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 아너스 프로그램
숙명 아너스 프로그램은 미래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 코스로 잠재력

과 열정을 가진 신입생들에게 숙명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외국어, IT, 리더

십, 스피치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신입생들이 미래에 대한 구체

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인적 품성과 창의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

록 돕고 있습니다.

미리쓰는 자서전 프로젝트
미리쓰는 자서전 프로젝트는 학생 모두가 교양필수과목‘역량개발’수업

을 들으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경험의 의미를 되새기는 숙

명만의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학생에

게 인생의 균형감을 기르고, 진취적인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문위원 멘토 프로그램
2003년 국내 대학 최초로 시작된 자문위원 멘토 프로

그램은 기업CEO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멘토

가 되어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재학생들을 돕

는 숙명의 차별화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

다. 기업, 언론, 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생생한 경험담과 가르침을 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기업에서 

배정된 실무담당자가 멘토링 과

정을 도와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갖춘 실무형인

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MOOC 캠퍼스 (대규모 온라인 공개 수업)

숙명은 2014년 1월 대학 최초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혼

합수업인‘MOOC 캠퍼스’를 출범시켰으며, MOOC를 연구하는 한국형 디지털휴머니티즈센터를 건

립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MOOC는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 최고 대학의 수

업을 듣고 수료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으로, 수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식

의 공유와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업 과정을 통해 숙명의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

로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교와 공식적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하여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

안 수학하면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 세계 304개교와 다양한 학술 및 학

생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
숙명은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세계 우수 대학들과 복수

학위제도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대학과 상대교에서 각 2년간 수학하고 양교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학과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과별로 특성화된 국제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

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대학(기관) 탐방 및 심화학습을 수행하는 학과 중심의 학술교류형(유형 I )

과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형(유형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1906년 대한제국 말 순수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입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이라는 창학 이념 하에 쉼 없이 달려온 숙명은 오늘날 10만 동문과 1만 3천여 명의 재학생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여자대학으로 성장하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s Korea’s �rst national private women’s school. It was founded in 1906 during 
the latter stages of the Korean empire. We have worked tirelessly to meet our motto ‘save the nation through 
women’s education’ and today, we boast over 100,000 alumni and 13,000 students and have grown to become 
Korea’s leading women’s university while honoring its 100 year old history and tradition. 

대한제국 황실에서 세운 최초 민족여성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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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yung’s History
1906 명신여학교 설립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사학

1997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 교수, 사회봉사, 시설설비, 연구, 재정경영 
6개 분야 최우수

1955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
종합대학교로 승격, 대학원 설치

2001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설립

2002 세계 최초 모바일 캠퍼스 구현

2003 국내 최초 멘토 프로그램 운영

2006  ‘백년의 숙명, 천년의 빛’
숙명 창학 100주년

2007 국내 최초 호스피탈리티 MBA과정 개설

2009 국내 최초 학사후과정 도입
평생지도교수제 시행

2010 국내 최초 여성 ROTC 창설

2012 장애학생 교육복지 최우수대학 선정

2013 SM Global ‘I’ Promise 선포를 통한 
 ‘존중과 사랑의 리더십, 숙명’비전 수립
대학기관인증 획득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 선정
입학사정관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6년 연속)

201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대학기업가센터 주관대학 선정
NFC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

Created by 
Sookmyung

숙명리더십그룹 
여성리더십의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숙명 고유의 학생

그룹으로 약 40여 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리더십 그

룹원들은 그룹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봉사심과 이타심을 배양하

고 숙명의 이름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과 적성에 맞는 리더십 그룹 선택과 

활동은 재학 중 자기계발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진로선택과 희망직종 진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217 숙명여대 학군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숙명은 2010년 9월, 국내 최초로 여성 학군단(ROTC)을 유치

했습니다. 후보생 전원 장학금 지급, 글로벌 탐방, 전용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으로 키워낸 숙명의 여성 장교들은 미래 국방

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숙명여대 학군단(ROTC)의 구국애족, 

위국헌신의 정신은 숙명의 사회 공헌적 책무 이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재학생이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해외 기업체,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기업

에서 요구하는 실무 경험을 쌓아 국제화 시대

가 요구하는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기간에 따라 학

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개국
304개교와
교류협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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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갈월) 10번 출구

버스
간선버스 400번
마을버스 용산04번
→ 숙명여대 정˙후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버스
마을버스 용산04번
→ 숙명여대 정˙후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2번 출구

버스
지선버스 2016번
→ 효창공원삼거리
간선버스 400번
→ 숙명여대 정문

CAMPUS

숙명여대 연수원(리노베이션 예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산 86-1

여성교육과 구국애족의 염원으로 태어난 숙명, 
이제 숙명의 빛은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의 미래를 향해
비출 것입니다.

1906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듬해, 국가존망이 위태로운 당시 

상황에서 대한제국 황실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최초의 민족여성 교육기관인 명

신여학교(明新女學校)를 설립하였습니다. 명신은 3년 후 숙명

여학교로 개명하였고, 1938년에 숙명여전으로, 1948년 이후 

숙명여자대학으로 성장해 오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닌 여자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하였습니다.

1955년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여성 최고의 종합대학

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창학 이래 수많은 우수 여성 인재

를 키우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온 숙명은 100년이 넘는 역

사를 이어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의 리더십, 숙명’이라는 비전 아래 ‘SM Global ‘I’ 
Promise’의 인재상을 바탕으로 ‘전인적 품성과 창의적 지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대학, 국내 최초의 민족여성대

학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 최고의 대학을 향한 숙명의 눈

부신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직원수 1,002명
전임교원 455명
비전임교원 277명 
직원 270명
 

해외자매대학수 50개국 304개교 
미국 스탠포드대학 등 81개교 
일본 와세다대학 등 21개교  
중국 운남대학 등 51개교  
캐나다 토론토대학 등 16개교  
영국 버킹엄대학 등 16개교  
기타 119개교

재학생수 13,141명 
학부 10,804명
대학원 883명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포함) 1,405명 
경영전문대학원 49명 

여자대학 졸업생 취업률 1위
수도권 4년제 여자대학 중 1위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조사 기준

Sookmyung
History

Sookmyung 
at a Glance
1,002

50/304

13,141

No.1

캠퍼스 안내

교내 편의 시설

Museum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T. 710-9133 
Sookmyung Museum                                            

정영양자수박물관            T. 710-9134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문신미술관                      T. 710-9280
Moon Shin Museum   

숙명역사관                    T. 2077-7498  
Sookmyung Heritage Hall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

Library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T. 710-9001

열람실 Reading Room   

법학전문도서관 Law Library  T. 2077-7092

음악도서실 Music Library    T. 710-9546

리더십도서실                   T. 2077-7114 
Leadership Library

Restaurants 

학생식당 Misochan           T. 707-1405
Student Cafeteria

교직원식당 Faculty Cafeteria   T. 707-1406

스노우카페 Cafe Snow           T. 707-1423

도서관 Hue                     T. 710-9794 
Library Cafeteria

꽃산달 GodSender                   T. 707-1422

Cafeteria
스낵바 Snack Bar
•순헌관 4F                      
    Queen Sunheon Building, 4F  

•행정관 2F                    T. 710-9875
    Administration Building, 2F

학생회관 블루베리            T. 2077-7341
Blueberry               

Health & Fitness
보건의료센터                            T. 710-9145     
Healthcare Center

의료공제회                                       T. 710-9146   
Medical Insurance

건강체력실 Fitness Club      T. 710-9647 

Computer & Internet Access
PC Room  Myungshin Building, 1F 

SMART Plaza and DICA Plaza  Library, 2F 

Cafe Snow  Renassance Plaza, B1   

교내 전화번호 검색
은 숙명 모바일 웹
을 이용하시면 스마
트폰을 이용해 편리
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순헌관 Queen Sunheon Building

B1 교직원식당, Brunch & Cafe, 의료공제

회, 정양실 1F 학생생활상담소, English 
Lounge, 의사소통센터, 음악치료센터  

4F 카페테리아   5F 중강당

   수련교수회관 Suryeon Faculty Building    

1F 시청각기자재실   8F 숙인당

   행파교수회관 Haengpa Faculty Building   

1F 교수학습지원팀 

   진리관 Veritas Building   

B1 모의법정  1F 법학전문도서관   7F  대
학원 교학팀, 교육대학원 교학팀, 특수대

학원 교학팀

   명신관 Myungshin Building   

B1 미소찬(학생식당)  1F PC실  2-6F 통합

고시반지원센터

   새힘관 Sae Him Hall   

3F OCW 강의실   

   행정관 Administration Building   

1F  우편물실, 입학정보센터, 입학팀 2F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시설관리팀, 건설

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시스템팀, SNOW 
개발부, 연구지원팀, 연구기획팀 3F 총무

인사팀, 구매팀, 관재팀, 재무회계팀  4F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운영실  5F  
전략기획팀, 예산기획팀, 평가관리실, 발

전기금팀, 홍보팀   6F  총장실, 비서실  7F  
감사실, 국제협력팀, 이사장실, 법인사무

국, 동문회사무실 

   학생회관 Student Union Building   

1F  문구 및 기념품샵, 교보문고, 편의점, 

여행사, BLUE BERRY(카페테리아)  2F 취업

경력개발원, 장학팀, 사회봉사실, 창업정

보관  3F  우체국, 학생지원팀, 숙대신보사

/숙명타임즈  4F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

회, 동아리방  5~7F 동아리/리더십그룹방

   창업보육센터 SBIC

   평화문 
                Peace Gate, 1st Campus Main Gate

   명재관 
      기숙사, Sookmyung Residence Hall

   지혜문 Wisdom Gate, West Gate 

   르네상스플라자 Renaissance Plaza

B 2   문신미술관(무지개갤러리, 은하수갤

러리, 문갤러리, 빛갤러리)  B1  박물관, 청

파갤러리1�2 , 글로벌라운지, 장애학생지

원센터, 스노우카페 1F  정영양자수박물관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B3 체력단련실   B1 SBS교육방송국(서암

스튜디오), 영상미디어센터   2F 전자음악

실, 음악도서실   5F 오페라워크샵   6F 숙
연당   7F 음악치료센터

   사회교육관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1F 숙명어린이집  2F 멀티미디어도서실,

LINGUA EXPRESS(국제언어교육원) 4F 
평생교육원 5F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

전문대학원 6F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

데미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미술대학 College of Fine Arts

   백주년기념관 Centennial Hall

1F 숙명역사관, 한국문화교류원 2F 삼성

컨벤션센터 3F 제 217 학군단 4F 리더십

교양교육원 5F 리더십도서실 6F 신한은

행홀, 정춘희�이건수 강의실 7F 한상은

라운지, 이삼봉VIP라운지 

   자유문
    Freedom Gate, 2nd Foundation Campus 
        Main Gate

   한국음식연구원
     Korean Food Institute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BA_B 열람실  1F 세계여성문학관, 대출지

정도서실  2F 이경순 DICA Plaza, SMART 
Plaza, 홍은원영상자료관, 스터디룸  3F 
인문과학정보실 4F 사회과학정보실  5F  
자연과학, 예체능정보실, 휴(카페테리아) 
6F  자연과학, 예체능정보실Ⅱ

   이과대학 College of Science

   다목적관 Multicomplex Hall

   백로국제관 
    Baengno International House

   매화국제관 
       Maehwa International House

   숙명인재관 
       Sookmyung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

   새빛관 Saebit Hall

   구국관 Guguk Residence Hall

   국제 4관 International House 4

   국제 5관 International House 5 

   국제 6관 International House 6

   국제 7관 International House 7

   숙명연구단지 
                   Sookmyung Research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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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삼거리

4호선
숙대입구역

  (갈월)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6호선
효창공원앞역

원형
극장

1호선
남영역

  갈월동 
 지하차도

1호선
경부선

4호선 서울역

      서울역 
공항철도

순헌관(본관)

수련교수회관

행파교수회관진리관(대학원관)

명신관(서관)

새힘관

행정관

학생회관

창업보육센터

평화문

지혜문(서문)

르네상스플라자
박물관

음악대학

사회교육관

약학대학

미술대학

백주년기념관

자유문

한국음식연구원

이과대학(과학관)

다목적관

백로국제관

매화국제관

숙명인재관

새빛관

구국관

국제4관

국제5관

숙명연구단지

국제6관

국제7관

명재관(기숙사)

9

10

4

8 5

7 6

1

1

2

3

청파
사회복지관

굿네이버스

4호선
숙대입구역

  (갈월)

4호선 서울역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선린중학교

금양초등학교

백범
기념관

백범김구묘역

의열사

삼의사묘역

임정요인묘역

용산경찰서

신광여자중학교

신광초등학교

신광여자고등학교

청파초등학교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청파로 47길

6호선
효창공원앞역

1호선
남영역

1호선
경부선

4

1

2

3

 숙대입구
사거리

한
강

대
교

  갈월동 
 지하차도

      서울역 
공항철도

효창공원 
삼거리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순헌관(본관)

수련교수회관

행파교수회관진리관(대학원관)

명신관(서관)

새힘관

행정관

학생회관

창업보육센터

평화문

지혜문(서문)

르네상스플라자
박물관

음악대학

사회교육관

약학대학

미술대학

백주년기념관

자유문

한국음식연구원

이과대학(과학관)

다목적관

백로국제관

매화국제관

숙명인재관

새빛관

구국관

국제4관

국제5관

숙명연구단지

국제6관

국제7관

명재관(기숙사)

원형
극장

랜드마크
건립부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갈월) 10번 출구

버스
간선버스 400번
마을버스 용산04번
→ 숙명여대 정˙후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버스
마을버스 용산04번
→ 숙명여대 정˙후문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2번 출구

버스
지선버스 2016번
→ 효창공원삼거리
간선버스 400번
→ 숙명여대 정문

CAMPUS
대입전형을“핵심전형중심”으로 간소화
우리대학은 대입전형체계를 수시는 학생부(교과/종합)·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단순화
하여 수험생들의 전형 및 학과 선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학별고사(논술/적성) 축소
우리대학은 대입전형에서 논술우수자 모집인원을 축소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과제수행형 면접구술시험을 폐지하였으며,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과 종합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2016학년도 대입전형 Q&A

Q)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전형방법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지원횟수에도 변화가 있나요?

A)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6회까지,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별로 각 1회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내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학
생부 반영방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이라는 점은 같으나, 학교생활기록
부의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느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입전형 이렇게 바뀝니다.

구분 전형유형 핵심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교과 : 교과중심

학생부종합 :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 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정시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수능 위주 수능 등

2016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전형유형

구분 전형유형

수시

학생부교과 위주  학업우수자

학생부종합 위주

 숙명미래리더

 숙명과학리더

국가보훈대상자

사회기여및배려자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정원 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 외)

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

논술 위주  논술우수자

실기 위주
숙명글로벌인재

숙명예능창의인재

정시

실기 위주  일반학생(예체능) 

수능 위주

일반학생(인문/자연)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농어촌학생(정원 외)

특성화고교출신자(정원 외)

캠퍼스 안내

교내 편의 시설

Museum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T. 710-9133 
Sookmyung Museum                                            

정영양자수박물관            T. 710-9134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문신미술관                      T. 710-9280
Moon Shin Museum   

숙명역사관                    T. 2077-7498  
Sookmyung Heritage Hall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

Library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T. 710-9001

열람실 Reading Room   

법학전문도서관 Law Library  T. 2077-7092

음악도서실 Music Library    T. 710-9546

리더십도서실                   T. 2077-7114 
Leadership Library

Restaurants 

학생식당 Misochan           T. 707-1405
Student Cafeteria

교직원식당 Faculty Cafeteria   T. 707-1406

스노우카페 Cafe Snow           T. 707-1423

도서관 Hue                     T. 710-9794 
Library Cafeteria

꽃산달 GodSender                   T. 707-1422

Cafeteria
스낵바 Snack Bar
•순헌관 4F                      
    Queen Sunheon Building, 4F  

•행정관 2F                    T. 710-9875
    Administration Building, 2F

학생회관 블루베리            T. 2077-7341
Blueberry               

Health & Fitness
보건의료센터                            T. 710-9145     
Healthcare Center

의료공제회                                       T. 710-9146   
Medical Insurance

건강체력실 Fitness Club      T. 710-9647 

Computer & Internet Access
PC Room  Myungshin Building, 1F 

SMART Plaza and DICA Plaza  Library, 2F 

Cafe Snow  Renassance Plaza, B1   

교내 전화번호 검색
은 숙명 모바일 웹
을 이용하시면 스마
트폰을 이용해 편리
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순헌관 Queen Sunheon Building

B1 교직원식당, Brunch & Cafe, 의료공제

회, 정양실 1F 학생생활상담소, English 
Lounge, 의사소통센터, 음악치료센터  

4F 카페테리아   5F 중강당

   수련교수회관 Suryeon Faculty Building    

1F 시청각기자재실   8F 숙인당

   행파교수회관 Haengpa Faculty Building   

1F 교수학습지원팀 

   진리관 Veritas Building   

B1 모의법정  1F 법학전문도서관   7F  대
학원 교학팀, 교육대학원 교학팀, 특수대

학원 교학팀

   명신관 Myungshin Building   

B1 미소찬(학생식당)  1F PC실  2-6F 통합

고시반지원센터

   새힘관 Sae Him Hall   

3F OCW 강의실   

   행정관 Administration Building   

1F  우편물실, 입학정보센터, 입학팀 2F  
다목적홀, 카페테리아, 시설관리팀, 건설

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시스템팀, SNOW 
개발부, 연구지원팀, 연구기획팀 3F 총무

인사팀, 구매팀, 관재팀, 재무회계팀  4F  
교무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직운영실  5F  
전략기획팀, 예산기획팀, 평가관리실, 발

전기금팀, 홍보팀   6F  총장실, 비서실  7F  
감사실, 국제협력팀, 이사장실, 법인사무

국, 동문회사무실 

   학생회관 Student Union Building   

1F  문구 및 기념품샵, 교보문고, 편의점, 

여행사, BLUE BERRY(카페테리아)  2F 취업

경력개발원, 장학팀, 사회봉사실, 창업정

보관  3F  우체국, 학생지원팀, 숙대신보사

/숙명타임즈  4F  총학생회, 졸업준비위원

회, 동아리방  5~7F 동아리/리더십그룹방

   창업보육센터 SBIC

   평화문 
                Peace Gate, 1st Campus Main Gate

   명재관 
      기숙사, Sookmyung Residence Hall

   지혜문 Wisdom Gate, West Gate 

   르네상스플라자 Renaissance Plaza

B 2   문신미술관(무지개갤러리, 은하수갤

러리, 문갤러리, 빛갤러리)  B1  박물관, 청

파갤러리1�2 , 글로벌라운지, 장애학생지

원센터, 스노우카페 1F  정영양자수박물관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B3 체력단련실   B1 SBS교육방송국(서암

스튜디오), 영상미디어센터   2F 전자음악

실, 음악도서실   5F 오페라워크샵   6F 숙
연당   7F 음악치료센터

   사회교육관 
        Continuing Education Building

1F 숙명어린이집  2F 멀티미디어도서실,

LINGUA EXPRESS(국제언어교육원) 4F 
평생교육원 5F 숙명 호스피탈리티 경영

전문대학원 6F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

데미

   약학대학 College of Pharmacy

   미술대학 College of Fine Arts

   백주년기념관 Centennial Hall

1F 숙명역사관, 한국문화교류원 2F 삼성

컨벤션센터 3F 제 217 학군단 4F 리더십

교양교육원 5F 리더십도서실 6F 신한은

행홀, 정춘희�이건수 강의실 7F 한상은

라운지, 이삼봉VIP라운지 

   자유문
    Freedom Gate, 2nd Foundation Campus 
        Main Gate

   한국음식연구원
     Korean Food Institute

   중앙도서관 Main Library

BA_B 열람실  1F 세계여성문학관, 대출지

정도서실  2F 이경순 DICA Plaza, SMART 
Plaza, 홍은원영상자료관, 스터디룸  3F 
인문과학정보실 4F 사회과학정보실  5F  
자연과학, 예체능정보실, 휴(카페테리아) 
6F  자연과학, 예체능정보실Ⅱ

   이과대학 College of Science

   다목적관 Multicomplex Hall

   백로국제관 
    Baengno International House

   매화국제관 
       Maehwa International House

   숙명인재관 
       Sookmyung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

   새빛관 Saebit Hall

   구국관 Guguk Residence Hall

   국제 4관 International House 4

   국제 5관 International House 5 

   국제 6관 International House 6

   국제 7관 International House 7

   숙명연구단지 
                   Sookmyung Research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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