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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구

Ÿ 학생군사교육단(육군,공군) 

Ÿ 인권센터

학생군사교육단

홈페이지 http://rotc.sookmyung.ac.kr/(육군) 이메일
rotc@sookmyung.ac.kr(육군)
af_rotc@sookmyung.ac.kr(공군)

위치 백주년기념관 3층, 4층, 5층 대표번호
02-2077-7911(육군)
02-2077-7223(공군)

설립목적
학군사관(ROTC)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코자 함

연혁

- 2010년 9월 여대 최초 국방부 육군 학군단 설립인가
- 2010년 12월 1일 제217(숙명여대)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 2012년 12월 21일 군사훈련 최우수 학군단 선정 및 교육사령관 표창 수상
- 2013년 2월 51기 임관 및 대통령표창 수상(박기은)
- 2015년 12월 22일 군사훈련 종합 우수 학군단 선정
- 2016년 12월 21일 군사훈련 종합 우수 학군단 선정
- 2018년 12월 31일 군사훈련 종합 우수 학군단 선정
- 2020년 12월 1일 학군단 창설 10주년 / 12월 17일 창설 10주년 행사
- 2020년 12월 23일 군사훈련 종합 우수 학군단 선정
- 2021년 7월 공군 학군단 설립인가
- 2022년 3월 공군 학생군사교육단 창설 예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여자대학은 2010년 9월, 국내 최초로 여성 육군 학군단(ROTC)을 유치하였고 2021년 7월, 공군 학군단을 유치하였습
니다. 
후보생 전원 장학금 지급, 글로벌 해외군사문화 탐방, 전원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숙명의 첫 여성 ROTC 후보생들은 대통령 표창 수상 및 동ㆍ하계 입영훈련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미래 
국방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학군단(ROTC)의 구국 애족, 위국헌신의 정신은 숙명의 사회 공헌적 책무 이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권센터

- 기관명 :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ookmyung.ac.kr/humanrights/index.do 이메일 humanrights@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608호 대표번호 02-2077-7507

설립목적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과 사건 신고 처리 및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혁
- 2018년 9월 1일 신설
- 2018년 11월 14일 개소식 개최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인권상담소에서는 교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인권강연회를 개최한다. 또한 인권상담소에서는 교내 구성원이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및 심의·의결하여 사건의 해결
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ttp://rotc.sookmyung.ac.kr/(����)
mailto:rotc@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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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 http://wehelpu.sookmyung.ac.kr 이메일 wehelpu@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5층 509B 대표번호 02-710-9021/9873

설립목적
본교 구성원 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 사건 접수 및 처리, 피해자 보호와 심리지원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의 
예방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혁

- 2001년 1월 성폭력 예방 및 처리특별위원회 산하 성폭력 상담실로 창설
- 2003년 1월 개소
- 2005년 6월 27일 직속기구 성평등상담소로 독립
- 2018년 9월 1일 인권센터 산하기관으로 변경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성평등상담소는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성평등한 학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로는 학내 구성원이 관련된 성폭력·성희롱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원, 성 관련 심리 상담이 있다. 또
한 2013년부터는 학내 성고충 사안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우리학교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평등 문화제, 초청 강연, 성인식 제고 및 연인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뉴스레터 발행, 성관련 도서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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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Ÿ 중앙도서관

Ÿ 숙명문화원

Ÿ 박물관

Ÿ 숙명역사관

Ÿ 정영양자수박물관

Ÿ 문신미술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sookmyung.ac.kr 이메일 library@sookmyung.ac.kr

위치 중앙도서관 대표번호 02-710-9001

설립목적
중앙도서관은 여성지도자 배출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 지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Academic Hub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혁

- 1938년 숙명여자전문학교 부속도서실로 발족
- 1948년 숙명여자대학으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인 대학도서관 체제를 갖추기 시작
- 1984년 현 부지에 지상 6층, 지하 1층의 도서관을 신축, 개가식 운영체제로 본격적인 이용자 서비스 시작
- 1988년 도서관 업무 전산화 추진하며, 디지털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
- 2000년 11월 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여성문학관 개관
- 2002년 음악도서실을 오픈 
- 2004년 4월 ~ 2006년 4월 지상 6층 내부 리모델링과 지하 2개층의 일반열람실을 증축, 멀티미디어와 정보화 시설을 

갖춘 이경순 DICA 플라자 및 일반열람실과 세계여성문학관, 홍은원영상자료관 등 연구학습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
원하는 공간을 구성

- 2007년에 법학전문도서관을 오픈
- 2014년 7월 ~ 2015년 3월 지상 5, 6층과 별관 지하 2층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총 연면적 16,497㎡로 지상 6층, 지

하 1층의 중앙도서관과 증축공간의 지하 1 ‧ 2층 및 법학전문도서관, 음악도서실의 2개 분관 ‧분실로 구성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가. 도서관이용
 (1) 개관 시간

   

구분 위치
학기중 방학중

평일 토요일 평일 토요일

도 서 관 1층-5층 09:00-22:00 09:00-17:00 09:00-19:00 09:00-13:00

법학전문도서관 진리관 102호 09:00-22:00 
휴실

09:00-19:00
휴실

음악도서실 음대 205호 09:00-20:00  09:00-17:00 

   ※ 열람실(6층) 24시간 개방 (연중무휴) /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열람시간 및 이용시간 변경 가능 

 (2) 대출 책수 및 기간

구분 책수 기간

학부생 10책 14일

대학원생 25책 30일

교수 25책 90일

직원 10책 20일

강사 25책 30일

연구원, 조교 7책 14일

학점교류생, 해외교환학생, 단기과정 수강생 5책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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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문화원

박물관

    
   ※ 계절학기 학점교류생은 도서관 출입 및 자료실 이용만 가능
 
   (3) 층별 안내

층별 내용 소장자료 및 이용시설 기타 시설
6F S 열람실 집중열람실, 일반열람실, 노트북열람실

5F
C·C Plaza

테마도서, 상상라운지, 그룹스터디룸, 
송영숙 미디어랩

생각마루

카페 休 카페테리아

4F 자료실
단행본 (청구기호 000-599), 연속간행물, 개인스
터디룸

3F 자료실
단행본 (청구기호 600-999), 참고도서, 개인열람
실

2F
이경순 DICA 플라자

〮비디오테이프, CD, DVD,
그룹스터디룸, 홍은원영상자료관

SMART Plaza 세미나실, 자유열람석, 신문 열람코너 PC 자유이용

1F
대출ž지정도서실 지정도서, 예약도서, 딸림자료 신한로비, OPAC
세계여성문학관 단행본 (청구기호 W 000-999), 고전자료실

별관 B1 A 열람실
집중열람실, 대학원열람실, 노트북열람실, 시험전
용열람실, 개인스터디룸  

café la neige

구분 책수 기간

동문회원 (도서관이용증 발급자) 7책 14일

명예회원 (도서관이용증 발급자) 2책 7일

시간제등록생 2책 7일

홈페이지 http://www.sookmyung.ac.kr/sites/museumintro 이메일 smculture@sookmyung.ac.kr

위치 르네상스플라자 대표번호 02-2077-7211

설립목적
숙명문화원은 박물관・정영양자수박물관・숙명역사관・문신미술관의 기획 및 운영, 문화 관련 교육, 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하고, 각 기관을 통해 대학문화를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혁
- 2005년 숙명문화원 설립
- 2013년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 조직 개편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문화원 문화기획팀을 두어 박물관・정영양자수박물관・숙명역사관・문신미술관 4개 기관의 전시,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sookmyung.ac.kr/museum/index.do 이메일 smmuseum@sookmyung.ac.kr

위치 르네상스프라자 B1층 대표번호 02-710-9134

설립목적
문화 벨트의 중심으로서 수준 높은 전시와 연구, 전문적인 유물 보존 등을 통하여 본교의 역사와 전통, 긍지를 널리 알
리고, 숙명인의 문화 리더 육성에 이바지하며, 서울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와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혁
- 1971년 6월 10일 총 소장품 300여 점으로 약 150평의 진열실을 갖추고 정식 개관
- 1995년 故김경애 동문이 40억 상당 토지 문서 기증
- 2004년 박물관 단독 건물 신축, 총 8,000여 점의 유물 소장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서 여성 생활사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 및 작가들
과의 연합,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청소년 교육 센터에서는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 박물관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박물관에 소속된 문화홍보 리더십그룹인 숙명문화
봉사단이 도슨트 및 각종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알리고 본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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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역사관

정영양자수박물관

문신미술관

홈페이지 http://heritagehall.sookmyung.ac.kr/ 이메일 smstory@sookmyung.ac.kr

위치 백주년기념관 1층 대표번호 02-2077-7498

설립목적
숙명역사관은 ‘황실의 꿈, 겨레의 얼, 숙명의 힘’이 살아 숨 쉬는 상징적 공간으로 숙명의 역사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를 
조망하기 위해 개관하였다. 숙명역사관은 숙명 구성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혁

- 1995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교사(校史) 자료 수집 시작
- 2009년 숙명역사관 건립을 위한 숙명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
- 2010년 숙명역사관 전시실 조성 공사 시작
- 2011년 9월 5일 정식 개관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역사관은 상설전시실을 통해 숙명의 역사와 한국 근대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의 역사,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조명하
고 있다. 교내 구성원과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숙명 100년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한 전시설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를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사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관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
다. 

홈페이지 http://www.chungyoungyang.com/ 이메일 smmuseum@sookmyung.ac.kr

위치 르네상스프라자 1층 대표번호 02-710-9134

설립목적
인간의 정서와 민족의 혼을 표현하는 수단인 자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작품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전시를 목적으
로 설립되었다. 전통자수와 퀼트 등 특설교육을 진행하여 섬유 예술의 연구와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연혁 - 2004년 5월 정영양자수박물관 개관, 유물 약 800여 점 소장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자수 및 직물 예술의 대한 평가와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개관한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중요한 문화유산인 자수를 비롯한 
텍스타일 유물을 소장한 자수전문박물관으로서 특히 동아시아 중심의 자수 및 텍스타일 유물을 수집∙보관∙전시한다. 전
통자수와 퀼트 전문가 특설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한국 전통 자수 인력과 퀼트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sookmyung.ac.kr/moonshin/index.do 이메일 moonshin@sookmyung.ac.kr

위치 르네상스플라자 B2층 대표번호 02-710-9280

설립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은 21세기 여성지도자 양성과 세계적인 문화선도대학을 이루고자 하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이
념을 바탕으로 동·서 유럽에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文信의 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혁
- 1999년 6월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문신미술연구소를 개소
- 2004년 5월 르네상스플라자를 신축하여 지하 2·3층에 걸쳐 문신미술관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을 두고 최성숙 관장
의 무상 기증을 통해 문신미술관을 개관, 작품 약 1,800여 점 소장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문신미술관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예술문화를 이끌고, 조각가 문신의 예술과 이어지는 지점에 있는 젊은 작가와의 전
시를 통해 이 시대에 전해지고 또 새로워진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과 ‘미술교육프로그램’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프로그램 개최와 아트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문신미술관은 문신의 작품을 
통하여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미술관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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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교육기관

Ÿ 글로벌사회교육원

Ÿ 미래교육원

Ÿ 한국음식연구교육원

Ÿ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글로벌사회교육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이메일 global@sookmyung.ac.kr

위치 사회교육관 대표번호 02-710-9138

설립목적
본 글로벌사회교육원은 글로벌 사회에 걸 맞는 품격 높은 교양인과 최고의 전문가 배출을 위해 미래교육원・한국음식연
구교육원・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3개의 기관을 두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연혁 - 2017년  글로벌사회교육원 설립

홈페이지 http://open.sookmyung.ac.kr 이메일 open@sookmyung.ac.kr

위치 사회교육관 3층 대표번호 02-710-9856

설립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전인적이며 문화 선도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품격 높은 교양인과 특정분야 최고 전문가를 
배출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4년 개원하였다.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지적 문화적 수준
을 높이고, 직업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선도해 가며 건전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한국
인을 배출하고 있다.

연혁

- 1984년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부설 특설교육원 개원
- 1987년 평생교육원 개원
- 1991년 교육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과목 면제과정 지정
- 1994년 보육교사 양성과정 개설
- 1994년 산업대학원 공개강좌 미용산업최고경영자과정 및 교육대학원 공개강좌 몬테소리교사교육과정 개설
- 1997년 일본 야마노미용예술단기대학과, 영국 비달사순과 자매교 맺음
- 1998년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시범운영기관 선정, 노동부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시범교육훈련기관 선정, 정

보통신분야 여성정보화지원 사업기관 선정
- 2001년 SMU-IT교육원 개원 / 한국산업인력공단IT연수기관 지정
- 2002년 학점은행제 피부미용학 전공 인가
- 2003년 학점은행제과정 중요무형문화재,e비즈니스,아동학, 교양과목 인가
- 2004년 원격 평생교육시설 인가 획득(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2005년 용산여성평생학습아마데미 과정 개설
- 2006년 학점은행제과정 사회복지 교과목 개설
- 2008년 코레일서비스리더 아카데미 개설
- 2009년 용산자격과정아카데미 개설, 강남평생학습아카데미, 김포평생학습아카데미과정 개설
-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 위탁 ‘소상공인평생학습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 2015 ~ 2017년 서울시 위탁 ‘학부모식생활교사양성과정’ 운영
- 2016년 숙명&kami 미술경영리더십아카데미 운영
- 2016 ~ 2017년 용산구 위탁 ‘용산YES아카데미’ 운영
- 2016 ~ 2017년 서울시 위탁 ‘친환경식생활교육전문과정’ 운영
- 2018년  미래교육원 명칭 변경, 2018 한국의 혁신대상 ‘교육혁신’ 대상 수상(동아일보 주최), 2018 국가서비스대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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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연구교육원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생교육서비스부문’ 대상 수상(산업정책연구원 주최)
- 2019년 용산구 위탁 ‘YES 아카데미’ 운영, 동작구 위탁 ‘식음료 새롭게 발견하기’ 운영, LG U+ 위탁 ‘Creative Fun’ 운영
- 2020년 동작구 위탁 ‘시니어 건강여가지도사’, ‘식음료 새롭게 발견하기2’ 운영

학점은행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8과목 전과목 평가인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사회번영을 이끄는 전인적이며 문화 선도적인 평생학습을 목표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계
적 학위 과정을 비롯하여 실용적 지식과 직무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최고경영자과정 및 전문교육과정, 질 높고 성공적
인 삶을 위한 문화·건강·교양 교육과정을 최상의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smkf.or.kr 이메일 smkf@sookmyung.ac.kr

위치 제2창학캠퍼스 한국음식연구교육원 대표번호  02-710-9767

설립목적

한국음식연구교육원은 한국음식의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전통음식의 전수를 위한 활동을 하며, 한국음식의 과학화ㆍ산업
화ㆍ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전통음식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관으로 학교 위상을 높이고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이
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혁

- 2003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전통음식연구소를 한국음식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한국음식연구원 완공 
-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2017년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을 한국음식연구교육원으로 명칭 개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1) 자격증강좌 및 공개강좌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좌로 체계적 이론과 전문화된 실습 교육을 통
해 한국 음식문화, 전통 요리, 푸드스타일링 등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강좌이다. 
또한 건강, 전통, 예술, 과학을 주제로 하여 전문적으로 개발, 편성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음식의 우수성
을 교육하고 한국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를 양성한다.
2) 연구 및 용역 사업
음식 관련 연구 서적 및 요리 서적 발간 등 한국 음식에 관한 연구 활동과 지자체 대표 향토 음식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등 한국 음식의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용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cordonbleu.co.kr 이메일 cordon@sookmyung.ac.kr

위치 사회교육관 6, 7층 대표번호 02-719-6961~2

설립목적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는 189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한 요리 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와 1906년 설립된 숙명
여자대학교가 함께 설립한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 교육 기관이다.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 요리의 전통과 전문
성을 전수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 제과, 제빵 분야의 전문 기술과 이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미식 문화, 외식 및 호스피탈리티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배출하여, 국내 식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연혁

- 2001년 숙명여자대학교-르 꼬르동 블루 인터내셔널 간 계약 체결(~2011년)
- 2002년 르 꼬르동 블루 숙명 아카데미 개원 (2002년 9월 30일) 
- 2006년 경영전문대학원 내 르 꼬르동 블루 숙명 호스피탈리티 MBA 개설
- 2007년 문화관광학부 내 르 꼬르동 블루 외식경영학과 개설
- 2012년 숙명여자대학교-르 꼬르동 블루 인터내셔널 간 신규계약 체결(~2021년)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교육과정
1) 요리 디플로마 과정 
전 세계 요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프랑스 요리의 이론과 기술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체계적으로 전수받게 된다. 시연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프랑스 요리를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반응 및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
한 프랑스 요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신 요리 경향과 스타일도 함께 배움으로써 본인만의 독창적인 요리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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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과 디플로마 과정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 제과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이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각 과정마다 수준에 맞
는 교육을 제공한다. 제과 용어, 도구의 사용과 같은 기초 제과 지식부터 데코레이션, 슈가 크래프트, 초콜렛 공예 등 제
과에 필요한 섬세한 기술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습득하고, 학생 개개인의 예술적인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3) 제빵 디플로마 과정 
전체적인 빵의 제조과정과 반죽, 발효, 성형 기술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통 빵의 풍미를 살려낼 수 있는 이스트의 사용,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밀가루를 다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고급과정에서는 초급에서 익힌 제빵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
식 옛날 빵과 오랜 시간동안 발효를 통해 다양한 풍미를 지닌 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4) 프랑스 와인 마스터 클래스 과정 
세계 와인의 종주국, 클래식 와인의 기준이 되고 있는 프랑스 와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와인의 기초는 물
론 프랑스 각 지역의 특징, 차이점을 시음과 강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르 꼬르동 블루 셰프가 직접 준비하는 
푸드 페어링 수업을 통해 프랑스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론, 알자스, 루아르, 샴페인 등 프랑스 다양한 
지방의 와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 미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5) 티 마스터 클래스 과정
차의 기초부터 녹차, 황차, 백차, 청차, 홍자, 흑차, 가향 홍차 등 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차의 개론 수업은 물론 다양한 차 테이스팅과 차 우리기, 한국차와 다도, 퍼스널 티 블렌딩 등의 심화 수업을 통하여 심
도있는 수업을 배울 수 있고, 르 꼬르동 블루 만의 디저트 페어링 수업과 차의 기본이 되는 "워터" 까지 배우는 커리큘
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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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산하 부설기관

Ÿ 장애학생지원센터

Ÿ 사회봉사센터

Ÿ 학생생활관(기숙사명재관, 국제관)

Ÿ 보건의료센터(부속의원)

Ÿ 숙명행복상담센터

Ÿ 숙대신보사

Ÿ 교육방송국(SBS)

Ÿ 대학일자리센터

Ÿ 아태여성정보통신원

Ÿ 숙명글로벌어학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홈페이지 http://resource.sookmyung.ac.kr 이메일 lovess@sookmyung.ac.kr

위치 프라임관 B105호 대표번호 02-710-9163

설립목적
우리대학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0조, 31조에 의거하여 2010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처 장애
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학칙 및 규정에 의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 및 교
육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연혁
- 2010년 5월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조직신설
- 2013년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팀으로 조직개편
- 2017년 5월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조직개편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0년 5월에 설치되었으며, 장애학생이 입학하면 등록과 전문상담
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며 졸업 시 까지 학교생활 만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대학 생활지원, 편의시
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를 전담하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학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대학교육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간호사 경력과 보건교사 자격, 간호학 전공자인 전담 교직원을 배치하여 장애유
형별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교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해 교수·학
습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도우미 
운영 및 교육, 장학금 지급,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운영으로 우리대학은 2011년, 2014년도, 2017년,, 2020년 4회 연속
으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켐페인,특강등 학교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elfare.sookmyung.ac.kr 이메일 sk9665@sookmyung.ac.kr

위치 학생회관 305호 대표번호 02-710-9665

설립목적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으로서의 숭고한 창립 정신을 계승·실천하도록 학생들에게 이타적 열정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필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연혁

- 2019년 학생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사회봉사센터 조직개편 
- 2017년 학생처 사회봉사센터 및 사회봉사팀을 학생지원팀으로 통합 
- 2013년 학생처 산하 사회봉사센터 조직개편 
- 1996년 학생처 산하 사회봉사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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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기숙사명재관, 국제관)

보건의료센터(부속의원)

홈페이지 http://dorm.sookmyung.ac.kr 이메일
명재관 dorm@sookmyung.ac.kr
국제관 inthouse@sookmyung.ac.kr

위치 대표번호
명재관 02 2077 7424
국제관 02 6325 3199

설립목적
학생생활관은 내국인 지방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혁

- 1906년 학교설립과 동시에 운영
- 1940년 청화료, 1976년 현대식 건물 숙관 명관
- 1998~1999년에 국제관 1관과 국제관 2관 신축
- 2004년 국제관 인재관 신축
- 2008년 9월 기숙사 명재관 개관
- 2017년 기숙사 명재관과 국제관을 통합하여 학생처 산하 학생생활관으로 명칭변경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학생생활관에는 기숙사 명재관과 국제관이 있다. 명재관은 내국인 학생, 국제관은 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이 거주 대상이다. 
명재관은 2008년 9월에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이다. 총 553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애우실 3실을 포
함하여 총 278실이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람실, 다목적홀, 체력단련실, 세탁실이 있고, 층마다 정수기와 전
자레인지, 냉장고가 비치된 휴게실이 있다. 학생생활관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
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하여 타 전공 학생들과의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적극 지
원하고 있다. 국제관은 현재 국제 1관, 2관, 인재관, 5관, 6B관, 6F관, 7관으로 총 7개의 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개
국의 외국인 교환학생과 학위과정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으로 세계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다. 
학생생활관의 주요업무는 생활관 입사자 선발 및 입ㆍ퇴사 관리, 입사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후생복지 제공, 생활관 시
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이다. 

홈페이지 http://health.sookmyung.ac.kr 이메일 hc9145@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011호 대표번호
보건의료센터 : 02-710-9146, 9147
의료공제회 : 02-710-9145

설립목적 진료 및 건강상담, 질병예방,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연혁

- 1959년 4월 대학교 내 양호실로 발족
- 1963년 부속기관으로 승격, 보건진료소로 확대 개편
- 2013년 보건의료센터로 명칭 변경, 보건의료센터 부속의원을 개설하여 센터 내 건강관리팀과 부속의원으로 개편
- 2017년에는 건강관리팀을 폐지, 보건의료센터와 산하 부속의원으로 개편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1. 목적 : 진료, 건강상담, 질병예방,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2. 조직 및 구성 : 보건의료센터(센터장, 교의, 간호사, 약사, 행정직원) / 부속의원(교의, 간호사)
3. 주요업무 : 진료 및 건강상담 / 질병예방관리(11가지 질환 · 9가지 백신 예방접종, 결핵관리 등) / 건강검진( 2월 신･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우리대학은 사회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봉사적 성품을 갖춘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체계적이
고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사회봉사교과목 운영을 통해 봉사활동을 통해 이타적 열정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 지역사회 협력·연계활동 등 교외봉사활동과 리더십그룹(전문봉사단 포함) 활동 등 교내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장려하며, 매 학기 사회봉사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학 중 봉사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 숙명SIWA해외봉사단, 숙명SFV해외봉사단, 숙명통역봉사단 등 총 7개의 전문봉사단이 있음
∙ 용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연계를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봉사(멘토링), 체육활

동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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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행복상담센터

숙대신보사

편입생 신체검사, 9월 재학생 건강검진) / 보건교육 (건강캠페인･특강) / 정양실 운영/ 구급약품지원 / 구충사업(매학
기 : 5월, 9월경) 

<의료공제회>
1. 목적 : 의료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외부의료기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급여절차 : 의료기관 진료 → 신청서류 접수 → 심사 → 지급
3. 신청서류 : 진단서 또는 병명 기재 서류 / 진료비계산서, 처방전이 첨부된 약제비 계산서 /의료공제급여 신청서  
4. 급여기준 :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만원까지 100%, 추가 진료비에 대해 60% 지급
              (통원 최대 15만원, 입원 최대 20만원)
5. 유의사항 : 당해 학기 진료비에 한하며 최종 진료일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 동일 질환의 경우 한 학기 1회만 

             신청 가능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당일까지만 접수) 

홈페이지 https://counsel.sookmyung.ac.kr 이메일 counsel@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111호 대표번호 02-710-9175

연혁

- 1962년 9월 학생생활상의실로 창설
- 1966년 4월 학생생활지도연구소로 개편 
- 1996년 8월 학생생활상담소로 개편
- 2019년 4월 숙명행복상담센터로 개편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행복상담센터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및 자아정체감 확립과 관련하여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제공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문제해결력과 적응력을 갖게 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을 하며 심
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본교 학생은 누구나 상담센터에서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업무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해석상담,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수련생 교육,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상담자와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 및 진로문제, 정서문제, 가족 및 대
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개인상담  둘째,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표현, 직업 및 진로 탐색, 대인관계 기술 등을 다루며 자기
자신 및 타인을 이해하는 집단상담 셋째, 자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심리검사 넷째, 재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관련 특강 및 교내 사업 및 홍보 행사 다섯째,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턴 및 레지던
트 수련생 교육과  신입생 실태조사 및 상담관련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news.sookmyung.ac.kr 이메일 smnews@sookmyung.ac.kr

위치 학생회관 307호 대표번호 02-710-9150

설립목적
시대와 대학의 변화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획기사를 작성하여 학내외 활동을 종합하고 비판함으로써 숙명여대가 
나아갈 방향 제시에 도움. 숙명타임즈는 재학생의 영어학습에 큰 도움을 주며 본교의 해외홍보 활동자료로서 역할하고 
있다.

연혁

- 1955년 10월 25일 숙대신보 창간
- 1964년 141호부터 주보로 발간
- 1972년 대학문학상 공모
- 1973년 11월 숙대타임즈 창간
- 1995년 여고문학상 부활
- 1998년 인터넷 숙대신보(http://smnews.sookmyung.ac.kr) 운영 
- 1999년 인터넷 숙명타임즈(http://smtimes.sookmyung.ac.kr) 운영
- 2015년 숙명타임즈 뉴스레터 발행.
- 2017년 11월 6일 창간 62주년 숙대신보 발간 (1339호 발행)
- 2017년 11월 4일 창간 45주년 숙명타임즈 (339호 웹진 발행)

기관소개 및 숙대신보 및 숙명타임즈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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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국(SBS)

대학일자리센터

사업내용

 가. 숙대신보 : 총 8면(칼라6면) 발행, 특집호(창학, 창간 특집호) 전면 칼라 발행, 학기 중 매주 월요일 발행(시험기간 전
후 일부 및 방학 휴간). 연간 총 18회 발행.(2018년도부터 연간 총 16회로 발행 횟수 변경)
 나. 숙명타임즈 : 총 32면(전면컬러) 발행. 학기 중 월 1회 발행(방학 휴간), 뉴스레터 포함하여 연간 총 6회 발행.
 다. 전국 여고생 대상으로 숙명여고문학상 개최 
 - 숙명 여고문학상 백일장 (매년 5월경 백일장 개최 및 6월 초 시상식)
 - 창간기념식 (매년 10월 말경. 2017년 숙대신보 62주년 및 숙명타임즈 45주년)(2018년 숙대신보 63주년 및 숙명타임
즈 46주년)

홈페이지 snoway.sookmyung.ac.kr 이메일 smacademy@sookmyung.ac.kr

위치 학생회관 2층 204호 대표번호 02-2077-7136

연혁 - 2015년 10월 1일 대학일자리센터 신설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대학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우리대학은 2015년 여대 중 유일하게 시범대학으로 선정되어,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를 위한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온라인청년센터 등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일대일 진로‧취업상담, 대기업/중
견기업/공기업/유통업/승무원 대비반, 취업박람회, 취업캠프‧직무역량스쿨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공별 여대생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찾아가는 진로‧취업 설명회는 학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인사해 취업페스티벌과 함께 대학일자리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회관 2층 2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전담 컨설턴트가 상주하여 학생들에게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bs.sookmyung.ac.kr/ 이메일
sbs_1967@sookmyung.ac.kr
sbs153199@gmail.com

위치 음악대학 창학 B133 (SBS요원실 음대창학B125) 대표번호 02-710-9160

설립목적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프로그램 제작, 기획뿐만 아니라 취재, 촬영과 편집, 송출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VJ(Video Journailst) 시스템으로 융합적인 방송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
내에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겸비해 숙명여대 중앙 언론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혁

- 1967년 4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개국
- 1967년 4월 제 1회 방송제 개최
- 2001년 11월 2일 서암스튜디오 오픈 및 제 2개국 선언
- 2006년 10월 IPTV 오픈 기념식
- 2017년 4월 21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개국 50주년 기념식 
- 2019년 10월 1일 제 44회 방송제 ‘동상이몽’ 개최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IPTV를 통한 정규방송 송출과 오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및 교내 행사 중계
 가. 정규방송: 학기별 영상방송 제작 (교양방송, 스팟방송, SBS리포트)
 - 교양방송 (학기 중 2주에 1회분 송출, 총 8회차 제작), 스팟방송 (학기 중 1주에 1회분 송출, 총 16회차 제작), SBS리

포트 (학기 중에 3주에 1회분 송출, 총 4회차 제작), 학사일정에 따라 총 회차는 조정될 수 있음
 - 오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진행 (학기 중 매주 월, 수 08:20-08:50, 16:30-16:50에 오디오 생방송 진행)
 나. 교육방송국 SBS 주관행사 
 - 방송제 (매년 10월경 방송제 개최, 2019년 기준 제 44회 방송제 개최)
 - SBS 송년회 (매년 연말 개최)
 다. 중계
 - 학위수여식, 입학식 중계

mailto:sbs_1967@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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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여성정보통신원

숙명글로벌어학원

홈페이지 http://www.women.or.kr 이메일 apwinc@sookmyung.ac.kr

위치 백주년기념관 502호 대표번호 02-2077-7164

설립목적
한국과 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정보 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젠더 및 정보통신기
술(ICT) 전문 연구기관

연혁

- 1996년 11월 아태여성정보통신센터 수립
- 1998년 UNESCO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석좌 수행기관 지정
- 2005년 8월 아태여성정보통신원으로 승격
- 2011년 11월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사회진흥부문] - 방송통신위원장상 수상
- 2015년 UNESCO-UNITWIN “ICT 및 리더십을 통한 여성역량강화” 네트워크 주관대학 지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아태여성정보통신원(Asia Pacific Women’s Information Network Center)은 숙명여자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한국과 북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들의 정보 문화 발전과 디지털 경제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젠더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UNESCO로부터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1998년~현재) 석좌(Chiar) 및 UNESCO-UNITWIN  “ICT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여성역량강화” 분야(2015
년~현재) 네트워크 주관대학의 수행기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외교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KOICA 등) 및 국제 기구(ASEAN, APEC, 
UNDP, UNOSSC, UNESCO, ITU 등)와의 협력 하에 젠더와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 교육훈련 등의 다
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는 재학생 정보인증 대체 강의를 운영하고, 매 학기 미래인재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
니다. 

홈페이지 http://lingua.sookmyung.ac.kr 이메일 lingua@sookmyung.ac.kr
위치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캠퍼스 사회교육관 대표번호 02-710-9165

설립목적
‘언어로 세계를 열자!’ 1967년에 설립된 숙명글로벌어학원은 국내 최고의 박사급 전문 강사진이 지도하는 한국어강좌, 
외국어강좌 및 다양한 맞춤식 언어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언어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
로벌 인재 양성기관입니다. 

연혁

- 1967년 3월 숙명여자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어학실습실’ 설립, 영어
제 2외국어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1988년 5월 ‘국제어학교육센터’로 확대 개편
- 1997년 9월 국제어학교육센터 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신설’ 운영 
- 2000년 8월 ‘국제언어교육원’으로 확대개편 및 제 2창학 캠퍼스 사회교육관으로 이전 
- 2011년 2월 베트남 하롱영재고등학교 한국문화교육 실시
세네갈 ISM 경영전문대 가스통 베르제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실시
- 2011년 4월 호주 교육자 대상 한국문화 특강 실시
- 2011년 12월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 해외 장기파견 공무원 외국어연수 프로그램 개설 및 연례적 실시 
- 2012년 1~2월 신입생예비대학 제2외국어 학점과정 개설 및 연례적 실시 
- 2012년 3월 ‘한국어교육전문가과정’ 개설
- 2014년 7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인증기관 지정 및 시행
- 2015년 7월 국제언어교육원 산하에 ‘숙명한국어교육센터’ 신설  
- 2016년 3월 일본 슨다이관광외국어비지니스대학 한국어단기연수과정 개설 및 연례적 실시
일본 쇼와여자대학교 한국어 단기연수과정 개설 및 연례적 실시
일본 코난여자대학교 한국어 단기연수과정 개설 및 연례적 실시 
- 2017년 3월 글로벌사회교육원 산하 ‘국제언어문화교육원’으로 조직 개편 
- 2017년 3월 러시아 루덴대학교 대상 비즈니스 연수과정 개설 
- 2017년 7월 미국무부 청소년 초청 한국어 단기연수과정 개설 
- 2017년 7월 외국인 대상 하계 1차 언어문화캠프 개설 및 연례적 실시
- 2017년 8월 외국인 대상 하계 2차 언어문화캠프 개설 및 연례적 실시
- 2018년 1월 외국인 대상 동계 언어문화캠프 개설 
- 2018년 9월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을 국제처 산하 부설기관으로 조직 개편   
- 2019년 7월 22일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산하 ‘숙명한국어교육센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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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일 국제처 산하 ‘숙명글로벌어학원’으로 기관명 개칭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은 1967년 재학생들의 언어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도했던 어학실습실
(Language Laboratory)로 출발하여 1998년 5월 국제어학교육센터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anguage Education), 
2000년 8월에는 국제언어교육원(LinguaExpre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Language Education) 으로 확대 개편되
었다. 2014년 7월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시행 인증기관으로 지정받
았다. 2015년 7월에는 국제언어교육원 산하에 숙명한국어교육센터(Sookmy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를 
설립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및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주축으로 다양한 한국어교육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글로벌사회교육원 발족과 더불어 산하에 ‘국제언어문화교육원(Global Language & Culture 
Institute’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부대사업을 운영하였다. 2018년 9월에는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을 국제처 산하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2019년 7월에는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산하 숙명한국어센터
를 폐지하였다. 동년 10월 1일에는 국제처 산하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을 ‘숙명글로벌어학원(Sookmyung Global 
Language Institute)’으로 개칭하였다.
특히, 2010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위탁프로그램인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파견자를 위한 외국어 집중연수 
프로그램은 공무원 글로벌 인재 양성에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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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기관

Ÿ 아시아여성연구원

Ÿ 약학연구소

Ÿ 자연과학연구소

Ÿ 디자인연구소

Ÿ 의약정보연구소

Ÿ 아동연구소

Ÿ 지구환경연구소

Ÿ 한국어문화연구소

Ÿ 여성건강연구소

Ÿ 법학연구소

Ÿ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Ÿ ICT융합연구소

Ÿ 교양교육연구소

Ÿ 인문학연구소

Ÿ 첨단소재시스템연구소

Ÿ 창의융합디자인연구소

Ÿ 음악교육연구소

Ÿ 교육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원

홈페이지 http://asianfem.sookmyung.ac.kr 이메일 asianfem3@sookmyung.ac.kr

위치 인재관 105호, 412호 대표번호 02-710-9177, 02-6325-3145

설립목적

 아시아여성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기반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성평등과 사회통
합 실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 다문화와 관련된 기초연구 및 융합 연구를 주도한다. 
 둘째, 젠더와 다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셋째, 교육과 연구사업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넷째, 세계 최고 여성 대학인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연혁
- 1960년 9월 1일 국내 최초 여성 관련 연구소인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설립
- 1962년 12월 국문저널 <아세아여성연구> 창간
- 2017년 6월 아시아여성연구소와 다문화통합연구소가 통합되어 아시아여성연구원으로 승격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아시아여성연구원은 국내외의 새로운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여성과 젠더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과학, 기술, 환경 
등과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트렌스내셔널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관련 이론 및 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있다. 또한 여성, 젠더, 다문화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 방안을 모
색하며, 제반 사회적 분야에서 소외된 집단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선과 사회통합에 공헌한다는 비전
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여성연구원은 정기 여성강좌 및 학술대회, 세미나, 서적 발간, 교육사업, 연구수행, 국내외 학술
연구 기관과의 교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발간으로 ‘숙명’의 국제적 이미
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국문학술지 발간 <아시아여성연구>(KCI 등재) <다문화사회연구>(KCI 등재) 
- 영문학술지 발간 <Asian Women>(SSCI, SCOPUS, KCI 등재)
                  <OMNES: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KCI 등재) 
- 대표적인 사업: 서울시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 하나금융나눔재단 및 여성가족부 후원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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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https://smudesigninstitute.wixsite.com/smu-designlab 이메일 smiod@sookmyung.ac.kr 

위치 미술대학 704호 대표번호 02-710-9729

설립목적
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인교육 발전과 산학협동을 위한 목적으로 1982년 설립되어 산하 시각.영상디자인센터, 건축.환경디
자인센터, 산업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며 디자인 각 영역과 기술, 문화 등의 타 영역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소속 교수
진과 연구원들이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디자인연구를 통한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혁
1982년 산업디자인연구소로 설립, 
2007년 디자인연구소로 개칭하여 디자인 전 분야(시각.영상, 건축.환경, 산업디자인, 문화콘텐츠, 융복합 분야 등)에서 
활발한 산학연구 및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rins.sookmyung.ac.kr/ 이메일 natscism@sookmyung.ac.kr

위치 과학관 652호 대표번호 02-710-9727

설립목적
자연과학분야의 기초 및 응용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학문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특성화 분야 연구의 구심적 역
할 수행을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85년 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혁

- 1985년 이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연구소는 설립
- 1989년 연구결과백서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 제25호 연구결과 백서를 발간
- 2016년 9월 함시현 교수가 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연임
- 2017학년 공과대학 및 부설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화학과, 수학과, 통계학과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응용과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발전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 예측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기초과학연구지원의 증대는 본 연구소의 연구수행 및 연구지원 활동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현재 화학 연구
부, 수학 연구부, 통계학 연구부에서 전임 교원 및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를 주축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자연
과학분야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내용의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연구 인력을 양성
하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는 학문 간 유기
적인 공동연구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특별강연 등을 진행하며, 학술 활동 관련 최신 정보와 안내, 
그리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연구 자료의 확보 및 연구논문집 발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선진 기초과학 기반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초과학 분야의 융합연구성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지원 사업 10년간 진행,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 선정,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센터로 이민자의 사회적
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http://rips.sookmyung.ac.kr 이메일

위치 대표번호 02-710-9728

연혁
- 1965년 1월 11일 설립
- 초대 소장 허금 교수 이래 50여년간 노일협, 정동규, 용재익, 박수선, 김태희, 이숙연, 황규자, 김희두, 표명윤, 오승열, 
강영숙, 김진석, 양미희, 송윤선 교수가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전라옥 교수가 약학연구소장으로 역임 중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약학연구소는 생명약학, 제약학, 임상보건사회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약학대학의 전 교수진을 중심으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기반한 환자중심적 약학을 추구하고 있다. 인류의 삶의 질을 우선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분자생물
학적 질병기전연구 등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천연물과 합성을 통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신약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
을 추구하는 임상연구, 나아가 의약품정책 등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산업체, 국가기관 
등과 산학연 연구인프라 구축 및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인턴십 운영으로 연
구성과의 확산 및 교육과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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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보연구소

아동연구소

홈페이지 https://smchildlab.jams.or.kr/co/main/jmMain.kci 이메일 childlab@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1010호 대표번호  02-2077-7457 

설립목적 대학원 과정, 연구진의 연구를 조력하기 위해 '사회교육과학 연구소' 라는 명칭으로 1974년 설립

연혁
- 1974년 ‘사회교육과학 연구소’명칭으로 설립
- 1996년 사회교육과학연구소 부설 아동연구센터로 통합·개칭
- 1999년 사회교육과학연구소에서 독립하여 아동연구소로 개칭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본 연구소는 아동연구와 교육을 통한 아동복지 향상에 목적을 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영역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 연
구센터,  아동심리치료 연구센터,  아동보육교육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연구소에서는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술적 기반 확립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연구소는 학
술지 「아동연구」를 매년 1회 발행하여 학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의 연구활동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연구소
홈페이지 http://rins.sookmyung.ac.kr/ 이메일 rige@sookmyung.ac.kr

위치 대표번호 02-710-9977

연혁

- 1992년 환경과학연구소를 신설
- 1999년 성층권 오존층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전용시설인 오존관측소를 건립
- 2001년 지구환경연구소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
- 2012년 국제대기감시네트워크 NDACC(Network for the Detection of Atmospheric Composition Change)의 공인관측
소로 등재, 기후변화와 관련한 관측 결과 보고 중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지구환경연구소는 대기환경감시 기술의 개발 및 관측을 통한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주력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관 옥상에 오존관측소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성층권 오존 관측을 위한 마이크로파 오존수신기 
SORAS(Stratospheric Ozone RAdiometer in Seoul)를 개발하여 성층권 오존변화를 관측하고 있으며, 중층대기 화학 변
화의 중간체 역할을 하는 수증기의 관측을 위해 22 GHz water vapor radiometer인 SWARA(Seoul WAter vapor 
RAdiometer)를 스위스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기 기체분자 수신 기술과 함께 대기 환경 모델 
및 중층대기화학 메카니즘의 규명을 위한 FTMW 분광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대기 분자의 반응성을 연구할 수 있
는 실험실을 구비해 가고 있다.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 및 관측 연구를 통해 국가 환경 정책과 국제적인 기후변화 연구
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아시아의 중추적 환경 감시 사이트로 국제적 입지를 높여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
서고 있다. 

홈페이지 http://sdic.sookmyung.ac.kr 이메일

위치 대표번호 02-710-9260

연혁
- 1995년 2월 27일 설립하여 의약 정보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보건복지부의 의약정보관리 기술개발연구사업 및 한국과학
재단의 전문연구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본 연구소는 사이버교육관련 첨단 IT기술을 개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e-learning을 선도한 바 있다. 이
와 관련한 축적된 IT기술 및 의약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의 유
수 제약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약기업대상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의약정보제공시스템(DICOMS)을 국내 최초
로 개발하였으며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의약품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
단지정 전문연구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정보(Drug R&D Information)를 
제공하고있다. 또한, 보건의료계가 필요로하는 의약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한 5주간의 의약정보실무실습과정(Drug 
Information Externship)과 Sam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of the Pacific등 해외 약학대
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의약정보 국제수련 과정(International Clerkship in Drug Information)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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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korea.sookmyung.ac.kr 이메일 korean9710@sookmyung.ac.kr

위치 진리관 202호 대표번호 02-2077-7152

설립목적 한국어문화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문화의 발전과 실용화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연혁
- 2005년 5월 1일 숙명여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하여 한국어문화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문화의 발전
과 실용화 및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 운영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연구소 설립 이래 한국어문화의 발전과 실용화 및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특히 본 연구소는 2006년 국내 최초로 『한국여성문인사전』을 발간하였다. 문인사전은 몇 종 출판되었으나 여성
문인만을 수록한 사전은 『한국여성문인사전』이 국내 최초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포함하여 2,462 명에 이르는 여성
문인의 생애와 작품, 경력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5년마다 개정판을 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어문화 연구를 대
중화하고자 『한국어문화연구총서』를 간행하고 있으며, 연구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2월부터 
매년 2회 한국어문화연구에 대한 연구논문을 모아 논문집 『한국어와 문화』를 간행하고 있다.

여성건강연구소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lawi.sm.ac.kr 이메일 lawi@sookmyung.ac.kr

위치 진리관 511호 대표번호 02-2077-7359

연혁 - 2006년 지식법제연구소로 출범한 법학연구소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화 · 디지털화 · 지식산업화 시대의 법적 현안 

홈페이지 http://riwh.sookmyung.ac.kr 이메일 riwh@sookmyung.ac.kr

위치 과학관 251호 대표번호 02-2077-7399 

설립목적

여성건강연구소는 2004년 산학협력활동의 결과 국내최고인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연구협정 체결로 설립되었으며, 삼성서
울병원이 임상 및 임상관련 연구를 맡고, 숙명여자대학교는 생명과학전공 전임교수 및 생명과학과 연관된 다른 전공 교
수들의 주도하에 기초연구를 수행 목적으로 2005년에 4월에 개소된 여성건강연구와 여성과학자 양성을 추구하는 연구소 
이다.

연혁

- 2005년 여성건강연구소 개소
- 2005년 SRC여성질환연구센터 설치
- 2008년 임상지원팀설치 
- 2009년 SIS면역학연구센터설치 
- 2012년 바이오시스템의약센터 설치 
- 2014년 건강생활과학연구센터 설치 
- 2015년 분자의학연구센터 설치 
- 2016년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설치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여성건강연구소 4대 중점사업인 연구, 교육, 봉사, 협력을 추구하는 창립 이래 11년간의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연구소로 
여성 질환을 중심으로 생명과학분야의 기초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 대형과제 유치에 따른 연구 사업을 통해 생명과학을 비롯한 여성건강 관련 연구 
암과 헬스케어 중심으로 여성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여성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구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봉사 및 다양한 건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산하연구센터]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바이오시스템의약센터, 분자의학연구센터, 건강생활과학연구센터, 임상지
원팀
[봉사활동] 숙명의료봉사단, 숙명핑크케어봉사
[교육활동 및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여성건강켐페인. 유방암 예방 교육 
[학술 심포지움] 국내학술대회, 미니심포지움, 초청강연회,최신연구동향 세미나
[논문집,홍보물] 논문집,뉴스레터,연구소 홍보브로셔 발간
[특성화 사업] 2018년 “ 헬스케어 ” 분야 집중 연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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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ICT융합연구소

및 관련된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향상 ·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결과를 널리 보
급 · 활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법학연구소는 (1) 자유 · 평등 · 정의가 구현되는 법치주의 사회를 확립하는 법학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 기반을 제공하며, 
(2) 법을 통한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여성 법률가를 양성하고(아동 ·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및 
복지), (3) ‘글로벌화 · 디지털화 · 지식산업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법학연구소에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로 국내외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초청강연회, 세미나 및 
타학문분과와의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2008년도 창간호를 시작으로 법학연구소 학술지인 “청파법학”을 발간하
고 있다. 청파법학은 현재 제17호까지 발간되었으며, 본교 법학교수 및 대학원생은 물론, 국내외 저명 법과대학 교수 및 
실무가, 법조유관직역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 참여를 통해 개방적, 진보적 연구 활동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mict.sookmyung.ac.kr 이메일 smict@sookmyung.ac.kr

위치 명신관 526호 대표번호 02-2077-7278

연혁
- 2015년 3월 ICT 융합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ICT Convergence) 설립
- 2019년 3월 디지털 평등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of Digital Equity 4 All) 신설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추세는 IT기술이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 청소 로
봇, 무인자동차 등 전자기기 뿐 아니라 예술 분야 및 핀테크 등의 경제 분야까지 다양하게 ICT 융합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다원화되고 있는 ICT 융합분야의 추진동력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15년 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
연구소가 출범하게 되었다. ICT는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현재 스마트 시대에 사회의 근
간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한다. ICT융합연구소는 ICT 융합기술의 탐색 및 개발과 더불어 ICT 기반의 학제 
간 융합연구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즉, ICT융합분야의 기술
발전을 추구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기술의 활용을 위한 연구를 탐구하
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연구소의 기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융합연구사업과 학술교류활동, ICT 융합 
성격의 교과목 개발 및 연계전공 통합운영, 그밖에 출판사업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학계의 융합화 노력에 앞장설 계
획이다.

홈페이지 www.sigg.or.kr 이메일 sigg@sookmyung.ac.kr

위치 인재관 308호, 407~410호 대표번호 02-6325-3115

설립목적
급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에 발맞추어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교육 및 연구의 향상과 발전, 국가정책수립, 글로벌 분야 인재양성에 기여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널리 보급하고 활용하
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 의식과 관련 지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혁

- 2005년 7월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
- 2012년 2월 안보학연구소 설립
- 2016년 3월 안보학연구소를 국제평화협력센터로 개편
- 2016년 3월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와 ‘국제평화협력센터’를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로 통합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인간 안보 및 거버넌스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갖춘 본교 유일의 국제사
회과학연구소이다. 
특히 2015년부터 교육부 국제협력 분야 정책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추진과 한국교육의 국제사
회 진출 지원’ 과제를 핵심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여 건의 정책 연구 과제를 진행했고, 올해는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확대 방안,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교육 국제화 정책 현안 대응방안, 교육 국제협력 현황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2016년부터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전후 재건 기간 중 UN 및 산
하 기구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DB화하여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외에 국제과학기술협력 방안,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세계시민교육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
와 현안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단기, 중장기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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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연구소

인문학연구소

첨단소재시스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ookmyung.ac.kr/iams/index.do 이메일 iams2017@sookmyung.ac.kr

위치 구국관 404호 대표번호 02-6325-3191

설립목적
첨단 소재, 소자 및 시스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연혁 - 2017년 8월 첨단소재시스템연구소 설립

홈페이지 http://www.researchedu.co.kr/ 이메일 research_edu@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720호 대표번호 02-2077-7846

설립목적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양교육 전반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7
년 1월 26일 기초교양대학 산하에 설립되었다.

연혁 - 2017년 1월 26일 교양교육연구소 설립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교양교육연구소는 교양교육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더불어 숙명여대 교양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 및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양교육과 융합교
육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국내외 학술교류 수행, 교양교육 정책 및 제도 연구 및 제안, 교양교육 관계자 재교육, 교양교
육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수주 및 관리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전공 간의 융합과 통섭을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융합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http://www.srih.kr 이메일 srihuman@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817호, 815호, 810호 대표번호 02-2077-7910

설립목적
분절된 학제와 학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고 학술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문학연구소는 인문의 관
점에서 학문적 통섭을 추구하고, 주체적이며 전인적인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연혁

- 2017년 01월 26일 숙명인문학연구소 개소, 초대 소장 박인찬 교수 취임
- 2017년 06월 09일 숙명인문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 "인문학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 2017년 07월      용산지역인문학센터 신설
- 2017년 07월      용산지역인문학연구팀: 2017 인문도시사업 선정
- 2017년 11월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팀: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선정
- 2018년 02월 28일 『횡단인문학』 창간호 발간
- 2019년 04월      용산문화원 <우리마을 힐링스케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
- 2019년 06월      숙명인문학연구소-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약자를 위한 공감 프로젝트> 사업 진행
- 2019년 06월      『터로 보는 용산의 생활사』 출판
- 2019년 08월      지역협력연구센터(RCC) 신설
- 2019년 12월      학술논문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제휴 협력 계약
- 2020년 05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제1유형 창의•도전 분야 선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인문학연구소는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 있는 인문학 분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와도 적극 
소통하는 복합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인문학 연구의 허브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문학연구소에서는 인문학 세미나, 콜로키움, 특강, 학술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문학 연구의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융합적인 성격의 인문학 교과목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또한 인문학 관련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정기 학술지 및 기회 저술을 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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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음악교육연구소

홈페이지 http://convergence.sookmyung.ac.kr/ 이메일 info.convergence@sookmyung.ac.kr
위치 순헌관 1014호 대표번호 02-710-9353

설립목적

다양한 학문 및 기술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융합 
연구를 대학 내 활성화 시키고,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분야의 창의적 융합 연구의 결과를 대학의 
교육에 반영하며, 새로운 융합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지속 가능한 학내 연
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디자인을 기반으로, 학과 간의 협력 차원을 넘어 융합 연구가 가능한 전문분야의 연구진들
이 함께 모여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학계 간은 물론 산학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융합 연구소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으로 도약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혁

- 2020년 3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설립 (초대소장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지선)
- 2020년 4월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 2020년 5월 웨어러블테크 융복합 연구 세미나 개최 (발표자 : 소비자 경제학과 김민정 교수, 의류학과 김혜림 교수 & 

임호선 교수, 아동복지학부 윤은주 교수,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지선 교수)
- 2020년 3~6월 융합 교양 수업 운영, 숙명여자대학교 핵심교양 인문예술창작 (수업개발 및 운영: 영문학부 박소진 교

수,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지선 교수, 무용과 차수정 교수, 작곡과 홍승기 교수) 
- 2020년 6월 융합 교양 수업 공연 발표, 인문예술창작 2020 공연 개최
- 2020년 12월 연구소 홈페이지 론칭 및 브로슈어 발간
- 2012년 12월 연구소 뉴스레터 발간
- 2020년 12월~2021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어워드(Creative Convergence Awards) 개최 예정
- 2021년 3월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ve Convergence) 개최 예정 
- 2021년 6월 연구소 학술지(창의융합연구, The Journal of Creativity and Convergence) 발간 예정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비판적·창의적 지성과 공감 능력으로 인류의 상생과 지속가능
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융합 분야의 연구가 절실합니다. 다양한 학문 및 기술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디자인 융합연구를 기초로 한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융합 등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창의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고자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창의융합 디자인을 기반으로 창의교육, 문화예술, 젠더융합, 테크놀로지 등의 전문 분야 연구진이 진행하는 다양한 학문
과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대학 내 교육에 반영하여 활성화시키며, 세
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창의 융합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http://smsmc.sookmyung.ac.kr 이메일 musicnedu@sookmyung.ac.kr

위치 음악대학 303호 대표번호 02-710-9802

설립목적
음악교육연구소는 음악 교과 내용학과 교육학의 원활한 학문적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교육교재 개발 및 교수법 연구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되는 창의융합연구 등을 통해 국내 음악교육기관의 중심이 되게 
하며 더 나아가 국제적 연구센터 등과 교류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혁
- 2020년 5월 27일 『2020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 협약 체결 (지원기관 : 서울시) 
-  2020년 10월 6일 음악교육연구소 설립

기관소개 및 
사업내용

음악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및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에 따라 학술적, 실제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음악교육연구소에서는 연구 소장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여러 다양한 음악전공의 교수들과 음악교육학 전공의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수법 연구, 음악학 연구, 교육교재 및 교육매체 개발 등을 통해 음악교육 사업
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융합 예술의 연구와 음악 융합 산업의 발굴 등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속 예술교육 
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http://smsmc.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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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소

홈페이지 개설중 이메일 sm_edu@sookmyung.ac.kr

위치 - 대표번호 -

설립목적

교육연구소는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실천적 활동과 함께 이를 연구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통해 실천
적 교육자를 양성하고, 콜로키움, 컨퍼런스, 학회 등 학술적 공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연혁 - 2020년 11월 30일 교육연구소 설립

기관 소개 및 
사업 내용

2020년 현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사회과학연구(SSK) 사업(3년, 최장 10년)으로 ‘AI 기반 미래역량 평가와 학습 체제 
혁신 연구’를 수행중이다. SSK 콜로키엄 참여, KAIST,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교육혁신원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래 역량의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
부, 교육청, 연구재단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연구 및 공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