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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소개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은 1세기 전부터 영국의 Oxford, Cambridge 대학에서 유래
하였습니다. Harvard, MIT, Yale, Princeton 등 미국 Top Class 대학들이 1930년대에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의 주요 대학과 캐나다·호주·독일 등 유명 대학들이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원주)에서 2007년에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국제), 한동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POSTECH은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학생 중 1~2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면학지도,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업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인교육을 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RC시설 안내
1

21동
1층: 로비, 택배보관실, 휴게실, 세탁실 등
2층~13층: 침실, 간식(요리취사)실
※ 2018년도 1학기
2층~8층: 남학생
9층~13층: 여학생

상남관
1층~2층: 남학생 침실, 휴게실, 세탁실 등
3

4

5

6

2

1 21동 전경

2 상남관 전경

3 강의실

4 세탁실

5 간식(요리취사)실

6 침실

RC구성 및 조직
POSTECH 학부 신입생은 전원 RC사생이 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의무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층별로 총 13개 그룹으로 구성한 후, 각 그룹별로 3·4학년
선배 RA(Residential College Advisor) 2명을 배정하여 생활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인 무은재학부 행정팀과 생활관운영팀에서도 RC 사생들을 지원하고 기숙대학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RC 사생들은 분반별 지도교수
(RC 마스터교수 역할 포함)와 RA, 무은재학부의 가이드에 따라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상담, 체육·문화·봉사 활동, 강연, 튜터링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C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생관련 심의를 위해 무은재 생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RC프로그램
RC전체행사
•

스포츠·레저 활동 : 학교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 심신을 수양하고 사생 간
협동심과 유대감을 배양함

•

체험 활동 : 민속마을, 역사유적지 탐방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과 체험

•

문화 활동 및 강연 : 이공계 학생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오페라
·뮤지컬·연극 관람, 초청특강 등을 실시

•

테마 파티 : 전체 사생들 모두 어우러져 다양한 게임과
함께 먹거리를 즐기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소그룹(둥지) 활동
•

A 영화제작
B 요리제작
E 축구 D 뜨개질 C 클라이밍

둥지활동이란?
RC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져 활동하는 그룹을 ‘둥지’라고함.
2010년부터 둥지별로 한 학기에 평균 5~12회 활동

•

둥지활동 내용(문화, 체육, 요리, 관심분야 등으로 분류됨)
- 독서 관련
- 영화감상
- 여행관련
- 요리
- 스포츠, 건강
- 신문읽고 토론하기
- 사생과 아침 같이 먹기
- 만들기(매듭, 공예품, 로봇, 모형비행기, 퍼즐 등)
- 학습관련(PPT, 엑셀,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등)

E

A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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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프로그램
간담회/상담
•

RA와의 대화 : 각층 RA가 사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학습,
교우관계, 동아리 활동, 진로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과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사생과의 유대를 돈독히 함.
(학기 중 2회 이상)

RC Tutoring
•

•

활동 내용기초필수 과목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1학년 사생을 대상으로 RA들이 강의 및 예제풀이,
상시 Q&A 방식의 Tutoring을 진행
강의 과목 및 시간
: 미적분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프로그래밍 및
문제해결, 응용선형대수 등

RC봉사단
•

창단 취지
봉사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대가’이며, 더욱 큰 사람으로서 ‘성장’
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사회에 나아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나눔에 대한 실천을 행하고자 2009년 2학기부터 기숙대학에서 사생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으로 시작함.

•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
-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가까이 다가 감.

•

선발 및 활동
- RC에 거주하는 사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초 모집
- 학기 중 매주 1회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포항지역 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 및
노력봉사 실시
- 원격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서 산간 벽지 학생들과 1:1 멘토(진로상담, 과학이나 공학에
관한 기초교육 등)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