핑몰과 영화관을 원한다면 동춘역에 방문해보세요!

캠퍼스 타운역 상가에 2층에 코인노래방이 생겼답니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상가에 일반 노래방도 새로 생겼습니다.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쇼핑만 할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지하에 푸드코트가 있어서 정말 먹거리가 많으니 한번쯤 친구들과 놀러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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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

1   Y-Plaza

종목 매장명 전화번호
(032-749- ****)

운영시간
취급품목

학기 중 방학 중

식당 

및

매점

하늘샘

(편의점)
5122

09:00 ~ 19:00

토, 일, 공휴일 휴무

09:00 ~ 17:30

토, 일, 공휴일 휴무

제빵, 음료, 과자, 

과일 등

트레비앙

(커피점)
5123

08:50 ~ 19:00

토, 일, 공휴일 휴무

09:00 ~ 17:30

주문 마감은 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커피, 차, 

빵, 쿠키 등

나눌샘

(학생식당)
5140

월~목 10:00~19:00
(클로징타임 

14:00~17:00)
금 10:00~14:00

스낵코너
월~금 09:00~15:00

미 운영

조식, 중식, 석식 

및 스낵

(라면, 떡볶이 등)

기타

가온샘 5120, 5121
09:00 ~ 19:00

토, 일 휴무
09:00 ~ 17:30

토, 일 휴무

서적, 문구, 잡화, 

기념품 등 

우체국 5162, 5163
09:00 ~ 18:00

토, 일 휴무
09:00 ~ 18:00

토, 일 휴무

우편, 택배, 

해외발송 등

인헤어 5157
10:00~19:00

토, 일, 공휴일 휴무

10:3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이·미용실

(커트, 파마, 

염색 등)

독수리안경 5159
10:00 ~ 18:00

토, 일 휴무
휴무

안경, 렌즈, 

전용용액

본뜰샘 5166
09:00 ~ 19:00

토, 일 휴무

09:00 ~ 17:30

토, 일 휴무

출력, 복사, 제본,

인쇄 서비스

*편의시설의 운영시간은 수시로 변동되니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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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도 1학사 지하 1층

종목 매장명 전화번호
(032-749-****)

운영시간
취급품목

학기 중 방학 중

식당 

및

매점

하늘샘

(편의점)
5148

월~금 

08:00~02:00

토 09:00 ~ 23:00

일 09:00 ~ 24:00

월~금 

09:00 ~ 23:00

토 09:00 ~ 17:00

일 09:00 ~ 20:00

제빵, 음료, 과자, 과일 

등

델리코

(커피점)
070-4458-5009

월~금 08:00 ~ 20:00

토 09:00 ~ 14:00

일요일 휴무

휴무
커피, 차, 샌드위치, 

쿠키 등

학생식당 032-811-6810

월~금 

조식 07:30 ~ 09:00 

중식 11:00 ~ 14:00 

석식 17:00 ~ 19:30(금 19:00)

공휴일, 주말(토,일)  

조식 08:00 ~ 09:00 

중식 11:30 ~ 13:30 

석식 17:00 ~ 19:00

중식 

11:30 ~ 13:30 

석식 

17:00 ~ 18:30

조식, 중식, 석식 및 

스낵

(라면,  컵밥 등)

기타

무인세탁실 - 24시간
세탁기, 건조기 운영

(남/여)

연세세탁소 -
11:00 ~ 20:00

방학 중 휴무 (토, 일, 방학중 휴무)
세탁물 맡겨서 세탁

자동판매기 5129 24시간 캔 음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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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도 2학사 1층 

종목 매장명 전화번호
(032-749- ****)

운영시간
취급품목

학기 중 방학 중

식당 

및

매점

하늘샘

(편의점)
5165

월~금 08:00~2:00

토 09:00~23:00

일 09:00~24:00

월~금 09:00~23:00

토 09:00~17:00

일 09:00~20:00 

제빵, 음료, 과자, 과일 등

카페 커피앤

(커피점)
032-811-3474

월~금 

08:00~19:00

토, 일, 공휴일 휴무

월~금 

09:00~16:00

주말, 공휴일 휴무

커피, 차, 샌드위치, 쿠키 등

학생식당 032-811-3474

월~금 

아침 07:00 ~ 09:00 

점심 11:00 ~ 14:00 

저녁 17:00 ~ 19:30

(금 19:00)

토, 일, 공휴일

아침 08:00 ~ 09:00 

점심 11:30 ~ 14:00 

저녁 17:00 ~ 19:00

월~금

아침 08:00~09:00

점심 11:30~14:00

저녁 17:00~18:30

주말

아침 미운영

점심 11:30~14:00

저녁 17:00~18:30

조식, 중식, 석식 

기타

세탁실 010-6757-2088
08:30 ~ 19:00

주말 휴무 
10:00 ~ 15:00 세탁, 건조 및 린넨

송도 2학사 5층, 세탁기, 

건조기 운영(남 F동/여 G동)무인세탁실 - 24시간

당구장

(구슬샘)
5171 11:00 ~ 01:00 휴무 당구장

자동판매기 5129 24시간
캔 음료 및 무인복사기

(출력겸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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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키친(Self Kitchen) 
기숙사의 셀프키친을 이용하여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 위치: 송도 1학사 B동 102호, 송도 2학사 F동 502호

• 사용시간: 24시간 (송도1, 2학사) 

• 주의 사항: 사용 후 이용대장 작성/ 깨끗하게 이용, 화재 유의, 전열기 사용 유의 

☎ 032-749-5103 (송도 1학사), 032-749-5203 (송도 2학사)

송도 배달음식 팁!
야식을 먹으면서 룸메이트, 동기들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요x오, 배x의 민족 어플은 필수!!

*   대부분 주문 전에 말을 하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가능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주문할 

때 카드결제를 미리 말씀드리세요! 일부음식은 계좌이체도 가능하답니다~!

* 배달음식은 기숙사 정문 앞에서 수령해야 해요. 기숙사 방번호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굳이 없다는  

    것!!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소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동’ 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 치킨
배달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어요!

송도 주변에는 디*치킨(디*홈세트가 유명해요!), 피*나*치킨*주, 교*치킨, 네*치킨, 깻*치킨, 

강**치킨, 제**치킨 등이 있어요. 2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치킨을 먹는 ‘치킨계단’도 

있습니다!

• 피자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의 피자 대부분은 국제캠퍼스에서도 접할 수 있고, 

또 캠퍼스 근처에 있는 피자*이나 피자*븐 등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 분식
떡볶이, 주먹밥 등의 분식은 보통 양이 많아서 작은 사이즈를 시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요. 트리플 스트리트, 캠퍼스타운, 2기숙사 근처 상가에 여럿 위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달 가

능한 곳은 미*부*떡볶이, 엽*떡볶이, 제**떡볶이가 있어요!

• 족발, 보쌈
밤에 충동적으로 시켜먹는 족발과 보쌈! 하루에 네 끼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국제캠퍼스 기숙사

생활하면서 살은 찔 수밖에 없어요. 족발, 보쌈집은 배달도 가능하고 기숙사 근처에서도 먹을 수 있

어요. 보통 족발, 보쌈에 주먹밥이나 막국수도 함께 먹어서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새벽까지 

배달 가능하고, 김치찌개 등 사이드 메뉴도 먹기도 해요. 대표적인 음식점으로는 송도다*, 장**,놀*

보쌈 등이 있습니다.

•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제육볶음, 찜닭, 불닭, 닭발 등도 밥과 함께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배달 가능한 곳

은 화*, 송도다*, 찜한*뽀**제육이 있어요!

• 중식
중식도 배달음식 카탈로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배달음식점과는 달리 보통 9시 정도에 영업이 

끝나서 야식으로는 못 먹는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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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ATM/우체국/스마일박스

▶ 우리은행

연세대 국제캠퍼스 영업점 

  기숙사 B동 1층 

☎ 032-822-6321~3

 09:00~16:00 (단, 토/일 및 공휴일 휴무)

     ATM 2대 (월~일) 07:00~23:30 

•   업무   일반 은행 업무/환전(엔화, 달러, 유로, 위안화)/등록금 납부 및 반환/학생증 신청 및 

발급

▶ ATM

기관명 위치 대수

우리은행

제 1기숙사 B동 1층 우리은행 앞 2

제 2기숙사 D동 (하늘샘 앞 / 출입구 앞) 2

Y플라자 (하늘샘 앞) 1

우체국 Y플라자 (하늘샘 앞) 1

▶ 우체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우편 취급국

  Y-Plaza  

☎ 032-749-5162

 09:00~18:00 (단, 토, 일 및 공휴일 휴무)

•   업무 일반 우편 접수 및 배송/등기 우편 접수 배송/택배 및 배송/EMS 접수 및 배송

해외에서 연세대학교 가상계좌로 송금 시 유용한 정보
해외에서 연세대학교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할 때 서류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할지 몰라 난감하

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분께 아래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 Name: YONSEI UNIVERSITY

- Address: 85 SONGDOGWHAK-RO, YEONSU-GU, INCHEON-SI, SOUTH KOREA

- Postal Code: 21983

- Account Number: 주어진 가상 계좌 기입

- Bank Name: WOORI BANK

- Branch: YONSEI BRANCH

- Bank Address: 85 SONGDOGWHAK-RO, YEONSU-GU, INCHEON-SI, SOUTH KOREA, 21983

- Bank Code (Bank Swift Code): HVBKKRSEXXX ※총11개의 알파벳을 대문자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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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Q 1: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   일반 우편은 추적이 안되는 대신 비용이 저렴하답니다. 다만, 배송 시간이 국내 기준 3~4일 정도 

소요되지요. 이에 비해 등기 우편은 배송이 빠르고, 발송과 배송 내역이 컴퓨터에 저장되므로 우

편물 분실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Q 2:  택배 보낼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2:   첫째, 택배 발송 시 분실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보낼 때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해주셔야 한답니다.

  둘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을 물건과 함께 넣어 배송하면 안 돼요. 분실 시 타인에 의

해 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송이 불가한 항목입니다.

  셋째, 받는 사람을 적을 때 주소, 성명, 우편번호 순으로 적어주세요. 참고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

스의 우편번호는 21983입니다.  

EMS 이용하기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

1.  스프레이형으로 제작된 향수, 미스트, 헤어 제품 등은 보낼 수 없답니다. 테러용 무기로 사용될 수 있

기 때문이지요. 아예 접수 과정에서 거부되니까 상자에 넣지 마세요. 만약 접수가 되었다 하여도 반

송되어 올 것입니다.

2.  해외로 핸드폰을 보내려 한다고요? 본체는 가능하지만, 배터리는 배송이 불가합니다. 폭발물로 간

주되기 때문이지요. 굳이 보내시려면 배터리를 분리한 채 본체만 보내셔야 해요.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이 핸드폰 배터리만 별도로 구입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배터리 일체형 핸드폰(예: 아이폰)

은 EMS로 보낼 수 없답니다.

3.  여권, 현금 역시 박스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랜덤으로 개봉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됩

니다(참고: 배편 수하물 처리시 100% 개폐함). 

▶ 스마일 박스(무인택배함)

  송도 1학사 A동 1층, 송도 2학사 G동 1층

•   사용법

-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후 원하는 배송지 선택

- 배송완료가 되면 인증번호가 적히 알림톡이 고객에게 발송

-   고객은 7일 이내에 해당 스마일박스에 가서 수령 

(7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 반품처리)

※ 스마일박스 고객센터 ☎ 164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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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사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 Y-Plaza의 본뜰샘에서 흑백/컬러 복사, 출력, 

제본, 코팅, 교재제작, 명함, 현수막, 리플랫, Fax 송수신 및 각종 기획인

쇄 가능

※ 도서관 및 기숙사 멀티미디어실에서는 무인 시스템으로 복사, 출력 가능

•   본뜰샘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지하 Y-Plaza)  ☎ 032-749-5166

- 근무시간: 09:00~19:00 (학기중), 09:00~17:30 (방학중)

6  PC이용

▶ 컴퓨터실

위 치 컴퓨터 대수

자유관A301 61

자유관A302 46

자유관A303 47

자유관B213 33

진리관B309 23, 전자교탁 1

진리관B313 23, 전자교탁 1

※ 사용 예약은 연세대학교 공간대관시스템(http://space.yonsei.ac.kr)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멀티미디어실

구분 제 1 기숙사 제 2 기숙사

위치 기숙사 A동 1층 110호 기숙사 F동 3층 304호

개방시간 24시간 개방 (카드로 터치 후 출입) 24시간 개방 (카드로 터치 후 출입)

주요시설 학업 목적의 PC, 복사 및 프린터 학업 목적의 PC, 프린터

PC 관련 문의 ☎ 032-749-5103 ☎ 032-749-5203

7  세미나실 및 열람실

▶ 세미나실

•   위치: 송도 1학사 A-B동 Bridge(7층), B-C동 Bridge(5층), C동 1층 

             송도 2학사 기숙사 3층 (소-27개 실, 중-10개 실, 대-2개 실)

    ※ UML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세미나실 정보는 UML 카테고리에서 확인

http://spac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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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대상: 국제캠퍼스 소속 송도학사 거주 학생 

•   이용 방법:  예약제 ①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접속 → 연세대학교 포탈

ID/PW로 로그인 → ③ 학사관리 → ④ 학교생활 → ⑤ 송도기숙사 → ⑥ 대관일 

선택, 사용인원 입력, 세미나실 및 시간 선택 → ⑦ 담당자 승인→ ⑧ 허가서 출력

하여 기숙사 A 또는 D동 경비실에 제출 

•   이용 시간: 24시간 이용 가능

      1주일에 총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함.

•   주의 사항: 22시 이후 모든 음악활동 금지 

    ☎ 문의 전화 - 송도 1학사 주간: 행정실 032-749-5103 / 야간: 경비실 032-749-5105

                         - 송도 2학사 주간: 행정실 032-749-5203 / 야간: 경비실 032-749-5205

▶ 열람실 

•   위치:  송도 1학사 A동 111~113호 

              송도 2학사 301, 303호 

              ※ UML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열람실 정보는 UML 카테고리에서 확인

•   이용 대상: 국제캠퍼스 소속 송도학사 거주 학생 

•   이용 방법:  예약제 ①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접속 → ② 연세대학교 

포탈 ID/PW로 로그인 → ③ 학사관리 → ④ 학교생활 → ⑤ 송도기숙사 → ⑥ 대

관일 선택, 사용인원 입력, 세미나실 및 시간 선택 → ⑦ 담당자 승인 → ⑧ 허가서 

출력하여 기숙사 A 또는 D동 경비실에 제출 

                     ※ 연장은 예약 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가능

•   이용 시간:  24시간 운영; 열람실 별로 1일 최대 4시간씩 예약 가능. 

       1회 2시간.

    ☎  문의 전화:  송도 1학사 주간: 행정실 032-749-5103 / 야간: 경비실 032-749-5105 

 송도 2학사 주간: 행정실 032-749-5203 / 야간: 경비실 032-749-5205

세미나실 사용 시 주의사항

•   세미나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짐.

• 세미나실은 항상 사용전의 상태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함.

• 세미나실 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뚜껑이 있는 음료수만 반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을 어긴 그룹과 그 팀원들은 추후에 사용을 금지함.

•   예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달 예약을 할 수 없음.

•   세미나실의 청소,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다면 그 즉시 세미나실을 1주일간 폐쇄하며 그 기간에 예

약한 팀의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됨.

http://portal.yonsei.ac.kr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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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배실 및 기도실

▶ 크리스틴채플

•   이용사항:  크리스틴채플 내 대예배실(본당), 소예배실 

                    1, 2, 기도실

•   개방시간  

    예배실: 별도의 대관절차를 거처 신청 후 사용가능

    기도실: 월-금 07시 ~ 24시

☎ 교목실: 032-749-2800(채플)

                 032-749-2801(학원선교)

▶ 송도 1학사 

•   위치: 기숙사 A동 114(친교실), 115(기도실) 

•   개방시간: 연중무휴(단, 대관일정표를 통해 공지된 단체가 이용하는 시간에는 이용 불가)

•   이용사항: 기도실 및 친교실

☎ 주간 / 교목실: 032-749-2801     야간 / 경비실: 032-749-5105

▶ 송도 2학사 

•   위치: 기숙사 D동 105호 

•   개방시간:   연중무휴(단, 대관일정표를 통해 공지된 단체가 이용하는 시간에는 이용 불가)

•   이용사항: 예배실, 기도실 및 친교실 

☎ 주간 / 교목실: 032-749-2801     야간 / 경비실: 032-749-5205

열람실 사용 시 주의사항 

• 열람실 내 일정한 음료를 제외한 먹거리는 전면 금지

1) 껌, 초콜릿, 사탕 등 간단한 캔디류도 금지

2) 허용되는 음료: 돌려 잠그는 뚜껑이 있는 페트병이나 캔, 팩; 캡이 달린 텀블러 (유리병 제외)

3)  허용되지 않는 음료: 일회성 탭이 달린 캔 또는 팩, Take-out 커피, 종이컵 등 깨지거나 내용물이 

흐를 염려가 있는 경우

• 열람실 및 창가에 개인사물 또는 개인사물함의 방치를 금지

• 열람석 책상과 벽에 낙서를 하거나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 금지

•  전자계산기 등 일부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

• 열람실 내 휴대폰 무음 설정 및 주변에서 통화나 잡담 금지

•  열람실 내 노트북 사용 금지.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트북 열람실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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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레크리에이션 

▶ 탁구장 

• 위치: 송도 1학사 B126, 송도 2학사 G동 104-1호 

• 이용 시간: 24시간 개방 (단, 통금시간 02:00~05:00 제외)

• 주의 사항: 탁구라켓, 탁구공 개인 지참 

☎ 032-749-5103 (송도 1학사)  ☎ 032-749-5203 (송도 2학사)

▶ 굴리샘 

• 운영 목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하여 연세인의 편의와 여가활동을 증대함.

• 문의: 현장 방문 

• 위치: 국제캠퍼스 테니스장 옆

• 운영시간: 월~금 오후 2시~8시 (오후 7시 30분 이후 대여 불가) 학기 중에만 운영

• 이용방법

- 안전교육 이수 (굴리샘 방문 후 <굴리샘 이용가이드>를 숙지)

- 서약서 제출 (서약서 작성 후 안내데스크에 제출)

- 회원등록 (신분확인 후 회원등록 완료)

- 자전거 대여 (학생증 제시 → 헬멧과 자전거열쇠 수령 → 번호 확인 후 자전거 이용)

• 사용시 주의 사항

- 최대 3시간 대여가능 (초과시 한달 대여제한)

- 당일 미반납, 자물쇠/헬멧 분실시 한 달간 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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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음악 연습실 

•   위치: 송도학사 B139 

•   이용 대상:  RC교육 대상 학생

•   등록방법:  사이트 접속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종합관 409호로 제출 

•   이용 방법:  예약제  ①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접속 → ② 연세포탈 → ③ 학

교생활 → ④ 송도기숙사 선택 → ⑤ 대관일 선택, 사용인원 입력, 세미나실 및 시간 선

택 → ⑥ 담당자 승인 → ⑦ 허가서 출력하여 기숙사 A 또는 D동 경비실에 제출   

   ※ 사용 승인 시간은 유동적이며 월~금요일 16시 이후에는 승인하지 않음

       당일부터 7일간 예약 가능

•   이용 시간:  09:00~24:00, 1주일에 총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함.

•   주의 사항:  22시 이후 음향을 최대한 줄여서 사용

☎ 032-749-2204

▶ 밴드 연습실 

•   위치: 송도학사 B138  

•   이용 대상: RC교육 대상 학생

•   등록방법: 사이트 접속 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종합관 409호로 제출

•   이용 방법:     예약제  ①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접속 → ② 연세포탈 

→  ③ 학교생활 → ④ 송도기숙사 선택 → ⑤ 대관일 선택, 사용인원 입력, 세미

나실 및 시간 선택 → ⑥ 담당자 승인 → ⑦ 허가서 출력하여 기숙사 A 또는 D동 

경비실에 제출  

   ※ 사용 승인 시간은 유동적이며 월~금요일 16시 이후에는 승인하지 않음

       당일부터 7일간 예약 가능

• 이용 시간: 09:00 ~ 23:00, 1주일에 총 4시간까지 사용 가능함.

☎ 032-749-2204

연습실 사용 시 주의사항
•   연습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짐.

•   연습실은 항상 사용전의 상태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함.

•   연습실 내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뚜껑이 있는 음료수만 반입할 수 있음.

•   연습실 사용 시 반드시 실내화를 신거나 맨발로 사용하여야 하며 바닥을 손상하는 신발의 사용을 

금지함.

•   상기 규정을 어긴 그룹과 그 팀원들은 추후에 사용을 금지함.

•   예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달 예약을 할 수 없음.

•   연습실의 청소,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하다면 그 즉시 연습실을 1주일간 폐쇄하며 그 기간에 예약한 

팀의 예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됨.

http://portal.yonsei.ac.kr
http://porta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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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큐장 

•   이용 시간: 11:00 ~ 23:00  ※ 청소 시간(15:00 ~ 16:00) 제외  

•   이용 대상:  학기 중 학과/동아리 등 학교등록 단체만 이용 가능 (개인 목적 이용 불가)                  

내부인원 이용 시 무료임 

•   이용 방법: -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총무지원팀에 유선 문의 후(032-749-2064) 해당 학과 

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바비큐장 이용 신청서]를 이메일 송부(mky88@yonsei.ac.kr)

 - 이용 신청서에 지도교수(RM 교수등)의 날인 필요

 -  승인 완료 후 시설 이용법 등 세부사항은 송도 2학사 행정실(032-749-5203) 또는 경비실

(032-749-5205)에 문의 

    ※ 신청서 출력: 송도학사 홈페이지(http://yicdorm.yonsei.ac.kr) → 커뮤니티 → 서식자료실 

•   시설: 바비큐 그릴  6대, 그릴 1대당 8~10명 사용 가능 (기타 필요 물품은 직접 준비)

☎ 032-749-2064 

바비큐장 이용 시 유의 사항
•흡연 및 음주를 금합니다.

•송도학사 사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고성방가 등)을 금합니다.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자체 수거를 원칙으로 합니다(쓰레기봉투 지참 필요).

•이용 후에는 시설물을 원 상태로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설치된 그릴 이외의 취사 용품(버너, 화기) 반입 및 사용을 금합니다. 

• 위의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차후 대여를 불허하며, 행사 진행 중에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 기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를 위반하거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

가.  학교는 위 ‘이용 제한 및 취소’ 각 호의 사유로 대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이용 시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

mailto:mky88@yonsei.ac.kr
http://yicdor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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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 시설물 추천
학부대학 학생기획단(YSAC)이 추천하는 국제캠퍼스 시설들입니다!

1. 모이기 좋은 곳

국제캠퍼스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동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   송도 1학사: 지하계단,  A동 1층 소파, C동 지하 휴게실

* 송도 2학사: 치킨계단, D동 1층 소파

* 그 외: 자유관 A, B 1층 테라스, 기숙사 각 층 커뮤니티룸

2. 운동하기 좋은 곳

늦은 밤 치킨과 각종 배달음식으로 인해 송도에서는 몸이 필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20

대를 예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꼭 운동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굴리샘에서 자전거 대여

가 가능하므로 사람 없고 한적한 송도를 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위치: 지혜관 옆 풋살장, 송도 2학사 옆 운동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종합관 내부 스쿼시

장, 기숙사 내부 탁구장, 당구장(구슬샘), 종합관 1층 헬스장, 지하 주차장 내 굴리샘

언더우드기념도서관 옥상 커뮤니티룸 1학사 1층 쇼파

탁구장 굴리샘 운동장

3. 교내 시설물 및 주변 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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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멀티미디어센터

이곳은 무료로 DVD를 빌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DVD종류는 애니메이션부터 뮤지컬까지 다양하

게 준비되어 있어서 영화관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다만, RC미디어를 제외한 자료는 도서관 내 미

디어 감상실이나 시네마룸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17년도부터는 총 3개의 좌석(2A01, 2A10, 

2A34)에 설치된 IPTV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 위치: 언더우드기념도서관 2층 멀티미디어센터

- 팡세

동그란 알처럼 생긴 1인용 소파로 책을 읽다가 잠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안락한 자리에요. 도서관이라고 마냥 기피하지 마

시고 자주 가셔서 국제캠퍼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

길 바라요! 

* 위치: 언더우드기념도서관 4층

*  예약: 언더우드기념도서관 내 모든 시설은 도서관 내의 키오스

크와 도서관 좌석배정 앱 mY-seat을 통해 예약할 수 있어요!

- 세미나룸

열 명 내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세미나룸은 학생들이 스

터디를 위해 이용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송도학사 홈페이지

(https://yicdorm.yonsei.ac.kr)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오후 10

시 이후에 음악활동은 금지됩니다. 시험기간에는 특히 인기가 

많으니 하루나 이틀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 열람실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들은 각 기숙사 내부에 위치한 열람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설 독서실만

큼 좋은 시설을 갖춰서 시험공부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다만,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1)  송도학사 홈페이지(https://yicdorm.yonsei.ac.kr)에서 반드시 예약을 한 후 사용해주세요!

2)  좌석 예약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하

지 않도록 본인이 필요한 경우 좌석연장을 꼭 해주세요!

3)  노트북 이용 가능 좌석을 제외한 다른 좌석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숙사 내

부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실에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 위치: 1, 2기숙사 내부

- 조리실(셀프키친)

각 층마다 있는 커뮤니티룸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지

만, 전자레인지로는 할 수 없는 요리들이 있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리실이에요. 학사 내에 있는 조리실에는 기본적인 조

리도구들이 갖춰져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송도 2

학사 뒤편 하모니마트나 동춘역 근처 홈플러스와 이마트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서 요리하면 됩니다. 뒷정리는 반드시 스스로!

* 위치: 송도 1학사 식당 내부, 송도 2학사 G동 5층

https://yicdorm.yonsei.ac.kr
https://yicdor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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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의 가볼 만한 곳들

1. 캠퍼스타운역 상가
• 위치? 

- 서문 방향으로 도보 5분 내외 
• 국캠의 새로운 핫플!

-  분식, 중식, 양식, 고깃집 등 다양한 음식점이 있고, 거리도 가까워서 공강시간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 수 도 있어요!

-  맛있는 빵을 파는 베이커리와 카페가 많고, 술집도 많아요~
-  미용실과 병원이 있어 급할 땐 해경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2. 해양경비안전본부 (해경) 주변
• 위치?

-  택시로 7분 내외 (4,000원 내외) 혹은 도보로 2-30분, 셔
틀버스 이용 가능

• 송도의 “먹자 골목”
- 숨은 맛집들

유명 체인점부터 개인 음식점, 한식부터 일식, 디저트까지 종류도 다양해요! 다만 한 가지 아쉬
운 점은 24시간 카페나 음식점은 없어요.

- 다양한 술집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자주 미팅을 하는 술집부터 연인끼리 가기 좋은 조용한 Bar까지! 잘 알려
지지 않은 분위기 좋은 술집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찾아보는 것 도 좋아요.

• 놀거리!
- 노래방과 pc방이 많이 있고 인형뽑기 가게도 있어요!

3. 커넬워크
• 각종 드라마와 예능 촬영지!
• 위치

- 국제업무지구역 & 센트럴파크역 중간에 위치
- 택시로 10분 내외 (5,000원 내외)

• ‘계절별’ 쇼핑거리
-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로 상점들이 계절 순서대로 나열 되

어 있어요.
-  중간 중간에 괜찮은 맛집, 아기자기한 상점들, 긴 분수가 있

어 쇼핑 외에도 볼거리가 많아요.
-  새로 지어서 깨끗하고 혼자서 여유 있게 쇼핑하거나 데이트하기도 적합해요. 비수기에 시간

대만 잘 고르면 사람이 적어 조용합니다.

4. 센트럴파크
• 위치

- 커넬워크와 가깝고 택시로 7-8분 내외 (4,200원 내외)
• 하루 종일 봐도 모자란 공원

-  산책하기, 수상택시 타보기, 근처 건물들 구경하기, 정원 둘러보기, 야경 즐기기 등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 분위기가 좋고 넓어서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가도 괜찮습니다

5. 동춘역
• 위치

- 택시로 8분 내외 (4,500원 내외), 셔틀버스 이용 가능
• Trendy한 Mall “Square 1”

- 20대를 겨냥한 백화점
20대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의 옷가게, 스트레스를 풀기 좋은 아케이드 장과 영화관, 회전초밥부
터 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음식점도 겸비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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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 이마트
-  국제캠퍼스에서 가까운 대형마트로 친구들과 여럿이 가서 생필품이나 음식을 사면 생활비가 크

게 줄어들어요. 그 날 혹은 그 주의 특가상품을 눈여겨 보셨다가 저렴할 때 사세요. 또 대형마트 
안에 작지만 유명한 중저가 화장품상점이 많아서 여학생들은 화장품을 구입하기 좋아요.

6. 현X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 위치

- 앞서 소개한 트리플스트리트와 이어져 있어 기숙사에서 걸어갈 수 있어요! (도보로 10분 내외)
•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과 맛있는 디저트

- 식당과 카페가 정말 많고 SNS에서 유명한 수박식빵도 팔아요
• 시설

- 식당, 카페 외에도 의류 매장이 다양하게 있고, 서점과 가전제품 매장까지 있어요. 또한 옆 건물 
   에는 홈플러스 송도점이 위치하고 있어요.

7. 코스X코
• 위치 

- 택시로 8분 내외 (5000원 내외)인천 1호선 센트럴 파크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내외 
• 코스X코가 송도에도?!

- 스트링 치즈나, 치즈볼 등 각종 국산, 수입 식품을 대용량으로 팔아 쟁여놓기 좋아요!

8. 학교 근처 공원
• (송도 1학사 방향) 해돋이 공원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가는 길에 있어요.
-  새벽에 높고 기다란 미끄럼틀을 타는 재미가 은근히 쏠쏠해요! 해경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에 종종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

• (송도 2학사 방향) 새아침 공원
-  학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교적 적어 조용하게 걸을 수 있어요.

• (송도 2학사 방향) 달빛 공원
-  밤에는 불이 켜져 있는 빌딩들과 빛나는 대교가 이루는 반짝이는 야경을 볼 수 있어요.
-  새아침 공원과 붙어있어 오랫동안 산책하고 싶을 때 하천을 따라 좀더 걸을 수 있어요.

9. 소래포구
• 위치 

- 택시로 20분 내외 (12,000원 내외) - 지하철로 30분 (수인선-소래포구역)
• ‘가성비 최고’의 회!

 -   활어회, 조개구이, 간장게장, 킹크랩찜 등 갓 잡은 생선과 어패류로 만든 싱싱한 요리를 질 대비 저
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친구 여럿이 가면 더 많은 요리도 맛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 해져요.

10. 트리플스트리트
• 위치 

- 정문 방향으로 도보 5분 내외
• 스트리트형 종합 복합 쇼핑몰

 -   트리플스트리트는 A, B, C, D 총 네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17년도 
개장 후 많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 현x프리미엄 아울렛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각 동의 다양한 매장들
 -   A동에는 카페와, 해외SPA, 식당, 편의 시설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   B동에는 국내SPA와 화장품 가게들이 많아 여학생들이 즐기기 좋을 거 같아요.
- C동에는 스포츠/아웃도어 매장들이 많아요!
- B, C동 지하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D동에는 대표적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메x박스와 다이x, 영x문고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라
이프스타일의 가게들이 있습니다!

송도(더불어 인천)는 넓고 여기서 할 일은 무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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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주요기관

1. 교목실

	 http://chaplain.yonsei.ac.kr 

	 학생회관 뒤편 루스채플  	 크리스틴채플(C.S. Kang Chapel) 105호

☎	02-2123-2036~8  ☎	 032-749-2800~1

채플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내외 강사가 초빙된다.

▶ 채 플

신촌캠퍼스

채플은 일반적으로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내외 강사가 초빙된다. 화요

일과 수요일은 일반 채플로 모든 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요일 5교시에 UIC학생들

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채플이 열린다. 

•   실험채플: 한 학기에 2~3회는 실험채플을 실시한다. 현재 실험채플은 무용, 음악, 연극과 같은 공연채

플과 대화채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형식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국제 캠퍼스

•   종합관 301호(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화요일 2,3교시는 영어채플로, 수요일 2,3교시는 찬양채플로, 목요

일 2,3교시는 연세채플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단, 2019학년도 신입생 중 음악대학생 및 체능

특기자는 신촌캠퍼스에서 채플을 수강해야 한다) 

•   교육과학대학(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학생은 1학년 1학기 과정만 국제캠퍼스에

서 이수해야 한다.

※   채플 수강규정

2015학번부터 채플 학점제

-   2015학번 이후 입학자부터 채플 수강 시 학점(0.5학점)을 부여하며, 재학 중 4Pass(2학

점)를 이수해야 한다.

- 성적평가는 “P”(Pass) 또는 “NP”(Non-Pass)로 평가한다.

-   한 학기당 한 강좌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허용 수강신청 학점과 별도로 채플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 재학 중 총 4Pass까지만 가능하다.

http://chapl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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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관리 및 성적처리 안내

-   본인의 지정좌석은 채플 개강일 전에 확인 가능하다. 수강변경 기간 이후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연세포탈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  좌석확인 경로: 연세포탈서비스 - 전자출석부

- 학기 중 본인의 출결 사항은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출결 사항 확인경로: 연세포탈서비스 - 전자출석부

-   패스기준은 휴강일을 제외한 실제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일수에 

따라 요일별로 패스 수업일수가 다를 수 있다.

▶ 강의와 선교

교양기초과목인 ‘기독교의 이해’ 과목과 기타 기독교 관련 강좌를 담당한다. 또한 성서 연구모

임, 국내외 봉사활동, 교직원수양회 등을 주관한다. 

(교목실 홈페이지 http://chaplain.yonsei.ac.kr 참조) 

▶ 대학교회 (http://church.yonsei.ac.kr) 

1931년 연희전문학교 시절 초교파적 성격의 교회로 시작된 대학교회는 루스채플에 위치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매주

일 오전 11시 대예배와 오후 2시 대학청년부 예배가 있다. (☎ 02-2123-7360~1)

▶ 대학교회 대학부(국제) 예배 (Yonsei University Church at the international Campus)

2011년 3월 11일 송도학사 A동 기도실에서 국제예배를 영어로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2013

년도부터는 새롭게 완공된 크리스틴채플(C.S. Kang Chapel)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으며, 예배 후 점심, 친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한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크리스틴채플, ☎ 032-749-2801

▶ 삼애교회 (http://web.yonsei.ac.kr/samae) 

고 배민수 목사님의 기념교회로 “하나님사랑”, “노동사랑”, “농촌사랑”의 삼애정신을 실현하려

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38-1, ☎ 031-975-1885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채플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3,4학년은 전공과목과 채플 시간표가 대부분 중복되므로 수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1,2학년은 재

학 중에 채플 4학기를 모두 패스해야 한다. 

•    개강 후 1주차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도 채플 출결처리가 시행되므로 모든 수강생은 수강신

청 요일과 상관없이 1주차 채플을 수강해야 한다. 수강변경/변경 예정인 경우 채플에 참석하여 파

란색 수기용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1주차 수강을 인정받을 수 있다. 

http://chaplain.yonsei.ac.kr
http://church.yonsei.ac.kr
http://web.yonsei.ac.kr/sa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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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연구교육원

	 http://ilre.yonsei.ac.kr   

	 새천년관

‘연세어학당’으로 더 널리 알려진 언어연구교육원은 1959년 재

외동포 자녀 및 외국인 학생과 선교사, 외교관들에게 한국의 

말, 글 및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소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

며,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연세대학교의 국제화 및 우리말과 문

화 전파를 위한 민간 외교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1969

년에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외국어학당이 설립되었고 1994년에는 많은 외국인과 660만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세계화할 전

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사연수소가 설립되었다.

▶ 한국어학당 (http://www.yskli.com) 

 		송도 2학사 D동 3층 	 송도 2학사 D동 3층

☎  02-2123-8550~2  ☎ 032-749-3103

  yskli@yonsei.ac.kr 

• 최고 수준의 교수진 140명

• 세계 144개국, 100,044명이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였으며 5,865명이 졸업

• 매년 한글날 외국인 백일장 개최

▶ 외국어학당 (http://fli.yonsei.ac.kr) 

☎  02-2123-3475, 3451~2, 3466,   ysfli@yonsei.ac.kr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세계주요 언어교육으로 통합 국제적 인재 양성 (정규과정

(오프라인), 전화외국어교육, ZOOM 어플로 수업하는 영어 강의 등)

•  연세대학교 재학생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짐 (정규과정: 20%, 중국어과정: 50%) 

•  우수한 교정 · 번역가를 구성하여 수준 높은 영어, 중국어 교정 및 번역서비스 제공

•  영어 논문 작성 및 발표 능력 향상 등을 위한 1:1 코칭 프로그램 제공

•  대학원 영어학위학술논문 지원사업을 통한 논문 교정서비스, 코칭서비스 실시

•  교내 학과 및 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 전문 어학교육 제공 (예시: 국제학회발표과정, 영어

논문작성과정, Global Business Training School 등)

▶ 공자아카데미 (http://kongzi.yonsei.ac.kr)

☎  02-2123-6772,   kongzi@yonsei.ac.kr

•  공자아카데미는 외국어학당 산하기관으로 쓰촨성 최대의 성 소속 중점대학인 쓰촨사범대학

http://ilre.yonsei.ac.kr
http://www.yskli.com
mailto:yskli@yonsei.ac.kr
http://fli.yonsei.ac.kr
mailto:ysfli@yonsei.ac.kr
http://kongzi.yonsei.ac.kr
mailto:kongz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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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협력하여 중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최상의 학습 콘텐츠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  <공자장학프로그램>, <연세글로벌차이나프로그램> 등 중국 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들을 진행하고 있음

•  매달 연세대학교 교내에서 HSK, HSKK 시험 실시 

▶ 한국어 교사 연수소 (http://www.ysitkli.com) 

☎  02-2123-8552,   yskli2@yonsei.ac.kr 

• 국내 최고 교수진 25명

• 현직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사 지망생 등 18년간 3,416명의 수료생 배출

3. 글로벌라운지 (Global Lounge)

 http://oia.yonsei.ac.kr → iHelp → Campus Life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  02-2123-6496 

	09:00~18:00

	 globallounge@yonsei.ac.kr   

2002년 11월 오픈한 글로벌라운지는 재학생과 외국학생

들과의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이다. 

2017년 4월 백양누리 중심으로 이동하여 새롭게 오픈한 글

로벌라운지는 국제처 외국인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새

로운 글로벌라운지에는 미디어 월(Media Wall)을 중심으

로 협정교의 기념품과 자료, 연세를 빛낸 인물들이 소개된 

Wall of Fame, 학생들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World Map 

공간등으로 꾸며져 있다. 국제행사 및 교내 행사 진행 시, 학

사포털 공간대관시스템을 통하여 대관이 가능하다. 이외에 

국제처 산하의 동아리는 학생회관 지하(우체국 옆)에 위치

하고 있다. 

▶ YONSEI GLOBAL

		 http://www.yonseiglobal.com

   http://www.facebook.com/yonseiglobal

   yonseiglobal@gmail.com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제처 산하 학생기구로서 다양한 해외문화체험과 교류

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 외에도 Global Angel, 

Korean Movie Night, Free Language Class 등이 운영되고 있다. 

http://www.ysitkli.com
mailto:yskli2@yonsei.ac.kr
http://oia.yonsei.ac.kr
mailto:globallounge@yonsei.ac.kr
http://www.yonseiglobal.com
http://www.facebook.com/yonseiglobal
mailto:yonseiglob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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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Day

학기마다 특정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될 

때는 글로벌라운지를 선정된 국가의 특성에 맞게 꾸민다.

• First Step to Korea

연세대학교로 오는 교환/방문학생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초기정착을 도와

주는 실용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다.

• Language Exchange

본교 재학생과 해외 교환학생 간 1:1매칭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를 보다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THE MENTORS CLUB 

		 http://www.yonseimentors.org

   http://www.facebook.com/mentorsclub   

   mentorsofficial@hotmail.com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로, 교환학생들이 한국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다.

• Halloween Party

매년 10월 말 외국인과 한국 학생 모두 재밌는 분장을 하고 어울리는 축제이다.

• Buddy Program

본교 학생과 해외 교환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다. 한국 학생에게는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Cell Meeting

외국인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면 Cell 

Meeting을 추천한다. Cell Meeting은 멘토스 클럽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활동으로, 교환학

생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다.

http://www.yonseimentors.org
http://www.facebook.com/mentorsclub
mailto:mentorsoffici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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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서비스센터

	 http://www.yonsei.ac.kr/sc/campus/affiliated2.jsp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이무헌 홀(B134호, 글로벌라운지 앞)

☎	02-2123-3200~5, Fax: 02-2123-8701

	월-금 09:00 ~ 17:20(공휴일 휴무)

종합서비스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및 교직원의 제 증명서 발급과 학생증/ 교직원 신분증 발급, 

그리고 온라인민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7. 3. 1일부터 연세포탈서비스의 ‘인터넷 증명서’ 메뉴에서 해당 국문 및 영문 증명서 연

중 무료 즉시 발급 서비스 개시(공용 프린터 출력 불가)

 - 해당 증명서: 성적/졸업(예정)/수료/재학/휴학/재적/학적부(국문만)

▶ 증명서 자동발급기 위치 및 사용 시간

• 신촌캠퍼스: 백양누리 내 4대, 연중 6am ~ 11:50pm

•  국제캠퍼스: 종합관 내 1대, 월~금 8am ~ 10pm(공휴일 제외)

『자동발급기 작동 오류시 문의: ㈜디지털존,  070-8656-0551, 

월~금(9am ~12pm & 1pm ~ 6pm), 토(9am ~ 1pm), 공휴일 제외』

http://www.yonsei.ac.kr/sc/campus/affiliated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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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센터

	 http://leadership.yonsei.ac.kr

	 백양관 S101호

☎	02-2123-6681, 6691, 6692, 팩스: 02-2123-8681

	 leadership@yonsei.ac.kr

▶ 리더십 프로그램 내용

리더십 연계전공

한국사회의 리더십 부재와 위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리더십 교

과과정을 개설하여 리더십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 연계전공은 기초과정, 전공과정으로 구

성된다. 전공이수 학점은 36학점으로 하며, 기초과정 9학점과 전공과정 27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

과정은 필수과목 [리더십워크숍 LEA3101](3학점) 과 선택과목(6학점)의 총 9학점으로 구성된다. 

리더십개발인증 마일리지제

리더십개발인증은 리더십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리더십 교과, 리더십 강

연, 리더십 교육, 리더십 체험 등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리더십 인증서를 수여하는 과정이다.

리더십 특별강연

국내외의 저명한 사회인사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대

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동안 

리더십 특별강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 고 노무현 대

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김수환 추기

경, Abdul Kalam 인도 대통령, Oscar A. Sanchez 

코스타리카 대통령 (198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Donald J. Johnston OECD 사무총장 등 유명 인사

들이 참여하였다. 최근 2015년도에는 Cynthia Maung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홍용표 (통일부 장

관), Zeid Ra’ad Al Hussein (UN 인권최고 대표) 등이 그리고 2018년도에는 홍석현(중앙홀딩스 회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강연을 하였다.

http://leadership.yonsei.ac.kr
mailto:leadership@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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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워크숍

리더십 워크숍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 현

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

는 중견지도자를 초청,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마련

된 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이 본 한국의 리더

십, 언론과 리더십, 세계화 교육, 정보사회의 

리더십, 아시아 리더십, 기업리더십, NGO리

더십, 여성리더십, 글로벌리더십, 사회적기

업과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로 리더십 워크

숍이 진행되고 있다. 

YKRF(Yonsei-Keio-Rikkyo-Fudan Leadership Forum)

연세-게이오-릿교-푸단 리더십 포럼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

하하며 장차 한국과 일본을 이끌어갈 대학

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상호이해를 도모하

기 위해 각 대학교 총장들이 양해각서를 체

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2년에는 연세-

게이오-릿교 리더십 포럼으로 시작되었으며 

매년 여름방학 중 5박 6일 동안 상호교차방

문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2006년에는 중

국의 푸단대학교가 합류하면서 한·중·일 국

가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학술세미나와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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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리더스클럽

연세리더스클럽은 2005년 창단되었으며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참신한 행사를 직

접 기획, 운영하는 경험을 통해 리더의 자질과 소양을 키워나가고 있다. 연세리더스클럽은 섬김의 리

더십을 갖춘 21세기형 리더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의 조직으로 ‘리더십의 경험적 습득’을 목표로 다

양한 활동을 실행해 왔다. 2005년 제1기 출범 이후, 리더십 페스티벌, 기아체험 열린캠프, 글로벌 페

스타, 고교생을 위한 리더십 탐험대, 모의 G20정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리더십 체험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2010년부터 매년 여름방학 중 2박 3일 동안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의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굿네이버스와 연세대학교가 함께하는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캠프」를 개최함으로써 빈곤, 차별, 폭력과 같은 국제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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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ablecenter@yonsei.ac.kr

	 학생회관 203호 	 지혜관A 102호

☎	02-2123-3633~4 ☎	 032-749-3633~4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 소속 행정기관으로,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학

업수행과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강신청지원,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운영, 장애

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장애인식개

선을 위한 자료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용시설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3호 / 국제캠퍼스 지혜관A 102호)  

장애학생들이 지원에 관한 상담과 신청을 하는 공간이다. 

(단, 국제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

	월~금 09시~17시 

장애학생휴게공간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B11-18호·위당관 118-1호 / 국제캠퍼스 진리관

A 103-1호) 

장애학생들이 공강시간에 학업을 수행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애학생전용열람실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 6층)

도서관의 장애학생전용열람실은 시각장애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한 독서확대기, 음성지원프로

그램(Sense Reader)을 비롯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기기가 배치되어 있다.

	월~금 09시~22시 / 토 09시~17시   

▶ 지원제도

1) 학업지원:   수강신청지원, 강의대필·속기, 학내이동·활동보조, 교재제작(스캔·타이핑), 튜터링, 

기자재 구비(높낮이조절책상 등), 수업·시험편의지원 메일 발송, 학점등록제 등

2) 생활 지원:   장애학생휴게실 운영, 시설개선지원, 기숙사배정지원, 신촌↔국제 리프트셔틀버스 

운행(1일 3회 왕복),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신촌), 주차요금할인·면제(신촌) 등

3) 타 기관 연계:     도서관이용 지원, 심리상담센터 연계, 채용정보 제공·취업팀 연계, 멘토링 등

 

(단, 각 지원제도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 또는 장애학생교

육위원회의 심의 후에 지원 여부·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http://ablecent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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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기타

1. 병역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해군 홈페이지(http://www.navy.mil.kr)

	육군 홈페이지(http://www.army.mil.kr) 

	공군 홈페이지(http://www.airforce.mil.kr)

	연세대학교 학군사관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rotc)

☎  병무청 민원상담(1588-9090) 

☎  종합서비스센터  02-2123-3202~4 (군입대 관련 휴복학 안내)

▶ 현역병

☞ 현역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   2017년 3월부터 종전의 재학생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통합, '현역병입영 본인선

택원'으로 일원화하고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희망월'을,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일

자'를 선택하도록 신청경로가 단순화되었다. 그러므로 희망 입영시기별 입영신청의 접수기간

에 선착순으로 입영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대의 경우 컴퓨터로 자동 결정된다. 본교 재학생

으로서 제한 연령(만24세)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입학시 학적보유자신고를 학교에서 직접 

제출, 본인의 별도 출원없이 입영연기 처리된다.

•   해군, 공군, 해병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일정을 참고하여 지원한 후 합격하면 입대 

가능하다. 

•   대학생은 휴학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만24세(의·치대는 27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

역이 연기된다. 

•   육군의 경우 기본군사훈련(5주)를 포함한 21개월이나,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 중에 

있다(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 1일씩). 예를 들어 2020년 3월 10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할 경우 총 84일이 줄어 2021년 9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 자세한 단축일수는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복무단축일자 조회를 참고한다.  

•   매학기 병무청 직원이 직접 학생회관에 나와 병무 상담도 한다.

•   일반 휴학 중 입대휴학을 할 경우 학기 2/3선 이전에 입대할 경우엔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입대할 경우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된다. 

•   재학 중 입대휴학을 할 경우 학기 2/3선 이전에 입대할 경우 입대휴학 학기로 인정되어 수강

신청 취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후에 입대할 경우 중간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단, 담당교수의 확인필요). 

http://www.mma.go.kr
http://www.navy.mil.kr
http://www.army.mil.kr
http://www.airforce.mil.kr
http://web.yonsei.ac.kr/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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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사관(ROTC :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생군사학교 홈페이지: http://www.armyofficer.mil.kr/

☎		연세대 학군단 행정실 / ROTC 지원 상담센터 (02-2123-3677)

학군사관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대학 3학년으로 진학하는 겨울방학 부터 2년간 

교내 교육과 입영 훈련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

성하는 과정입니다. 

• 모집인원: 40명 이상  • 모집시기: 매년 3월 중

• 지원 자격: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추후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다양한 혜택

 1. 후보생 혜택

          ·  단기 복부장교 장려금 및 2년 간 매 월 부교재비 지원 

          ·  학군단 체력 단련실 및 샤워 시설 이용 가능  

          ·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ROTC 장학재단 등 장학금 지원

          ·  조직 관리의 경험을 전수하여 리더십과 자신감 배양 

          ·  국내 및 국외 군사문화 탐방 및 해외연수 실시

          ·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증 발급

             - 육군 휴양시설 이용가능

             - 육군에서 공지하는 문화공연 및 협약된 업체 할인 혜택 가능

2. 임관 후 군 복무시 혜택

          ·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가능 

          ·  장기 지원시 국내/외 민간대학원 국비취학 가능

          ·  군숙소, 병원, 휴양시설, 군 운영매장 이용 등 복지혜택 제공 

          ·  임관 시 연봉 약 2,400만원 수준, 전역 시 약 3,5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 임관 시 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에 인정, 1년 후 중위 진급 → 연봉 인상

          ·  군복무 기간 중 출/퇴근 근무로 지속적인 자기개발 활동 가능

2. 전역 후 혜택

          ·  전역 전 각종 취업설명회 참석 및 취업 여건 보장 

          ·  각계 각층의 ROTC 선후배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전국 ROTC 동문 단체 가입 ⇒ 사회생활 원동력 

             ※ 현재 전국 시/도 단위, 직장별 동문회 결성 (약 20만명 규모)

▶ 육·해·공군 학사예비장교

☞  자세한 내용은 육군, 해군, 공군 각각의 홈페이지 참조

학사예비장교 (예비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재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기평가, 수능성적,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을 통해 선

발된다. 대학 졸업 시까지 별도의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며, 졸업 후 양성교육(16주)을 거쳐 장

교로 복무한다. 복무기간은 3년이며, 양성교육기간(16주)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www.armyofficer.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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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사관 (학사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혹은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기평가, 체력

검정,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사관학교에서 양성교육(16주) 후 장교로 

복무한다.

※각 사관학교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 카투사

• 카투사는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으로 한미연합 작전관련 임무를 수행함.

• 자격요건: 정기시험으로 다음 시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TOEIC TEPS
TOEFL G-TELP

Level2
FLEX OPIc

Toeic 

Speaking 

TEPS 

SpeakingPBT IBT

성적 780

뉴텝스 

380점 

이상

561 83 73 690 IM2 140점 이상 61점 이상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되며, 접수시점에서 해당 어학성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함 

• 선발 방법: 입영희망월별, 어학점수대별 지원자 분포비율을 적용, 전산 무작위 추첨선발

• 입영시기: 선발되어 합격한 사람은 지원 시 작성한 입영희망월에 입영하게 됨.

•  병무청과 육군 사정에 따라 접수, 전형 등 모집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모집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 육군을 참조.

※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중이거나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 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및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원을 제한. 다만, 선발 취소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 카투사 지원은 1회에 한합니다.

▶ 어학병

어학병은 육군 소요부대(대대급 이상)에 전시 혹은 평시에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되

어 필요시 활용하게 됨

•  자격 요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은 지원 가능함. 

•  선발 방법: 서류 접수 후 어학능력평가 (번역, 통역)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어학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 클릭하면,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사진, 관련자격ㆍ면

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공군, 해군 어학병은 해당 군 홈페이지를 참조 

▶ 전환복무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전환복무)> 참조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하고 군사훈련 후 전환되어 현

역병 복무형태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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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 근무처: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관광 

                  경찰대 등

• 모집시기: 홀수달에 1개월간 원서 접수

• 선발 방법: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일자 공지후 무

작위 추첨방식 선발

• 복무기간: 21개월(18개월로 단축예정)  • 의무경찰 지원 홈페이지 http://ap.police.go.kr

의무경찰(해양)
• 근무처: 해양경비안전서,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순환근무  • 모집시기: 매월 초  

• 복무기간: 23개월(20개월로 단축예정)  

•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인터넷 모집 http://kcgrecruit.uwayapply.com

의무소방원

• 근무처: 시·도 소방서, 119 안전센터  • 모집시기: 중앙소방학교 문의  

• 복무기간: 23개월(20개월로 단축예정)

•   선발방법: 1년에 600명 선발로 1차로 신체.체력검사, 2차 필기시험으로 매 기수 200명,  

3차 면접으로 150명 선발. 특이하게 신검 4급도 지원가능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참조

• 의무종사기간: 현역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26개월

•   실습기간: 최대 6개월까지(이 시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이 안돼서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에는 실습기간+의무종사기간으로 일해서 40개월 하게 될 수도 있다.)

• 종사분야: 현역입영대상자 - 편입당시 해당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ex) 기능특기자, 건설업분야, 수산 및 해운업분야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제조 및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 및 생산품의 운송분야

※   전기, 전자, 화학, 정보 등 다양한 전공의 자격증과 관련 취업기회가 있으므로 본인의 전공에 

맞게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 편입자격:   대학 졸업 후에는 기사, 대학 재학 중(3학년 이상) 입대를 위해서는 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면허가 필요

※   대부분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은 신입직원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체에서 모집하는 경우

가 많으며, 업체의 사정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

하다. 또한 취업 후 이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불성실한 근무 등으로 결격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다시 군입대를 해야 하므로 주의한다. 

▶ 전문연구요원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참

조.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 의무를 마

http://ap.police.go.kr
http://kcgrecruit.uwayapply.com
http://www.nfs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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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1.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로

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 1, 2는 선발 시험 없음

3.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 

    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지정 업체로 선정되어 있음)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 

    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3의 경우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 영어, 국사 / •선발기준: 위 시험 점수와 대학, 대학원의 전과정 성적

즉,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 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

어야 하며, 선발된 후 의무적으로 3년간(박사수료 기간은 제외)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학문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자신

의 연구업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입사 후 처우도 일반 사원과 다르지 않아, 

계속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복무기간 중 전직이 어려우며, 국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해외 유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업체로부터 해고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혹은 박사과정에서 휴학 

혹은 제적되는 경우에 다시 군입대를 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 대상: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 복무기간: 24개월(21개월로 단축예정)(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포함)

• 복무형태:  자가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처우: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예비군연대

• 위치: 학생회관 307호  

• 예비군연대 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  ☎ 담당기관 02-2123-3686~8 

전역한 학생은 예비군에 소속되어야 한다.

군필 복학생은 예비군연대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

http://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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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

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이거나, 보충

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 단기 여행은 1년의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허용되며, 연수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허용된다.

•  국외 여행 허가 절차: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

행/체재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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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대관

	 https://space.yonsei.ac.kr/

▶ 연세대학교 공간 대관 시스템

▶ 대관 절차

•  ID/PW 로그인 → 대관일 선택, 사용인원 입력, 강의실 및 시간 선택 → 담당자 승인 → (유료 

대관 시 결제 진행) → 승인 완료(문자 발송) → 허가서 출력하여 각 건물 관리실에 제시, 공

간 사용 후 허가증의 세부 양식 작성하여 관리실에 허가증 제출

▶ 대관 신청 대상

• 재학생, 교직원: 연세포탈서비스 ID/PW 로그인

STEP1

대관신청

STEP2

대관심의

STEP3

대관승인

STEP4

공간이용

STEP5

퇴실점검

※  행사용 공간(백주년기념관, 대강당, 노천극장 등)을 제외한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대관

을 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국제캠퍼스 공간대관은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총무지원팀(종합관 409호)에서 총괄

한다.

https://spac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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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단체:  시스템에서 공식단체 등록 후 부여받은 ID/PW로 로그인

• 동문:  연세포탈서비스 ID/PW 로그인

• 일반인: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및 회원가입을 통해 부여받은 ID/PW로 로그인

▶ 대관 가능 공간 및 시간

•  건물별로 대관 가능 공간이 지정되어 있으니 대관 신청 화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  공간별로 대관 가능 시간, 주말 및 공휴일 개방 여부가 다르니 확인한 후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대관 가능 시간은 대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관은 10분단위로 예약 신청 가능하다.

▶ 대관 불가 기간

•  학기 시작 후 2주간,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및 시험기간에는 잦은 강

의실 변동으로 인해 대관 불가

•  학교의 각종 행사로 인해 공간 대관이 불가한 기간

•  당일 요청

▶ 대관 예약 가능 시점

•  공간 조회시 오늘을 기준으로 2주일(주말, 공휴일 포함) 앞의 날짜까지 조회 및 예약신청이 가능

•  소속 학생들에게 우선 대관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공간을 비소속 학생들이 예약 신청할 경우, 

7일(주말, 공휴일 포함) 앞의 날짜까지 조회 및 예약신청이 가능

대관수칙 및 유의사항

•  대관은 대관일 기준으로 7일 이내 2회, 회당 최대 4시간(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 이내로 가능하다. 

•  승인시간은 유동적이며 월~금 16시 이후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  허가서를 관리실에 제시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   대관은 최소 1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대관 관련 요청 및 공강 시간 등의 문의는 일절 받지 

않는다.

•  특별한 행사 개최로 인해 4시간 이상의 추가 예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간의 대관 담당기관으로 

별도 문의해야 한다.  

•  학교 수업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유 강의실 보유가 필요하므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소음 등으로 인하여 타 강의에 지장을 주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 타인을 위한 대리 예약 등 강의실 

대관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퇴장 조치 및 추후 강의실 예약이 제한 될 수 있다. 

•   강의실에 비치된 교육용 기자재(전자교탁/유선마이크)의 사용은 고장 및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하며, 고장 및 파손 발생 시 실비 변상해야 한다. 

•  공간 사용 후 반드시 강의실 소등 및 책상, 의자 등을 원위치 해야 하며, 냉난방을 사용했을 경우 냉

난방은 전원을 끈 후 퇴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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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실물 관리

▶ 교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  송도학사 홈페이지(http://yicdorm.yonsei.ac.kr)의 [커뮤니티] → [분실물] 게시판에 자신

의 분실물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후, 분실물이 확인되면 해당 분실물 보관 장소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물건을 수령한다.

•  학생증, 기숙사 출입증 등 개인 정보(예: 이름, 학번, 연락처 등)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경    

우, 소속 학과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교내에서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 분실물을 습득한 건물의 분실물 보관 장소(1층 경비실)에 맡긴다.

• 접수된 분실물은 송도학사 홈페이지의 [분실물] 게시판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민법에 따라 분실물은 공고한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폐

기 또는 기부)된다.

▶ 보관 기간이 지난 유실물 처리 가이드라인

•  국제캠퍼스 각 분실물 접수처에 보관 중인 분실물들은 송도학사 홈페이지 게시 후 6개월간    

보관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폐기 또는 기부)된다. 

•  단, 위험물질, 상하기 쉬운 물건이나 오염이 심해 악취가 나는 물건 등은 관리할 수 없으므    

로 바로 폐기될 수 있다.

구분 예시물품 처리방안

상하는 물건

위험한 물건
음식물, 화학물질, 발화물질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바로 폐기

오염된 물건
땀에 젖은 옷,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신발류,  

사용한 수건류

일주일 정도는 보관하지만, 규정된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폐기

위생 소모품 치약, 칫솔, 식염수, 렌즈, 화장품, 의약품, 물휴지 등 폐기

우산 우산 폐기 혹은 주요 건물 경비실에 비치

재활용 가능한 

일반 소모품

충전기, 헤드셋, 지갑, 컵, 템블러, 필기구류, 마우스, 

의류, 계산기, 타이머 등
상태를 보고 기부하거나 폐기

재활용 불가능일

반 소모품
쓰던 노트, 복사물, 귀마개 등 폐기

컴퓨터용

저장장치
USB, 휴대용 하드디스크

포맷을 해서 모든 정보를 지우고, 

매체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부

의류 의류 상태를 보고 기부하거나 폐기

도서 도서, 미디어 등 상태를 보고 기부하거나 폐기

현금 현금
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자선단체에 기부

카드, 신분증 카드, 신분증
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삭제한 뒤 폐기

http://yicdor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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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볼거리

1. 박물관/기념관

▶ 연세대학교 박물관

위     치: 백주년기념관, 야외전시장(연세역사의 뜰: 수경원, 광혜원) (☎ 02-2123-3340)

관람시간: 월~토, 오전 9시 30분~오후 5시(입장은 4시 30분)

휴     관: 일요일, 공휴일

백주년기념관에 위치한 박물관은 1928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박물관이다. 지속적

인 학술발굴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구석기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1964년 공주 석장리 발굴을 통해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존재를 최초로 밝혔다. 9개 전시실과 

야외전시장(연세 역사의 뜰)에서는 상설전시와 매년 봄가을 기획전시를 통해 학내 구성원은 물

론 지역 사회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미술실, 선사실, 역사실, 가야신라토기실, 중국옥기실 그리고  학교사실이 있다. 

야외 전시장은 연세 역사의 뜰이라고도 불리며, 영빈 이씨의 묘인 수경원이 있었던 자리이다. 

연세 역사의 뜰에는 현재 영빈 이씨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정자각과 비각이 남아 있다. 아

울러 연세대학교의 첫 바탕이며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재현하여 학교 관련 자료

를 전시하고 있다.

중요 유물로는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보물 제576호 봉업사명 청동북, 제1500호 김이안 

초상, 제1503호 임장 초상과 서울시유형문화재 제296호 수선전도, 제305호 대사례도, 제306

호 신축진연도병, 제311호 백자청화영빈이씨 묘지·명기 및 석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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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위     치: 생활과학대 주차장에서 안쪽 숲으로 50m 지점

관람시간: 월~토, 오전 10시~오후 5시

단체예약 및 대관신청: ☎ 02-2123-3403

휴     관:  일요일, 공휴일

언더우드가기념관은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 설립자인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한국명 원두우) 선교사의 손자인 원일한 박사가 기증한 사택과 주변 부지를 활용

하여 조성되었다.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를 

비롯해 한국의 근대 교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그 후손들의 삶

과 업적을 소상히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유물을 전

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선교의 역사와 근대 대학교육

의 역사를 다룬 전문서적과 주요 논문도 비치되어 있다. 본관

에 해당하는 사택과 차고로 사용되었던 별관, 그리고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0인 기준의 본관 회의실과 15인 기준 별관 등은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으

로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윤동주 기념관

위     치: 핀슨관 (☎	02-2123-2121~2)

관람시간: 월~토요일 10:00~17:00(마지막 입장: 16:30)

※ 단, 2020년 1월~5월까지는 윤동주기념관 시범 운영 기간으로써, 별도 전화 문의 후 방문 요망.

휴     관: 일요일 및 공휴일

윤동주기념관은 시인 윤동주의 삶과 문학을 추념하는 공간입

니다. 1938년 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한 윤동주는 연희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스승과 동료들과 교류하며 사유의 폭과 깊이

를 확장해나갔습니다. 1941년 졸업 기념으로 발간했던 시인 

윤동주의 자선시집 육필원고와 유품은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 

동료 강처중, 시인의 유족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다가 유족의 품으로 모여, 2013년 윤동주의 모

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습니다. 

윤동주가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인 핀슨관은 신중한 복원과 재해석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윤

동주기념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삶과 시, 연희전문의 역사와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건립된 윤동주기념관은, 윤동주 관련 국내외 자료들의 아카이빙, 전시, 

연구,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윤동주기념관의 앞뜰에는 1968년 학생, 

동문, 유족의 손으로 세워진 윤동주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의 앞쪽에는 윤동주 시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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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인들의 시가 새겨있는 ‘문학마당’, ‘시인의 길’로 꾸며진 윤동주문학동산이 2018년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윤동주기념관에서부터 윤동주시비를 거쳐 문학동산에 이르는 길에 남겨진 시

인의 흔적들이, 연세대학교에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

를 바랍니다. 

2. 천문대

		http://obs.yonsei.ac.kr

천문대는 우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며, 동시에 천문우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개 천문관측 행사를 개최하여 교직원, 학생, 일반인 모두 함께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곤 한다. 일산 관측소 시설을 활용한 공개강좌와 천문관측 

프로그램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시 설

•   교내 관측소: 연세대학교 과학관 7층, Cave 16inch 반사굴절망원경 (견학 불가)

•   천문 관측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뒤편 위치(전파천문대) ☎ 02-2012-7608

•   일산 관측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 031-975-3247 

▶ 정기견학 및 비정기 견학

천문대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기견학(Open House)을 매월 1, 2회 

무료로 운영하며, 견학은 일산 삼애캠퍼스 관측소에서 연구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견학에 따른 강의 및 관측은 연세대학교 천

문우주학과 학부생들이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  비정기 견학(단체25~35명)은 최소 1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및 구성은 정기견학과 동일하다.

•   시간:   춘,추절기(3,4/9,10월): 19:00~21:00

하절기(5~8월): 19:30~21:30

동절기(11~2월): 18:30~20:30 

•   내용: 강의 1시간, 관측 1시간

•   신청: 홈페이지 통해 공고 후 신청 및 접수, 선착순 마감(전화나 당일 방문 신청 불가)

인터넷 홈페이지(http://obs.yonsei.ac.kr) 

•   문의: ☎ 02-2123-3440,   Inh@yonsei.ac.kr

3. 음악·영화·연극

▶ 음 악

우리나라 최고의 음대가 있는 우리 학교는 음악 감상의 천국이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클래식

에서 퓨전, 테크노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노천극장과 백주년기념

http://obs.yonsei.ac.kr
http://obs.yonsei.ac.kr
mailto:In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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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며, 졸업시즌이 되면 음대 졸업예정자들의 연주회도 열린다. 

•   음악 도서관:   음악 분야 일반 도서, 연속간행물, 학위 논문, 악보, CD, DVD, LP 등의 음악 관

련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일반 도서, 학위 논문, 악보는 관외대출 가능. 그 외 

자료는 관내에서 이용.

☞ 위치: 음악관B 2층, ☎ 02-2123-3019,   yoows@yonsei.ac.kr

☞ 이용시간: 학기 중 & 방학 중: 월~금 09:00~18:00 (토,일 휴무)

시험기간 약 3주(유동적): 월~금 09:00~20:30, 토 09:00~13:00 

•   고전 음악 감상실

☞ 위치: 학생회관 314호 

☞ 이용시간: 매주 월, 금 10:00~17:00. 방학, 시험기간은 휴관

고전음악감상실은 고전 음악동아리 하모니가 운영. 

•   음악회

매해 정기적으로 음대교수, 학생 및 외부 초청 연주가들이 꾸미는 열린음악회가 상남 경영관 

로비에서 열림. 날짜는 음악대학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천극장과 백주년기

념관에서 다양한 콘서트가 열리며, 졸업시즌이 되면 음대 졸업 예정자들의 연주회를 감상할 

수 있다.

▶ 영 화

학술정보원 3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자료실은 좋은 영화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DVD 뿐 

아니라 VCR(비디오 테이프) 자료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단, 관외대출은 불가하다. 

☞ 이용방법:   학술 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당일 키오스크에서 좌석표를 발급 받아 이용/

당일 키오스크에서 현장 발권 후 이용

☞ 이용시간: 학기 중 - 09:00~21:00, 토 - 09:00~17:00

방학 중 - 09:00~20:00, 토 - 09:00~17:00

☞ 문의: ☎ 02-2123-6304

mailto:yoow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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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극

오태석, 오현경, 명계남.... 이들 배우를 키운 산실은 바로 연세대학

교. 연극 관련 동아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연세극예술연구회(중앙

연극동아리)는 5년마다 한번씩 노천극장에서 동문과 재학생이 합동

으로 연극을 올린다. 또 무악극장은 치대극회, 세란극회, 상대극회, 

단과대 소속 극회의 정기공연으로 언제나 붐빈다. 공연일정은 백양

로의 수많은 현수막과 포스터로 알 수 있으며 관심있다면 일년 내내 

연극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낼 수도 있다. 

•   무악극장 위치: 학생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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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편의시설

1. 식당 및 매점

신촌캠퍼스에는 보다 다양하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식당명 위치 메뉴 운영시간(토요일) / 방학 중
전화번호
(02-2123

-****)

하얀샘 학생회관 1층 매점, 스낵코너, 휴게 공간 08:50~19:00(09:00~14:30) / 09:00~19:00 4031

솟을샘 중앙도서관 지하 매점, 휴게공간, 카페 08:50~22:00(토,일 09:00~18:00) / 09:00~20:00 4032

한울샘 제2공학관 지하 2층 매점, 스낵, 카페, 휴게 공간 08:50~19:00(09:00~14:30) / 09:00~17:30 4953

이슬샘 과학관 1층 매점, 카페 08:50~19:00(09:00~14:30) / 09:00~17:30 6925

한경관
(어울샘)

(구) 교직원 
식당

한식 뷔페
1층:   10:30~14:30  교직원: 11:40~12:40
2층:    11:00~14:00 + 17:00~18:50
토요일(2층만 운영): 11:00~14:30

4071

청경관 위당관 지하 1층
매점, 카페, 파스타, 

그라탕, 분식
월화수목: 08:50~20:00 
금: 08:50~19:00(09:00~14:30) / 09:00~18:30

4075

상록샘 상경관 지하 2층 매점, 스낵,카페, 식사 및 분식 08:50~20:00(토요휴무) / 09:00~17:30 4432

맛나샘
학생회관 

지하

식당, Happy zone: 분식, 
스위티   베이커리, 생과일  

주스. 
*식당은 학기 중, 
방학 때 모두 휴식 시간 
14:00-15:00. 
Happy zone과 스위티는  
휴식 시간 없음.

식당:   조식 08:00-10:00/ 중식 11:00-14:30 
석식 15:00-19:00(토요일 08:00-14:30) 
방학 중: 조식 08:00-09:30 /  
중식 11:00-14:00 / 석식15:00-18:30 

Happ  y zone: 09:00-16:45 
(11:00-14:15 / 방학 중 11:00-18:15) 

스위티: 09:00-19:00(09:00-14:30 / 
방학: 10:00-18:30) 

4073

고를샘 학생회관 1층
피자, 파스타, 그라탕, 
백반 및 분식, 스낵

09:00~19:00(09:00~14:30)
방학: 09:00~17:30(10:30~14:30)

6932

부를샘 학생회관 1층 푸드코트
11:00~19:00 (break time 15:00~16:00) 토요일 휴무
방학: 11:00~14:30

4073

Café Y 백양누리 지하 1층 편의점 10:00~17:30(10:00~16:00)

CU
삼성관(생활과학대학)

편의점
08:50~19:00(08:50~14:30)/09:00~17:30 6934

신경영관 08:50~19:00(08:50~14:30)/09:00~17:30 6660

서브웨이 공학원 지하 1층 샌드위치 08:00~19:00(08:00~14:00)

샐러디 백양누리 지하 1층 샐러드 08:00~20:00(10:00~19:00)

파리바게트 백양누리 지하 1층 빵 07:00~23:00 0293

The 
lounge

백양누리 지하 1층 카페 점심: 11:30~14:00, 저녁: 예약제(토요휴무) 8051

카페
트레비앙

학생회관 1층 고를샘 안

카페

08:50~19:00(09:00~14:30) / 09:00~17:30 6933

교육과학관 1층
월화목: 08:30~20:30, 수금: 08:30~19:00
(토요휴무) / 09:00~17:30

6937

광복관 지하1층 08:50~19:00 (토요휴무) / 09:00~17:30 8215

음악대학 1층 평소: 08:50~19:00(09:00~14:30) / 09:00~17:30 8206

제2공학관 지하 2층 
한울샘 안

08:30~18:40(09:00~14:00) / 09:00~17:00

위당관 지하 1층 청경관 안 08:30~18:40(토요휴무) / 09:00~17:10 4075

중앙도서관 지하 08:50~19:40(09:00~17:40) / 09:00~19:40 4032

델리코 과학관 1층 카페 08:30~19:00(09:00~14:30) / 09:00~17:30 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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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명 위치 메뉴 운영시간(토요일) / 방학 중
전화번호
(02-2123

-****)

Café 
sharing

중앙도서관 8층
카페

08:50~20:00(09:00~16:00) /  09:00~17:00 6935

상경관 지하 2층 상록샘 안 08:50~19:00(토요휴무) / 09:00~17:30

경영관 
카페

신경영관 1층 CU앞
카페

08:30 ~ 17:10(09:00~14:00)

공학원 지하 1층 08:00~22:00(09:00~19:00) / (08:00~19:00

스타벅스 백양누리 지하 1층 카페 07:00~23:00(08:00~23:00) 공휴일: 09:00~21:00 8977

The lounge 
카페

백양누리 지하 1층 
The lounge 안

카페 11:00~18:00

잠바주스 백양누리 지하 1층 주스 09:00~22:00(09:00~21:00) 5544

2. 기타 편의시설

교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똑똑한 연세인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보자.

시설명 위치 업무
운영시간(토요일)

방학 중

전화번호
(02-2123

-****)

POD센터 학생회관1층 복사
08:50~19:00(09:00~14:30) 

09:00~17:30 
4067

보람샘
백양누리
지하 1층

기념품 판매
08:50~19:00(09:00~17:00)
09:00~17:30(09:00~14:30)

4040

독수리
안경

학생회관 
1층 

안경 및 렌즈, 
기타 소모품 판매

08:30~19:00(08:30~17:00)
09:00~18:30(09:00~17:00)

4066

꽃누리샘
학생회관 1층
(고를샘 옆)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화분 및 소품 판매

08:30~19:00(08:30~15:00)
09:00~18:30(08:30~14:30)

7912

빌리샘
학생회관 

1층
노트북 및 태블릿 대여, 핸드폰, 

노트북 등 각종 IT기기 판매 및 수리
08:50~19:00(토요일 휴무) 8114

여행사
학생회관 

1층
 비행기표발권, KTX, 기차표발권, 

국내·해외여행 안내, 비자관련업무 등
08:30~18:00(08:30~13:00)
08:30~18:00(08:30~13:00)

4069

슬기샘
백양누리 
지하 1층

교재, 부교재 포함 도서 판매
08:50~19:00(09:00~14:30)
09:00~17:30(09:00~14:30)

4033, 4034,
4035

알뜰샘
백양누리
지하 1층

문구, 잡화 판매
08:50~19:00(09:00~17:00)
09:00~17:30(09:00~17:00)

4036, 4037

아름다운
샘

학생회관 지하 이발소, 미용실 및 네일 
네일: 11:00~19:00

이발소: 09:00~20:00 (09:00~17:00)
4068

구두
수선소

학생회관 지하
구두수선, 깔창판매, 

광택 서비스
08:00~18:00(08:30~13:00)

방학 중 운영시간 동일, 13:20~14:00 점심시간
4070

우체국 학생회관 지하
일반우편, 등기우편 접수 

및 배송
우편: 월~금 09:00~18:00(토요휴무)
금융: 월~금 09:00~16:30(토요휴무)

02-
392-0205

DHL 학생회관 1층 서류, 화물, 택배 해외 특송
월~금 09:00~19:00

(배송은 17:00까지만 접수 가능) 
학기중 토요일/방학 중 월~금 09:00~17:30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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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M/CD기

기계종류 기관명 장소 개수

ATM
(통장정리, 입출금)

우리은행

학생회관 지하 1층 5

학생회관 1층 2

백양누리 지하 1층 1

공학관 A 2층 1

공학관 B 1층 1

공학원 1층 우리은행 3

새천년관 1층 1

과학원 1층 1

광복관 사물함 옆 1

무악 1학사 1

무악 2학사 1

백양관 1

언더우드관(본관) 지하 1층 1

연희관 1층 1

삼성관(생명과학대학) 1

신상경대 지하 1층 1

음악관 B 1

위당관 1층 1

외솔관 1층 1

교육과학관 1층 로비 1

대우관 지하 1층 로비 1

신학관 지하 1층 1

한국어학당 1층(외국어학당) 1

중앙도서관 지하 1층 1

첨단과학기술연구관 2층 복도 1

간호대학 지하 1층 1

세브란스 연세치과병원 2층 1

세브란스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식당 후문 1

신축치과대학 1층 1

Y빌딩 1층 로비 1

연세동문회관 1

우체국
과학관 1층 1

학생회관 지하 1층(영업시간 내에만) 1

하나은행 공학원 2층 1

CD
(통장정리, 출금)

우리은행
제2인문관 1

신상경대 1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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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회관 안내 (국번은 모두 02-2123)

☞   택배(현대택배) / 퀵서비스 / 해외문서 발송(DHL):   학생회관 1층 생협사무실(☎ 02-2123-4023~7)

☞ PDP 광고: 모임, 공연, 학회, 동아리 행사 광고가능(무료)(☎ 02-2123-4024)

지하
1층

알아두세요! 
생활협동조합

	http://www.yonseicoop.com/   	학생회관 1층  ☎02-2123-4038

모든 연세인(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서점, 문구

잡화점, 식당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 구매와 공급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

여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1층

http://www.yonseico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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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관 엘리베이터 운행시간 안내 
· 지하 1층: 월~금 08:00 - 18:00 · 지상 1층: 24시간

· 지상 2층: 월~금 08:00 - 18:00 · 지상 3층: 24시간

· 지상 4층: 24시간 

2층

3층

4층

※ 주말에는 출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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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양누리 안내 

	 http://commons.yonsei.ac.kr

☎	02-2123-3818

문구류 및 기념품을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알뜰샘, 보람샘)을 포함하여, 커피 전문점, 제과점, 

스낵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다. 

▶ The Lounge

200석 규모의 식당으로 교직원들과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메뉴는 7,000원 ~ 40,000원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금호아트홀 연세

390석 규모의 수준 높은 클래식 전용공간으로, 주로 유료공연이 열리며 학생은 50%이상 할

인이 적용되며 행사 안내와 입장권에 대한 문의는 02-2123-4513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http://yskh.yonsei.ac.kr)를 방문하면 된다. 

▶ 백양누리 지하1층 안내도

http://commons.yonsei.ac.kr
http://ysk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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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숙사

▶ 생활관 기숙사별 홈페이지 및 연락처 안내

•   무악학사(우정원 포함)  http://web.yonsei.ac.kr/housing

 ☎ 02-2123-3601, 3602, 3622

•   SK국제학사(SK Global House), 국제학사(Int'l House)  https://ih.yonsei.ac.kr

 ☎ 02-2123-3613(SK국제학사) / 02-2123-4616(국제학사)

•   제중 법현학사 https://jbhaksa.yonsei.ac.kr

 제중학사 ☎ 02-2228-2700 / 법현학사 ☎ 02-2123-3617, 3693

▶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

1.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가.   신촌캠퍼스 소속의 학부 및 대학원(일반 및 전문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자로서 직전학

기 성적이 학부생은 1.7/4.3이상,대학원생은 2.0/4.3이상인자 

나. 신촌캠퍼스 소속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 부와 모가 모두 서울 이외의 지역 거주자, 해외거주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2. 선발 방법 및 기간

가.   방법: 생활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

나.   기간:   학부 및 대학원(일반 및 전문대학원) 재학생 / 대학원 신입생: 1월초 

학부 신입생(음악대학)/ 편입학신입생: 2월초 

다. 자세한 일정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3. 주요 안내

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은 법현학사로만 지원 가능

나. 의과대학 학생은 제중학사, 치과대학,간호학과 학생은 무악3학사로만 지원가능 

다. 송도학사 강제퇴사자 및 신촌캠퍼스 강제퇴사자는 기숙사 입사 불가 

라.   방학기간 잔류:   1•2•3•4학사, 무악 6학사(우정원)사생들의 방학 중 잔류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마쳐야 가능(잔류 신청 공고: 매년 5월, 10월~11월)

마.   신촌캠퍼스 기숙사에 선발된 학생 전원은 입사 당일 결핵검사결과지(소견서 또는 진단

서)를 제출해야하며, 기숙사 입사자로 선발되어 등록을 마쳤어도 검사 결과 공동생활 부

적격자로 판명 될 시 퇴사하여야 함.

http://web.yonsei.ac.kr/housing
https://ih.yonsei.ac.kr
https://jbhaks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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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별 거주대상 및 기타 안내 

기숙사 인실 거주대상
기숙사비

(원)
방크기

 샤워실

및 화

장실

편의시설

무악1학사 2인실 학부(남) 794,390 4.09평
층별 

공동

휴게실, 매점, 

체력단련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세미나실

무악2학사 2인실
학부(여),

대학원(여)
833,940 4.09평

층별 

공동

휴게실, 식당, 매점, 

독서실, 빨래방, 세탁실, 

컴퓨터실, 기도실

무악3학사 2인실

치과대학

(남,여),

 간호대학

(남,여)

857,670 4.27평
층별 

공동

휴게실, 매점, 독서실, 체

력단련실, 세탁실, 

컴퓨터실, 예배실, 

기도실, 셀프키친 

무악4학사 

(A동, 

B동1층)

2인실

A동-고시생

(남,여),

대학원(남)

B동1층-대학

원(여)

888,180 4.27평
층별 

공동

휴게실, 체력단련실, 

요가실, 독서실, 세탁실, 

컴퓨터실, 셀프키친
무악4학사  

외국인동

(B동2층

~5층)

1인실 외국인, 

재외국민

-학부, 대학원

(남,여)

2,005,750 6.4평
사생

실내

2인실 1,337,920 8.6평
사생

실내

무악6학사

(우정원)

2인실

학부(남,여)

1,337,920 6.8평
사생

실내
커뮤니티룸, 세탁실,

체력단련실, 스터디룸,기

도실및세미나실, 

셀프키친, 매점3인실 854,280 6.8평
사생

실내

법현학사 2인실

법학전문

대학원, 일반 

및 전문대학원

(남,여)

1,337,920 6.9평
사생

실내

편의점, 카페,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스터디룸,휴

게실, 세탁실, 

셀프키친 

※ 제중학사는 의과대학 전용기숙사이므로 제중학사 홈페이지 확인

※    무악 4학사 고시동 선발은 학생복지처 경력개발팀으로 문의 ☎ 02-2123-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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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국제학사 및 International House(외국인 전용 기숙사)

1.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

가. 지원 자격: 외국인 교환학생, 외국인 정규과정 유학생, 한국어학당 학생

나. 일정: 봄학기12월~1월 / 여름학기4월~5월 / 가을학기6월~7월 / 겨울학기 11월

다. 공고: SK국제학사 홈페이지 (http://ih.yonsei.ac.kr)로 공지

라. 발표: 온라인 지원자 중 순위별로 선착순 선발하여 개별 통지

http://i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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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업무 및 전화번호

▶ 신촌캠퍼스

부서
전화번호

(02-2123- ****)
관련업무 위치

연세대학교 대표번호 2114 - -

학부대학 사무실 3032, 3038 1학년 관련 업무 백양관 N311호

학사지원팀

3034 수강신청, 수업

언더우드관 지하 B101호2099 복수전공, 자퇴

2087 재입학

학생지원팀 5120~1
학생 행사 허가, 홍보물 검인, 

졸업앨범, 신입생 OT

학생회관 2층

(218호)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2127 교내장학

학생회관 2층2126 교외장학

2128 근로, 장학금 대출

6674~6

진로 및 취업상담, 취업플래너, 

아르바이트, 과외연결, 

취업팀 교육, 채용공고

학생회관 2층

(202호)

성평등상담소 2118, 2137 여학생 관련 문제 상담/신고 논지당

재무·회계팀 4500 등록금 백양관 S212호

연세·삼성 학술 정보관 6100 출입, ID, 대출, 반납 학술정보관 1층

장애학생지원센터 3633~4 장애학생 학업 및 대학생활 지원 학생회관 203호

심리상담센터 6688 심리검사, 상담 백양관 N408

건강센터 3346 신체검사, 진료상담, 제약처방 학생회관 2층

IT 헬프데스크 4971~2
모바일 학사/학생증/전자출결, 

Y-bus, MY-Seat2 등
학술정보원 2층

학생건강공제회 3350~2
전국 병원 이용 

할인 관련 업무
학생회관 2층 206호

언어연구교육원(외국어학당) 3475 외국어 교육 및 수강 새천년관 B112호

국제교류팀 8453

연세대학교학생 교환학생 

파견 및 해외 대학 교류

외국인 교환학생 관련 업무

백양관 S320호

예비군 연대 3688 예비군 관련 업무 학생회관 3층 307호

종합서비스센터 3200~5

증명서 발급, 병무상담, 

URP 추천서 발급, ID카드(학생증) 

재발급 및 학적변동(휴학, 복학)

백양누리 이무헌 홀 

(B134호)

우리은행 4051 ID카드(학생증) 발급 신청
학생회관 1층

공학원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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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시 설 명
전화번호

(032-749- ****)
위 치

국제캠퍼스 대표번호 2114 -

학부

대학

학장실 3120 자유관A 605호

교학부학장실 3121 자유관A 608호

기획부학장실 3122 자유관A 609호

행정실 3124~6 자유관A 604호

사회기여교과지원실 3139, 3040 자유관A 419호

RC

교육원

원장실 3220 자유관A 606호

행정실 3224~6 자유관A 602호

총괄

본부

대관, 비품, 행사지원 2056

종합관 409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대관 2063

게시판, 포스터(홍보물) 검인, 현수막 설치 2062

기숙사 상벌점 관리, 사감, 기숙사 시설관리 및 대관 2058, 3223

건강센터 2118~9 지혜관A 103호

심리상담센터 2070 지혜관A 2층

기자재지원(통신팀)(전자교탁,프로젝터,인터넷 등) 5751~3
파워플랜트

냉난방(기계팀) 5722~4

영어글쓰기튜터링서비스(EWTS) 3137 자유관A 417호

언더우드기념도서관 3300 -

장애학생지원센터 3633~4 지혜관A 102호

한국어학당 3103 송도학사 D동 319호

체육지원센터 2085 종합관 102호

총학생회실 3066 Y-플라자

UIC 행정실 3007~8 진리관B 419호

글로벌융합공학부 행정실 5816~7 진리관C 218호

약학대학 행정실 4103 진리관D 217호

글로벌인재대학 행정실 3502 자유관A 420호

연합신학대학원 행정실 2813 진리관C 107호

송도 1학사 행정실 5103 기숙사A동 106호

송도 2학사 행정실 5203 기숙사D동 113호

사감팀(송도 1학사) 5111(24h) 기숙사A동 경비실

사감팀(송도 2학사) 5211(24h) 기숙사D동 경비실

부      록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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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동 안내

▶ 신촌캠퍼스

강의동
소재대학 참고 

약어 건물명

외

위

외솔관

위당관
문과대학

구 인문관

구 제2인문관

상본

상별(대별)

대우관(본관) 상경대학 각당헌 소재

대우관(별관)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영 경영관 경영대학 용재홀 소재

과

과S

과학관

과학원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공A

공B

공C

공D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제3공학관

제4공학관
공과대학 공학관강당 소재

석 GS칼텍스산학협력관

신 신학관 신과대학

연 연희관 사회과학대학

광 광복관 법과대학

음(A)

음(B)

음악관 A

음악관 B
음악대학

구 음악관(구관)

구 음악관(신관)

삼 삼성관 생활과학대학

교 교육과학관

교육과학대학

구 종합관

체 체육교육관 수영장 소재

스포츠 스포츠과학관 휘트니스센터 소재

백S/백N 백양관 학부대학
구 상경대학

백양관강당 소재

아 아펜젤러관 구 신학관

빌 빌링슬리관 언론홍보대학원 구 가정관

루 루스채플

원 원일한홀(루스채플 내)

새천 새천년관 글로벌인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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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캠퍼스

강의동약어 건   물   명 참   고

I자A   자유관A  구 인문사회관

I자B   자유관B  구 과학기술약학관

I진A   진리관A

I진B   진리관B

I진C   진리관C

I진D   진리관D

I종   종합관

I기   기숙사

강
의

동
 안

내

부      록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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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생활 필수 사이트 

사이트 이름 내용 URL 해당위치(쪽)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1. 연세대 1학년 관련 공지

2. 1학년 생활 tip 등

https://universitycollege.yonsei.

ac.kr/fresh/
18

YSCEC
1. 온라인 수업지원

2. 각종 튜터링
http://yscec.yonsei.ac.kr 38

연세포탈서비스

1. 수강신청 및 학사관리

2. 장학금신청

3. 면담신청

4.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5. 셔틀버스 예약

http://portal.yonsei.ac.kr 32

연세대학교 

송도학사 홈페이지

1. 열람실, 세미나룸 예약

2.   셔틀버스 예약
https://yicdorm.yonsei.ac.kr 150

연세대학교 공간 

대관 시스템
강의실 등 대관 https://space.yonsei.ac.kr/ 197

연세 춘추
1. 연세대학교 관련 기사

2. 선배들의 강의평가
http://chunchu.yonsei.ac.kr/ 136, 149

논문, 참고자료 

검색 사이트

학술정보원, 언더우드기념

도서관 통해 로그인해 

접속하면 참고자료 대부분 

원문보기 가능

1. Riss(  http://www.riss.kr/index.do)

2. Kiss(http://kiss.kstudy.com)

시간표 짜기 

좋은 사이트
수강신청 전 수강과목 확인

에브리타임(http://www.everytime.kr)

※  에브리타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가능

149

https://universitycollege.yonsei
http://yscec.yonsei.ac.kr
http://portal.yonsei.ac.kr
https://yicdorm.yonsei.ac.kr
https://space.yonsei.ac.kr/
http://chunchu.yonsei.ac.kr/
http://www.riss.kr/index.do
http://kiss.kstudy.com
http://www.everyti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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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AC 추천 사이트 

사이트 이름 URL 해당위치(쪽)

연세포탈서비스 http://portal.yonsei.ac.kr 32

사이버 강의실 http://yscec.yonsei.ac.kr 38

연세 홈페이지 http://yonsei.ac.kr

연계전공 관련 http://web.yonsei.ac.kr/yongei 58

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uate.yonsei.ac.kr 61

교직과정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teacher 66

국제처 홈페이지 http://oia.yonsei.ac.kr/default.asp 77

연세대학교 학군사관 http://web.yonsei.ac.kr/rotc 192

영어글쓰기 튜터링 서비스 http://cets.yonsei.ac.kr 102

학생자치활동 기관 136

글로벌사회공헌원 igee.yonsei.ac.kr 142

연세대 장학 홈페이지 http://www.yonsei.ac.kr/sc/support/scholarship.jsp 106

커리어연세 http://career.yonsei.ac.kr 112

학술정보원
http://library.yonsei.ac.kr

http://facebook.com/yonseilibrary
90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서비스 http://yis.yonsei.ac.kr 104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http://www.yonseicoop.co.kr 209

연세대학교 건강센터 http://yuhsc.yonsei.ac.kr 123

학생건강공제회 https://healthma.yonsei.ac.kr/ 121

기숙사
무악학사 http://web.yonsei.ac.kr/housing

SK국제학사 http://ih.yonsei.ac.kr
212

교목실 http://chaplain.yonsei.ac.kr 181

외국어학당 http://fli.yonsei.ac.kr 183

종합서비스센터 http://www.yonsei.ac.kr/sc/campus/affiliated2.jsp 186

심리상담센터 http://counsel.yonsei.ac.kr 126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http://web.yonsei.ac.kr/helper 128

국가고시지원센터 http://exam.yonsei.ac.kr 115

리더십센터 http://leadership.yonsei.ac.kr 187

장애학생 지원센터 http://web.yonsei.ac.kr/ablecenter 190

언더우드기념도서관
http://uml.yonsei.ac.kr

http://facebook.com/ysum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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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ebook.com/ys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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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학년 필수이수 교과목 ………………………… 46

ATM …………………………… 169(국) 208(신)

EWTS …………………………………………… 102

E-mail 계정 ……………………………………… 30

ICTL(교수학습지원센터) ……………………… 102

IT민원 접수 처리 ……………………………… 105

PC이용 ………………………………………… 171

RC(Residential College) 교과목 ……………… 44

RC교육 …………………………………………… 19

RC자기주도활동 ………………………………… 44

S-Campus 서비스 ……………………………… 87

Study Abroad Program(SAP)  ……………… 80

Y-DEC 와이덱 ………………………………… 105

Yonsei RC 101 …………………………………… 43

Y-Plaza  ………………………………………… 162

YSCEC(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 38

강의동 안내 ………………………………… 218

건강검사  ……………………………………… 124

건강센터  ……………………………………… 123

계절제 수업  ……………………………………… 50

고시  …………………………………………… 115

공간 대관 …………………………………… 197

공과대학 교육과정  ……………………………… 71

교내 장학금 …………………………………… 107

교양기초  ………………………………………… 40

교외 장학금 …………………………………… 108

교목실  ………………………………………… 181  

교직과정  ………………………………………… 66

교통편  ………………………………………… 158

교환학생  ………………………………………… 77

국가 장학금 …………………………………… 109

국가고시지원센터  …………………………… 115

국내 대학 교환프로그램 ………………………… 84

국제캠퍼스내 주요시설 전화번호  …………… 217

굴리샘  ………………………………………… 174

글로벌라운지(Global Lounge)  …………… 184

글로벌인턴십 ……………………………………… 82

기도실  ………………………………………… 173 

기숙사  ………………………… 150(국) 212(신) 

기초교양교육  …………………………………… 19

기초교육…………………………………………… 43

논지당  ………………………………………… 130

대동제  ………………………………………… 147

대학교양…………………………………………… 41

도서관 좌석배정 ………………………………… 89

동아리  ………………………………………… 137 

등록  ……………………………………………… 30

리더십센터  …………………………………… 187

레크리에이션  ………………………………… 174

모바일 학생증 …………………………………… 88

면담신청  ………………………………………… 37

면역증명서발급  ……………………………… 124

명예특임교수강의  ……………………………… 50

바비큐장………………………………………… 176

박물관/기념관 ………………………………… 201

방문학생제도(Visiting Student Program, VSP) … 79

백양누리  ……………………………………… 211

병역  …………………………………………… 191

복사실  ………………………………………… 171

복수전공(이중전공) ……………………………… 57

복학  ……………………………………………… 76

봉사활동  ……………………………………… 142

부전공  …………………………………………… 58

분실물 관리  …………………………………… 199

사회복무요원 …………………………………… 195

사회봉사  ………………………………………… 56

사회참여(SE) ……………………………………… 43

산업기능요원  ………………………………… 194

생리결석  ………………………………………… 74

생활협동조합  ………………………………… 209

성적평가  ………………………………………… 39

성평등센터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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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상담 ………………………… 129

셔틀버스  ……………………………………… 158

세미나실  ……………………………………… 171

셀프키친  ……………………………………… 168

소속변경  ………………………………………… 63

송도학사 규칙위반 기준표 (2020학년도 1학기 

시행예정) ……………………………………… 154

수강신청  ………………………………………… 47

수강철회  ………………………………………… 48

수강확인 및 변경 ………………………………… 47

시설안내 (Y-Plaza)  …………………………… 163

               (백양누리)  ………………………… 211 

               (송도 1학사 지하 1층)  …………… 165

               (송도 2학사 1층)  ………………… 167

               (학생회관)  ……………………209, 210

식당 및 매점 ……… 162, 164, 166(국) 206(신) 

심리상담센터  ………………………………… 126

심화반 강의 ……………………………………… 54

아르바이트  …………………………………… 111

앱  ……………………………………… 87, 88, 89

어학병  ………………………………………… 193

언더우드가(家) 기념관 ……………………… 202

언더우드기념도서관……………………………… 95

언어연구교육원  ……………………………… 183

여학생 휴게실 ………………………………… 130

연계전공  ………………………………………… 58

연고전  ………………………………………… 147

연세찬가………………………………………… 148

연세춘추………………………………………… 136

연세포탈서비스  ………………………………… 32

연습실(댄스/음악, 밴드) ……………………… 175

연플……………………………………………… 149

열람실  ………………………………………… 172

영어강의  ………………………………………… 51

대학영어  ………………………………………… 51

에브리타임 ……………………………………… 149

예배실  ………………………………………… 173

예비군 연대 …………………………………… 195

온라인 커뮤니티 ……………………………… 149

우체국  ………………………………………… 169

윤동주 기념관 ………………………………… 202

은행  …………………………………………… 169

음악·영화·연극 ………………………………… 203

자격증  …………………………………………… 68

장애학생지원센터  …………………………… 190

장학금  ………………………………………… 106

장학금 신청 ……………………………… 36, 106

재수강  …………………………………………… 49

전공신청 및 승인 ………………………………… 46

전문연구요원  ………………………………… 194

전자출결  …………………………………… 74, 88

정보통신 지원 ………………………………… 104

졸업신청  ………………………………………… 65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 57

졸업요건  ………………………………………… 64

종합서비스센터  ……………………………… 186

주간식단…………………………………………… 89

중앙도서관  ……………………………………… 90

창업 교과과정 …………………………………… 55

창업지원………………………………………… 117

창업지원단 ……………………………………… 117

채플  …………………………………………… 181

천문대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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