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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 및 도우미
관리·운영

장애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기자재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수학습 생활복지·상담·진로·시설
등의 지원사업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업무 등

주요
업무

언제나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학습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희망찬 대학생활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DCU Disabled Students Support Center 

A6(제1학생회관)

1층 107호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A6(제1학생회관) 1층 107호

•이용시간: 오전 9:00~오후 5:00

•연락처: (053)850-3963, 3965  FAX: (053)850-6170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대학생활지원 서비스 기타 지원 서비스

•교육부 www.moe.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국립특수교육원 www.nise.go.kr
•국민권익위원회 www.clean.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  장애학생이 기숙사 입소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 
(장애학생 도우미도 우선배정 가능)

-  매학기 간담회 실시로 장애학생 및 도우미 학생들의  
의견 청취 및 각종 정보 제공

- 도서관내 휠체어책상 비치 및 전용 좌석 확보
- 도서배달 서비스 시행 

-    장애학생의 학습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과 도우미 
학생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우선수강신청” 시행

우선수강 신청 지원

- 독서확대기, 휠체어, 클러치 등 기자재 대여

보조공학기기 대여

- 특정좌석이 필요한 경우 좌석 지정 스티커 부착

강의실 지정좌석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도우미 제도 시행
- 학습지원. 이동지원, 생활지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 과목 담당교수와 상의 후 편의 제공

시험편의 지원

 -  기숙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의 생활편의를 위해 활동 
보조 및 이동 보조 등 생활도우미를 지원

●  생활도우미 지원

●  기숙사 우선 지원

●  장애학생 도우미학생 간담회 실시

●  도서관 이용 지원

쾌적한 대학 생활을 위한 장애학생 쉼터 운영

▷ 장애학생 쉼터 운영 ◁

장애학생이 원할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정서적 어려움, 학업문제, 진로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가능

▷ 심리상담 지원 ◁

일정 조건 충족시 장애학생 교내장학금 지급

▷ 장학 혜택 ◁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 취업 진로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