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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학생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학생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

제3조(교부)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수강, 시험응시, 도서관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변조 및 대여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하

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자치단체 등록 및 해산

제7조(등록) ① 학생자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1에 열거한 

단체에 한한다. 

  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개별동아리 포함), 각 학부(과) 학생회

  2.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기타 학습 및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에 대표자 연서를 한 후 지도교수

의 취임승인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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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체등록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단체의 등록서류(소정양식) 1부

  3. 단체 구성원의 명단 1부

  4. 단체의 규약 또는 회칙 1부 

제8조(활동기간) ① 등록된 단체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매 학년 초에 소정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단체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의 규약, 회칙 등 이미 제출된 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된 서류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보고서 제출) ① 단체의 활동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과외활동은 본 대학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각 단체의 장은 학년 초에 연간활동계획서 및 전년도 활동결과 보고서를 학생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제한 및 해산) ① 단체는 매 학기 수시고사 및 학기말고사 7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는 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활동이 본 대학의 교육목적에 반하고 기능을 해(害)하거나 교내의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③ 단체가 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무단집회, 성토, 농성, 등교거부, 고성방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단체장 자격) ①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학교가 인정한 교단에서 세례를 받은 자

  2. 교내․외에서 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3학년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에서 4학기를 이수하고 5학기 등록을 마친 자, 또는 

5학기를 이수하고, 6학기 등록을 마친 자. 단, 재선거 시에는 6학기 또는 7까지 등록

을 필한 자,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학생회장․부회장의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4.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이고 전체 등록학기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5. 교목실장 또는 학부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6. 소속 학부장 및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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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후보자 정부 각각 재학생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8. 총학생회장이나 부회장에 출마한 경력이 없는 자

  ② 학부(과) 학생회장은 학부(과) 학생회장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각 단체의 장이 재임 중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단체장 인준) ① 학생자치단체장 단체의 간부 등으로 당선 또는 선임된 자는 총

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은 단체의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체장, 간부 등

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改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관리경비) 단체장의 선거관리경비는 학생자치활동 경비 이외의 경비를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학생집회, 광고물, 간행물

제14조(집회 등 신고)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신청서

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간행물 발간 및 배포

  3. 교내 광고물 부착

  4. 과외활동에 있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② 전항 제1호의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회 7일 전에 집회 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 등을 명기한 집회신청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처장은 교내․외 집회가 수업에의 지장 유무는 교무처장에게, 장소(시설) 사용 

가능 여부는 총무처장에게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5조(간행물 발간) 학생이 정기․부정기인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부장 및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동아리인 경우)의 승인

을 받아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행물 배포) 학생이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배포의 목적, 일시, 장소, 배포 대상 등을 기재하고 해당 간행물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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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광고물 부착)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

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원안에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운동경기, 경비

제18조(운동경기 참가) ①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교외의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생은 시험기간 중 교외의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국제운동경기 또는 전국

규모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교외단체 소속 운동선수로 교외경기에 출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경비지출) ① 단체의 활동경비는 학교회계의 경비지출 규정 및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단체가 경비를 신청할 때에는 단체의 행사내역을 기재한 신청서에 학생처장의 결

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6장  상  벌

제20조(포상) 학생이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

를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기소중지 또는 기소 유예된 자로서 증거가 확

실한 자

  3.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 학생의 의무를 위반한 자

  4. 교내에서 음주,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집단행동 등의 행위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또는 통학버스에 음주 승차한 자 

  5. 본 대학이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6.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7.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외부에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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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9. 본 대학의 시설물을 무단히 점거․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대여․개조한 자, 또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

  10. 기타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자 

  ② 학생 상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예의 및 복장

제22조(예의) 학생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3조(복장) 학생은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2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준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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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준칙의 제11조(단체장 자격) 제1항 제4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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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장

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처 학생팀

장이 담당한다.

  ③ 위원은 교목실장, 교무처장, 입학관리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취업진로지원

처장, 각 학부장, 학생팀장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지급의 기본방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수혜기간, 지급 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각 학부에서 추천된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심사

  4.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부수적인 사항

제6조(장학금지급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

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다만,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의 기준은 별도로 정

한다.

  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임직원 배우자 및 교직원의 직계비속

  4.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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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는 자

  7. 학술, 체육, 사회봉사, 학생자치활동 등의 활동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8.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시

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4. 백석복지장학금

  5. 보훈장학금

  6. 공로장학금

  7. 군종사관장학금

  8. 국가고시장학금

  9. 소망장학금

  10. CCG장학금

  11. 백석대학합창단장학금

  12.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

    가.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수시성적우수)

    나.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정시성적우수)

  13. 백석인재양성장학금

    가. 백석인재양성장학금(신입생)

    나. 백석인재양성장학금(재학생)

  14. 외국인학생장학금

  15. 해외복수학위장학금

  16. 특기자장학금

    가. 삭제[2014.4.22.]

    나. 체육특기자

  17. 학군단장학금

  18. 지역인재장학금

  19. 자매결연장학금

  20. 사회기여장학금

  21. 편입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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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외장학금) ① 교외장학금은 교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사회단체, 

외부기업체 및 개인이 후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가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생 선발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③ 외부기탁 장학금의 출연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학부(과), 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의

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의한다.

  ④ 기타의 경우에는 본 규칙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지급기간) 별도의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①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초 또는 학기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를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생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우수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 보훈장학금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등록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적변동이 있을 때에는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원배정)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기준인 재학생수 산정은 직전학기 교육부에 보

고한 자료에 의한다.

제12조(신청자격 제한) 본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인 8학기까지 장학금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신청 자격이 상실된다.

  1. 학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자. 다만, 학비감면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하지 못한 자

  4.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자

  5. 성적이 미달된 자

  6. 삭제

  7.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14조(동점자 처리)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 있어 평균평점이 동점자인 경우에는 장학

금 지급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5조(장학금 금액) 교내․교외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입학

금 포함)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가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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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학업장려금, 기숙사비(식대 포함)와 교외장학금 중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학생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장학생 명단에 의거 해

당 학부에 명단을 통지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지급증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감면한 실납입액

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삭제[2012.11.29.]

제18조(장학생 교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교체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

이 승인한 바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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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호는 2009학년도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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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2호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삭제), 

제18호 지역인재장학금, 제19호 자매결연장학금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기존

의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은 2013학년도 입학생까지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호 특기자장학금 가. 문화특

기자(삭제)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함(기존의 문화특기자는 기존의 장학금 지급규

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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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장학금 제도 및 학자금 융자 

교내장학금 안내

가.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선발기준 : 직전학기 신청학점을 전부 취득한 자로서 성적이 평점 3.0 이상이며 15학점 

이상(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강 신청과목 철회가 없어야 함.

구 분 인원 금액 비  고

수석 학부 학년별 성적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성적우수A 전공 학년별 상위 2% 이내 등록금 60%

성적우수B 전공 학년별 상위 5% 이내 등록금 40%

성적우수C 전공 학년별 상위 10% 이내 등록금 30%

성적우수D 전공 학년별 상위 20% 이내 등록금 20%

  1) 성적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 처리기준 : 교무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 

∘ 취득 학점 수가 많은 자 

∘ 취득 과목 수가 많은 자 

∘ 전 학년 취득 학점 수가 많은 자

∘ 전 학년 평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2) 유의사항 

성적장학금은 신청이 필요 없으며 성적 석차순에 의하여 지급됨.

F학점, 수강철회자는 성적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나. 백석복지장학금

  1) 선발기준 : 학교법인 백석대학교(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포함) 임직원 및 교직원

(연봉제교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매학기 자동 선발함(단, 복학 시에는 학생처로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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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훈장학금

  1) 선발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3) 금    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매학기 자동 선발함(단, 복학 시에는 학생처로 통보해야 함)

     ※ 재학 중 신규 신청자는 학생처로 직접 방문(구비서류 : 대학수업료 등 면제 증명

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국가고시장학금

  1) 대  상 : 국가고시 5급 이상의 각종 고시(사법, 행정, 외무, 기술,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에 1차 또는 최종 합격한 자.

  2) 선  발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국가고시A :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

     - 국가고시B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3) 지급액 :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며 지급액은 별정금액으로 정한다.

마. 공로장학금 

  1) 선발기준 : 국가, 사회 및 학교발전․홍보에 공로가 있는 자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 추천 시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2) 금    액 : 별도로 정함.

바. 군종사관장학금

  1) 선발기준 : 군종사관후보생에 선발된 자에게는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3) 금    액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함)

단,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지급받은 장학

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 백석대학합창단장학금 

  1) 선발기준 : 소정의 오디션에 합격하며 백석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자.

단, 백석합창단의 자격 상실 시 장학혜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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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적기준 : (2014년 이후 장학생) 직전학기 2.5 이상

(2014년 이전 장학생) 직전학기 3.0 이상

  3) 금    액 : 50만원

아.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

  1) 선발기준 : 신입생 성적우수자 중 백석글로벌인재장학금(수시성적우수), 백석글로벌

인재장학금(정시성적우수) 지급제도에 의해 선발된 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

  3) 금    액 : 등록금 전액 등

자.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세부명칭 수혜자격 지급기준액 범위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신입생)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의 수능성적이 평균 2등급 또는 백분위 성적이 상위 9% 

이내인 자 중에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인자로서 면접․구술을 통해 선발된 자. 단, 재학 중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A(4.0) 이상 취득자에 한함

◦ 4년간 등록금 전액

◦ 기숙사 제공

◦ 매월 학업장려금 50만원 지금

(단, 1․2․7․8월 제외)

백석인재양성장학금
(재학생)

TOEIC 870점 이상, 4학기 이내 등록, 매학기 평균평점 

A(4.0) 이상인 자 중 별도의 선발전형에 합격한 자

◦ 잔여기간 등록금 전액

◦ 기숙사 제공

차. 외국인학생장학금

  1) 선발기준 : 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중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자

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자, 재외국인 및 국적이 외국인인 자

다. 북한이탈주민

  2) 성적기준 : 가. 신입생) TOPIK 3급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0 미만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4.0 미만

직전학기 성적 4.0 이상

나.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다.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가. 신입생)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기숙사 우선제공

재학생) 등록금의 40%+기숙사 우선제공

        등록금의 50%+기숙사 우선제공

        등록금의 60%+기숙사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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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금의 30%+희망시 기숙사 제공

다. 등록금의 50%+기숙사 우선제공

카. 해외복수학위장학금

  1) 선발기준 : 해외 복수학위 이수중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본교 등록금 전액(복수학위 이수기간 동안)

타. 특기자장학금

  1) 선발기준 : 문화특기자, 체육특기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발기준 증 세부사항은 관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3) 금    액 : 일정액

파. 학군단장학금

  1) 선발기준 : 학군단(ROTC)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일정액

하. 지역인재장학금

  1) 선발기준 : 수시모집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원자로서 최종 등록한 자

  2) 금    액 : 입학금 면제

갸. 자매결연장학금

  1) 선발기준 : 수시 또는 정시모집에 지원한 자매결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자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2) 금    액 : 70만원

냐. 사회기여장학금

  1) 선발기준 : 교정보호분야 전공인 교정보호분야 종사자 본인 또는 자녀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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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    액 :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50%

댜. 편입학장학금

  1) 선발기준 :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자매결열협약을 맺은 대학의 졸업(예정)자인 

최종등록자

  2) 금    액 : 입학금 면제

랴. 소망장학금

  1) 선발기준 : 국가, 사회 대학발전·홍보를 위해 공헌한 자(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특별히 가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2) 금    액 : 일정액

먀. CCG 장학금

  1) 선발기준 : 이하 각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름

  2) 성적기준 : 이하 각 장학금 성적기준에 따름

  3) 금    액 : 이하 각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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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란?

기독교적 인성(Christian humanism), 수요자 중심(Customer-centered), 세계화(Globa-

lization)

가. CCG/선교장학금

  1) 선발기준 : 학원복음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학생으로 담임목사 또는 학부장의 추천

을 받은 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50만원

나. CCG/리더십장학금

  1) 선발기준 : 학생회 임원으로 봉사하며 리더십이 우수한 학생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일정액

     ※ 매학기 자동 선발함.

다. CCG/인성장학금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학교 주관 인성프로그램(모교방문, 클린문화, 노커닝, 독거노인

방문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학부 학생회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 학부 학생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1인당 50만원

 

라. CCG/사랑장학금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장애학생 본인(장애등급 1~3급)

     - 부모가 장애인(장애등록 1~3급)인 가정의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비장애학생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한 자에 

한함)

  2) 금    액

     - 장애학생 본인

(장애 1등급 : 등록금의 50%, 장애 2등급 : 150만원, 장애 3등급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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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장애인(장애등록 1~3급)인 가정의 비장애학생 : 70만원

     -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확인된 자에 한함) : 50만원

마. CCG/목회자장학금

  1)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으로 본교 교단 및 타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

(목사) 본인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으로 본교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의 배우

자 및 직계비속

  2) 금    액

     - 본교 교단 목회자(목사) 본인 : 120만원

     - 타 교단 목회자(목사) 본인 : 80만원

     - 본교 교단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70만원

바. CCG/사회봉사장학금

  1) 선발기준 :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사회봉사센터 사회봉사장학금 운영규칙에 의함)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3) 금    액 : 일정액

사. CCG/면학장학금

면학
면학
장려

1등급 
A : 시설퇴소아동 대상

B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배우자, 본인, 자녀), 입양청소년 

2등급 차상위계층(본인, 배우자, 자녀) 

3등급

◦ 재학기간 중 학부모 실직 학생
◦ 재학기간 중 본인 또는 부모 장기입원(1개월 이상) 학생 및 자연재해 피해 학생
◦ 소득분위 2분위 이하 학생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4등급
소득분위 3~5분위 이하 학생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한가족 한가족(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본인, 배우자, 자녀)인 재학생

교수추천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학부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학부별 교수추천장학금 지급세칙에 의함)

부서추천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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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학장려장학금(1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    액 : (A급) 등록금 전액+기숙사 제공/(B급) 등록금의 50%

  2) 면학장려장학금(2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    액 : 150만원

  3) 면학장려장학금(3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    액 : 100만원 

  4) 면학장려장학금(4등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    액 : 80만원 이하

  5) 한가족장학금

     - 선발기준 : 한가족(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동시에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금    액 : 각 100만원

  6) 교수추천장학금

     - 선발기준 : 가계가 곤란한 학생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

생으로 학부장, 주임교수, 지도(담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학부별 교수추천장학금 지급세칙에 의함

     - 금    액 : 50~300만원 미만 

  7) 부서추천장학금

     - 선발기준 :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기독교적 인성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학

생으로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 금    액 : 1인당 100만원 이하

아. CCG/성적향상장학금

  1) 성적향상(A등급)

     - 선발기준 : 이전학기 평점 2.5 이하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을 취득한 자

     - 금    액 : 1인당 60만원(재학기간 중 1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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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적향상(B등급) 

     - 선발기준 : 이전학기 학사경고자(평점 1.5 이하)로서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취

득한 자

     - 금    액 : 1인당 50만원(재학기간 중 1회 수혜)

자. CCG/해외교류장학금

  1) 선발기준 : 국제교류처 운영규칙에 의해 선발된 자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3) 금    액 :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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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안내 2017.12.현재

구 분 장학금명

교내기관

교수,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최갑종 교수, 정정미 교수, 허광재 교수  백순화 교수, 박미영 교수, 
신현호 교수, 최명민 교수, 김제영 교수

남직원회, 여직원회,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 경찰학부학생회, 백석대학교 총동창회, 특수교육과 남우회, 
특수교육과 총동문회

김승현장학(법행정경찰학부), 넬슨신장학(디자인영상학부)

교내 복지업체

교내･외 교회 백석대학교회, 백석노회, 아산양문교회, 참아름다운교회, 주향한교회

시도․
장학재단․
사회단체

성혜장학회, 옥산장학회, 일산장학회, KT그룹희망나눔재단, 강남구청, 경기복지재단, 과천시애향장학회, 
관자놀이, 괴산소방서, 노엽문화재단, 논산소방서, 농어촌희망재단,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삼송장학회, 
서울장학재단, 서천소방서, 성동구청, 우덕재단, 포스코나눔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아의료재단, 해성문화재단, 아산재단장학, 안산인재육성재단, 오성장학재단, 이스테파노장학회, 
인천공단소방서, 정산장학재단, 제천소방서

외부 
기업체․개인

누리마루하우스, 누리미디어, 현문사, 수문사, 디웍스코리아, 매실농원, 브라운스프링, 사과나무치과병원,
수지예인치과의원, 연세고운미소치과, 와이케이글로벌, 정담미디어, 유웨이어플라이, ㈜다비치안경, 
㈜디지털대성, ㈜무카스, ㈜수성모터스, ㈜풍전에프앤비,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지니스, 코카콜라음료㈜, YTN

김동일, 박인걸, 박찬호, 배은숙, 송영인, 윤천균, 이경욱,이상숙,이윤희, 이주영, 제희원, 조태영

※ 상기 장학종류(금액)는 기탁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당 학기(년) 중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장학금의 출연자가 특정인 또는 특정 학부(과), 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요구조건에 의함.

   - 기타 미지정 교외장학금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국가장학금 안내

장학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수혜자격 장학금액

국가1유형장학금 본교 재학생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 

국가2유형장학금 본교 재학생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학교자체

지급기준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이공계열 학과 입학자중 수능우수자 및 

고교내신 성적 우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4년간 

등록금 전액 

인문100년장학금 
인문·사회계열 입학자중 수능우수자 및 

고교내신 성적 우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4년간 

등록금 전액 

국가우수장학금 

(예체능계) 

예체능계열 학과 3학년 재학생 중 

전공 관련 활동실적 우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2년간

등록금 전액 

희망사다리장학금 

3, 4학년 재학생 중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중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이 확정된 자

(수혜학기만큼 의무복무 필수)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1년 또는 2년간

등록금 전액

취업준비금 200만원 

국가근로장학금 본교 재학생중 소득 8분위 이하자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근로 1시간당

교내 8천원

교외 9.5천원 



577

Ⅳ.
대
학
생
활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1. 정 의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구내치료비

학교 구내에서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2. 수혜자격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함

3. 신청절차

∙ 사고발생 즉시 신고 : 학생처 서면 또는 전화(550-9033)

※ 사고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음

∙ 치료종결 후 제출 서류 

① 지급신청서 1부

② 진료비계산서 1부

③ 재학증명서 1부

④ 학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⑤ 진단서 1부(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 확인 후 학생통장으로 입금

4. 문의사항

∙ 학생처(학생복지관 1층, 550-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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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1. 입영

◦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2. 입영연기

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입영

을 연기하는 제도

나.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 당해연도-출생연도]

 

구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
법
연
수
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 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ㆍ
치의학 
전문

대학원

나이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 제한연령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다.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자로서 본교 재학

(휴학 포함) 자

라.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명부 송부, 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

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됨

마.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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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학, 제적된 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자는 제외) 

  2) 병역기피 또는 감면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

행위를 한 자

  3)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자

  4)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

바. 학적 변동자 처리

  1)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

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2) 학적변동 사유 및 처리

     - 퇴학․제적 : 병역의무 부과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 연기 대상

  3) 학적변동 처리

     -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예정  

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재입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 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

위 내에서 졸업(수료) 시까지 계속 입영연기

3. 재학생 입영

가. 재학생 중 입영을 희망하는 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 후 입영

나. 신청은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다. 구비서류는 재학생입영신청서(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구비한 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 또는 팩스(병무민원상담 : 1588- 9090에서 

상담 후 팩스번호 수령)로 신청

라. 기타 입영과 관련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참조

4. 민원상담 자동안내전화

가. 병무민원안내 전화, 지역번호 없이 (ARS)1588-9090번

나.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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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업무

1. 조직 및 편성(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

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연구, 관리과정 제외) 

    ※ 기본학기(예, 4년제/8학기) 경과자 제외

나. 대학원 및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

다. 고용인 중 예비군 대상자 

2. 연차 및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가. 장교 : 위관(43세), 소령(45세)

    ※ 현역군 계급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나. 부사관 : 장기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3세, 2000년 이후 전역자) 

    ※ 현역군 계급 연령 정년이 될 때까지

다. 병 : 전역 후 8년차 12월 31일까지(일반하사 포함) 

    ※ 전역 연도 다음 해부터 1년차 적용

3. 전․출입 신고요령 

가. 전입자(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직원) 

1) 학생예비군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예비군 연대본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수 신고)

2) 예비군 신고자 중 교직원은 임명(발령)장에 의해서 신고 접수한다. 

3) 인터넷 신고자는 종합정보시스템(예민 ＞ 신청원서 입력)란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비군연대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재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자는 대학직장에 편성을 할 수 없다. 

나. 전출자(졸업, 휴학, 제적, 자퇴, 수업연한 초과자, 교직원 중 퇴사자)

    졸업, 휴학, 제적, 자퇴 등은 교무처(학적담당)와 협조하여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로 전출 처리한다.

    ※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재학연한 초과 시)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한다(2014.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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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 신상 정보 변경자

    개인 신상 정보(주소 및 휴대전화) 변경자는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변경, 수정하여야 한다.

    ※ 업무 흐름도

    

4. 예비군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계획 

  1)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나. 교육실시 

  1) 교육훈련 10분 전까지 필히 부대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 복장은 예비군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

  3) 신분증은 필히 지참해야 한다(미 지참자는 교육 참석 불가).

     ※ 업무 흐름도

    

5.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구 분 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소집 
점검

예비
시간

교수 및 
학생

신규전역자(간부/병)

160

160

병

1 ~ 4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

일반
8시간

동원미지정자 24시간 12시간
(6H×2) 124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132

5 ~ 6
년차

동원지정자 8시간 6시간 4시간 142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7 ~ 8년차 130 비대상

간

부

1~ 6
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 일반
8시간동원미지정자 2박 3일 132

7 ~ 8년차 160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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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업무

1. 민방위대 편성대상

  가. 만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원하는 남자/여자

  나.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된 만 40세 이하의 남자 

  다.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2.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

하면 재학기간 중에는 제외된다.

3. 교육훈련

  가. 민방위대 신규편성 후 1년차∼4년차까지는 연 4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년차는 소집교육)

  나. 5년차 이상은 만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는 비상소집훈련 1회(1시간)를 실시한다. 

4. 신분 변동 신고

  가. 학생 신분변동의 경우 :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교직원 신분변동의 경우 :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중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사유발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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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생자치단체

주요 학생자치단체 

1. 총학생회

백석대학교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기

독교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학생대표기구

▣ 조직도

▣ 각국소개

국 명 역 할

사무국 총학생회 예산안 편성과 집행관리

복지국 교내 복지시설 확충과 통학버스 관리

예능국 예능 활동 관련행사 준비와 진행

기획국 전반적인 행사계획 추진

대외협력국 타 대학과의 협력 등 대외적 교류활동

문화국 다양한 문화활동 행사 준비와 진행

홍보국 학교 이미지 개선 및 행사 홍보 담당

여성복지국 여성 학우들을 위한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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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대의원회

학칙과 규정에 따라 학생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획, 집행

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

▣ 조직도

▣ 각국소개

국 명 역 할

총무국 대의원회 예산안 편성과 집행관리

선거국 학생자치단체 재정 감사 및 사업 감사

감사국 학생자치단체 선거 업무 수행

법제국 학생회관련 회칙 제정 및 개정

기획국 사업 전반에 걸친 계획 및 기획

대외협력국 타 대학 대의원과의 유대강화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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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생자치단체

3. 총동아리연합회

본교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독교 대학문화를 창달하기 위

하여 종교, 학술, 취미, 체육, 사회봉사 등에 관한 자치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

▣ 조직도

▣ 각국소개

국 명 역할과 소개

총무국 동아리연합회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사무국 서류관리와 업무진행 관리

기획국 사업기획 및 행사기획

홍보국 동아리 행사 선전 및 활동 전담

대외협력국 타 대학(기관) 동아리연합회와의 사업연계 등 대외적 교류활동

복지국 동아리 시설부분 및 복지 관련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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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 학회

학부 학생회는 당해 학부의 재학생 전체로 구성되며 학생회장은 당해 학부의 학생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업무 및 권한은 회칙에 의해 결정되며 교육 및 사무업무 포함 학생

봉사업무를 담당한다.

▣ 조직도

▣ 각국소개

국 명 역할과 소개

사무국 예산안 편성과 집행관리

복지국 복지시설 관리 및 건의

행사체육국 체육행사관련 준비와 진행

기획국 전반적인 행사계획 추진

대외협력국 타 학생회의 협력 등 대외적 교류활동

문화국 다양한 문화 활동 행사 준비와 진행

홍보국 학교 이미지 개선 및 행사 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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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순번 분과 구분 동아리명 주요활동목적

1 봉사 준 유사모  불우이웃 봉사활동

2 봉사 준 P.S.P  봉사 및 친목도모

3 봉사 준 아사도우  장애인 봉사 및 선교

4 봉사 정 모가세  다양한 봉사활동

5 봉사 정 RCY  대학적십자

6 봉사 준 백로  다양한 봉사활동

7 봉사 신규 EDFM  유기견 보호활동

8 종교 준 JYM  캠퍼스 전도와 양육을 통한 일꾼양성

9 종교 신규 S.F.C  학교  복음화 및 문화 변혁운동

10 종교 준 C.C.C  C.C.C 훈련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11 종교 정 For the Lord  찬양과 워십을 통한 학교 복음화

12 종교 정 J.O.Y  캠퍼스 복음화와 제자훈련

13 종교 정 I.V.F  캠퍼스 전도 및 선교

14 종교 준 N.E.W Campus  캠퍼스 전도 및 일꾼양성

15 종교 준 YWAM  캠퍼스 부흥 및 복음

16 종교 정 열린문  찬양선교

17 종교 준 하기오스  캠퍼스 전도 및 선교

18 학술 준 비결  자기주장 발표 및 토론

19 학술 준 해바라기  일본 애니메이션 연구

20 취미 정 깐따삐야  레크리에이션

21 취미 정 네버마인드  ROCK

22 취미 준 W.A.B  댄스

23 취미 정 FLOW  흑인음악

24 취미 정 E.R.Site  여행

25 취미 정 MAST  응원활동

26 취미 정 D&M  영화

27 취미 준 소통  도전

28 취미 신규 먹방  맛집탐방

29 취미 신규 지음  두뇌게임

30 체육 정 대한유도  유도

31 체육 준 천기검  검도

32 체육 정 TOPS  농구

33 체육 정 주짓떼로  주짓수

34 체육 정 B.G.S 경호시범단  경호무술  및 경호실무

35 체육 신규 CANON  축구

36 체육 신규 Blue sky  레포츠

37 체육 신규 E&D  볼링

38 체육 신규 백야칼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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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과섬김·신앙생활

1. 일반학부 채플과섬김

일반학부 채플과섬김은 본 대학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 행위의 중심이 되며 학생과 교

수가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또한 채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별 특별찬양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예배’를 지향한다. 본 대학의 일반학부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채

플과섬김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총 이수학점 : 8학기 4학점).

◦ 채플과섬김 시간 : 주 1회

◦ 학점평가 및 기타사항은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 참조

2. 기독교학부 채플과섬김

기독교학부 채플과섬김은 기독교 학문으로의 소명의식과 비전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

는 시간이며, 학생과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의식

을 다진다. 또한 채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찬양단 활동과 전공별 특별찬양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예배’를 지향한다. 그리고 본교

의 기독교학부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채플과섬김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총 

이수학점 : 8학기 4학점).

◦ 채플과섬김 시간 : 주 2회

◦ 학점평가 및 기타사항은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 참조

3. 학생신앙현황 입력 및 분석

신입생을 비롯하여 전교생은 매 학기 본인의 신앙 상태에 대한 설문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학원복음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4. 특별집회

기독 학생으로 소명 의식을 다지며 경건 생활과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학기 신앙 

강조 기간을 정하여 특별 신앙 수련회를 실시한다. 기간 중엔 집중적 경건 훈련과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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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과섬김․신앙생활

훈련 인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복음에 대한 응답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특별 집회는 개강 예배(개강 부흥회), 종강 예배, 특별기도회, 전도주간, 선교주간, 신앙 

수련회, 캠퍼스 전도대회, 사랑․감사축제 등이 있다.

5. 성경고사

기독교학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부이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학부에 속한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 성경 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6. 학생선교부 및 찬양단 운영

각 학부(과)는 학년, 성별 구분 없이 일정 인원의 선교부장과 찬양단원을 선발하여 대학

예배 봉사활동 및 기타 학원 복음화 사역에 적극 참여한다.

7. 신앙 및 채플 관련 상담

학생들의 교회출석 및 신앙문제, 대학예배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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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I . 소  개 

∙ 종합학술정보센터

  백석대학교 종합학술정보센터로서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와 학습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제공하고 21세기 학문연구와 신지식 창조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 통합형 전자도서관

  웹 기반의 최첨단 학술정보시스템(BLISS)을 갖추고 차세대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학술자료의 통합검색과 열람, 

대출, My Library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제

  신학자료실, 음악자료실과 같은 특성화 자료실을 비롯하여 애니메이션자료실, 최신형 

멀티자료실, 그룹토의실, 오디오북카페, 무인도서반납함 운영 등 편리한 구조의 자유 

열람실, 장애인 문헌배달서비스, 맞춤정보서비스, 완전 개가제 실시 등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지역사회 개방과 문화 창달

  교내 이용자는 물론 졸업생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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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1. 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실 명 위치 구 분 이용 시간

자유

열람실

본관 

자유열람실
본관 1층 상시 06:00~23:00 

분관 

자유열람실

예술대학동 7층,

본부동 B1층

학기중(평일) 09:00~18:00

토․일요일 휴실

기타 휴관일 09:00~18:00

방학중 휴실

자료실

본관

자료실
본관 1~5층

학기중(평일) 09:00~20:00

방학중 09:00~18:00

분관

자료실

예술대학동 7층,

창조관 2층, 본부동 B1층

학기중(평일) 09:00~18:00

방학중 09:00~17:00 

*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시간을 변경 또는 휴관할 수 있다.

2. 자료 이용 방법 

자료이용 절 차

자료대출
홈페이지(http://lib.bu.ac.kr)에서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 1층 대출대에서 

대출한다.

자료반납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1층 반납대에 제출한다.

개관시간 외 반납은 무인도서반납함을 이용한다.

대출연장
대출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학생증과 대출 자료를 대출대에 직접 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자료예약
대출하려는 자료가 이미 대출중인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자료가 반납되는 즉시 

예약순위별로 대출할 수 있다.

대출자료 및 기간

※ 학 부 생 : 7권 14일 

※ 교    원 : 30권 60일

※ 직    원 : 15권 30일

※ 외부강사 : 10권 30일 

※ 외부이용자 및 졸업생 : 3권 10일

※ 안 도 협 : 3권 7일

연체시 1권당 1일 연체 시 2일 대출이 중지된다.

자료 분실시 분실 즉시 이용자서비스실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변상한다.

무단 반출시 도서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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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실 안내

동 층 자료실명 내   용

도

서

관

1층

대출/반납데스크 자료의 대출/반납, 대출예약, 대출연장, 연체 및 분실 관련업무처리

이용자서비스실 이용안내, 외부이용자 회원증 발급, 안도협 바코드 발급

자유열람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수서․행정실 도서관의 서무행정 업무와 자료의 수서업무

오디오북카페 기독교 명저 독서 활성화를 위한 독서클럽, 독서인증제 등의 독서활동 공간 지원

2층

멀티자료실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시청, 인터넷 검색, 디지털정보 이용, 문서작성을 위한 

최신형 PC와 프린터, 스캐너 설치, 국회도서관 원문 검색

외국어영화감상실
영상자료를 통한 문화, 교양함양 및 외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외국어자

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영화 및 동영상 감상실

사회자료실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등 경제학(330)을 제외한 사회과학(300)자료 소장

3층

애니메이션자료실 다양한 애니메이션 자료 열람

문학자료실 문학 주제 분야의 단행본 자료실 

어학․예술자료실 언어(400) 분야 자료와 예술(700) 분야 자료 및 문학(800~809)자료 소장

강의교재자료실 수업용 주교재 및 부교재 비치․열람(대출 불가)

4층

신학자료실 모든 유형의 신학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신학주제자료실 

인문자료실 철학, 교육학, 민속, 역사 등의 인문과학 분야 단행본 자료실 

현대시기증자료실 현대시100년관 기증자료로 현대시 분야의 단행본 자료실

교․강사열람실 교수 및 강사 전용 열람실, 최신형 PC와 프린터 설치

그룹토의실 4명 이상의 그룹학습자가 사용하며 토의 및 공동 학습활동을 지원 

5층

경영경제자료실 경제학(330)자료와 경영학(650)자료를 소장한 사회과학 단행본 자료실

자연자료실
컴퓨터, 정보통신 등의 기술과학과 물리, 화학 등의 순수과학 단행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연속간행물실 국내외 학술지와 전문교양잡지, 정기간행물 등 연속간행물 열람

지하 보존서고 소장 장서 중 이용률이 적은 도서를 보관

예술

대학동
7층

음악자료실
음악에 관련된 도서/악보/정기간행물 자료와 음반/DVD/VIDEO 등 모든 유형의 

음악관련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는 음악주제자료실

자유열람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창조관 2층 창조관비전자료실 석․박사 학위논문 열람, 인터넷 검색, 디지털정보 이용 및 국회도서관 원문검색

본부동 B1층
드림자료실 5개 학부(어문, 경찰, 관광, 사범, ICT)중심의 단행본 자료실

자유열람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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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안내

1) 이용자 교육 및 방문 TOUR 서비스

학생 및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시키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학술정보서비스 및 이용법을 안내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2) 전자저널 & 학술DB 이용자 교육 

우리대학 구성원들에게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

해 전문교육인 학술DB 및 전자저널 이용자 교육을 학기 중 수시로 시행한다.

3) 홈페이지(http://lib.bu.ac.kr) 개인 맞춤정보 서비스(My Library)

∙ 개인 공지사항 제공

∙ 희망도서 신청/조회 : 희망도서를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조회하는 서비스

∙ 대출갱신/예약/조회 : 대출상황 조회 및 대출연장, 대출예약 서비스

∙ 목차서비스 : 관심 있는 키워드를 등록 후 자료가 입수됨과 동시에 메일 통보

∙ 개인지식관리 : 검색된 자료를 바구니에 저장․관리함

∙ 우선정리요청 : 도서의 상태가 ‘정리 중’으로 나오는 자료 중에서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정리하여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4) 모바일 서비스

기존의 PC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한 웹서비스를 스마트폰 등의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통

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이다. 

∙ 클리커(clicker) : 이용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도서관 열람실, 그룹토의실 예약, 희

망도서 신청, 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SMS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용자들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제공하

는 서비스(자료 대출․반납․예약․연체․희망도서 입수현황 등의 도서관 이용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

5) 국회도서관 원문 서비스

국회도서관에서 구축한 석․박사학위논문 DB와 국내학술잡지(기사) DB 원문 자료를 

멀티자료실(2층)과 창조관비전자료실(창조관 2층)의 지정 PC에서 검색․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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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도서관 열람의뢰서 발급 서비스

백석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타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의 자료실

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홈페이지(http://lib.bu.ac.kr)에 로그인후 메인메뉴 

중 도서관서비스 > “타도서관 열람의뢰서”를 작성 후 직접 출력해서 타도서관에 방문하여 

이용하거나, 외부문헌복사 및 대출 서비스(상호대차)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7) 천안 안서지역 5개 대학도서관 상호협력에 의한 시설 및 자료 공동이용 서비스

천안시 안서지역 5개 대학도서관(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호서대학교) 소속 이용자에게 5개 대학도서관 이용 통합 아이디를 발급하여 대출 및 

열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8) 연구지원제공서비스(FISP : Forecasting Information Service Program) 운영

교직원들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시 내용을 사전 파악하여 프로젝트(논문, 저서 등) 수

행에 필요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 외부문헌복사 및 대출 서비스(상호대차)

자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국내․외의 모든 자료에 대해 이용자의 자료이용 및 연구

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를 대신하여 외부(타관) 소장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복사 및 발송비 등)을 지원한다.

10) 외국어영화감상실 운영

도서관 2층에 위치한 외국어영화감상실에서는 영상자료를 통한 문화, 교양함양 및 외

국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한글/외국어자막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1) 복사/출력/스캔 서비스

∙ 복사 서비스(유료)

- 도서관 3층 복사실에서 복사카드를 구매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출력 서비스(유료)

- Print Bank에서 직접 ID를 발급 받아 입금 후 사용할 수 있다.

- Print Bank 위치 : 도서관 2층 멀티자료실, 창조관 2층 창조관비전자료실

∙ 스캔 서비스(무료)

- 도서관 2층 멀티자료실 내에 있는 스캐너를 켜고 바탕화면의 HP PrecisionScan 

Pro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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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이용자 회원증 발급 서비스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본교 휴학생․졸업생 및 천안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사

회의 지식정보센터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도서관 이용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 휴학생․졸업생

  ② 본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③ 본교 외래강사

  ④ 천안지역의 주민

  ⑤ 천안지역 공무원 및 직장인(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⑥ 기타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 회원증 발급 시 필요 서류

  ①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1부(지정양식) 

  ② 소명함판 사진 1매, 사진파일(JPG)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중 1부(각 가입자격별 해당서류)

  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 유효기간

회원증 유효기간은 신청일에 관계없이 매년 2월말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회원

증 사용의 연장을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 신청할 수 있다. 단, 평생

교육원수강생, 휴학생 및 외래강사는 당해 학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 대출 자료 수 및 기간

  ① 대출 자료 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본교 휴학생․졸업생, 평생교육원 수강생,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천안지역 주민 : 

3권 10일

- 본교 외래강사 : 10권 30일

② 대출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제재

① 대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료 당 연체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출이 정지된다.

② 기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13) 장애인 대출 자료 배달 서비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교내 및 천안시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읽고 싶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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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메일 신청을 받아 신청 장애인에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 대상

  ① 본교 재학생 중 장애인 확인 인증을 받은 사람

  ② 천안지역주민 회원 중 장애인 확인 인증을 받은 사람

14) 도서관 SNS(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장으로 도서관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한

다. 또한, 신속한 정보전달 및 도서관 활용방법, 행사안내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

을 전달한다.

◎ 트위터 주소 http://twtkr.com/BSLibrary

◎ 페이스북 주소 http://facebook.com/BSLibrary

15) 리에종<학부전담사서>서비스

리에종(학부전담사서) 서비스는 이용자의 효과적인 연구 및 학습을 위해 각 학부(과)

별 담당 사서를 배정하여 해당 학부(과)의 교수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호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

16) 독서클럽

매 학기별로 지도교수와 1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팀별로 신청받아 독서 활동과 

토론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서클럽 카페 : http://cafe.naver.com/bubookclub

17) 전자정보박람회 및 정보검색컨퍼런스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국내․외 전자저널 및 학술DB 이용 교육을 통해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8) 독서감상문쓰기대회

독서 및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및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실

시하는 프로그램이다. 

19) 도서관에서 1박 2일

다양한 방식의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도서관에서 1박을 

하면서 독서 및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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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서인증제

이용자의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백석권장도서 100선 등 대상도서를 읽고 독서 후기 

제출하여 독서인증장학금 시상 및 독서인증서를 교부하는 프로그램이다.

21) 인문학산책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책과 음악을 

연계한 북콘서트, 명사 초청 특강 등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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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형 전자도서관 백석학술정보시스템(BLISS) 

■ BLISS(Baekseok Library Information Systems) 

백석학술정보시스템(BLISS)은 도서관의 도서, 비도서, 전자자료 등 모든 유형의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Web 2.0기반의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이다. 

BLISS는 멀티 캠퍼스 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통합관리와 맞춤형 정보서비스 구현, 

SMS서비스, Web 2.0구현, RSS제공 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용자 중

심의 전자도서관시스템이다.

BLISS는 도서관리시스템을 비롯하여 통합검색시스템, My Library시스템, DISCOVERY, 

E-Journal, 학술DB, E-book, E-Learn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LISS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서비스는 학술정보 포털사이트로 개발된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bu.ac.kr)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 BLISS는 ‘신의 축복, 더없는 행복과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한 이용자 

중심의 학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는 뜻에

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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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홈페이지 “학술정보 포털 사이트”

▒ 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bu.ac.kr

 도서관 홈페이지는 교육․연구, 학습활동에 필요한 모든 학술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학술정보 포털사이트’이다.

① 소장자료 검색 :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멀티미디어, 기사, 색인어 브라우징 

등 모든 유형의 학술자료와 도서관 소장/비소장 자료까지 일괄 검색

② 전자정보원 : Journal/학술DB/E-Book/E-Learning/참고정보원의 서비스를 검색

③ My Library : 개별 이용자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출 갱신 예약조회, 희망

도서 신청 조회, 목차서비스, 우선정리요청 제공

④ 도서관 서비스 : 자료실별 서비스, 타도서관 열람의뢰서, 그룹토의실 이용신청 등 제공

⑤ 도서관 안내 :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기타 도서관 안내 제공

⑥ 커뮤니티 : 공지사항, 사서에게 물어보기, 설문조사, 연체자리스트, 도서정보 등의 안

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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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DB 이용안내

∙ 도서관에서 원문 또는 초록 형태로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전자저널로서 교내․외에서 

이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열람할 수 있다. 

∙ 원문을 보려면 원문 뷰어 프로그램 설치 및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NO DB명 Journal/DB 소개

1
ATLA Religion Datebase 
with ATLA Serials 

신학분야의 가장 광범위한 서지정보를 제공, 2,100,000건 색인초록

2
ATLA Historical 
Monograph 

신학분야 13세기 후반부터 1923년까지 소장자료 단행본을 ebook화한 콜렉션

3
Academic Videon 
Online(AVON)

전 주제분야 다큐멘터리, 교습자료, 인터뷰 등 5만여 편의 학술용 비디오 자료(1905년∼현대)

4 CIHNAL with Fulltext 간호-보건학 분야의 최고 권위의 서지정보원, 613종의 저널 원문 제공

5 DBPIA 전 분야 722여 개 기관, 2,019종의 간행물에서 서비스 되는 국내학술지 논문 서비스

6 EBSCO EBOOK
420여 출판사로부터 출판된 전 주제분야 학술도서 2,200여권으로 구성-세션당 인쇄가능 
페이지 다름-동시 이용자수 다름(1~4명으로 인하여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필요

7 E-ARTICLE 국내 420여 학회 학회지 620여 종의 원문 제공

8 ERIC 교육 관련 문헌과 자료임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30만 개 이상의 레코드가 수록 

9
Early English Books 
Online(EEBO)

1475년~1700년까지 영어 문화권에서 출판된 인쇄물 원본 그대로 제공하는 컬렉션 13만여 건 
이상 문건의 프린트 원본 이미지 제공, 문학뿐만 아닌 전 주제 분야 희귀초판 인쇄물 제공 

10 Education Source
교육학 분야의 서지 및 원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Full Text 데이터베이스.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 음악, 체육, 언어, 물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관련 분야 저널을 포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단행본, 회의록, 보고서 등 1,000여종의 추가 비저널 컨텐츠 원문 제공 

11
Eighteenth Century 
Collections Online(ECCO)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된 종교 및 철학적 논쟁과 연구논문에 대한 English Books 
원본자료임(36,785 Titles 제공) 

12 GVRL KERIS Collection 
Gale에서 직접 출판하는 전 주제분야 걸친 Reference Book을 디지털로 제작한 
E-Book(3,700여종 원문제공) 

13 ICPSR 해외 최대의 사회과학 데이터 보관소(설문조사자료,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질적 자료 등)

14 KISS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 주제 분야 대학 및 학회 등 1,200여 개 발행기관의 학술지 1,775종의 
창간호부터 최신호 원문 

15 KSDC DB    
조사자료(Survey Data)와 통계자료(Statistics),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제공 국내외의 공공기관, 
언론기관, 조사기관 등에서 수집된 1,500여건의 여론 조사 자료와 해외 연속데이터(CSEC, 
WVS) 및 통계자료 제공

16 Mosby’s Nursing Skills
간호-보건학 관련 EBN(Ebidence based Nursing)기반의 온라인 교육 학술 정보원, 대상자 
대상 기본 및 핵심 간호 Skill 400여 개 제공(Role Play 동영상 포함)

17 NAXOS Music Library
클래식음악을 비롯하여 재즈,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 음악 제공, 특히 세계 최대 음반 
레이블인 EMI classics 음반 추가

18 NAXOS Jazz Library
정통 재즈에서부터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재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재즈 음악 제공

19
NAXOS Sheet Music 
Library

낙소스에서 OnlineSheetMusic.com과 함께 개시한 악보 피스 다운로드/출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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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AXOS Video Library
Naxos를 포함 Arthaus Musik, EuroArts, Opus Arte, Medici Arts, TDK 등의 독립 음반사의 
공연 실황, 오페라, 발레, 재즈, 음악 관련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음악 DVD 영상

21 OUP Oxford University 발행 학술지중 컨소시엄 구성된 260여종에 대한 원문 제공

22 PQDT Global    

ProQuest에서 제공하는 북미지역 대다수의 석/박사 학위논문 및 중국, 유럽지역에 대한 
학위논문의 서지/초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218만여 권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는 최대의 
석/박사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연도> 서지/초록 : 1630년~Current 원문 : 1743년 
~Current 

23
Periodicals Archive 
Online(PAO)    

PAO KERIS Collection은 현재 인문사회분야 타이틀 374종(초판~2000년)을 제공 

24 ProQuest Central 학문분야의 포괄적인 학술저널의 색인/초록 저널 및 Full Text 저널(22,00여종) 제공

25 RISS
전국대학 소장자료 검색 및 국내 학위논문, 학술논문 원문 검색 , 해외 DB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및 외부문헌복사 서비스(외부문헌복사 서비스는 개인계정 생성 후 인증처리를 걸친 
다음 신청할 수가 있음) 

26 RefWorks
참고문헌 관리 및 논문작성을 위한 서지관리 서비스(처음 이용자는 교내에서 계정 생성 
후 이용)

27 SCOPUS 
[사회과학/과학/기술/의학] 5,000여 개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22,245종 저널, 87,105권의 
도서에 대한 인용색인정보 제공

28 SocINDEX with Full Text
여성학, 범죄학, 가족학, 종교, 사회복지 등 사회학 전반에 관한 최고의 연구 정보원
(원문 제공)

29 The New York Times  
뉴욕타임스 웹사이트(www.nytimes.com) 무제한 접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앱 서비스 무료 
이용 

30 Vouge Archive 미국판 Vogue지를 초판부터 최신호까지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

31 Westlaw International  전 세계 국가의 법률, 판례, 뉴스 및 경영/경제 정보원 시간대별 이용가능(16시~9시)

32 모아진
국내 교양잡지 200여종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자잡지서비스 모바일APP : 스토어에서 
도서관 매거진 검색 다운로드 후 열람 가능.

33 스콜라 국내 학술지 472종의 원문 제공



Ⅳ. 대학생활

602

백석대학교 포털사이트 이용 

∙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홈페이지 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아이디 : 학번, 패스워드 : 초기 패스워드는 아이디+생년월일 8자리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 주기 90일).

     ※비밀번호 분실 시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 아이디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메뉴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용 안내 : 백석광장 > S-Campus > 홈페이지 이용 안내

※ 최초 로그인시 1회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포털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석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웹메일 

서비스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안상 하위 사이트(웹메일, 전자도서관 등)에서 접근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은 다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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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1. 목적

① 21세기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4C(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skill, Critical thinking)를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장(field)을 마련함

②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 구성을 통해 학습동기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도록 함

③ 학생들 간의 소속감과 협동심 증진을 통해 새로운 학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교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함

2. 기대 효과

① 협동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②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및 책임의식 강화

③ 학습능력 향상 및 학습의 효율성 극대화

④ 창의적․비판적 사고능력의 증진

⑤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문화 발달의 초석 형성

⑥ 취업률 증진

3. 학습공동체 신청 방법

① 그룹 신청서(학습 계획서 포함) 1부.

② 그룹 리더가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http://bctl.bu.ac.kr) 접속

   - 학습지원 → 학습공동체홈 → 스터디․튜터링그룹․학습리더스 ‘등록하기’

   - 내용 작성 후 신청서 등록 및 출력하여 지도교수 확인서명 

   - 교수학습개발원(학술정보관 604호) 제출

   - 문의 : 교수학습개발원(Tel : 041-550-2193)

③ 유의사항

   - 1회 이상 교내에서 주관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함

4. 학습공동체 그룹 구성

① 학습공동체 유형 : 스터디그룹, 튜터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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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습공동체 구성

   - 스터디그룹 : 

     ∙ 1유형(교과목 스터디) : 해당학기 수강생들의 정규 교육과정 협력학습 지원

     ∙ 2유형(온라인 공개강의 스터디)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별 맞춤형 비교과 

교육과정 설계 및 협력학습 지원

     ∙ 3유형(주제별 스터디) :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소그룹 활동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스터디 그룹 유형 ∙ 교과목 스터디(개설 교과목 대상)

스터디 그룹 조직
∙ 한 그룹 당 3~5명으로 구성
∙ 동일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끼리 그룹 구성(한 과목이 분반되어 있거나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도 가능)

활동시간
∙ 한 학기 당 총 10주 활동으로 진행함
∙ 각 주별 모임 당 2시간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함

   - 튜터링그룹 :

     ∙ 1유형(교과목 튜터링) : 해당학기 수강생들의 정규 교육과정 협력학습 지원

     ∙ 2유형(ICE-TEA 튜터링) : 국내 학생과 타문화권 학생 간의 국제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인, 탈북민, 다문화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을 지원

유 형 Tutor Tutee 비 고

1유형
∙ 신청 교과목을 선 수강한 학생 
∙ 교과목 성적 A이상인 학생
∙ 7학기 이내의 재학생

∙ 7학기 이내의 재학생

2유형
∙ 관심 있는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3.5 

이상 우선선발) 및 지도교수 추천 학생
∙ 외국인, 탈북민, 다문화 
학생 등 타문화권 학생

상호 문화교류 및 튜터링 
활동

5. 학습공동체 지원 사항

① 스터디그룹

  - 장학금 : 주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평가/그룹원의 지원 과목 평균 성적 B 이상/ 

그룹원 각각 200,000원 지급(단, 한 명이라도 F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

② 튜터링그룹

  - 교과목 튜터링 장학금 : 주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평가/Tutee의 지원 과목 평균 

성적 B 이상/Power Tutor 개별 300,000원 지급, Tutee 개별 100,000원 지급(단, 

한 명이라도 F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음)

  - ICE-TEA 튜터링 장학금 : 주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평가/개별 200,000원 지급

(전체 그룹원 평균 성적 B 미만 시 탈락)

    ※ 교환학생 및 한국어연수생이 그룹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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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습공동체 신청 화면

①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http://bctl.bu.ac.kr

② 학습지원 → 학습공동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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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터디그룹, 튜터링그룹 신청하기

④ 세부사항 입력 및 학습계획서 등록

⑤ 교수학습개발원 관리자 승인 후 출력하여 지도교수 서명 받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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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

① 위    치 : 백석학술정보관 604호(교수학습개발원 교수학습개발)

② 홈페이지 : http://bctl.bu.ac.kr

③ 연 락 처 : (041)550-2193/FAX : (041)55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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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캠퍼스 이용안내 

1. 사이버강의 현황

멀티미디어 중심의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

공하기 위해 2001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다양한 과목에 대해 사이버강의를 개설․운영

하였으며, 이번 학년도에도 사이버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

공 하고자 함.

2. 사이버강의 정의

① 수요자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웹, 모바일 강의형태

②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21세기형 멀티미디어 중심 강의방식

③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을 보조하며 온라인을 통한 열린교육 제공

④ 모든 과목 사이버캠퍼스 서비스 기능이 제공

3. 기대효과

①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멀티미디어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교육받을 수 있다.

③ 시간․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4. 사이버강의 운영방식

① 부분사이버강의 : 정규 교과목에서 일부 강의시간을 사이버강의로 운영

② 완전사이버강의 : 정규 교과목에서 전체 강의시간을 사이버강의로 운영

③ 교양, 학부기초 및 전공과목에 대해 사이버강의를 개설

④ 구체적인 사이버강의 운영 방안은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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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강의 수강

① 사이버강의 수강신청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이 되면 사이버강의 수강등록 됨

  ∙ 사이버강의 수강신청은 종합정보와 동일함

② 교수학습개발원 사이버캠퍼스 접속(http://bctl.bu.ac.kr)

③ 사이버강의 학습

  ∙ 웹(PC), 스마트폰(Mobile)을 활용한 교과목 학습콘텐츠 시청

  ∙ 학습시간에 관계없이 교과목에 대한 강의안 확인

  ∙ 공개강좌를 통하여 다양한 오픈강좌를 학습

6. 사이버캠퍼스(LMS) 이용 안내

① 웹(PC) 접속하기

   - 백석대학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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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ctl.bu.ac.kr 사이버캠퍼스 접속

②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정보와 동일

   ☞ 아이디 : 학번 ☞ 패스워드 :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

③ 강의실 들어가기(2가지 방법)

   - 강의실 선택 : 수강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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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캠퍼스 → 내강의실홈 → 연도학기 선택 → 이동 클릭

   - 학습목차 → 학습목차 → 강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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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활동(출석 :○  학습중 : △  결석 : X)

   - 학습기간 내 학습완료가 되어야 출석인정 됨

   - 학습기간 외에는 학습을 완료해도 학습중이라고 표시됨.

④ 사이버캠퍼스(LMS) 주요 기능

   - 강의콘텐츠 시청 및 자료 공유

   - 과제, 토론, 시험, 설문 등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활용에 따라 사용됨

⑤ 스마트폰(Mobile) 접속하기

1. 에듀트랙6를 검색한다. 2. 모바일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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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메인을 입력한다. 4. 로그인한다.

5. 앱 화면 6. 모바일 웹 화면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자주 찾는 질문을 참고하세요.

7. 사이버캠퍼스(LMS) 문의

① 위    치 : 백석학술정보관 604호(교수학습개발원 교수학습개발)

② 연 락 처 : (041)550-0726/FAX : (041)55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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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진로지원서비스

1. 취업 알선 업무 처리 흐름도

2. 아르바이트 알선 업무 처리 흐름도 

3. 진로 상담 업무 처리 흐름도

4. 취업 상담 업무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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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

1. 증명서 발급 종류

구 분 국문증명서 영문증명서 수수료

재학생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500원

졸업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000원

공통 교육비납입증명서, 장학금수혜 확인서 장학금수혜 확인서 무료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내 무료 출력 가능.

2. 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이용

구 분 내 용

장소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http://bu.certpia.com/)

시간 ∙연중무휴 24시

방법 ∙회원가입 및 이용절차에 따라 입력 후 발급

소요시간 ∙즉시 발급

주의사항
∙제출처에 제출 가능여부 확인(대사관 및 주요기관 불가능)
∙영문증명서 발급 시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상정보입력에서 영문명 확인 후 발급
∙반드시 컬러프린터 출력

문의사항 ∙인터넷 증명발급 콜센터(1544-4536)

∙ 자동발급기 이용

구 분 내 용

장소
∙천안캠퍼스 : 인성관 1층 로비, 본부동 1층 로비
∙서울캠퍼스(방배동 대학원) : 진리동 2층 로비

시간
∙천안캠퍼스 : 연중무휴  09:00 ~ 18:00
∙서울캠퍼스 : 업무시간 

방법 ∙본인 정보 입력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스크린 터치

소요시간 ∙즉시 발급

주의사항 ∙영문증명서 발급 시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상정보입력에서 영문명 확인 후 발급

※자동발급기의 오류 발생 시 취업진로지원처에 문의 바람(041-550-0780).

※영문명 변경 - 졸업생 : 교무처로 문의(041-550-9154).

- 재학․휴학생 :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신상정보입력에서 영문명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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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이용

구 분 내 용

장소 ∙가까운 행정기관(시도, 시군구, 읍․면․주민센터)

시간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방학 중 단축근무-별도의 공지사항 참조)

방법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소요시간 ∙최대 1시간(FAX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함)

주의사항 ∙영문증명서 신청 시 신청서에 영문명 필히 기재

∙ 업무 처리 흐름도

3. 민원 우편 이용

구 분 내 용

장소 ∙전국 모든 우체국

시간 ∙우체국 업무시간

방법
∙우체국에서 민원우편 신청

∙민원우편 반송봉투 및 수수료를 동봉(재학생 : 500원, 졸업생 : 1,000원)

소요시간 ∙약 7일

주의사항 ∙영문증명서 신청 시 신청서에 영문명 필히 기재

∙ 업무 처리 흐름도

4. 교직원 제증명 

구 분 내 용

장소 ∙ 인성관 1층 로비, 본부동 1층 로비

발급종류 ∙ 교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강사 출강증명서 

방법 ∙ 본인 정보 입력 후 이용 절차에 따라 스크린 터치 

소요시간 ∙ 즉시발급

주의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은 영문명 입력자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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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편의 서비스

∙ 정보서비스(정보검색, 학교생활 및 학사안내 서비스) : 인성관 2층 Job 카페

6. 이용 안내

∙ 위치 : 인성관 2층

∙ 이용시간

  - 평일 : 09:00~18:00

∙ 홈페이지

  - 취업․진로서비스 : http://job.bu.ac.kr

∙ e-mail

  - 취업․진로서비스 : job@bu.ac.kr

∙ 전화 

  - 취업․진로서비스 : (041)550-2784, 9038, 2098 2227/FAX : (041)550-9039

  - 학생서비스 : (041)550-0780, 9106/FAX : (041)55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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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인재양성반

1. 조직

2. 입실자 선발전형 안내

가. 지원자격

  1)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자격 등을 공시 후 선발

  2)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지도교수추천서 및 학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나. 백석인재양성반 입실자 지원혜택

  1) 전용 열람석(학습실) 제공

  2) 각종 특강 및 동영상강의 제공

  3) 각종 수험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

  4) 체계적인 진로 및 취업 상담

  5) 교원임용시험 준비에 필요한 교과목 특강 개설

3. 이용 안내

∙ 위치 : 지혜관 2층

∙ 이용시간

- 평일 : 09:00~23:00, 토요일(공휴일) : 09:00~21:00

∙ 전화 

- 인재양성반 : (041)550-2998/FAX : (041)55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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