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차지원(예술 17)
<R동(홍문관) 가는 법>
홍익대학교 정문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R동, 홍문관입니다.
건물로 들어와서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가면 R419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 R동은 강의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줄이 길고 강의실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조금 일찍 가서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는 입구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세요(홀짝층 주의)

<K동(제1공학관) 가는 법>
정문을 지나, 홍문관을 거쳐 오르막길을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이 K동(제1공학관)입
니다.
건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리면 복도에 K610호가 있습니다.

언덕을 계속 올라서

언덕 끝에서 왼쪽을 보면

제1공학관!!

<L동(와우관) 가는 법>
K동과 마찬가지로 홍문관을 지나서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정면에 있는 건물이 L동(와우관)
입니다. L201호는 계단을 이용해서 한 층만 올라가면 있는 계단식 강의실입니다.

계속 올라서... 정면을 보면

와우관!!

<E동(조형관) 가는 법>
홍문관과 와우관을 지나서 교정을 걷다보면 홍익대학교의 상징인 영원한미소 조형물이 나옵니
다. 영원한미소를 지나면 문헌관(꼭대기에

라고 적힌 건물)이 나오는

데, 문헌관을 끼고 좌측으로 돌면 나오는 건물이 E동(조형관)입니다. E103 강의실은 E동 들어
가자마자 있는 경비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서 오른쪽으로

(영원한 미소)

깊숙이 들어가 있음

<U동(종합강의동) 가는 법>
U동은 E동(조형관)과 A동(경영대학) 사이에 있는 작은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U동으로 들어가면 지하2층(B2)으로 들어가는건데, UB101, UB102는 지하
1층, UB301은 지하3층에 위치한 강의실입니다.
(참고 : UB가 붙은 강의실은 모두 U동 지하에 있는 강의실입니다.)

<F동(미술대학) 가는 법>
☆주의★ F동은 영원한미소를 지나면 보이는 문헌관으로 오셔야 합니다.
문헌관 1층에서 필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리면, 좌측에 연결통로가 보입니다.
연결통로를 지나면 F동 6층으로 나옵니다. 즉, 문헌관 8층과 F동 6층은 통하기 때문에 문헌
관 8층으로 오셔야 F동 6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F동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F동 8층에 위치한 F801, F802, F803은 F동 6층에서 계단
을 이용해주세요.

문헌관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결 통로를 지나 F동으로..

<C동(인문사회관 C동) 가는 법>
정문 쪽에서 가는 법 : 홍문관, 와우관, 학생회관, 문헌관 등 모든 건물을 지나면 교정 끝에
있는 것이 C동입니다.

정문->A동을 지나 C동으로

C동 입구

C동 1층

상수역 쪽에서 가는 법 : 상수역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하면 창전동우체국이 보입니다. 우
체국 옆에 있는 오르막길을 오르면 학교 건물과 인문사회관 D동이 보이는데, D동과 붙어 있
는 8층짜리 큰 건물이 C동입니다.
(주의 : C동은 강의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줄이 길고 강의실을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금 일찍 와서 시험에 늦지 않길 바랍니다!)

우체국을 지나 벽화가 그려
진 담이 있는 언덕으로

언덕을 올라서~

왼쪽 계단을 올라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