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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추진전략 | Vision & Strategy

02 |

▒ 비전 및 발전목표

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2018. 1 January

SUN

일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

[1] 신정 New Year's Day
[2~4] 대
 학원 성적확인
Grade Check Period - Graduate
[2~8] 대
 학 졸업신청
Application for graduation - Undergraduate
[8~12] 대
 학원 졸업신청
Application for graduation - Graduate
[5] 대
 학원 학위완성논문 제출마감(‘18.2 졸업생)
Last Day to Submit Final Copies of Thesis for Conferral of a
Degree (for students expected to graduate in Feb. 2018)
[11~12] 대
 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전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Students Transferring to
Integrated MS&PhD Degree Program - Graduate
[12~22] 대
 학 및 대학원 복학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Returning Students

28

29

▒ 핵심 추진전략

30

31

2018. 2 February
SUN

MON

TUE

WED

일

THU

FRI

SAT

1

2

3

정

[1~5] 대
 학원 종합시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Graduate Students to Register
Qualifying Exam
[8~14] 대
 학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Spring Semester –
Undergraduate

4

5

6

7

8

9

10

▒ 특화 육성분야＊(DGIST MIREBraiN＊ 도약 프로그램)

[9]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제출마감
Deadline for Graduate Students to Submit Thesis Proposals

11

＊MIREBraiN

| 06

신물질(Materials), 정보통신(IT), 로봇(Robot), 에너지(Energy),
뇌(Brain), 뉴바이올로지(New Biology)의 6개 분야

[16] 설날 Lunar New Year's Day

12

13

14

18

19

20

21

25

26

27

28

15

22

16

23

17

24

[12~20] 대
 학원 종합시험 시행
Qualifying Examination - Graduate
[14~20] 대
 학원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Spring Semester - Graduate
[23]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완료
Completion of Thesis Proposal Evaluation - Graduate
[26] 2
 018학년도 1학기 개강 First Day of Classes for Spring
Semester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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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2018. 3 March

SUN

4

MON

5

TUE

6

WED

7

일

THU

FRI

SAT

1

2

3

8

9

10

02 |

정

2018. 5 May
SUN

MON

[2/26~3/23] 대
 학 조기졸업 신청
Early Graduation Registration – Undergraduate
[2/26~3/23] 대
 학 공동AP 신청
Advanced Placement Credit Transfer
Registration – Undergraduate

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일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삼
 일절
Independence Movement Da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9] 대
 학 및 대학원 수강신청 변경
Course Add and Drop Period
[12~23] 대
 학 수강포기 신청
Course Withdrawal Period - Undergraduate
[23] 수
 업일수 1/4선
1st Quarter of Spring Semester Ends

2018. 4 April
SUN

1

MON

2

TUE

3

WED

4

THU

5

일
FRI

6

[1] 근
 로자의 날
Labor Day
[5] 어
 린이날
Children's Day
[7] 대
 체휴일
Substitute Holiday
[22] 석
 가탄신일
Buddha's Birthday
[10] 수
 업일수 3/4선
3rd Quarter of Spring Semester Ends

20

21

22

23

24

27

28

29

30

31

정

SAT

정

25

26

[11] 대
 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마감 (‘18.8 졸업생)
Last Day to Submit Thesis for Evaluation – Graduate (for
students expected to graduate in Aug. 2018)

2018. 6 June
SUN

MON

TUE

WED

THU

7

일
FRI

1

정

SAT

2

[1] 대
 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완료
Completion of Thesis Evaluation - Graduate
[4~8] 강의평가 Course evaluation

8

9

10

11

12

13

1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20] 대학 및 대학원 중간시험
Midterm Examination

15

16

17

18

19

20

21

[19] 수
 업일수 2/4선
2nd Quarter of Spring Semester Ends

[6] 현
 충일
Memorial Day
[13] 2
 018 지방선거
A local election
[11~15] 대
 학 및 대학원 학기말 시험
Final Examination
[15] 대
 학 및 대학원 종강
Last Day of Classes

22

23

24

25

26

27

28

17

18

19

20

21

22

23

[25~27] 대
 학 및 대학원 성적확인
Grade Check Period
[6/18~8/10] 대
 학 여름학기 프로그램
FGLP (Summer Session) - Undergraduate

29

| 08

30

24

25

26

27

28

29

3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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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2018. 7 July

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15

9

16

10

17

22

23

24

29

30

31

11

18

25

12

19

26

13

20

27

14

21

28

2018. 8 August
SUN

MON

TUE

THU

FRI

SAT

1

2

3

4

정

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2018.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일
FRI

SAT

1

[2~6] 대
 학 및 대학원 졸업신청
Application for graduation
[17] 제
 헌절
Constitution Day
[4~6] 대
 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전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Students Transferring to Integrated
MS&PhD Degree Program - Graduate
[6] 대
 학원 학위완성논문 제출마감(‘18.8 졸업생)
Last Day to Submit Final Copies of Master’s & Doctoral
Thesis for Conferral of a Degree
(for students expected to graduate in Aug. 2018)
[16~26] 대
 학 및 대학원 복학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Returning Students

일

WED

02 |

2

3

4

5

6

7

8

12

6

13

7

14

8

15

9

16

10

17

1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정

2018. 10 October
SUN

[15] 광
 복절
National Liberation Day

18

[13~16] 대
 학원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Fall Semester -Graduate
[20~22] 대
 학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Fall Semester -Undergraduate

20

21

22

23

24

25

[10~17] 대
 학원 종합시험 시행
Qualifying Examination - Graduate

[3~28] 조
 기졸업 신청
Early Graduation Registration – Undergraduate
[3~28] 대
 학 공동AP 신청
Advanced Placement Credit Transfer Registration –
Undergraduate

7

[24] 추
 석
Chuseok [Lunar Full Moon day]
[26] 대
 체 휴일
Substitute Holiday
[10~14] 대
 학 및 대학원 수강신청 변경
Course Add and Drop Period
[17~28] 대
 학 수강포기 신청
Course Withdrawal Period - Undergraduate

일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8

9

10

11

12

13

정

[4] 수
 업일수 1/4선
1st Quarter of Fall Semester Ends
[3] 개
 천절
National Foundation Day

14

15

16

17

18

19

20

[10]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제출마감
Last Day for Graduate Students to Submit Thesis Proposal

19

[3] 2
 학기 개강
First Day of Classes for Fall Semester

[7] 창
 립기념일
Anniversary of foundation

[1~3] 대
 학원 종합시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Graduate Students to Register
Qualifying Exam

5

정

[9] 한
 글날
Hangul Proclamation Day
[22~26] 대
 학 및 대학원 중간시험
Midterm Examination

21

22

23

24

28

29

30

31

25

26

27

[24]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완료
Completion of Thesis Proposal Evaluation - Graduat

26

| 10

27

28

29

30

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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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2018. 11 November

SUN

4

11

MON

5

12

TUE

6

13

WED

7

14

일

THU

FRI

SAT

1

2

3

8

15

9

16

02 |

정

2019. 1 January
SUN

10

[1] 수
 업일수 2/4선
2nd Quarter of Fall Semester Ends

17

[9] 대
 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마감(‘19.2 졸업생)
Last Day to Submit Thesis for Evaluation - Graduate
(for students expected to graduate in Feb. 2019)

2018년도 학사 일정 | Academic Calender

MON

일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25

19

26

20

27

21

28

22

29

23

24

3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18.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일
FRI

28

정

SAT

29

30

2019.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4

5

6

7

8

[10~14] 강의평가 Course evaluation

FRI

SAT

1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7~21] 대
 학 및 대학원 학기말 시험
Final Examination
[25] 성
 탄절
Christmas

[10~11] 대
 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전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Students Transferring to
Integrated MS&PhD Degree Program - Graduate
[14~24] 대
 학 및 대학원 복학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Returning Students

정

[5] 설
 날
Lunar New Year’s Day
[11~15] 대
 학원 종합시험 시행
Qualifying Examination - Graduate

3

4

5

6

7

8

9

[21] 대
 학 및 대학원 종강
Last Day of Classes

9

[4] 대
 학원 학위완성논문 제출마감(‘19.2 졸업생)
Last Day to Submit Final Copies of Thesis for Conferral of
a Degree
(for students expected to graduate in Feb. 2019)

일

[3] 대
 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완료
Completion of Thesis Evaluation - Graduate

3

[12/31~1/2] 대
 학 및 대학원 성적확인
Grade Check Period

[30~2/1] 대
 학원 종합시험 신청
Application Period for Graduate Students to Register
Qualifying Exam

31

1

2

[1] 신
 정
New year's Day

[7~11] 대
 학 및 대학원 졸업신청
Application for graduation

[28] 수
 업일수 3/4선
3rd Quarter of Fall Semester Ends

18

정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8]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제출마감
Deadline for Graduate Students to Submit Thesis Proposals
[11~13] 대
 학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Fall Semester -Undergraduate
[14~20] 대
 학원 수강신청
Registration Period for Spring Semester - Graduate
[22] 대
 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완료
Completion of Thesis Proposal Evaluation - Graduate
[25] 2
 019학년도 1학기 개강 First Day of Classes for Spring
Semester

23/ 24/
30
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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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29

24

25

26

27

2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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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락처

▒ 대학원 전공 사무실
구 분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에너지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 Graduate School Major Office
홈페이지
http://ems.dgist.ac.kr
http://ice.dgist.ac.kr
http://robot.dgist.ac.kr
http://energy.dgist.ac.kr
http://brain.dgist.ac.kr
http://newbiology.dgist.ac.kr

연락처
053)785-6501~3
053)785-6301~3
053)785-6201~3
053)785-6401~3
053)785-6101~3
053)785-1942, 1943

▒ 융복합대학(기초학부) 사무실
구 분
기초학부

홈페이지
http://goal.dgist.ac.kr

부서명

연락처
053)785-6638

연락처

학생팀

•학자금, 장학금
•학생단체, 동아리 및 학생 주최 행사 지도·관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학생병무
•학생건강검진·상해보험
•생활관 관리
•입학식, 졸업식, 신입생OT

053)785-5151~5

•글로벌 프로그램, Bilingual Campus 조성프로그램
•외국인 구성원(교원, 연구원, 학생) 지원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053)785-1161~5

Department
School of Undergraduate Studies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진로 지도 및 학생 상담실 운영

053)785-5131~2

Department Name
Educational Affairs
Team

Student Affairs Team

International Affairs
Team

Phone No.
053)785-6501~3
053)785-6301~3
053)785-6201~3
053)785-6401~3
053)785-6101~3
053)785-1942, 1943

Website
http://goal.dgist.ac.kr

Phone No.
053)785-6638

053)785-1171~3
053)785-5157
053)785-5602~5

Responsibilities
•Enrollment and change of student status
•Course registration, course change & cancellation, and credit
•Leave of absence and return
•Student ID Card, issuance of enrollment certification
•Tuition and scholarship
•Student organizations and clubs, management and support for
student-organized events
•Alternative service for mandatory military service and military
affairs for students
•Student health check-up, accident insurance
•Dormitory management
•Ceremonies and events including matriculation, commencement,
freshmen orienteering
•Global program, bilingual campus establishment program
•Support for international members(faculty, researchers, students)
•Korean language class, cultural events

Contact No.
053)785-5131~2

053)785-5151~5

053)785-1161~5

Global Lounge

•Support for international members, cultural events

053)785-1162

Library
Services Team

•Management of libraries

053)785-1171~3

Center for Student
•Career guidance and student counselling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건강관리실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압계, 신장계, 적외선조사기,
파라핀 베스, 혈당측정기 구비
•감기약, 진통제, 상처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구비

053)785-0911

서비스센터

•시설 안내 및 불편 접수, 유실물 관리
•우편물·택배 수령

053)785-8282

Servicenter

•보안순찰, 야간가이드지원, 비상상황출동지원

053)785-7119

Campus Police

캠퍼스폴리스
| 14

업무내용

학사팀

상담·경력개발센터

Web Site
http://ems.dgist.ac.kr
http://ice.dgist.ac.kr
http://robot.dgist.ac.kr
http://energy.dgist.ac.kr
http://brain.dgist.ac.kr
http://newbiology.dgist.ac.kr

▒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charge of Student Life

•학생 등록, 학적변동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
•학점인정
•휴학·복학 관리
•학생증 및 학적관계 제증명서 발급

학술문화팀

Department
Emerging Materials Sci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Robotics Engineering
Energy Science and Engineering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New Biology

▒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School of Undergraduate Studies) Office

▒ 학생생활 관련 주요 행정부서

국제협력팀

Useful Contact Information

Health Care Center

•Health care service using body composition analyzer,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infrared illuminator, paraffin bath, and
blood glucose meter
•Provision of non-prescription medicine such as cold medicine,
painkiller and wound healer
•Facility Information & Customers Complaints, the Lost-and-Found
•Postal & Courier Service
•Security patrol, guard service and emergency rescue service

053)785-5157
053)785-5602~5
053)785-0911
053)785-8282
053)785-71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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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ourse Descriptions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교과과정

▒ Course Descriptions

▶ 융복합대학 교과과정 확인 방법 : 「기초학부 홈페이지」 → 「학사」 → 「교과과정」

▶H
 ow to find course descriptions :
「Homepage of School of Undergraduate
Studies(http://goal.dgist.ac.kr)」 → 「Academic Information」 → 「Curriculum」

▒ 개설 교과목 확인 방법

▒ How to Identify Courses Available
my.dgist.ac.kr

▶ 방법 ❶

⇨

정보광장

수업

⇨

⇨

수강신청
▶ 1st Way

DGIST
홈페이지

▶ 방법 ❷

⇨

대학생활

학사정보

⇨

⇨

개설교과목조회

my.dgist.ac.kr

▶ 2nd Way

DGIST
Homepage

⇨

⇨

Info square

Campus Life

⇨

⇨

⇨

Sign-up
Management
Course search

Course
Registration

⇨

Search

▒ 기초학부 표준이수학점표

▒ Course Credits

▶ 융복합대학 교과과정 확인 방법 : 「기초학부 홈페이지」 → 「학사」 → 「교과과정」
[기초학부 http://goal.dgist.ac.kr] → 「학번별 표준이수학점표」

▶T
 o know standard course credits :
「Homepage of respective departments」 → 「Academic Information」 → 「Curriculum」

▶ 융복합대학 학번별 이수학점표 확인 :
[기초학부 http://ugrp.dgist.ac.kr] → 「기초학부 전체 커리큘럼 보기」 → 「학점이수표(학번별)」

2. Graduate School
▒ Course Descriptions

2. 대학원

▶ How to find course descriptions :
▶ 「Homepage of respective departments」 → 「Academic Information」 → 「Curriculum」

▒ 교과과정
▶ 대학원 교과과정 확인 방법 : 「전공 홈페이지」 → 「교과과정」
전공 홈페이지

Homepage

Emerging Materials Science

http://ems.dgist.ac.k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http://ice.dgist.ac.kr

신물질과학전공 ems.dgist.ac.kr

에너지공학전공 energy.dgist.ac.kr

Robotics Engineering

http://robot.dgist.ac.kr

정보통신융합전공 ice.dgist.ac.kr

뇌·인지과학전공 brain.dgist.ac.kr

Energy Science and Engineering

http://energy.dgist.ac.kr

뉴바이올로지전공 newbiology.dgist.ac.kr

Brain and Cognitive Science

http://brain.dgist.ac.kr

New Biology

http://newbiology.dgist.ac.kr

로봇공학전공 robot.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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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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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교과목 확인 방법
DGIST 홈페이지

▒ How to Identify Courses Available
대학생활

학사정보

개설교과목조회

DGIST Homepage

Campus Life

Course Search

Search

▒ Convergence Curriculum
▒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사고를 함양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공통필수과목 : 기
 술경영 관련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3학점 이수(‘기술경영’, ‘이노베이션경영 개론’,
‘Technology Marketing’, ‘과학기술정책’, ‘기술평가 이론과 실제’, ‘기술평가 실무’, ‘지
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실무’, ‘과학기술과 저널리즘 실무’)
•공통선택과목 : ‘융복합 해부학’, ‘Neuroinfomatics’, ‘융복합 생리학’, ‘공학회계’, ‘Special topics for
Smart Grid’, ‘컴퓨터를 이용한 하드웨어의 계측과 제어’, ‘생물물리학’, ‘융복합 영상학
개론’, ‘Advanced Convergence Biology’, ‘과학과 예술’, ‘생물학자를 위한 과학기술관
련 커뮤니케이션’또는 타전공 과목에서 최소 3학점 이수
•공동논문지도교수제 실시 :	융복합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이
전까지 공동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도록 함

▒ 과정별 이수학점
구 분

교과
학점

공통필수
과목

공통필수과목
외 교과학점

석사

3학점

18학점
이상

박사

3학점

33학점
이상

통합

3학점

33학점
이상

연계

비 고

3학점

공통필수과목 : 기술경영 관련 과목
※ 외국인학생은 한국어관련 과목
(‘한국어 Ⅰ’, ‘한국어 Ⅱ’)을 한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TOPIK 3등급 이상이거나,
한국어 담당교원에게 한국어 능력
인정받아야 함

33학점
이상

공통선택 또는 타 전공 교과학점
과목에서 최소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Convergence curriculum to foster creative thinking
•Mandatory Courses : 3 credits in Management of Science & Technology related courses
(‘Manage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troduction to Management of
Innovation’, ‘Technology Marke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ory and Practice of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Evaluation
(Pract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actice)’, ‘Science & Technology Journalism(Practice)’
•Common selective : At least 3 credits in 'convergence Anatomy', 'Neuroinfomatics', 'convergence
Physiology', 'Engineering Accounting', 'Special topics for Smart Grid',
'computers using hardwar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Biophysics',
'Introduction of convergence Visual science', ‘Advanced Convergence
Biology’, ‘Science and Art’, 'Science Communication for Biologist' or other
majors courses
•The collaborative thesis director :A collaborative thesis director should be allocated to a joint
before the submission of thesis dissertation proposal to
operate Convergence curriculum effectively

▒ Course Credits
Classification

Course
credit

Common
compulsory

Master's
degree

3 credits

Combined
Doctoral Integrated Program
degree degree (Doctoral
degree)
3 credits

3 credits

3 credits

Remarks
Common compulsory subject:
Management of Technology related courses
※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at least
one Korean language subject ('Korean LanguageⅠ’, ‘Korean
LanguageⅡ’).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Required to obtain at last 3 credits from common electives or
of 18
of 33
of 33
of 33
courses of other departments.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P·PhD : A minimum of 30 thesis credits
Thesis or A minimum
(allowed to include 9 Capstone credits from MS program)
of 30
of 21
of 21
•Integrated MS & PhD.: A minimum of 21 thesis credits
Research Capstone of 9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allowed to include 6 Capstone credits from M.S. program)
credit
Seminar and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Required to complete at least 1 credit from seminar and 1
Internship of 3 credits of 6 credits of 3 credits of 3 credits credit from internship.
Other course

연구
학점

Thesis or
Capstone

9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박사 : Thesis 30학점 이상
•통합, 연계 : Thesis 21학점 이상

Seminar and
Internship

3학점이상

6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이상

Seminar 1학점, Internship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33학점
이상

72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과정별 취득학점

| 18 |

Minimum credits required
for program completion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A minimum
of 33
of 72
of 60
of 60
credits
credits
credits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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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Course Registration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2018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 2018 Registration Schedule

구 분

2018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2학기

Spring semester, 2018

Fall semester, 2018

신 청

‘18. 2. 8 (목) ~ 2. 14 (수)

‘18. 8. 20 (월) ~ 8. 22 (수)

Registration

‘18. 2. 08 (Thu) ~ 2. 14 (Wed)

‘18. 8. 20 (Mon) ~ 8. 22 (Wed)

변 경

‘18. 3. 5 (월) ~ 3. 9 (금)

‘18. 9. 10 (월) ~ 9. 14 (금)

Add/Change

‘18. 3. 05 (Mon) ~ 3. 09 (Fri)

‘18. 9. 10 (Mon) ~ 9. 14 (Fri)

포 기

‘18. 3. 12 (월) ~ 3. 23 (금)

‘18. 9. 17 (월) ~ 9. 28 (금)

Drop

‘18. 3. 12 (Mon) ~ 3. 23 (Fri)

‘18. 9. 17 (Mon) ~ 9. 28 (Fri)

▒ Course Registration & Change of Course

▒ 수강신청 및 수강변경신청

▶ Check notice (Student Portal → Student Bulletin → Academic Notice)
▶ How to access Register and change at Registration system(sugang.dgist.ac.kr)

▶ 공지사항 확인 (학생포탈 → 학생게시판 → 학사공지)
▶ 접속방법 수강신청 시스템(sugang.dgist.ac.kr)에서 수강신청 및 변경신청

2. Graduate School

2. 대학원

▒ 2018 Registration Schedule

▒ 2018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Spring semester, 2018

Fall semester, 2018

구 분

2018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2학기

Registration

‘18. 2. 14 (Wed) ~ 2. 20 (Tue)

‘18. 8. 13 (Mon) ~ 8. 16 (Thu)

신 청

‘18. 2. 14 (수) ~ 2. 20 (화)

‘18. 8. 13 (월) ~ 8. 16 (목)

Add/Change

‘18. 3. 05 (Mon) ~ 3. 09 (Fri)

‘18. 9. 10 (Mon) ~ 9. 14 (Fri)

변 경

‘18. 3. 05 (월) ~ 3. 09 (금)

‘18. 9. 10 (월) ~ 9. 14 (금)

▒ Course Registration

▒ 수강신청 : 별도 수강신청 시스템(sugang.dgist.ac.kr)에서 수강신청

▶ Register at Registration system(sugang.dgist.ac.kr)

▒ 수강신청 변경 :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기간 내 과목 추가 또는 삭제

▒ Change of Course : A dd or drop courses at Registration system(sugang.dgist.ac.kr) during

| 수강신청 시 참고할 사항 |
-800단위 과목(특강), 900단위 과목(연구학점)은 같은 과목번호에 대하여 중복학점이 인정되며 재수
강은 불가함.
- Thesis 및 Capstone 과목 신청 시 전공의 담당 교수와 상의하여 신청학점을 결정한 후 수강신청 시 학
생포탈시스템에 신청할 학점을 직접 입력.
- 수업시간단위 : 50분 또는 75분

| 20 |

the course change period
| Note for Course Registration |
- F or 800-uni courses(special courses) and 900-uni courses(research credits), overlapped credits
are allowed for courses with the same course number, but re-taking is not allowed.
- Students who are planning to enroll in Thesis or Capstone courses should consult with their
professors first regarding the number of credits they need to take; they should then enter the
number of credits directly in the Student Portal System when registering for courses online.
- Duration of each class : 50 minutes or 7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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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취득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Credit Information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학점

▒ Credit Information

▶ 학기당 신청기준 학점

▶ Credits criterion per Semester

과 정

정규학기(1,2학기)

학사

최소 10학점
신청기준학점 20학점
최대 23학점

계절학기(여름,겨울)

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9학점

직전학기 평점평균 3.7이상 및 “F”학점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에 의거 초과신청가능,
‘학기당 신청기준학점 초과 신청원’학사팀 제출

※	학점초과신청은 수강신청 4일전 “학기당 신청 학점 초과신청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부장의 승인
을 득한 후 학사팀(E1, 501호)으로 제출

Regular semester
(Fall & Spring Semesters)
Under
graduate

Minimum 10 credits
Maximum 23 credits
(20 for criterion)

Winter/Summer
session

Excess credit authorization

Within 9 credits

Excess credits are available based on
approval of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 under the conditions of GPA
of 3.7 or higher, and no "F" in previous
semester. Submit the request form for
excess credits to Educational Affairs Team

With the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Undergraduate Studies, the request form
for excess credits should be submitted to Educational Affairs Team until the four days before course
registration.

▶ 학기당 최소신청기준 학점
-졸
 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또는 졸업학기인 경우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으로
신청기준학점 미만 수강신청 가능
-단
 , 1학점 이상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해당 학기 등록처리가 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
적 대상자가 되어 제적처리됨
-기
 준학점 미만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의‘학기당 최소신청학점 미만 수강신청원' 양식을 작성하여 지
도교수, 학부장/전공책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학사팀 제출

▶ 과정별 취득학점
과정

이수학점 및 학년구분

수업연한

2014~2017학번
147학점 이상
·공통필수 80학점 이상
·교선필수 67학점 이상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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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students get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or the last semester to graduate), students are able to register courses less than the minimum credit requirements with the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
- It is compulsory for students to take at least over 1 credit for that semester. Without the course
registration, the students will be deemed unregistered and be subject to expulsion.
- T o register courses less than the minimum credits requirements, students should submit the
request form to Educational Affairs Team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Department Chair.

▶ Minimum Credit Requirements for Each Program
과정

4년
2018학번 이후
140학점 이상
·공통필수 72학점 이상
·교선필수 68학점 이상

비 고

▶ Minimum Credit Requirements for Each Program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미산입)
·성적 평점 평균 2.0/4.3이상

Undergraduate

Credit Requirements
Class of ’14~’17
147 credits or more
·80 credits or more from common mandatory courses
·67 credits or more from compulsory selective courses
Class of ’18~
140 credits or more
·72 credits or more from common mandatory courses
·68 credits or more from compulsory selective courses

Term of
study

Notes

4 years

·Cannot exceed six
years
(Period of absence
will not be counted)
·GPA 2.0/4.3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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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점인정 사항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타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절차를 통하여 학점인정 가능
•해당학부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학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기당 20
학점 이내, 통산 65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선수과목
학점인정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취득한 선수과목 학점인정
•학점인정 : 선수학점 이수제도 과목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신청절차 : [선수과목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면
담 및승인을 받아 성적표와 함께 학사팀에 제출

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학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학점은 학
사 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
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불인정

재입학생
취득학점 인정

•입학전형에 의하여 재입학한 학생이 본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인정을 재학
중에 신청할 경우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부장의 의견을
들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

학위연계과정
학점 인정

•학위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사과정에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15학점 이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 (대학원 입학 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승
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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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tion of Credits

Recognition of
credits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may be
recognized through the separate procedures of each department
•As for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at home or
abroad, the credits for the courses that ar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the
corresponding program are recognized up to 20 credits per semester and up
to 65 credits in total.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universities with which the credit exchange
agreement is concluded or which are recognized by the president

Recognition of
Prerequisites
Credits

•Recognize Prerequisites Credits which the undergraduate student had
acquired in high school.
•Credits Recognition : Follow the standards.
•A pplication procedure : Submit [A Prerequisite Credits Recognition
application] to the educational affairs team with transcripts and approval
from Faculty of the Course.

Recognition of
credits across
programs

•If the undergraduate student has completed the credits of Master program,
their credits are Recognized as undergraduate or master Credits
•When the credits have been included in the minimum credits required
for graduation of undergraduate school, it cannot be recognized to the
Masters Degree credits.

Recognition
of acquired
credits of a
readmitted
student

•If the student who is readmitted by the admission process apply a
recognition of acquired credits in this institute while in college, only
curriculum subjects, recognize all or part with the opinion of Chair of
Department.

Recognition
of Combined
Program
credits

•If the undergraduate student of degree combined course has completed
the credits of graduate courses, these credits are recognized as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up to 15 credits)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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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2. Graduate School

▒ 학점

▒ Credit Information

▶ 학기당 신청기준 학점

▶ Credits criterion per Semester

과 정

정규학기
(1,2학기)

석사

9학점~12학점

박사

9학점~12학점

통합

3학점~12학점

연계

계절학기
(여름,겨울)

신청학점 초과신청

신청학점 미만신청

9학점 이내

-지
 도교수 및 전공책임
교수 승인 필요
- ‘학기당 신청기준학점
초과 신청원’학사팀
제출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또는 ② 졸업
학기인 경우 지도교수 및 전공
책임교수 서명을 받아 ‘학기당
최소신청학점 미만 수강신청원’
학사팀 제출

3학점~12학점

과 정

Regular semester
(Fall & Spring
semesters)

Master's

9~12 credits

PhD

9~12 credits

Integrated

3~12 credits

Combined

3~12 credits

Winter
/Summer
session

Excess credit
application

Lower than minimum credits
application

Within
9 credits

- Required the approval of Advisory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 Submit ‘Excess credit
application’to Educational Affairs Team

①In case students get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②In case the last semester,
submit ‘Less than minimum
credits application’after obtaining the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 과정별 취득학점
과 정

이수학점 및 학년구분

석사

33학점 이상
•교과학점 21학점 이상
•연구학점 12학점 이상

박사

통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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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최단수업기간

2년이상/
2학기이상

72학점 이상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36학점 이상

2년이상/
2학기이상

60학점 이상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24학점 이상

4년이상/
4학기이상

60학점 이상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연구학점 24학점 이상

4년이상
(대학원진학후)/
4학기이상

비 고

▶ Minimum Credit Requirements for Each program
Credits

Minimum period
of enrollment

Note

Master’s

33 credits or more
•21 credits or more from
regular courses
•12 credits or more from
research courses

2 semesters

•	The maximum period to study is 3 years.
(A leave of absence period of a year is
not included.)
·GPA should be 3.0/4.3 or higher.

Doctoral

72 credits or more
•36 credits or more from
regular courses
•36 credits or more from
research courses

2 semesters

•	The maximum period to study is 6 years.
(A leave of absence period of a year is
not included.)
•	GPA should be 3.0/4.3 or higher

Integrated

60 credits or more
•36 credits or more from
regular courses
•24 credits or more from
research courses

4 semesters

•The maximum period to study is 7 years.
(A leave of absence period of 2 years is
not included.)
•	GPA should be 3.0/4.3 or higher.

Combined

60 credits or more
•36 credits or more from
regular courses
•24 credits or more from
research courses

4 semesters

•The maximum period to study(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 is 7 years.
(A leave of absence period of 2 years is
not included.)
•	GPA should be 3.0/4.3 or higher.

•최장재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 1년에 한하여 재학기간 미산입)
•성적 평점 평균 3.0/4.3이상

•최장재학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 1년에 한하여 재학기간 미산입)
•성적 평점 평균 3.0/4.3이상

•최장재학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 2년에 한하여 재학기간 미산입)
•성적 평점 평균 3.0/4.3이상

•최장재학기간은 (대학원과정 진학 이후)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기간 2년에 한하여 재학기간 미산입)
•성적 평점 평균 3.0/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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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기타 학점인정 사항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타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각 전공의 인정절차를 통하여 학점인정
가능
•동일과정의 국내외 타 대학에서 기 취득한 학점 중 해당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 통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통합과정
전환 시
취득학점 인정

•전환자격 : 이수학기 2학기 이내의 본원 석사과정 재학생에 한함.
•학점인정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이내
•신청절차 :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사무실 제출

박사과정 학생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대
상 : 박사과정 입학생(본원 석사과정 졸업생 포함)
•학점인정 : 33학점 이내
•신청절차 : [박사과정 학생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
도교수와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사무실 제출

학위연계과정
학점 인정

•대
상 : 연계과정 입학생
•학점인정 : 학
 위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된 대학원 교과목을 이
수하였을 경우 학사과정에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으로 인정하
고, 대학원 과정에서 15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신청절차 : 대학원 입학 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Recognition of
credits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graduate schools)
may be recognized through the separate procedures of each
department
•As for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at home or
abroad, the credits for the courses that ar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the corresponding program are recognized up to 6 credits per
semester and up to 12 credits in total.
•Credits that have been earned at universities with which the credit
exchange agreement is concluded or which are recognized by the
president

Credit transfer for
the students who
have transferred to
the integrated MS/
PhD program

•Eligibility: L
 imited to the master course students of DGIST within two
semesters ofb completion of the program's core course
requirements
•Credits transferred : Within the range of the credits earned during
the master course
·Application procedures: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transfer to the
integrated Ms/PhD program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office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Recognition of
credits earned
during Graduate
Program for PhD
students

•Eligibility : S
 tudents who have been admitted to a doctoral program
(including DGIST graduates of the MS program)
•Credits recognized : Up to the maximum of 33 credits
•Application procedures :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Credits Earned During Graduate
Program For PhD students and submit
it the department office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Recognition of
credits during
Combined
UndergraduateGraduateProgram

•Eligibility : S
 tudents who have been admitted to a Combined
Program
•Credits recognized : In case the students of Combined course has
completed the credits of graduate courses
which are established in undergraduate
courses, these credits are recognized as
grades and credits in undergraduate program
and as only credits(up to 15 credits) in
graduate program.
•Application procedures :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Credits after being admitted to Graduate
school

Recogni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Eligibility : S
 tudents who have graduated DGIST undergraduate
school and have been admitted to a master
program(including DGIST students of Combined Program)
•Credits recognized : M
 ore than 147 credits can be recognized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of each department
•Application procedures :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Credits after being admitted to Graduate
school

•대
기초학부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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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D
 GIST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연계과정 입학
생 포함)
•학점인정 : 147학점 초과분에 대하여 전공의 승인을 거쳐 학점 인정
•신청절차 : 대학원 입학 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Recognition of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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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처리 		

Credit System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성적

▒ Grade

▶ 성적 분류

▶ Grading System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F

S
U
W
I
(합격) (낙제) (포기) (미완)

0.0 불계 불계 불계 불계

Letter
+
grade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S

U

W

Grade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Not
Not
Not
Not
point
graded graded graded graded

※ 불계 : 성적의 평점평균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 성적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I(미완)으로 표시

※ The following grades are not calculated into the grade point average (GPA): S, U, W, and I.
※	The grade of which adjustment is not completed is tentatively indicated as I (incomplete).

▶ 성적처리 기준

▶ Grading System Policies

구 분

등 급

학점인정

비 고

I

(Satisfac (Unsatisfa (Withdra (Incomple
tory)
ctory)
wal)
te)

Category

Grade

[D-]이상과 [S]

Credit granting

[D-] or higher and [S]

낙제

[F], [U]

Fail

[F], [U]

포기

[W]

수강변경 기간 경과 후 2주이내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포기신청원]을 작성하여 학사팀에 제출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수강하지 않은 상태의 효력을 인정

미완

[I]

해당학기 성적 제출 마감후 2주 이내(계절학기는 1주 이내) 까지
제거하지 아니하면 F 또는 U로 처리하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부여된 I 성적은 성적 제출마감 2주이내(계절학기는 1주이내)
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조정을 완료하여야 함

재수강

[B+]이하

Note

Withdrawal

[W]

Marked as ‘W.’ Students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m for
Course Withdrawal to the department office in order to withdraw
from a course after the withdrawal deadline. In this case, a grade
notation of 'W' is automatically recorded on their transcript for that
course.

Incomplete

[I]

n case an incomplete ‘I’ grade remains on a student's internal
grade report after the period for grade entry is over, the
course will be graded as ‘F.’ In oder to remove the grade ‘I,’
the student should consult with the professor in charge.

Retaking

[B+] or lower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 시 산입하지 않는(불계) 사항

▒ The followings are not calculated into the grade point average (GPA)

▶ 평가등급을 ‘S’와 ‘U’로 평가하는 과목
▶ 수강포기(W) 과목
▶	타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 다만,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간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 편입생이 이전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
▶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성적

▶ Courses adopting a pass/fail (‘S’/‘U’) grading system
▶ Courses graded as ‘W’
▶	Grades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Exception : grade earned at the following universities are
calculated into GPA – KAIST, GIST, UNIST, POSTECH)
▶	Grades that a transfer student earned at the previous institution
▶	Grades that MS and PhD students earned after taking undergraduate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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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동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환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전과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재입학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학부 FGLP(Freshmen Global Leadership Program)
선수과목(AP과목)

▒ 학사경고
▶ 학업성적의 평균성취도가 1.7/4.3이하인 자
▶ 통산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처리

▶	Grades earned under a joint degree program
▶	Grades of the courses of which credits have been granted when transferring to the integrated
Master's/Doctoral program.
▶	Grades of subjects of recognized credits at changing a major
▶	Grades of subjects of recognized credits at readmission
▶	Undergraduate FGLP(Freshmen Global Leadership Program)
▶	Prerequisite subject(AP Course)

▒ Academic Warning
▶ If a student's cumulative GPA falls below 1.7/4.3, he/she will be placed on academic probation.
▶ Students who have received academic warnings for three consecutive times shall be expelled.

▒ 출석 기준

▒ Attendance

▶
▶
▶
▶

▶ A grade of 'F' is given when a student fails to attend two-thirds of the classes.
▶ Students are excused for the public absences.
▶ Students are excused for participating in a competition or conferenc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 Students are excused for other reasons that the president recognizes as being necessary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nd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총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지 않는 경우 ‘F’
공적결석의 경우 출석 인정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및 회의 참석한 경우 출석 인정
천재지변, 징병검사,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 인정

▒ 성적처리 절차
강의평가

•[학생포탈시스템] → [수업] → [강의평가 설문조사]
•종강 1주일 전 1주일간 강의평가 시행
•강의평가를 입력해야만 성적 확인기간동안 성적 확인이 가능

▒ Grading process

⇨
성적확인

•[학생포탈시스템] → [수업] → [성적조회]
•이의가 있을 시 강의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 가능

Course evaluation

⇨

•[Student Portal System] → [Course management] → [Survey on course
evaluation]
•D uring one week before the final exams, Course evaluations are
conducted for one week.
•Students can check their grades during grade check period only after
carrying out the evaluations. carrying out the evaluations.

⇨

성적확정
⇨

Grade check
•성적확정 후 오류사항 수정 등 성적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
우, 교과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을 작성하여, 과목담당교수 및 전공책
임교수 또는 학부장의 승인(서명)을 받아 학사팀에 제출

⇨

성적정정

•[Student Portal System] → [Course management] → [Grade check]
•If necessary, a student is able to file an appeal related with his/her grade
against the professor-in-charge.

Grade confirmation

⇨
Grade correction

| 32 |

•When grade corrections need to be made, the corresponding students
should fill out the 'Grade Change Request Form'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office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professor-in-charge
and Department Chair(or Chair of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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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2. Graduate School

▒ 성적

▒ Grade

▶ 성적 분류

▶ Grading System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

S
U
W
I
(합격) (낙제) (포기) (미완)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불계 불계 불계 불계
※ 불계 : 성적의 평점평균 계산시 반영하지 않음
※ 연구과목, 교양특강 등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S(합격) 또는 U(낙제)로 표시

▶ 성적처리 기준
구 분

등 급

학점인정

[D-]이상과 [S]

비 고

낙제 과목이 공통필수과목일 경우,
동일 과목을 재수강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낙제

[F], [U]

포기

[W]

수강변경 기간 경과 후 수강포기를 하려면, 담당교수가 성적을
입력하기 전까지 온라인으로 [수강포기신청]을 신청하고 및
담당교수/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사팀 제출

미완

[I]

성적제출 마감 후 2주 이내 소거하지 않으면 낙제 처리되므로,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기간 내 성적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재수강

[B+]이하

▶ 평가등급을 ‘S’와 ‘U’로 평가하는 과목
▶ 수강포기(W) 과목
▶ 타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 다만,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간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에 산입한다.
▶ 편입생이 이전 학교에서 취득한 성적
▶ 석·박사 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성적
▶ 공동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전환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 전과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 재입학 시 학점인정된 과목의 성적

F

S

U

W

I

(Satisfactory) (Unsatisfactory) (Withdrawl) (Incomplete)

Grade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0
Not
point
graded

Not
graded

Not
Not
graded graded

※ The following grades are not calculated into the grade point average (GPA): S, U, W, and I.
※	The satisfactory/unsatisfactory grading system is applied for some course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including research courses and special lectures.
▶ Grading System Policies
Category

Grade

Credit granting

[D-] or higher
and [S]

Fail

[F], [U]

If a student receives a grade of 'F' or 'U' in a common mandatory
course, he/she should retake the same course without fail.

[W]

Marked as 'W.' Students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m for Course
Withdrawal to the department office in order to withdraw from a course
after the withdrawal deadline. In this case, a grade notation of 'W' is
automatically recorded on their transcript for that course.

Incomplete

[I]

In case an incomplete 'I' grade remains on a student's internal grade
report after the period for grade entry is over, the course will be
graded as 'F.' In oder to remove the grade 'I,' the student should
consult with the professor in charge.

Retaking

[B+] or lower

A student cannot repeat the course that he/she has already
retaken.

Withdrawal

재수강한 과목은 다시 재수강할 수 없음

▒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 시 산입하지 않는(불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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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
0
+
0
+ 0 - + 0 grade A A A B B B C C C D D D

Note

▒ The followings are not calculated into the grade point average (GPA)
▶ Courses adopting a pass/fail ('S'/'U') grading system
▶ Courses graded as 'W'
▶ Grades earned at other universities (Exception : grade earned from the following universities are
calculated into GPA - KAIST, GIST, UNIST, POSTECH)
▶ Grades that a transfer student earned at the previous institution
▶ Grades that MS and PhD students earned after taking undergraduate courses
▶ Grades earned under a joint degree program
▶ Grades of the courses of which credits have been granted when transferring to the integrated
Master's/Doctoral program.
▶ Grades of subjects of recognized credits at changing a major
▶ Grades of subjects of recognized credits at re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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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

▒ Academic Warning

▶ 학업성적의 평균성취도가 2.5/4.3이하인 자
▶ 연속하여 2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처리

▶ If a student's cumulative GPA falls below 2.5/4.3, he/she will be placed on academic probation.
▶ Students who have received academic warnings for two consecutive times shall be expelled.

▒ 출석 기준

▒ Attendance

▶
▶
▶
▶

▶ A grade of 'F' is given when a student fails to attend two-thirds of the classes.
▶ Students are excused for the public absences.
▶ Students are excused for participating in a competition or conference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 Students are excused for other reasons that the president recognizes as being necessary
including natural disasters and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총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하지 않는 경우 ‘F’
공적결석의 경우 출석 인정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및 회의 참석한 경우 출석 인정
천재지변, 징병검사,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 인정

▒ 성적처리 절차

▒ Grading process
강의평가

•[학생포탈시스템] → [수업관리] → [강의평가 설문조사]
•종강 1주일 전 1주일간 강의평가 시행
•강의평가를 입력해야만 성적 확인기간동안 성적 확인이 가능

⇨

Course evaluation

성적확인

⇨

•[학생포탈시스템] → [수업관리] → [성적조회]
•이의가 있을 시 강의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 가능

⇨
성적확정

•성적이 확정된 후 성적증명서에 해당학기 성적이 반영되어 출력됨

Grade check

•[Student Portal System] → [Course management] → [Grade check]
•If necessary, a student is able to file an appeal related with his/her
grade against the professor-in-charge

⇨

⇨
성적정정

•[Student Portal System] → [Course management] → [Survey on course
evaluation]
•D uring one week before the final exams, Course evaluations are
conducted for one week.
•Students can check their grades during grade check period only after
carrying out the evaluations.

•성적확정 후 오류사항 수정 등 성적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성적정정원]을 작성하여, 과목담당교수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서명)을 받아 전공사무실에 제출

Grade confirmation

•After grades are decided, the grades of that semester are printed out in
transcripts

⇨
Grad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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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grade corrections needed, students should fill out the 'Grade
Change Request Form'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office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professor-in-charge and Department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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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Change of Academic Status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 휴학

▒ Leave of Absence

▶ 통산 휴학 가능한 기간과 횟수

▶ Duration and Number of Leave of Absence

과 정

학 사

석 사

박 사

통 합

연 계

휴학기간

4학기

2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휴학횟수

2회(휴학연장도 1회로 간주)

Program

Undergraduate

MS

PhD

Integrated

Connected

Maximum duration

4 semester

2 semesters

4 semester

5 semester

5 semester

Number of leaves allowed

2 times (an extension of leave is counted as one.)

▶ General leave of absence
my.dgist.ac.kr
▶ 휴학절차 : 정보광장-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행정부서 승인
(학생팀,
학술문화팀)

⇨

지도교수 및
학부장 면담내역
작성 및 승인

⇨

본부승인

※ 학적변동 신청 후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부장 면담 실시
※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수혜경비 일부(휴학신청학기)를 상환하여야 함
※ 입학 첫 학기는 휴학 불허. 다만 군입대, 출산, 임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가능
▶ 일반휴학
휴학시기
수업일수
3/4이전

수업일수
3/4이후

휴학사유
질병, 기타 등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허용
•군입대(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질병(진단서 첨부)
•임신, 출산, 육아 및 이와 관련된 사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
•법적조치(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
•천재지변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

납입금

성 적

복학학기로
이월

인정하지
않음

소멸

성적인정
가능

▶ 군입대 휴학 :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창업을 위하여 4학기 동안 창업휴학 가능하며, 지도교수 승인하에 4학기 추가 연장 가능하나
일반휴학과 창업휴학을 합하여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휴학원,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
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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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gist.ac.kr
-Info squareSchool life-change
of academic status

⇨

Approval of
administrative
teams
(Student Affairs
Team, Library
Services Team)

⇨

Submit personal
interview results
and Approval of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

⇨

Approval of
Headquarters

※ Interview with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 after applying for change of academic
status.
※ Students who are allow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should pay back some of the expenses he/
she received from DGIST
※ It is not allowed to take a leave of absence during the first semester except for justifiable reasons
including military, childbirth, pregnancy, disease, etc.
▶ General leave of absence
Date of occurrence

Reason of leave of absence

Before the third
quarter of a semester

When a student is unable to attend classes due to
disease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After
the third
quarter of a
semester

Leave of absence is allowed for the following reasons
only:
•Military service (attach notice of enlistment)
•Illness(attach medical diagnosis)
•Pregnancy, childbirth, childcare or other related
reasons(attach supporting documents)
•Legal action (attach supporting documents)
•Natural disasters
•Other reasons approved by the president
(attach supporting documents)

Tuition

Grade

Transferred
Not
to returning
accepted
semester

Expired

Accepted

▶ Leave of absence for Military service : period may not exceed four years including
▶ L eave of absence for Startups : Available for 4 semester leave of absence for entrepreneurship
and start-ups, can be extended four semesters under Professor approve. The combined period
of startups and general leave of absence may not exceed eight semesters(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business plans, and others for delib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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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 군입대 휴학

| Period not counting towards the total period of leave of absence |

- 수업일수 3/4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

- Leave of absence due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 The corresponding semester when the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is submitted after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semester have passed

|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
- 휴학의 취소(휴학신청 후 1주일이내 취소하는 경우)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귀향처분을 받아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못한 경우
- 휴학한 학기에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해당학기에 복학한 경우

| Cases not counting towards the number of leave of absence |
- Cancellation of leave of absence (In case of cancelling the application within one week)
- In case a student who had been sent home as an invalid on the day of enlistment has
failed to return to school on the ground that the first quarter of the corresponding semester
has passed
- In case a student has returned to school in the same semester as that when he/she
applied for a leave of absence because the reason for the leave of absence is no longer
valid

▒ 복학
▶ 복학시기 : 일반휴학(복학신청 기간 내), 군입대휴학(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4선 이전인 경우 복학을 허가함

▶ 복학절차
•온라인 절차
my.dgist.ac.kr
정보광장-학교생
활-학적변동신청

⇨

전역으로 인한 복학
신청 시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지도교수 및 학부
장 면담내역 작성
및 승인

▒ Reinstatement
⇨

본부승인

•오프라인 절차 : 지도교수와 전공책임교수 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원]을 학사팀으로 제출

▒ 자퇴
▶ 자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Restatement period :	General leave of absenc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for reinstatement),
leave of absence for military servi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discharge
※ If the date of discharge falls prior to the first quarter of the semester, reinstatement is allowed.
▶ Reinstatement procedures
•S ubmit a reinstatement request form to the Educational Affairs Team after obtaining from
Advisory Professor and Chair of Department
•Restatement following the discharge : S ubmit notice of discharge or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Dropping out of School

▶ 자퇴절차

▶ Students should not drop out of school without justifiable reasons
my.dgist.ac.kr
정보광장-학교생
활-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학생팀,
학술문화팀)

⇨

지도교수 및 학부
장 면담내역 작성
및 승인

⇨

본부승인

※ 자퇴를 허가 받은 학생은 수혜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	학사팀에서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 후 자퇴원을 출력하여 신청학생에게 메일로 자퇴원을 전달
하면 학생은 보증인 서명 날인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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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udents who intends to drop out of school for unavoidable reasons should submit a drop-out
request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president
▶	Students who are allowed to drop out of school should pay back some or all of the expenses
he/she received from 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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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 Expulsio

| 제적사유 |

| Reasons for Expulsion |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복학하지 않는 자
- 휴학허가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석·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 2회, 학사과정 학생의 경우 통산 3회를 받은
자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이중학적 보유자(단,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제외)

-	A student who does not return to school after the approved period of leave of absence
has expired
-A
 student who has not registered for a semester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without
getting permission for leave of absence
-A
 MS or PhD student whose academic records are so poor that he/she is unlikely to
successfully complete his/her program
-A
 student who has failed to meet all the coursework requirements within the prescribed
time limit

▶ 재심신청 : 제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 A student who has been dually enrolled (Students on dual degree programs are excluded.)

▒ 재입학
▶ 절차
전공책임교수 또는 학부장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원] 제출

▶ Appeal request : Within two weeks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of expulsion
⇨

교무회의 심의

⇨

입학허가

▶ 재입학 시기
•제적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경과하고, 2년 이내에 신청(1회에 한 함)
단, 군복무기간,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치료기간은 삽입하지 않음
▶ 재입학 불허사유
•재학연한 경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
•재학연한을 연장한 후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

▒ Readmission
▶ Procedures
Submit readmission request from
upon recommendation of Department ⇨
Chair or Chair of Department

Deliberation at the
Department Chair
meeting

⇨

Admission approval

▶ Application Period
•Application for readmission is permitted after two semesters (including the semester which the
date of expulsion belongs to) and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of expulsion (allowed no more
than once). Please note that the period for military service and treatment of disease requiring
for long-term car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abovementioned period.
▶ Ineligibility
•Students who have been expelled due to the lapse of the prescribed time limit
•Students who have been expelled or voluntarily withdrawn after the extension of the prescribed
tim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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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sis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
▶
▶

▶ Students who have completed undergraduate courses submit thesis as specified project report
▶S
 pecified project report or thesis can be replaced with the research results of UGRP
(Undergraduate Group Research Program)
▶ Specified project report or thesis is written in Korean or English in principle
▶ Thesis examination : I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examination committee(3
members of committee)

학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지정된 과제 또는 논문 제출
과제 또는 논문은 UGRP(Undergraduate Group Research Program)의 연구결과물로 대체 가능
지정된 과제보고서 또는 논문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논문심사 : 학위논문심사위원(위원 3명)에서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합격

2. Graduate School

2. 대학원

▒ Thesis Advisor Assignment

▒ 논문지도교수 배정
▶ 논문지도교수 : 입학 후 6개월 이내
▶ 공동논문지도교수 :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전

▶ Thesis advisor : To be assigned within 6 months after admission
▶ Thesis co-advisor :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degree dissertation proposal

▒ Thesis Submission Procedures

▒ 논문제출 절차

논문계획서 제출

⇨
논문계획서 심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계획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심사

Thesis proposal
submission

⇨

석사과정 이수학기 3학기 이내,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로 입학 후 이수학기 7학기 이내
단,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수학기
2학기 이후라도 계획서 제출 가능

Master's program: Required to submit within three semesters of
completion of the program's core course requirements.
Doctoral or integrated MS/PhD program: Required to submit within seven
semesters after passing the comprehensive exam.
Please note that if an integrated program student intends to obtain a
master's degree, he/she is allowed to submit the proposal after completing
two semesters of the program's core course requirements.

Thesis proposal
review

The review committee of the thesis for requesting a degree shall examine
the proposal within one month after being submitted.

⇨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논문계획서가 통과되면 5월 중순(8월 졸업예정자)과 11월 중순(2월 졸업예정
자)에 영문으로 작성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

Once the thesis proposal is passed, the thesis for requesting a degree,
which is written in English, should be submitted by mid-May (for those
expecting to graduate in August) or by mid-November (for those
expecting to graduate in February).

⇨

⇨
논문심사

Submission of thesis
for requesting a
degree

•석사과정 :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합격
•박사과정 :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의 4/5이상 찬성으로 합격
* 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1회에 한하여 희망학기에 심사청구 가능

Thesis
examination

⇨

•Master’s program : In order for a thesis to pass the examination, i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Doctoral program : In order for a thesis to pass the examination, it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four-fifths of the examination committee.
*As for a thesis that failed to pass the examination, a chance to request
an examination for the desired semester is allowed once only.

⇨

심사통과된 논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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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통과된 논문 인쇄본(석사학위 4부, 박사학위 4부)과 동일내용의 원문 전자
파일을 학사일정에 정해진 날까지 학술문화팀으로 제출

Submission of the
thesis which passed
the examination

A thesis for requesting a degree that has passed the examination must be
submitted in a printed edition(master's program: 4 copies, doctoral program: 4 copies) prior to the prescribed deadline to Library Services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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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대상자 및 신청자격
시험형식 : 필기 또는 구두시험
세부내용(시험과목, 시험범위 등) : 각 전공별 계획에 따름
신청시기 : 매년 2월과 8월 중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 [종합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사무실 제출

08 |

학위연계과정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 대상자 및 신청자격
▶	기초학부 6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3이상 또는 직전 2학기 총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자
▒ 시험형식 : 서류 및 면접심사
▒ 신청시기 : 매년 5월과 10월 중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 [학위연계과정 신청원]를 작성하여 대학원팀으로 제출
▒ 세부내용 : 각 전공별 계획에 따름
▒ 세부사항 : 학위연계과정운영 및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은 학생포탈공지사항에 게시
※ 선발 및 결과 담당부서(대학원팀), 선발외 학위연계과정운영에 관한 담당부서(학사팀)

2. 대학원
▒ 학번 및 포털ID : 대학원 진학시 새로운 학번 부여, 포털은 기존아이디로 로그인
▒ 대학원 진학 후 1,2학기는 석사학위과정으로 보고, 3학기부터 박사학위과정으로 봄
▒ 석사학위만을 받고자 할 경우 :
▶대
 학원 진학 후 1학기 때 석사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석사학위수여에 필
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학기말까지 취득 가능한 경우 2학기 때 석사학위논문과 학위연계과정 포기
원을 제출
•교육조교(2학기에는 필히 수행), 3.0/4.3학점이상 등 학위수여요건 충족해야 함
* 6월(1학기), 12월(2학기)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안내 : 학사팀 ⇒ 각 전공
* 8월(1학기), 2월(2학기) 학생 제출, 전공 접수, 전공 심사완료 : 각 전공 ⇒ 학사팀
▒ 연계과정 학생이 박사과정 진학 후(3학기 이후) 석사학위 취득만을 원하는 경우 :
▶ 학위연계과정 포기원[별지 제3호]과 함께 석사학위논문계획서를 당해학기에 학사 관련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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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 Applicability & Eligibility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이수학기 4학기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 함 (통합 전환생은
전환 후 4학기 이내)

▒
▒
▒
▒

Comprehensive Exam

▶	Students in doctoral or integrated MS/PhD program should take and pass the comprehensive
exam within four semesters of completion of the program's core course requirements.
▒ Exam Type : Written or oral
▒ Details(exam subject and scope, etc.) :Please refer to individual plans of each department
▒ Application Period : February and August every year
▒ Application Procedures : Please fill out the Application for Comprehensive exam

08 |

Combined Undergraduate-Graduate Program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Requirements for Combined Undergraduate-Graduate Program

▶	Undergraduate student in the 6th semester.
▶ The cumulative GPA until the last semester should be 3.3/4.3 or higher
OR The cumulative GPA of last two semester should be 3.7/4.3 or higher
▒ Examination : Documents and interviews
▒ Application period : Annually May and October
▒ Application procedure : Submit the application to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Team
▒ Details : Depends on the plan of each major

2. Graduate School
▒ Student number and Portal ID

▶	After entering Graduate School, new student number will be assigned.
▶ Use the same ID(undergraduate ID) to login the portal system.
▒ The 1st and 2nd semester will be considered Masters’degree and from the 3rd semester, it will
be considered as Doctoral degree.

▒ Only for Master degree

▶A
 fter entering Graduate School, thesis proposal for Masters’degree should be submitted and
passed the thesis examination within the first semester.
▶ In case students get the required credits for graduation (or is expected to get it until the last
semester), thesis and withdrawal application form for Combined Program should be submitted
within the second semester.
•Qualified students : Students who have worked as a Teaching Assistant (mandatory at 2nd
semester) and whose GPA of 3.0/4.3 or higher
* J une(1st semester), December(2nd semester) / Thesis proposal notice : Educational Affairs
Team ⇒ Each major office
* A ugust(1st semester), February(2nd semester) / Students Submission, Acceptance and
Evaluation : Each major office ⇒ Educational Affairs Team
▒ To get a Master's degree only after entering Doctoral course (from 3rd semester)
▶ Thesis proposal for Masters’ degree and withdrawal application form for Combined Program
should be submitted to Educational Affairs Team at that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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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 		

Degree Conferment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학위수여 요건

▒ Requirements for degree conferment

▶
▶
▶
▶

▶
▶
▶
▶

학사과정 수료하고 지정된 과제 또는 논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심의를 통과한 자
지정된 과제 또는 논문의 심사는 학위심사위원회에서 함
학위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이수한 전과목 성적평점평균이 2.0/4.3 이상

Undergraduate courses completed and deliberations of specified project result or thesis passed
Degree committee examines the specified project result or thesis
Deliberation of President and the academic board
The cumulative GPA should be 2.0/4.3 or higher

▒ Degree Type

▒ 학위의 종류
구 분

기초과학(공통필수)

융복합 이학사

36학점
(2014~2017학번)

융복합 공학사

기초공학(공통필수)

해당분야 교선필수

Degree

최소 27학점

Bachelor of Convergence science

12학점

30학점
(2018학번 이후)

최소 27학점

Bachelor of Convergence engineering

Basic Science
(Mandatory)
36 Credits
(class of ’14~’17)
30 Credits
(class of ’18~)

※ 복수학위는 불허하며 이학사, 공학사 중 1가지를 선택

※ Dual degree is not allowed

2. 대학원

2. Graduate School

▒ 학위수여 요건

▒ Requirements for degree conferment

▶
▶
▶
▶
▶

수업연한을 경과
▶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
이수한 전과목 성적평점평균이 3.0/4.3 이상
교육조교 1학기 수행(2016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외국인 : TOPIK 3급 이상 취득 또는 한국어교육 1과목 이상 이수 (201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학위의 종류

Fields intersection
Required
A minimum 27 Credits

12 Credits
A minimum 27 Credits

Meet the minimum residency requirements
Satisfy all the coursework requirements for each program
Pass the dissertation examination as those who have passed the comprehensive exam
The cumulative GPA should be 3.0/4.3 or higher.
Performs teaching assistant one semester (applicable to students entering Year 2016)
Foreigners : Korean language proficiency provided (applicable to students entering 2015)

▒ Degree Type
전 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이학석사

이학박사

정보통신융합전공

공학석사

공학박사

로봇공학전공

공학석사

공학박사

에너지공학전공

공학석사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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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Basic Engineering
(Mandatory)

Major

Master’s

Doctoral

Emerging Materials Science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Scienc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Engineering

Robotics Engineering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Engineering

공학박사

Energy Systems Engineering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Engineering

이학석사

이학박사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Science

이학석사

이학박사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Science

공학석사

공학석사

Master's of Science

Doctor of Engineering

New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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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Early Graduation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1. 융복합대학

1.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7학

▒ Students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may apply for the early graduation after the 7th semester if

기 이수 후 미리 졸업하는 제도

they have met graduate requirements including the completion of required credits and extraordinary
cumulative GPA.

▒ 신청자격
▶ 수업연한 중 7학기 차 등록한 경우 ※ 조기졸업인 경우 휴학학기 포함
▶ 졸업이수학점(이수학점+신청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5/4.3 이상
▶ 학위수여요령 제15조(학위수여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3학년 공통필수 교과목인 UGRPⅠ,Ⅱ 모두 “S”를 취득한 경우 포

▒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

▒ Eligibility
▶ Undergraduate students who register the 7th semester
(In case of early graduation, it includes leave of absences).
▶ Graduation credits(earned credits+applied credits) and the cumulative GPA until the last semester
should be 3.5/4.3 or higher.
▶ In case satisfy Article 15 of Degree conferment rule(requirements of degree conferment)
※ Include earned “S”grade both UGRP I and UGRP II(mandatory courses of the 3rd grade)

▒ 신청절차
신청서
작 성

지도교수
및
⇨
학부장
승인

▒ Application period : Within 30 days of the first day of graduation expected semester
⇨

학사팀
제 출

학위심사
내부결재
졸업사정
⇨
⇨ (학위심사 ⇨
⇨ 교무회의
(사전검토)
(본사정)
위원회)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 기타사항
▶ 조기졸업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학기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를 반드시 등록
▶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졸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함
▶ 조기졸업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졸업예비사정을 확인하도록 함

▒ Application procedure
Approval
Deliberation
from
Complete
Submit
at the
Interior
Degree
Graduation
Advisory
the
⇨
⇨ Educational ⇨
⇨
⇨
⇨ department
Professor
application
authorization
committee
Assessment
chair
Affairs Team
and Chair of
form
meeting
Department

▒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transcript of all semesters
▒ Others
▶ If applicants are not eligible for early graduation, they must register next semester.
▶ If students do not apply though they are eligible for early graduation, they are excluded from the
early graduation subject.
▶ The early graduation applicant has to follow graduation preliminary assessments before submitting
the early graduation applica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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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조교수당 		

Stipend / Teaching Assistant Allowance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5

▒ 대학원생 지원내용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2018년 3월 기준)

내 용

월 지급액 (원)

학학자금(식비지원비 포함)

240,000

RA/TA 장학금

80,000

계

320,000

조교수당(급식보조비 포함)

395,000

RA/TA 장학금

250,000

계

645,000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5

▒ Support for Graduate Student
Classification

Amount per month(KRW)

Master’s program

Description
School expenses support
(including meal allowance)
RA/TA scholarships

320,000

Doctoral program

Total
Teaching assistant allowance
(including meal allowance)
RA/TA scholarships
Total

645,000

※ 위와 별도로 연구과제 참여시 연구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각 전공에서 지급

240,000
80,000

395,000
250,000

※	Participants in research projects may receive a research stipend additionally and the allowances are
paid by each department.

▒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
▶
▶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초과 시 미지급)
휴학 및 15일 이상의 해외 파견(본원에서 부담하는 체제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기간 중 미지급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취득 못할 시 다음 학기 미지급
소속 전공 책임교수가 출석 또는 근무이행이 불량하다고 통보 시 미지급
※ 수혜경비 회수 : 자퇴 시 전체학기, 휴학 시 해당학기의 지원경비 회수

▒ Scholarship Limits

▒ 기초학부생 지원내용

(2018년 3월 기준)

구 분

내 용

학사과정

학자금
생활장학금

월 지급액 (원)
28,500
200,000

계

228,500

▶ In case the provision period has expired (4 semesters/master’s degree, 8 semesters/doctoral degree)
▶ In case the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
▶	In case the student were sent abroad for more than 15 days and DGIST paid over 50% of its related
expenses
▶ In case the student is suspended, offers will not be provided for suspension period.
▶ In case the student earns less then 9 credits, amount will not be provided in the next semester.
▶ In case the head of the department notifies student’s bad attitude on his work or attendance
※ Return scholarship :In case the student drops out of school(all scholarships of all semesters),
In case the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the scholarship of that semester)

▒ Support for Undergraduate Student
Classification

※ 위와 별도로 식비지원비(10만원/월)를 원내 식당에서 이용가능한 쿠폰으로 지급

▒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
▶

지급기간이 만료된 경우(학사 8학기 초과 시 미지급) ▶ 휴학시 미지급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미지급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기간 중 미지급
10학점 이상 취득 못할 시 다음 학기 미지급
※ 수혜경비 회수 : 자퇴 시 전체학기, 휴학 시 해당학기의 지원경비 회수

▒ 기타 장학금
▶ 기초학부 : DPF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가정형편곤란자장학금 등
▶ 대 학 원 : DPF장학금 등
▶ 학생포탈 공지사항 확인, 담당부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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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March 2018)

Bachelor’s program

Description

(As of March 2018)

Amount per month(KRW)

School expenses support

28,500

Scholarships

200,000

Total

228,500

※ on the sidelines above, meals allowance(about 100,000won) is supported as meal coupons.

▒ Scholarship Limits
▶ In case the provision period has expired (8 semesters/undergraduate degree)
▶ In case the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
▶ In case the student received academic warning of last semester
▶ In case the student is suspended, offers will not be provided for suspension period.
▶ In case the student earns less then 10 credits, amount will not be provided in the next semester.
※ Return scholarship :In case the student drops out of school(all scholarships of all semesters),
In case the student takes a leave of absence(the scholarship of that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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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larships |

| 장학제도 |

02 |

02 |

교육조교 		
▶ 담당부서 : 학부팀 (053)785-6632

TA Scholarships

▶ Department-in-charge : Under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Team (053)785-6632

▒ TA 의무복무제 의의

▒ Teaching assistant service obligations

▶ 졸업요건 : 대
 학원 각 과정별 재학기간 중, 한 학기 이상을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또는 대학원 전공의
교육조교로 복무함을 원칙으로 함(학칙 제81조)

▶ Graduation Requirements :	D uring the period of Graduate school, referred to at least one
semester in principle, it served as a teaching assistant of
Undergraduate School or Graduate School

▶ 주요임무 : 기초학부 기초과학/공학 교과목 실험/실습 분반 등의 효과적 수업 지원
 의무 TA의 취지상 “무급”으로 함 (단, 졸업요건에 해당)

▶ Duty : S
 upport classes of School of Undergraduate Studies(experiment, general administrative
assistance)
 Unpaid(graduation requirement)

▶ 복무시기
•석사 및 통합 : 1년차 두 번째 학기부터(권장)
•박사 : 재학기간 중
※ 교육조교 복무 의무제의 세부사항은 담당부서(학부팀)로 확인요망

▶ Time to serve
•Master and Integrated : the second semester of the first year(recommended)
•Doctoral : in school period
※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in-charge about details.

▒ 적용 대상 및 시점
▶ 첫 적용대상 :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
▶ 첫 복무시점
•‘16학번 이후 박사과정생 → 입학 후 첫 학기부터 가능
•‘16학번 이후 석사과정생 및 통합과정생 →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권장)
▶ 모집절차
•지원서 작성 → 해당 지도교수 서명 → 해당 전공사무실에 제출
•학기 개시 약 1개월 전(2월 초, 8월 초)까지 TA 지원서 제출(별도 안내)
* 매학기 1개월 전 학부팀에서 각 전공사무실로 협조문 상신(전공사무실에서 개별 안내)

▒ 모집일정
▶ 모집계획(안) 수립 : 1학기(매년 1월 초), 2학기(매년 7월 초)
▶ 의무 TA 지원 접수 : 1학기(매년 1월 말~2월 초), 2학기(매년 7월 말~8월 초)

▒ Subject and time
▶ The first subjects : Freshman ’16~
▶ The first service time
•Doctoral students Class of ’16 ~ → from the first semester after entering doctoral program
•CFrom Class of ’16 Graduate and Integrated students → from the second semester
(recommended)
▶ Procedures
•Write down the application of TA → Approval from Advisory Professor → Submit the department
office
•Fill out TA application form one month before the start of each semester(personal notice)

▒ Schedule
▶ Planning : s pring semester(the beginning of January),
fall semester(the beginning of July)

▶ 선발/배정 결과 안내 : 1학기(매년 2월 중순), 2학기(매년 8월 중순)

▶ Applying period : spring semester(the end of January ~ the beginning of February),
fall semester(the end of July ~ the beginning of August)

▶ 복무 관련 행정 안내 : 1학기(매년 2월 말), 2학기(매년 8월 말)

▶ Result : s pring semester(the middle of February),
fall semester(the middle of August)

 행정안내 사항 : 임시출입증 발급, LMS 신청, 출입권한 부여(해당 실험실) 등
* TA 활동 확인서 : 의무복무 TA는 매월 복무 후, 익월 첫째 주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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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ministrative notice : s pring semester(the end of February),
fall semester(the end of August)
 Entrance card issuance, LMS application, granting authority for each lab
* TA activities confirmation : a fter each month, submit the activities confirmation within the first
week of nex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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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s and Events |

| 특별프로그램 |

01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01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 담당부서 : 대학원팀 (053)785-6922

▶ Department-in-charge : 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Team (053)785-6922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석학 초청 강연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연구 분야의 강좌를
통해 융․복합 능력의 향상과 지식 창조형 인재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DGIST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DGIST has invited internationally-renowned scholars from diverse fields to provide guest lectures
for students. The lecture series is aimed at enhancing convergence/interdisciplinary research
capabilities and fostering knowledge-based talent.

▒ 개최일정 : 5월

▒ Program schedule : May

02 |

02 |

리더십 프로그램		

Leadership Program		

▶ 담당부서 : 학부팀 (053)785-6604

▶ Department-in-charge : Undergraduate School Administration Team (053)785-6604

경쟁력 있는 과학자 및 사회적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빙해
다양한 강연과 질의 또는 응답을 실시함으로써 DGIST 재학생들의 ‘롤모델’정립을 도와주도록 하는 프로그램

The DGIST Leadership Program is a co-curricular activity designed to help students grow as
internationally-competitive scientists and take on leadership roles in society. It consists of guest
lectures by experts and opinion leaders from diverse backgrounds who are qualified to be role
models, and question-and-answer sessions.

▒ 개최일정 : 추후 공지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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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schedule : Announced later (a total of fou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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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tures and Events |

| 특별프로그램 |

03 |

비슬문화행사		

03 |

Biseul Cultural Event

▶ 담당부서 : 발전협력팀 (053)785-1182

▶ Department-in-charge : University Development Team (053)785-1182

균형적인 감성개발, 다양한 표현의 이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정서함양 및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DGIST offers a variety of cultural events to help students achieve emotional balance, understand a
diversity of expressions and experiences, and develop creative ideas and potential talent.

▒ 공연장르 : 클래식, 성악, 밴드, 강연,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장르로 진행

▒ Performance genre :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classical instrumental and vocal

▒ 개최일정 : 3, 4, 5, 9, 10, 11월 (총 6회)

▒ Performance schedule : March, April, May, September, October, November (6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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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band, lectures, film,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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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ory |

| 학생생활관 |

01 |

01 |

학생생활관		

Dormitory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1, 5154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석·박사과정 학생 전원 생활관 입주

DGIST offers all undergraduate, graduate, and PhD students accommodation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on studying and research.

▒ 생활관 이용안내
▶ 신청방법 : 신입생은 임의배정, 재학생은 비슬빌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입주 가능 기간 : 학사과정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여유 공간 있을 시 연장 가능)

▒ 입주기간
▶
▶
▶
▶

1학기 : 2018. 02. 26. ~ 2018. 06.
여름방학 : 2018. 06. ~ 2018. 08.
2학기 : 2018. 09. 03. ~ 2018. 12.
겨울방학 : 2018. 12. ~ 2019. 02.

▶ How to apply : •
 Freshmen are assigned randomly
•Other students can apply through Biseul Village(https://dorm.dgist.ac.kr)
▶ Time limit for the residency
•Undergraduate students: 4 years
•Graduate students: 2 years
•PhD students: 4 years
※ If there are available rooms, residence period can be extended.

▶
▶
▶
▶

▶ 동별 : H201동~H204동(기초학부생), H205동~H207동(대학원생)

▒ 입주비
H201~H204

생활관비(월, 30일기준)

H205~H207

생활관비(월, 30일기준)

일반실

146,700원

2인실

140,000원

1인실A

190,000원

1인실B

180,000원

171,300원

※ 위 자료는 참고치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생활관비는 학기 단위로 일괄 납부.

▒ 공과금
구 분

비 용

시설보증금

연 100,000원으로 별도청구

수도/가스/전기료

개별 호실 및 공용 사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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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ory Service Information

▒ Residency period

▒ 시설 현황

특화실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1, 5154

Spring Semester : 2018. 02. 26 ~ 2018. 06.
Summer vacation : 2018. 06. ~ 2018. 08.
Fall Semester : 2018. 09. 03. ~ 2018. 12.
Winter vacation: 2018. 12. ~ 2019. 02.

▒ Facility Status
▶ Building : H201~H204(for Undergraduate), H205~H207(for Graduate)

▒ Dormitory fee
H201~H204

Fee(Month/30days)

H205~H207

Fee(Month/30days)

Standard room

146,700won/month

Double room

140,000won/month

Single rooms A

190,000won/month

Specialized room

171,300won/month

Single rooms B

180,000won/month

※ The above data is for reference. It may vary according to the situation.
※ Dormitory fee will be paid per semester.

▒ Utility fees
Utility

Fee

Deposit facility

monthly 100,000 won in a separate bill

Water/gas/electric

burden on individual room usage and shared common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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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ory |

| 학생생활관 |

▒ 생활관 운영시설 및 편의사항 제공
구분

부서

DGIST
학생팀

학생팀
(T. 785-5151, 5154)

생활관
운영관리

▒ Administrative and Convenience Services

학생생활관 총괄 관리

생활지원센터
H201동 ~ H204동(T. 720-7882)
H205동 ~ H207동(T. 720-7858)

입ㆍ퇴실 등 행정지원

생활관 보안센터
H201동 ~ H204동(T. 785-7112)
H205동 ~ H207동(T. 720-7858)

•불편사항접수, 핸드폰 충전서비스, 우산대여, 택배 및
우편물 보관 등
•24시간 운영

서비스센터(T. 785-8282)

시설 관련 불편사항접수

체력단련실

운영시간 06:00~24:00

세탁실

Department

내용
DGIST Student
Affairs Team

Dormitory
Operation and
Management

각 동별 위치

편의시설
인터내셔널키친 / 공동취사실
휴게실

조리시설, 냉장고 등 구비
각 층별 위치

Student Affairs Team
(T. 785-5151, 5154)
Management Office
H201동 ~ H204동
(T. 720-7882)
H205동 ~ H207동
(T. 720-7858)
Security Center
H201동 ~ H204동
(T. 785-7112)
H205동 ~ H207동
(T. 720-7858)

Content
General supervision of dormitory facilities

Administrative support for check-in, check-out

•Complaint handling, cell phone charge service,
umbrella rental, mail/parcel receiving service etc
•24 hours

Service Center(T. 785-8282)

Any inconvenience associated facilities received

Fitness Room

Sports facilities, Operation hours: 06:00~00:00

Laundry Room

Located on the each dormitory building

Amenities
International Kitchen

▒ 생활관 생활수칙

Lounge

•Located on the each dormitory building
•Furnished with cooking facilities, refrigerator, etc.
Located on each floor

| 생활관 제한 사항 |
-

입실 및 퇴실 절차 준수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화재, 절도, 폭력, 도박 등)
이성간 호실 출입 및 외부인의 생활관 내 숙박 행위
취사 및 전열기구 사용
(전기장판, 전기난로, 커피포트, 다리미, 전열기, 인화물 및 취사도구의 소지 및 사용 행위)
※ 냉장고 사용가능 (120L 이내)
- 생활관 내 음주가무(고성방가)
- 기물파손, 공공기물ㆍ비품의 호실 간 무단이동 및 개인소유
- 생활관 내 흡연
- 통념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 동물사육 행위(곤충/어류 포함)
- 생활관 내 알콜성 음료 및 주류 반입 행위
- 생활관 내·외부 환경오염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23시부터 05시 사이 복도 및 공용 시설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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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ory Rules |
-

-

Student must follow procedures of the entrance and departure.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risky behaviors (arson, theft, violence, gambling, etc.).
Students must not invite guests of the opposite gender.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using electrical or heating devices such as electric pads, electric
heaters, coffee pots, irons, and cooking equipment.
※ Students can install a refrigerator (*Max. size: 120L).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singing loudly and disturbing others.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vandalizing, damaging, or destroying university or personal property.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smoking indoors.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ny acts conflicting with public sentiment.
Keeping pets (including insects, fish, etc.) in the dormitory is not allowed.
Students are prohibited from bringing alcoholic beverages into the dormitory.
Students must not engage in acts that pollute the environment.
Students must refrain from causing discomfort to others.
Students must keep noise to a minimum from 11 p.m. to 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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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y |

| 학술정보관 |

01 |

01 |

학술정보관		

Central Library

▶ 담당부서 : 학술문화팀 (053)785-1172

▶ Department-in-charge : Library Services Team (053)785-1172

▒ 이용안내

▒ User Guide

▶ 위치 : E8(학술정보관)
▶ 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rary.dgist.ac.kr
SNS : (Facebook) facebook.com/dgistlibrary / (KAKAO Talk) @dgistlibrary
▶ 이용시간 : 09:00 – 24:00(시험기간, 방학기간 등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
※ 통합서비스데스크 이용시간 : 09:00 – 18:00

▶ Location: E8(Central Library)
▶ Library homepage : http://library.dgist.ac.kr
SNS : (facebook) facebook.com/dgistlibrary / (KAKAO Talk) @dgistlibrary
▶ Opening hours : 09:00 – 24:00(vacation hours : note homepage)
※ Information Desk : 09:00 – 18:00

▒ 시설 현황

▒ Facilities
▶ Service provided on Each floor

▶ 층별 서비스
층

주요 실 명칭

주요 자료

Floor

Main services

6층

교수학습센터, 종합자료실

단행본

6th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Books

5층

종합자료실, 그룹스터디룸(5실), 정보검색대

단행본

5th

Books, Group Study Room(5), Information Searching

4층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정보검색대

잡지

4th

Reading Room, Periodicals, Information Searching

3층

그룹스터디룸(9실), 창의열람실, 세미나실, 휴게실

2층

정보전산팀

1층

통합서비스센터, 리딩라운지, DGIST 갤러리

강의지정도서, 참고자료

신착 및 전시자료, DVD

Main materials

Group Study Room(9), Creative Reading Room, Auditorium,
3rd
Lounge
2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am Office

1st

Information Desks, Reading Lounge, DGIST Gallery

Book
Magazine
Books for coursework, Reference
materials
Recommendations and new
accessions, DVD

※ 점심시간(12:00~13:00)은 일부 서비스 제외
※ 좌석 및 실은 사전예약 후 이용(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좌석/실 예약)

※ some services can be excluded during lunch hour (12:00 to 13:00)
※ Advanced reservation required for seat&rooms(Library homepage>Services>Seat/Rooms Reserve)

▒ 자료 대출/반납/연장

▒ Borrow/Return/Renew

층

대출/반납 장소

대출규정

일반도서

1·4·5층 무인대출반납기, 1층 데스크

10책 30일 (3회 연장가능)

멀티미디어

1층 데스크

3점 7일(연장불가)

교과지정도서

1·4·5층 무인대출반납기, 1층 데스크

24시간 대출가능

▶ 도서예약 : 대출된 도서에 한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 연체규정 : 반납일 기준 (연체자료 수)×(연체일 수)만큼 대출 중지
※ 일부 도서의 경우 대출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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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Borrow & Return Place

Book

Auto Machine(1F/4F/5F), Information Desk(1F)

Multimedia

Information Desk(1F)

Books for Coursework

Auto Machine(1F/4F/5F), nformation Desk(1F)

Lending Regulation
10 books 30 days
(3 renewals)
3 pieces 7 days
(can’t be renewed)
24 hours only

▶ Book Reservations : available in the borrowed book through the library homepage
▶ Overdue regulations :	stop to borrow books as long as number of overdue materials based on
overdue day × overdue date’ days.
※ Some books may differ due date. please refer to the Library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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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자료 이용안내
▶ 인증방식
•기관 내 : 기관 IP 인증방식으로 별도 인증절차 없이 이용 가능
•기관 외 : 교외접속서비스 이용 가능(도서관 홈페이지 ⇨ 교외접속)
▶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정보 ⇨ 전자저널/학술데이터베이스/해외전자도서

▒ 미소장/구독 자료 이용 방법
▶ 희망도서 신청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구입 요청하는 서비스
•접속경로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희망도서 ⇨ 신청하기
▶ 원문복사 신청 :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저널의 원문이나 유료기사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복사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접속경로 : 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원문복사신청
▶ 협력기관도서 신청 :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단행본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접속경로 : 도서관 홈페이지 ⇨ 도서관 서비스 ⇨ 원문복사 신청 ⇨ 협력기관도서 신청

▒ Electronic Data Service Information
▶A
 uthentication
•within the institution : Available without authentication within the institutions.
•outside the institution : Available with ‘external connection service’
▶ How to use
•Library Homepage ⇨ E-Resources ⇨ Online Journals/E-books/Academic Databases

▒ How to use materials not available at the DGIST library
▶ Request materials : Services to purchase materials which is not equipped at the library
•How to use: the library homepage ⇨ My Library ⇨ Request materials ⇨ Apply
▶ Document Delivery Services :	Document Delivery Service(DDS) provides copies of materials
not owned by Library, by requesting the copies of materials from
other cooperation institutions.
•How to use : Library Homepage ⇨ Service ⇨ Document Delivery ⇨ Self-requesting Form
▶ Interlibrary Loan Services :	Interlibrary Loan(ILL) service is to provide books that not hold in our
library to the users by requesting other libraries.

▒ 정보서비스
▶ D-큐레이션 서비스 :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활용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접속경로: http://curation.dgist.ac.kr
▶ 학술정보 활용교육 :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활용방법 교육 강좌 제공
•접속경로: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Open Knowledge
▶ Ask a Librarian: 도서관 및 학술정보 이용문의/응답
•접속경로: 도서관홈페이지> 게시판> Ask a Librarian
▶ DGIST Scholar: DGIST 연구자 및 논문, 학술발표 등 연구 성과 정보 제공
•접속경로: http://scholar.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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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Services
▶ D-Curation Service :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use the library and academic information
•Web site : http://curation.dgist.ac.kr
▶ Open Knowledge Education : Offer courses on how to use the library and academic information
▶ DGIST Scholar: P
 rovide information about researchers at DGIST and their research results such
as journal articles, conference paper, etc.
•Web site : http://scholar.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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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및 국제학생증		

01 |

Student ID Card and ISIC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Student ID Card

학생증

▒ Function of Student ID Card : Identification, access to on-campus buildings, book borrowing, etc.

▒ 학생증 기능 : 신분확인 및 교내 건물 출입, 도서대출 등

▒ New Issuance

▒ 신규발급
▶ 발급시기 : 2월, 8월
▶ 발급절차
- 신청
·체크카드 기능 포함 학생증 : 대구은행(연구행정동R1 1층) 방문하여 발급신청(사진, 신분증 지참)
·일반학생증 : 입학등록 시 이름, 사진 입력한 내용으로 학생증 발급
- 수령 : 대학본부E1 5층 학사팀

▒ 재발급
▶ 신청
- 체크카드 기능 포함 학생증 : 대구은행(연구행정동R1 1층)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사진, 신분증 지참)
- 일반학생증 : 학사팀을 방문하여 [학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령 : 대학본부E1 5층 학사팀
▶ 재발급수수료 : 일반학생증 1만원(학생 부담), 대구은행 발급 학생증은 대구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제학생증

▶ Issuance period : February, August
▶ Issuance procedures
- Application
·Student ID card offering debit card services : Please visit the Daegu Bank [1st floor,
Research Administration Building(R1)] along with photo and ID, and apply for the issuance of
the card.
·Traditional student ID card : Can be issued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photo provid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 Where to get : Educational Affairs Team, 5th floor, Main Administration Building(E1)

▒ Re-issuance
▶ Application
-	Student ID card offering the debit card services : Please visit the Daegu Bank [1st floor,
Research Administration Building(R1)] along with photo and ID, and apply for the issuance of
the card.
-	T raditional student ID card : Please visit the Educational Affairs Team [5th floor, Main
Administration Building(E1)] to submit the Student ID Card Application Form.
▶	Reissuance fee : Traditional student ID card KRW 10,000(required to be paid by student)/
Reissuance fee of the student ID card issued by the Daegu Bank shall follow the rules of the
Daegu Bank.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2

ISIC(국제학생증)는 유네스코가 인증하고 ISTC(International Student Travel Confederation)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생 신분증으로서, 학생들은 ISIC를 통해 국내외 및 온라인 상에서 본인의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학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단, 대학원 수료생은 불가)
▒ 일반형 발급 방법 :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신청 후 학생팀 수령(E1 206호)
▒ 체크카드형 발급 방법 :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2
The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ISIC) is the only internationally accepted, UNESCO endorsed
proof of bona fide student status. ISIC card holders can use their student card to take advantage of
offers on travel, shopping, museums, and more, worldwide.

▒ Subject : Current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nd students on leave of absence
(Students who have finished the graduate courses are not eligible)

▒ Apply for Basic card : Apply at Student Portal System and receive from Student Affairs
Team(E1 #206)

▒ Apply for Bank Debit card : KEB Hana branches all over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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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Student Clubs and Organizations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3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3

동아리

Student Clubs

학생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단체로서, 학생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승인된 조직

▒ 동아리 현황 (총 50개, 2017년 2학기 기준)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단체명
35mm
BGM Fanatix
FBI
FICS
ICON
가베향
현풍수학회
그래피디아
무우비클럽
버스왕
보드카
보이스피싱
시나브로
십이시
점아비
DaeGuk
GS24
디지필
타지사람
호롱
농가집성
둥글베리
Agape
디딤돌
DEWG

종류
활동내용 순번
문화예술 사진촬영
26
문화예술 스트릿댄스 27
문화예술 치어리딩
28
문화예술
방송반
29
문화예술
댄스
30
문화예술 커피연구
31
학술
수학
32
문화예술
디자인
33
문화예술 영화감상
34
문화예술
버스킹
35
문화예술 게임제작
36
문화예술 노래, 힙합
37
문화예술
통기타
38
문화예술 음악밴드
39
문화예술 연극공연
40
문화예술
바둑
41
문화예술 보드게임
42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43
문화예술 외국인 교류 44
문화예술
공예
45
사회
농사
46
사회
봉사
47
종교
기독교
48
종교
기독교
49
종교
기독교
50

단체명
Alphamale
Buzzer Beaters
DG Taka
화랑
DROP
Whales
tak.tak.tak
The Cue
SPADE
셔틀콕
해테(Happy Tennis)
Endolphin
DGINEERS
NEN
DG-yeast
Connectome
디지로이드
디지스트신문
별빛달빛
도라에몽
산책
슈퍼컴퓨터
REASON
旅大生
DGISTRIKER

종류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체육
진로
체육
체육
체육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학술
종교
학술
체육

활동내용
종합격투기
농구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농구
탁구
당구
창업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자동차제작
3D프린팅
발효
뇌과학
프로그래밍
신문
천체관측
제어알고리즘
독서토론
슈퍼컴퓨터
기독학술
여정 탐구
축구

자치기구

DGIST encourages students to join registered clubs of various interests to develop creative ideas
and potential talent and promote their leisure and recreational activities. Below is a list of student
clubs approved by the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Guidelines on Student
Activities.

▒ Current Status of Clubs (total of 50) - As of the fall semester, 2017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ame
35mm
BGM Fanatix
FBI
FICS
ICON
가베향
현풍수학회
그래피디아
무우비클럽
버스왕
보드카
보이스피싱
시나브로
십이시
점아비
DaeGuk
GS24
디지필
타지사람
호롱
농가집성
둥글베리
Agape
디딤돌
DEWG

Categorize
Field
No.
Name
Categorize
cultural art
Photo
26
Alphamale
sports
cultural art
Street dance
27
Buzzer Beaters
sports
cultural art
Cheerleading
28
DG Taka
sports
cultural art
Broadcast
29
화랑
sports
cultural art
Dance
30
DROP
sports
cultural art
Coffee
31
Wales
sports
academic
Math
32
tak.tak.tak
sports
cultural art
Design, video
33
The Cue
sports
cultural art
Movies
34
SPADE
career
cultural art
Busking
35
셔틀콕
sports
cultural art
Board game
36 해테(Happy Tennis)
sports
cultural art
Vocal
37
Endolphin
sports
cultural art
Acoustic Guitar
38
DGINEERS
academic
cultural art
Music band
39
NEN
academic
cultural art Theatrical performance 40
DG-yeast
academic
cultural art
Go
41
Connectome
academic
cultural art
Board game
42
디지로이드
academic
cultural art
Orchestra
43
디지스트신문
academic
cultural art Foreign exchange
44
별빛달빛
academic
cultural art
handicraft
45
도라에몽
academic
society
farming
46
산책
academic
society
Volunteer activity
47
슈퍼컴퓨터
academic
religion
Christian
48
REASON
religion
religion
Christian
49
旅大生
academic
religion
Christian
50
DGISTRIKER
sports

Field
Self-defence
Basket ball
Taekwondo
Baseball
Badminton
Basket bal
Table tennis
Billiard
founding
Badminton
Tennis
Swimming
Automobile
3D printing
fermentation
brain science
Programming
Newspaper
Astronomy
Control algorithm
Wireless
Supercomputer
Christian science
Journey exploring
soccer

Autonomous Organizations

학생활동지침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단체로서, 학생 및 학교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구

As student organizations approved by the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Guidelines on Student Activities, these organizations are taking on a character of representing the
university.

▒ 자치기구 현황 :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Autonomous Organization Status : Student Council, Club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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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해보험 및 건강검진		

Accident Insurance/ Medical Checkup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4

학생 상해보험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4

Accident Insurance

▒ 연구활동종사자보험

▒ Accident Insurance for Research Workers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기초학부생)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 생명 및 신
체의 손해에 대해 보상, 자기 또는 다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보상 포함

▶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the death or other damages including injury, disease, and physical
disability sustained while a student is engaged in research at a laboratory.
▶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the injury sustained while a student is engaged in research at the university
he/she belongs to, or other university or research institution, or the disease caused by the injury.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DGIST 학생이 학교의 연구활동 또는 교육활동, 시설이용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 등

▒ Liability Insurance of the University Management

▒ 처리절차

▶	The liability insurance, which is designed to promote student welfare and safety, is to provide
adequate coverage affected students in the event of an occurrence of a school-related accident
by minimizing the financial burden of students.

사고발생

사고 발생시 즉시 통합정보실에 연락하여 사고 수습
(사고자 → 통합정보실)

⇩
학생팀과 보험기관으로 사고 상황 전달
(통합정보실 → 학생팀 → 보험기관)

사고 상황 전달

학생팀 담당자와 면담 후, 사고 경위서 작성 제출
(사고자 → 학생팀 → 보험기관)
치료 후 보험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생팀 제출
(사고자 → 학생팀 → 보험기관)

⇩
보상여부 검토 및 보험금입금

Contact Central Control room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entral Control room reports the fact relative to the accident to
Student Affairs Team and insurance institutions

Report the accident
⇩

⇩
보험청구 신청서 작성

Accidents Occurs
⇩

⇩
사고 경위서 제출

▒ Claim Request Procedures

심사 결과에 따라 사고자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보험기관 → 사고자)

학생건강검진

Submit the accident report

Submission of an accident report under counsel of Student Affairs Team

⇩
Insurance Claim

Claim Insurance at the end of treatment

⇩
Decision of insurance
money/remittance

Deposit insurance in the accident's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examination results

Student Medical Checkup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면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건강검진 지원
※ 학생 생활관 입주 시 매년 1회 제출해야하는 건강검진진단서로 사용 가능

DGIST conducts a health check once a year to en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students.
※	Health check results can be used as official health check test results that must be submitted
once every year when students apply for residence in the dormitory.

▒ 검진대상 : DGIST 대학원 및 기초학부 재학생
▒ 검진기간 : 별도 공지 (9월 ~ 11월 중 실시)
▒ 검진비용 : 무료

▒ Subject : All students enrolled at DGIST
▒ Period : To be notified separately
▒ Cost :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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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실		
▶ 담당부서 : 상담·경력개발센터 (053)785-5157, 5605

Student Counseling Center

▶ Department-in-charge : Center for Student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053)785-5157, 5605

▒ 학생상담실 안내

▒ Student Counseling Introduction

▶ 학생상담실에서는 구성원 여러분의 적응과 성장을 돕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상담 및 심리
▶ 상담 및 심리검사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S
 tudent Counseling Center offers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 services to help DGIST members adjust
each situation, develop and solve some problems together.
▶ “The information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 results are promised confidentially.”

▒ 상담내용 : 평일 9:00~18:00

▒ Counseling program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Individual Counseling : p 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and the
opposite sex, family relationships, stress, emotional (depression, anxiety,
etc.), career and aptitude, academic, etc.
▶ Psychological Tests : personality, aptitude, learning, intelligence, etc.
▶ Group Counseling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ess coping, etc.

▶ 대상 : DGIST 구성원

▒ Operation Guide

▶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Object : DGIST members
▶ Time : Weekday 9AM ~ 6PM (Except for lunch hour)
▶ Location : Student Counseling (E1 #203)

▶ 개인상담 : 성격, 대인관계, 정서(우울, 불안 등), 학업, 스트레스, 진로 및 적성 등
▶ 심리검사 : 성격, 학습, 적성, 지능 등
▶ 정신건강 교육 및 집단상담 :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등

▶ 장소 : 학생상담실 (E1 203호)

▒ 신청방법 : 온라인 상담신청
학생포탈

⇨

정보광장
⇨

⇨

학교생활

⇨

상담신청

▒ How to apply
Student Portal

▒ 문의
▶ 전화문의 : 053-785-5157, 5605(일반전화),0199(위기상담전화)
▶ 전자메일 : counsel@dgist.ac.kr

☞ 위기상담전화 : 자신과 타인의 정신건강 위기 시 연락처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 1577-0199(365일 24시간, 전국)

⇨

⇨
Information

⇨

Campus Life

⇨

Counseling
Application

▒ Contact
▶ Phone : 053-785-5157(General),0199(Emergency)
▶ E-mail : counsel@dgist.ac.kr

☞ Mental Health Crisis Hotline : 1577-0199 (24/7)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053-256-0199(365일 24시간)
▶ DGIST 학생상담실 : 053-785-0199(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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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시스템		
▶ 담당부서 : 정보전산팀 (053)785-0000

▒ 포탈시스템

Portal System		
▶ Department-in-charg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am (053)785-0000

▒ Portal System

웹메일, 종합정보시스템, 학술정보검색, 웹하드 등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한곳에 모아놓

The Portal system is a collection of all the systems that are available for students, including web

은 통합시스템으로써,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정보서비스(수강신청, 웹메일 등)를 편리하게 사용할

mail,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cademic information search service. With one sign-in,

수 있음.

students can gain access to a variety of sub-systems (course registration, web mail etc.).

▒ 포탈시스템 사용방법

▒ How to Use Portal System

▶ 시스템 접속 URL(http://my.dgist.ac.kr)

▶ System access URL(http://my.dgist.ac.kr)

▶ 학교 홈페이지(http://www.dgist.ac.kr)에서 포탈시스템 접속

▶ Logging in to the Portal system at the university web site (http://www.dgist.ac.kr)

▶ 로그인 방법 : 이메일 주소 또는 학번

▶ How to log in : E-mail address or student ID number

▒ 웹메일 사용방법

▒ How to use Web Mail

▶ 시스템 접속 URL : http://mail.dgist.ac.kr/

▶ System access URL : http://mail.dgist.ac.kr/

▶ 메일박스 저장용량 : 학부생 2GB, 대학원생 3GB 제공

▶ Mailbox storage capacity : P
 rovision of 2GB for basic (undergraduate),

▶ 자료실(개인) 저장용량 : 1G 제공

Provision of 3GB for basic(postgraduate)
▶ Resource-center storage capacity : Provision of 1G for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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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Certificate Issuance

▶ 담당부서 : 학사팀 (053)785-5131~2

▶ Department-in-charge : Educational Affairs Team (053)785-5131~2

▒ 증명서 종류(국/영문 발급 가능) : 재학, 휴학, 성적증명서 등

▒ Certificate(Korean/English) : enrollment, leave of absence, transcripts, etc.

▶ 유의사항

▶ Note

•‘졸업예정증명서'와‘수료예정증명서'는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만 자동발급 가능하며, 이외 경우에는 학
사팀으로 문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시 졸업예정자로 등록)
•‘학적부'는 학사팀에서만 발급 가능
•‘기타증명서'는 학사팀에서 검토 후 직접발급만 가능

•S tudents scheduled to graduate at that semester can issue 'Certificate of the expectant
graduation' and 'Certificate of the expectant completion' via Automatic issuance service.
•‘Other certificates' can only be issued in person at Educational Affairs Team

▒ How to issue certificate
▒ 발급방법

▶ Internet :Apply for a certificate Issued by yourself and print out using the Internet

▶ 인터넷 증명발급 :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이 증명서를 직접 신청 및 출력하여 발급
•학생포탈시스템(http://my.dgist.ac.kr) 접속 ⇒ 바로가기 ⇒ “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 해당증명서 신청 및 출력
•시스템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 TEL. 1544-5973

▶ Automatic machine : installed on campus
•Location : Central Library(E8) 1st Floor, Main Administration Building(E1) 1st floor
•Available : 24 hours
•Inquiries about the system : 1544-5973

▶ 무인증명발급기 발급 : 교내에 설치된 발급기를 통해 직접 신청 및 발급
•설치장소 : 학술정보관(E8) 1층, 대학본부(E1) 1층
•이용시간 : 24시간
•시스템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 TEL. 1544-5973

▶ Visit the office : Visit the Educational affairs team(E1 501)

▶ 직접 발급 : 학사팀(대학본부 501호) 방문하여 학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이용시간 : 월~금 9:00~12:00, 13:00~18:00

•Available : 9:00 ~ 12:00, 13:00 ~ 18:00 (Monday to Friday)

▒ Issuance fee

▒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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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udent Portal System (http://my.dgist.ac.kr) ⇒ certificate issuance ⇒ visit the certificate
application page
•Inquiries about the system : 1544-5973

Options

Fee (Korean/English)

Payment option

종류

수수료(국·영문)

결제방법

Internet

Free

-

인터넷 증명발급

무료

-

Automatic machine

500Won/copy

Credit cards, mobile phones and
transportation cards

무인증명발급기

500원/매

신용카드, 휴대폰, 교통카드

Visit the office

500Won/copy

Cash

직접발급

500원/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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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법정교육		

Student Statutory Education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2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2

▒ 학생법정교육

▒ Student Statutory Education

▶	학생법정교육은 대학(원)생으로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서, 우리원 대학원생과 기초학
부생을 교육 대상으로 함.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re required to complete prescribed hours of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 Laboratory Environmen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The hours of training and educational content that trainees are required to
complete are stipulated in the above-mentioned acts.

▶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 기간(2월 말)에 실시, 재학생은 학기 중에 실시 예정
▶ 관련법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aboratory Safety Training
Training program

▒ 연구실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시간

정기 교육·훈련

상시

반기별 6시간 이상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

입학 시(신입생)

2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육·훈련

중대 연구실 사고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Occurrence

Training hours

Regular education·training

Regularly

More than 6 hours per
half-year

Training after recruitment

At the time of admission
(freshmen)

More than 2 hours

Special safety training

In the wake of a serious lab
accident or in the case of
change in the contents of
research

More than 2 hours

▒ Sexual Assault/Domestic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시간

성폭력 예방교육

상시

매년 1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상시

매년 1회 이상

Training type

Occurrence

Training hours

Sexual assault
prevention training

Regularly

More than 1 time per year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Regularly

More than 1 time per year

▒ Internet and smart phone addiction prevention

▒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시간

Training type

Occurrence

Training hours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상시

매년 1회 이상

Internet and smart phone addiction
prevention

Regularly

More than 1 time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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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및 편의시설		

▒ 식당
장소
학생 생활관
(H201~H204)
학생생활관
(H205~H207)

컨실리언스홀
(E7)

▒ Cafeteria
상호

메뉴

연락처

이용시간
월~금 09:00~21:00
토/공휴일 10:00~21:00

더큰도시락

도시락

611-3575

GS25

편의점

-

매일 07:00~01:00

GS25

편의점

-

매일 07:00~01:00

학생식당

정식

785-7140

월~금 11:30~13:00
17:30~19:00

야곱별미

분식

616-3575

월~금 09:00~20:00
토/공휴일 09:00~19:00

오콘

레스토랑

615-9661

월~금 11:00~20:00
토/공휴일 11:00~20:00

615-4787

월~금/ 08:00~19:00
토 08:00~15:00

DDDN

피자

학술정보관
(E8)

팬도로시

커피

615-3575

월~금 08:30~19:30
토/공휴일 11:00~18:30

연구행정동
(R1)

구내식당

정식

785-0060

월~금 12:00~13:00
18:00~19:00

종합체육관
(S1)

팬도로시

커피

-

월~금 10:00~21:00
토/공휴일 10:00~17:00

Location
Student Dormitory
(H201~H204)

Store name

Division

Contact

더큰도시락
(lunch box)

Meal

611-3575

GS25

장소

상호

품목

연락처

이용시간

학생생활관
(H201~H204)

빨래방

세탁소

010-3030-7552

월~금 09:00~19:00
토 09:00~13:00
코인세탁기/건조기(24시간)

컨실리언스홀
(E7)

협진

문구점

615-5030

월~금 09:00~18:00

GS25

편의점

-

월~금 08:00~21:00

연구행정동(R1)

대구은행

은행

785-0057

월~금 09:00~16:00

현풍면

더나은병원

병원

611-3300

응급실 24시간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

everyday 07:00~01:00

Meal

785-7140

Mon~Fri 11:30~13:30
17:30~19:00

Meal

616-3575

Mon~Fri 09:00~20:00
Sat/Holiday 09:00~19:00

Meal

615-9661

Mon~Fri 11:00~20:00
Sat/Holiday 11:00~20:00

Pizza

615-4787

Mon~Fri/ 08:00~19:00
Sat 08:00~15:00

Pandorothy

Coffee

615-3575

Mon~Fri 08:30~19:30
Sat/Holiday 11:00~18:30

Cafeteria

Meal

785-0060

Mon~Fri 12:00~13:00,
18:00~19:00

Pandorothy

Coffee

-

GS25
Cafeteria
야곱별미
(snack bar)
오콘
(ocon)
DDDN피자
(DDDN pizza)

Central Library
(E8)
Research
Administration
Building(R1)
Sports Complex
(S1)

Mon~Fri 09:00~21:00
Sat/Holiday 10:00~21:00
everyday 07:00~01:00

Student Dormitory
(H205~H207)

Consilience Hall
(E7)

Operation hour

-

Mon~Fri 10:00~21:00
Sat/Holiday 10:00~17:00

▒ 편의시설
Location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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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teria & Amenities

Store name

Division

Contact

Operation hour

Laundry

Washing
Cleaning

010-30307552

Mon~Fri 09:00~19:00
Sat 09:00~13:00
Coin laundry machine/
Drying machine(24 hours)

협진
(Hyeopjin)

Stationery

615-5030

Mon~Fri 09:00~18:00

GS25

Convenience
store

-

Mon~Fri 08:00~21:00

Research Administration
Building(R1)

Daegu Bank

Bank

785-0057

Mon~Fri 09:00~16:00

Hyeonpung-myeon

더나은병원
(Deonaeun
Hospital)

Hospital

611-3300

Emergency 24 hours

Student
Dormitory
(H201~H204)
Consilience Hall
(E7)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83 |

| On-Campus Facilities |

| 편의시설 |

02 |

02 |

건강관리실		
▶ 담당부서 : 건강관리실 (053)785-0911

Health Care Center
▶ Department-in-charge : Health Care Center (053)785-0911

▒ 위치 : 컨실리언스홀 2층

▒ Location : 2nd Floor, Consilience Hall

▒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 Operation hours and how to use

▶ 이용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 이용방법 :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Operation hours : 09:00 ~ 12:00, 13:00 ~ 18:00
▶ How to use : You can visit the center anytime without a reservation

▒ Equipment

▒ 보유 장비
▶ 체성분분석기, 자동혈압계, 신장계, 적외선조사기, 파라핀베스, 혈당측정기 등
▶ 체성분 분석기(09:30~11:40, 15:00~17:40) : 식후 2시간 이후, 오후보다는 오전이 효율적임

▒ 보유 의약품
▶소
 화효소제, 액상소화제, 종합감기약, 한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염진통제, 지사제, 제산제, 근육통파스,
상처치료제 등 일반의약품 구비

▒ 지정의료기관 : 더나은병원(신경외과, 내과), 미즈맘병원(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	Body composition analyzer,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extensometer, infrared irradiation,
paraffin bath, blood glucose meter, etc.
▶	For the body composition analyzer(09:30~11:40, 15:00~17:40), results are available two
hours after a meal, and measurement in the morning is more accurate.

▒ Medicine
▶	You can get basic medicine including digestive enzymes, liquid medicine for indigestion, cold
medicine, herbal cold medicine, antipyretic analgesics, NSAIDs, anti-diarrhea, antacids, myalgia
patch paz, and wound healers.

푸른병원(화상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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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장소

시설명

학생 생활관
(H201~H204)

체력단련실

학생생활관 1층

농구장

학생생활관 뒤편

축구장/풋살장/야구장

정문 우측 대운동장

농구장/족구장/풋살장

차세대융복합센터 뒤

피트니스장/수영장

헬스, 수영/아쿠아로빅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검도, 태권도 등

기타 시설

스쿼시, 스크린골프, 요가, 스포츠댄스

실외 운동장

종합체육관
(S1)

위치 및 프로그램

Sports Facilities

Location

Facility

Detailed Location and programs

Student Dormitory
(H201~H204)

Fitness Room

1st floor of Student Dormitory Hall

Outdoor Fields

Basketball Court

Behind Student Dormitory

Football / Futsal Basketball

Main entrance of the DGIST
Behind Advanced Convergence
Research Center
Fitness , Swimming / Aquarobics

Basketball / Futsal
Fitness /Swimming

Sports Complex
(S1)

Indoor Stadium

Basketball, Volleyball, Handball, Badminton,
Kendo, Taekwondo, etc.

Other Facilities

Squash, Screen golf, Yoga, Sports dance

▒ 이용문의 및 예약문의

▒ Use inquiries and reservations contact

▶ 종합체육관(스포츠센터) : 안내데스크(053-720-7900), 서비스센터(053-785-8282)
▶ 시설팀 : 053-785-1235

▶ Sports Complex(Sports Center): Information Desk(053-720-7900), Service Center(053-785-8282)
▶ Facility Management Team : 053-78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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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운지		
▶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053)785-1165

Global Lounge		
▶ Department-in-charge : International Affairs Team / Global Lounge (053)785-1165

▒ 위치 : 컨실리언스홀 2층 (261호)

▒ Location : E7 #261 / Consilience Hall(E7, 2F)

▒ 이용시간 : 월~금 09:00 ~ 18:00

▒ Opening Hours

▒ 이용방법

▶ Weekdays 09:00~ 18:00

▶
▶
▶
▶
▶

이용방법 :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하여 이용 가능
Foreign Language Only Zone으로 라운지 내에서는 영어와 기타 외국어 사용
사전 예약 시 라운지 내 회의실 이용 가능
비치 물품 : 영자신문, 영문 도서, TV, 보드게임, 컴퓨터 등
다과 및 커피 제공

▒ Equipment
▶ English newspaper and books, board games, TV, meeting room, computers etc.

▒ Service
▶ Campus-life related guidance and assistance for international members
▶ Various cultural events
▶ Free coffee and snacks for visitors

▒ 이용문의 : 국제협력팀(053-785-1165)

05 |

05 |

국제관		

▒ 이용대상자 : DGIST 학생 및 관계자
▒ 부대시설 : 객실, 회의실, 레스토랑
▒ 운영시간 : 07:00~24:00
▒ ※ 연중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객실 예약 현황에 따라 휴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문의 : 053-720-7910 (프론트 데스크)

▒ Applicability : DGIST students and other stakeholders
▒ Facilities : Accommodations, meeting rooms, restaurants
▒ Service hours : 07:00~24:00
▒ ※ It may be closed depending on the room reservation status holiday including a year-round
holiday. Please contact us in advance.

▒ Reservation : 053-720-7910 (Front Desk)

▒ 시설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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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sidence		

▒ Facilities and Fees

구 분

비 용

비 고

스탠다드룸/장애인룸

66,000원

퀸베드1

스위트룸

99,000원

퀸베드1

트윈룸

77,000원

싱글베드2

중형 회의실

시간당 100,000원

21석, 프로젝터, 음향시스템

소형 회의실

시간당 50,000원

15석

조식

6,600원

월~토, 07:00~08:30

Room type

Fees(including VAT)

Notes

Standard or for the disabled

66,000won

Queen bed 1

Suite

99,000won

Queen bed 1

Twin room

77,000won

Single bed 2

Medium conference room

100,000won per hour

21 seats, Projectors, Sound System

Small conference room

50,000won per hour

15 seats

Breakfast

6,600won

07:00~08:30, Mon~Sat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87 |

| 병무 및 전문연구요원 |

| 병무 및 전문연구요원 |

01 |

병무 및 전문연구요원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3

병 무
▒ 재학생 입영연기
▶ 연기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석사과정·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 도달년도 12
월 31일까지 연기됨
▶ 입영연기 제한
•퇴학 또는 재적된 사람
•재학생 입영원서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 입영연기 절차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입학한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단을 3월 31(후기 입학생은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원연기 처리
•병무청에서 연기처리전 입영통지서가 교부 됐을 때에는 개인별로 입영연기원을 재학증명서 첨부하
여 관할 지방 병무청에 제출해야함.

▒ 재학생 입영신청
▶ 제출대상 :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 신청방법 : 재학생 입영원(당해연도 입영월 선택) 작성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입영 희망시기는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기재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영통지
▶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희망시기를 변경 가능하나,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입영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은 입영기일 60일 이내의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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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입영원의 취소
•제출대상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재학연기
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
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출대상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
청서 제출을 제한. 단,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제한 없음

▒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 출원대상
•제출대상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
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출원서류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기관 비치)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
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 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병역처분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 병역처분변경원 처리제한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해당자
•1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2회 이상 출원자
•입영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출원한 자

▒ 입영기일 연기 (미필자 확인 필수!)
▶ 출원기관
•현역병 입영대상 : 징병검사를 받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거주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시기 : 입영5일 전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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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연기사유
질병 또는
심신장애

연기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관

•9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병사용 진단서

•3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간호 등 사유가 계속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기
(통산 60일)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이 위독한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지방행정
관서의 장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지방행정
관서의 장

행방불명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하되 예규 의거 처리

가족의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지방병무청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복무예정)

•선발시기
•선발인원
•선발대상
•구비서류

:
:
:
:

매년 학기초 (3월, 9월)
매년 지정된 배정인원 내 (연도별 상이)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전환생
편입대상자 선발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편입

•선발시기 : 2월중, 8월중
•선발대상 : 박사학위과정(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생
•구비서류 : 편입원서, 재학증명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등
•선발기준
가.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나. 최단수업기간 경과(박사:2학기, 통합:4학기),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이수 (학칙 참조)
•편입일자 통보 및 복무교육 안내 (학생팀 ⇒ 해당 전공)

⇩

군지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구속 또는
형집행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지방행정
관서의 장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수험표 또는 현역병 선발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
통지서 사본(지원서를 접수한
(1회에 한함)
지방청이 다른 경우)

지방병무청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 다시 연기

•국외여행허가서 사본
(국외여행 허가청이 다른
경우)

지방병무청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복무시작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 3년
•복무장소 : 해당 연구분야 실험실
•출근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관리 (전자식)
: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 학생포털과 연계하여 관리
•교육소집 : 의무종사기간중 4주간 군사훈련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6개월
•파견근무 :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2년
•휴가
가. 휴가는 연 15일 이내에서 사용가능 (근로기준법 적용)
나. 국외출장/휴가는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발급 (학생팀 ⇒ 각 전공 또는 해당학생)
•편입자의 휴학사유 발생사항 점검 (휴학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
복무만료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복무만료 처분 접수

지방병무청
| 편입취소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
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임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절차
▶ 편입대상자 선발 → 박사과정 수료 → 편입 및 임용 → 복무시작 → 복무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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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
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종사를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허용기
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91 |

| 병무 및 전문연구요원 |

| 병무 및 전문연구요원 |

▒ 전직

의무전직 대상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자 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때

승인전직 대상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박사수학과정을 수료하고 1년 6개월 경과한 때
•자 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 전직시 구비서류
•전전문연구요원 전직신청서
•채용동의서(전직하고자 할 지정업체의 장 발행)
•관련 증빙서류

▒ 국내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통
 산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 내 비지정업체 파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 통산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지정업체장간 파견 : 신상이동통보
▶ 승인기간
•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파견(출장)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 국외여행 허가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
을 하고 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 여행사유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 기
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발급 절차
•국외여행 허가요청 (해당 학생 ⇒ 학생팀)
•국외여행 허가추천서 (학생팀 ⇒ 해당학생)
▶ 병무청 허가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국외여행 허가신청(추천서 업로드)
⇒ 허가서 발급 ⇒ 출국지 공항 제출
※ 국외여행 허가관련 문의사항 : 053-607-635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수학
▶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
은 할 수 있음
▶ 수학금지 예외 (복무기간 불인정)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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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
이동 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이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수학 규정위반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편입 당시 지정
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 부과하거나
위반한 기간만큼 연장 복무.

▒ 수료 심의
▶ 자격 :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수료확인서 발급 및 병무청 통보 : 의무종사기간 산입

▒ 신상이동 통보
▶ 전
 문연구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 14
일 이내에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 연구요
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
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봉사하지 아니한 때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편입취소대상)

▒ 교육소집
▶ 개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실시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소집 실시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때에는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 기본방침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교육소집대상자 선정은 지정업체의 연구 활동 제조·생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다음 순서
로 한다 :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순

▒ 복무(의무종사기간) 만료
▶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의무종사기간 계산 :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3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
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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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DGIST는 현재 학생예비군 중대 없음)
▶ 대상자
•예비군 : 현역 및 상근, 전문연구요원 전역 후 8년차 이내의 신입생 및 복학생
•민방위대 : 예비군복무 만료 및 30~40세 군면제 학생. 예비군 필한자(9년차)
▶ 신고장소 : 재학생 주소지 예비군 동대 (예비군 중대본부)
▶ 교육훈련 시간 : 연간 8시간
▶ 교육훈련 장소 : 재학생 주소지 소재 예비군 중대에서 지정하는 곳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1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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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지도 | Campus Map		

캠퍼스 지도 | Campus Map		

에너지시스템공학관
로봇공학관

총장공관

뇌과학관

전통의 집

정보통신융합공학관
신물질과학관

학술정보관

컨실리언스홀

대학본부
에너지연구동

중앙기기·FAB지원센터

생동지

나노바이오연구동
로봇시스템/IT융합연구동

차세대 융복하연구센터

연구행정동

야외음악당
유리온실
산학협력관

연구원생활관
학생생활관 1동
학생생활관 2동
학생생활관 4동
학생생활관 3동
기혼자숙소 1동

기혼자숙소 2동

교직원숙소 1동

영빈관

교직원숙소 2동

체육관

| 96 |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97 |

| Apendix |

| 부록 |

03 |

셔틀버스 및 교통안내		

03 |

▶ 담당부서 : 총무복지팀 (053)785-1244

Shuttle Services and Directions		
▶ Department-in-charge : General affairs and Welfare Team (053)785-1244

※ 상세노선 및 운영시간은 포털시스템 게시판에서 확인가능

※ For detailed routes and service hours, please refer to the bulletin board of the Portal system.

▒ 통근버스 : DGIST ↔ 대구지역(대곡, 용산, 만촌 등)

▒ Commuter Shuttle Bus : DGIST ↔ Daegu (Daegok, Yongsan, Manchon, etc.)

▒ 순환버스 : DGIST ↔ 김천구미역, DGIST ↔ 대곡역(2개 노선)

▒ Round-Trip Shuttle Bus : DGIST ↔ Gimcheon-Gumi Station,
DGIST ↔ Deagok Station (2 routes)

▒ 시내버스(달성 8, 달성 8-1) : DGIST ↔ 현풍지역
▒ DGIST 찾아오는 방법
▶ 지하철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하차하여 1번 출구 이용
•급행8번 탑승한 뒤 중흥S클래스(건너) 정류장에서 하차
•하차 후 도보로 15분 소요
▶ 기차
•김천구미역에서 DGIST 순환버스 이용(김천구미역 ↔ DGIST)
•동대구역/대구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이용
▶ 시내버스
•600번, 655번 이용 후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하차 후 택시로 5분, 도보로 15분 소요
•달성5번 이용 후 달성경찰서에서 하차
하차 후 택시로 5분, 도보로 15분 소요
▶ 시외버스 : 현풍시외버스터미널(T.053-614-2071)

▒ Intercity Bus (Dalseong No. 8, Dalseong No. 8-1) : DGIST ↔ Hyeonpung
▒ How to Get to DGIST
▶ By Subway
•Get off at Daegok Station of Subway Line No. 1 and use Exit No. 1.
•Take bus Express8(급행8) and get off at the JoongHeung S class Station.
•After getting off, it takes 15 minutes on foot.
▶ By Train
•Get off at the Gimcheon-Gumi Station and take the DGIST round-trip shuttle bus (GimcheonGumi Station↔DGIST)
•Get off at the East Daegu Station/Daegu Station and get on Subway Line No. 1.
▶ By City Bus
•Take intra-city bus No. 600 or 655 and get off at Hyeonpung intercity bus terminal. It takes 5
minutes by taxi or 15 minutes on foot to DGIST.
•Take bus Dalseong No. 5 and get off at the Dalseong Police Station. After getting off, it takes 5
minutes to get to DGIST by taxi or 15 minutes on
▶ By Inter-city Bus : Hyeonpung intercity bus terminal (T. 053-61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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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Safety Bicycle ride		

▶ 담당부서 : 학생팀 (053)785-5152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2

▒ 자전거 이용 지침

▒ Bicycle Riding Guidelines

▶ 원내 도로에서 자전거 통행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 자전거를 주차할때에는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합니다.

▶ Students should wear a helmet when cycling on campus.
▶ Students should use a designated parking place.

▒ 자전거 등록

▒ Bicycle Registration

▶ 자전거 등록/해지 방법 : 학생팀(E1 206호)에 방문 신청
▶ 자전거 출입권한 : 자전거 등록자에 한하여 E7 자전거 주차장 출입권한과 학생생활관 자전거 주차장
이용 권한 부여

▶ Bicycle registration/cancellation : Visit Student Affairs Teams office with application form filled out.
(E1 206)
▶ Bicycle facilities accessing authority :	The only registrant can access E7 bicycle parking lots
and dormitory bicycle parking space.

•부착식 RF-TAG 제공 및 학생증에 출입권한 부여
•휴학, 졸업 등의 사유 발생시 자전거등록 해지 신청 및 RF-TAG 반납
(태그 분실로 인한 태그 미반납 시 분실비용 9,000원 발생)

•Registrants are provided with RF-TAG bearing access authorization, and authorized student ID
•Student should return the RF-TAG in case of Leave of Absence, Graduation.
(If you lose your RF-tag, you have to pay loss expense(9,000won))

▒ 주요 자전거 주차시설

▒ Main bicycle parking facilities

장소

시설명

비고
Location

Facilities

Notes

학생 생활관
(H201~H204)

생활관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등록자에 한하여 출입가능

H201 ~ H204
H205 ~ H207

Bicycle parking space
at Student Dormitory

Available only for bicycle registrants

컨실리언스홀
(E7)

E7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등록자에 한하여 출입가능

Consilience Hall
(E7)

E7 Bicycle parking lot

Available only for bicycle registrants

▶학
 생생활관의 자전거 주차장은 개별 자전거 보관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관대 배정을 희망하는 학
생은 학생팀(E1 206호)에서 자전거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초 자동 배정 후 배정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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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Affairs Team assigns personal parking lot in Dormitory building, only for the registered
students. For getting personal parking lot, visit Student Affairs Teams office. (at the head of each
semester, assignment result will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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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Students Support |

| 유학생 지원 |

01 |

Settlement Support		

02 |

Support Program

▶ Department-in-charge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2

▒ Alien registration
▶S
 tudent Affairs Team supports the visit to Korea immigration office at the each head of semester to
support the procedures of alien registration.
▶ Contact : Korea immigration office (Daegu branch) : 053-980-3505.

▒ National Health insurance
▶S
 tudent Affairs Team helps international students to become the member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f international students become the member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ernational
students can get medical insurance benefits.
▶ Payment : The due date of payment is every 25th of the previous month.
▶ Contact : NHIS 1577-1000(Korean), 033-811-2000(English)

▶ Department-in-charge : International Affairs Team (053)785-1165
For making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members to life in Korea easier and promoting their
motivations for study and research, DGIST offers various support programs as described below.

▒ Support Program
Classification

Description

Orientation

Orientation for new international members

Korean Language
Course

Korean language courses for beginner’s level and
post-beginner’s level
One day field trip to learn better about Korean
culture and history

Cultural Excursion

Schedule

Throughout the year
Once each semester
Twice a year

Meeting with IAT

Sharing campus life related issues with IAT

Four times a year

Bilingual Campus
Establishment

Providing notices, signs, documents that affect
international members in both Korean and English

Throughout the year

▒ Suppor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Online Communication

▶ DGIST support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the foreign(alien) students.

▶ Online community: DGIST Global Society(https://www.facebook.com/groups/dgistglobal/)

▶ How to get
•After pay the premium of each month, apply for health insurance support at portal.
•DGIST supports the amount of premium paid to NHIS.

▶ Important notices: DGIST Portal>Board>Foreigners

▶ The required documents
•Apply for health insurance support at portal
•Send receipt(by fax/053-785-5159)
▶ Conditions
•It is available during 8 semesters for doctorate candidates, 4 semester for master's candidates.
•The grade of previous semester should be higher than 3.0/4.3.
▶ Contact : Student Affairs Team 053-785-5152

03 |

Cultural Excursion
▶ Department-in-charge : International Affairs Team (053)785-1165

DGIST Cultural Excursion offers a one-day field trip to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of Korea for
international members twice a year. This has an aim to color international member’s life with a firsthand experience and a better understanding on Korean culture.

▒ Program Schedule : Twice a year (Spring /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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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

▒ 대구 지하철 노선도 Daegu Subway Map

학정

칠곡경대병원

팔거

동천

칠곡운암

구암

태전

매천

매천시장

팔달

공단

만평

팔달시장

3

원대
북구청
달성공원
서문시장

신남
(계명네거리)남산

명덕
건들바위
대봉교
3

수성시장
용지

범물

지산

수성못

황금

어린이회관

수성구민운동장

3호선

※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만 바랍니다.
Please note that i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 동대구역 : KTX, 기차역
▶ 대곡역 : DGIST순환버스(DGIST↔대곡역), 급행8번(테크노폴리스↔대곡역)
▶ 성당못역 : 시외버스(서부정류장↔현풍시외버스터미널)
▶ DongDaegu Station : KTX, Train Station
▶ Daegok Station : DGIST shuttle bus runs between DGIST and Daegok Station Rapid Bus 8 runs
between Technopolis and Daegok Station
▶ Seongdangmot Station : Intercity bus runs between SeoBu Terminal and Hyeonpung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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