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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단체의 개요 

1.1.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및 전공(학과) 학생회 

1.1.1. 학생회 선거

1) 학생단체 임원의 자격 : 학칙이 정한 학생단체 임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외의 자격 조건은 학생회 선거 시행세

칙에 따름.

학칙 시행세칙 제43조 6항 

⑥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입후보 당시 총 평균 성적이 2.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 임기 개시 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선거 시기 : 매년 10~12월 중에 시행 

3) 선거 절차 및 방법 :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 주요 절차 : 선거일정 및 시행세칙 공고 → 후보등록 → 선거운동 → 투표 → 당선결과 공고 

1.1.2.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본교의 모든 재학생이 회원이 됩니다. 총학생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회원 전원으로 구

성되며, 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됩니다. 

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전공·학과 학생회 별로 직접 선거에 의

해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과 부의장은 총학생회장단이 됩니다. 사무집행에 관한 최고 심의 기구인 중앙운영위원

회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됩니다. 

1.1.3. 단과대학 학생회 및 전공(학과) 학생회 (2021-1학기 현재)

단과대학학생회 연락처 전공(학과) 학생회 

인문과학대학 4717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학 4718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학부

자연과학대학 4720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ㆍ나노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엘텍공과대학 4721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전자전기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화학신소재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기후ㆍ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음악대학 4722 건반악기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조형예술대학 4723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도자예술전공, 디자인학부, 섬유예술전공, 

패션디자인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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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마교양대학은 학생회를 대체하여 정시통합선발특별위원회 자치단위로 구성

* 간호대학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내선번호 없음

1.2. 동아리연합회 및 중앙동아리 

1.2.1.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중앙동아리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동아리연합회장(선거로 선출)이 의장이 됩니다. 

동아리연합회의 사무 집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장·부회장과 분과장으로 구성되고, 동아리대표자회

의는 운영위원과 각 집행부장, 각 동아리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1.2.2. 중앙동아리 

1.2.2.1. 등록 절차 

중앙동아리 등록 절차는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등록 신청 → 심사 (1차 운영위원회, 2차 분과회의, 3차 운영위원회) → 가등록 여부 결정 → 가등록 6개월 후 분과회의 

심사 →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가등록 절차부터 새로 밟아야 함) → 학생처로 결과 

통보 후 등록 

※ 자세한 내용은 동아리연합회(학생문화관 217호, 02-3277-4715~4716, ewha.dong.21@gmail.com)로 문의

1.2.2.2. 중앙동아리 현황 (2021-1학기 현재)

단과대학학생회 연락처 전공(학과) 학생회 

사범대학 4725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공학과, 특수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국어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경영대학 4727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4728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융합콘텐츠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

의과대학 6986-6140 의예과 

간호대학* - 간호학부

약학대학 4729　  

스크랜튼대학 4776 스크랜튼학부, 융합학부, 국제학부 

분과 (개) 동아리명 

공연 (19) 

ESAOS, 재즈 Two Five, 영화패 누에, 실로암만돌린, 중앙풍물패 액맥이, 클래식기타 예율회, 

이화합창단, 총연극회, 민속극연구회 탈, 노래패 한소리, PYRUS, 투혼, Action, 락밴드릴리즈, 

한가람인형극 연구회, 이뮤, 라온소울, 뷰할로, 닐리이화 

문화 (11) 만화공동체 민미, 반도 문학회, 문학회 새벽, 이화 문학회, 이향회, 다연회, 포토트레이스, 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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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동아리별 활동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활동 > 중앙동아리' 참조 

1.3. 단과대학 동아리 

1.3.1. 등록 절차 

단과대학 동아리 등록은 각 단과대학에서 주관합니다. 

단과대학 동아리 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는 ① 지도교수 승낙서와 ② 동아리 등록 신청서 및 회원 명단 (유레카 서식모음 게

시판에서 "단과대학 동아리 등록용 서식" 다운로드)을 준비하여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심사 

후 승인을 얻어 단과대학 동아리로 등록이 됩니다.         

1.3.2. 단과대학 동아리 현황 (2021-1학기 현재)

분과 (개) 동아리명 

이화베이글, EGG, 스푼걸즈

사회과학 (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민맥, 새날을 여는 철학회, 행동하는 이화인, 이화나비

사회연대 (11) 
로타랙트, 키비탄, 호우회, 참우리, 아가뽀뽀, 다정, 작은짜이집, 이화 해비타트, 이클레스, 트루이화, 

이화P.I.E 

종교 (11) 
CCC, JOY, 한국기독학생회(IVF), 예수전도단, 

젬마, 이화불교학생회, 증산도 학생회, 네비게이토 선교회, SFC, 이화원불교학생회, Salmon 

체육 (15) 
이화 검도부, 이화 요트부, 이화 산악부, 이화 태권도, 스킨스쿠버, 이화 한결, 

FC콕, 쏨(SSOM), 이화플레이걸스, 이화스키팀, 이화주짓수, Bouncy, 이콕, 이화라크로스, 천화

학술 (13) 
폴라리스, 야생조류연구회 새랑, ECC, AIESEC, 이화바둑, ENC, 

Ecube, 말랑말랑한 뇌, 이화투자분석회(E.I.A), 이화국제법학회(EILC), SEED, 이화상법학회, 이화체인

총 84개 

단과대학 (개) 동아리명 

인문과학대학 (12) 
그림탑, 녹원, 인문극회, 휘모리, 글지이, 써드베이스, 우리는 생각한다, 솔찬, 인간과 언어, 루덴스, 

E앙데팡당, EIF 

사회과학대학 (7) 투사(투명한 사람들), 풀이, KUSEA, FC쏘샬, 홍작, HIGHLIGHT, 이프리스 

자연과학대학 (7) 참과학터, 바라, 이자미, S.E.M. E.N.D., ESAA, 이조넌스

엘텍공과대학 (27) 

하루달, Zumdahl, 피키업, 아키텐, EnBox, EDoc, KING, 하날다래, E.E.I., Storm Chaser, 

공체스터유나이티드, 이화기후학회 U-RECA, 이공공, E.A.T.O, AGE, E-Bot, E-luminous, 이구동성, 푸디, 

EVI$I0N, 휴먼프밍, Med.EXP, 앱솔루트, 이너지, UNIS 실전창업동아리, EGI 학생추진단, 사보타지

음악대학 (11) 
Ewha Celli, 이화 챔버 콰이어, 이화 타악기 앙상블 '읖', 코람데오, 앙상블 드오, RESOME, 애매모호, 

소실공간, 이테, 뮤랩, Society of Com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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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학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동아리별 활동 내용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로 문의 

1.4 교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생단체 및 프로그램 

1.5. 교내 언론 

교내 기관 학생단체 

학생지원팀 이화캠퍼스지킴이 

사회봉사팀 이화봉사단, 사회봉사실천리더 

학생상담센터 이화다우리, 배꽃마음지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도우미 

홍보실 이화캠퍼스리더, 이화투데이리포터 

입학팀 모교방문단 

국제처 피스버디, 이화 유학생 홍보대사, 외국인 유학생 멘토 

박물관, 이화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구분 활동 내용 

이대학보 매주 1회 한글판 신문 발행 

단과대학 (개) 동아리명 

조형예술대학 (11) 
AFC(Artist for Christ), 꽃, 씨앗, D Promenade, 공작소, 패패로니, De Article, 호텔초록:678호, Various 

A, 아티지, 패커니

사범대학 (3) 참 잘났다, 어우리. FC 축구교육과, 나누기

경영대학 (8) 향영, Visionary, D.E.C.K., 한국상경학회, 경영 마드리드, 인액터스 이화, Fine tech, Fintech!, 비더비즈

신산업융합대학 

(28) 

심포, 가화, Smash, E.S.E.C., E.A.V.C., ESSA, E.F.S., HEWA, NA.E.YA, ELF.M, 이화마린걸스, Ewha Nice 

Shot, IOA Global Students, 마라나타, 아이씨유, EHPA, E-Clear, 이솝, 이화MD, 이즈, 이화스포츠 TV, 

이화보건학회, ESCAPE, Color:ing컬러링, Color:ing컬러링, 유의미, DOBI, 이화 건강서포터즈, EDIT

의과대학 (19)
EMO, 8Seconds, AMSA, CMF, IRIS, KMSC, 그리민, 어쿠스틱스, 에뛰드, 이울, 인프라레드, 코엠, 

하예모, 화검랑, 몽블랑, c.c.c. AGAPE, WTH, H&M, MVMT

간호대학 (9) 꾼, 오!수지, V-nurse, 에셀, T.O.S., 이대나온타짜, Nurse for Christ, GLEE, EKUN, GNSF

약학대학 (20) 

EPHO(약대오케스트라), 국악반, 매호씨, EPHART, 바다가다, 

AGAPE, M.S, 구구진료회, 늘픔, 모노롤, V.V.C, 무궁화 로타랙트, 소금회, E.T.C., Pharmme Fatale, 

Sci.梨.Pharm, EPHIE, 별헤는밤, YOLO, MEDIVOL

스크랜튼대학 (10) 
BigInner, EDiS, VISTA, LAWGIC, ACE, TOASTY, Politika, 뇌인지과학전공학회, GKCS, EISC(Ewha 

International Student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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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학생단체 

이 외에도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각종 동아리와 타 대학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연합 동아리 그리고 자치단위 등

이 있습니다. 

EUBS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으로 방송 뉴스와 다큐 프로그램 제작 

이화보이스 격주로 영자 신문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