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기관・부속시설
부속기관/부속시설
부속도서관(정토종문헌실 포함)
대학의 중요한 학술정보기반으로서 교육·연구에 관한 전문자료의
수집·관리, 제공, 학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교직원의
교육연구지원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중추기관입니다.

종합연구소
건학의 이념에 관한 연구나 본 대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연구기관
으로서 본 대학의 사명 및 특징에 기초한 연구의 기반형성 및 추진,
연구자 육성을 지원합니다.

종교교육센터(종문후계자양성 도장 포함)
종교행사, 종교정조교육, 종문후계자양성 등 종교정조교육의 전개
와 승려양성에 의해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구현화를 지원합니다.

임상심리연구센터
임상심리에 관한 연구·교육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사회로 환원합니
다. 심리클리닉, 임상심리상담실, 임상심리실습에 있어서의 교육 등,
임상심리학의 학술연구 추진과 그 성과에 의한 사회공헌사업을 전
개합니다.

건강관리센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에 관한 창구로서 건강진단, 건강상담 등, 학생·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지원합니다.

종교문화박물관
종교문화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종교문화에 관한 연구, 종교적 전통행사에 관한 유형·무형문화재의
조사·자료수집 및 보존·공개 등에 의해 종교문화연구의 추진과 그
성과에 의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합니다.

학생상담센터
학생의 정신적 건강에 관한 창구로서 학생상담, 학생의 멘탈 케어
등 학생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사회연계센터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공헌사업에 관한 창구로서 자원봉사(학생
자원봉사 포함), 커뮤니티 캠퍼스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전개합니
다.

교직지원센터
교원면허 및 제반 자격취득에 관한 학내외에의 창구로서 실습지원,
면허장·제반 자격취득 희망자의 상담, 이수지도, 실습기관과의 조정
등 교원면허증·제반 자격취득을 지원합니다.

생애학습센터(시조센터 포함)
생애학습사업의 추진·전개 창구로서 익스텐션·교원면허증갱신강습,
시조센터 등 폭넓은 생애학습사업을 추진·전개합니다.

복지교육개발센터
복지관계 제반 자격 취득에 관한 학내외에의 창구로서 실습지원, 자
격취득 희망자의 상담, 이수지도(국가시험 수험대책), 실습기관과의
조정 등 복지관계의 제반 자격취득을 지원합니다.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의 추진, 인권계발사업, 추행 및 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 등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실습센터
보건의료기술관계의 제반 자격취득에 관한 학내외에의 창구로서
실습지원, 자격취득 희망자의 상담, 이수지도(국가시험 수험대책),
실습기관과의 조정 등 보건의료기술관계의 제반 자격취득을 지원
합니다.

로스엔젤레스교
1992년 LA의 다운타운에 인접한 리틀 도쿄에 개설되어 붓쿄대학의
미국대륙에 있어서의 교육, 연구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학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해외어학연수(B.U.L.A.)’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에 관한 창구로서 국제학술교류협정, 외국인유학생·연구
자의 지원, 유학의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기획, 로스엔젤레
스교의 운영 등, 국제교류에 관한 교육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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