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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학사일정표 <1학기>

년도 월 / 일 학사내용 비고

2015 3.1(일) 2015학년도및제1학기개시
2015  3.2(월)  1학기 개강
2015  3.2(월)̃ 3.6(금)  수강신청확인/변경
2015  3.2(월)̃ 3.5(목)  학부생조기졸업신청/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신청
2015 3.3(화)̃ 3.5(목) 2015학년도 1학기추가등록(2015학년도 1학기등록마감)
2015 3.3(화)̃ 3.6(금) 대학원생논문제출자격시험응시(면제) 신청
2015 3.9(월)̃ 3.11(수) 학부생학점포기신청
2015 3.10(화)̃ 3.12(목) 등록금분할납부 1차 등록(2회 분납자, 4회 분납자공통)
2015 3.16(월) 학부생학점포기성적반영
2015 3.18(수)̃ 3.20(금) 학부생수강철회신청
2015 3.20(금) 입대휴학자제대복학기한(수업일수 3/16)
2015 3.26(목) 학부생수강철회/재수강성적반영
2015 3.30(월) (학기 개시 30일)
2015 4.1(수)̃ 4.3(금) 등록금분할납부 2차등록(4회 분납자)
2015 4.6(월)̃ 4.10(금) 대학원생학위과정변경신청(석사→석박사통합과정)
2015 4.20(월)̃ 4.24(금) 1학기 중간시험
2015 4.20(월)̃ 5.1(금) 1학기 중간강의평가
2015 4.21(화)̃ 4.29(수) 대학원생학위논문예비·본심사신청
2015 4.24(금) (수업일수 8/16)
2015 4.22(수)̃ 4.24(금) 등록금분할납부최종(2회 분납자) / 3차 등록(4회 분납자)
2015 4.27(월)̃ 5.1(금) 1학기 중간시험성적공시
2015 4.29(수) (학기 개시 60일)
2015 5.20(수)̃ 5.22(금) 등록금분할납부최종등록(4회 분납자)
2015 5.20(수)̃ 5.28(목) 학부생졸업논문제출
2015 5.26(화)̃ 5.29(금) 학부생 2학기장학금신청(1차)
2015 5.29(금) (학기 개시 90일) / (수업일수 13/16)
2015 6.1(월)̃ 6.12(금) 1학기 기말강의평가
2015 6.1(월)̃ 6.19(금) 군입대자인정학점신청가능입대일
2015 6.8(월)̃ 6.17(수) 학부생 2학기학석사연계과정신청
2015 6.15(월)̃ 6.19(금) 1학기 기말시험
2015 6.15(월)̃ 6.25(목) 1학기 성적입력
2015 6.19(금) 1학기 종강 (수업일수 16/16)
2015 6.20(토)̃ 8.30(일) 여름방학
2015 6.22(월)̃ 여름 계절수업시작
2015 6.25(목)̃ 7.1(수) 1학기 성적공시
2015 6.26(금) 대학원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출기한
2015 6.29(월)̃ 7.3(금) 학부생 2학기장학금신청(2차/최종)
2015 6.30(화) 2015년 8월 졸업예정학부생 3품인증취득증빙제출기한
2015 7.2(목)̃ 7.3(금) 1학기 성적확정
2015 7.6(월)̃ 7.10(금) 휴학, 복학, 재입학신청
2015 7.14(화)̃ 7.20(월) 학부생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포함) 신청
2015 7.17(금) 2015년 8월 학위취득예정대학원생학위논문인쇄본제출기한
2015 8.3(월)̃ 8.19(수) 복학생/재입학생 2학기수강신청
2015 8.17(월)̃ 8.21(금) 2015학년도 2학기등록
2015 8.24(월)̃ 9.4(금) 등록금분할납부신청
2015 8.25(화) 2014학년도후기학위수여식
2015 8.30(일) 여름방학종료

※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은학생소속학부행정실별로일자선정후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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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31(월) 2015학년도 2학기학기개시 / 2학기개강
2015 8.31(월)̃ 9.4(금) 수강신청확인/변경
2015 8.31(월)̃ 9.3(목) 학부생조기졸업신청/대학원생(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신청
2015 9.1(화)̃ 9.3(목) 2015학년도 2학기추가등록(2015학년도 2학기등록마감)
2015 9.1(화)̃ 9.4(금) 대학원생논문제출자격시험응시(면제) 신청
2015 9.8(화)̃ 9.10(목) 등록금분할납부 1차 등록(2회 분납자, 4회 분납자공통)
2015 9.14(월)̃ 9.16(수) 학부생학점포기신청
2015 9.18(금) 입대휴학자제대복학기한(수업일수 3/16)
2015 9.21(월) 학부생학점포기성적반영
2015 9.21(월)̃ 9.23(수) 학부생수강철회신청
2015 9.29(화) (학기 개시 30일)
2015 10.1(목)̃ 10.5(월) 등록금분할납부 2차등록(4회 분납자)
2015 10.2(금) 학부생수강철회/재수강성적반영
2015 10.5(월)̃ 10.8(목) 대학원생학위과정변경신청(석사→석박사통합과정)
2015 10.19(월)̃ 10.23(금) 2학기 중간시험
2015 10.19(월)̃ 10.30(금) 2학기 중간강의평가
2015 10.20(화)̃ 10.28(수) 대학원생학위논문예비·본심사신청
2015 10.23(금) (수업일수 8/16)
2015 10.21(수)̃ 10.23(금) 등록금분할납부최종(2회 분납자) / 3차 등록(4회 분납자)
2015 10.26(월)̃ 10.30(금) 2학기 중간시험성적공시
2015 10.29(목) (학기 개시 60일)
2015 11.9(월)̃ 11.13(금) 학부생교직과정신청
2015 11.18(수)̃ 11.20(금) 등록금분할납부최종등록(4회 분납자)
2015 11.18(수)̃ 11.26(목) 학부생졸업논문제출
2015 11.23(월)̃ 11.27(금) 학부생 2016학년도 1학기장학금신청(1차)
2015 11.28(토) (학기 개시 90일)
2015 11.30(월)̃ 12.11(금) 2학기 기말강의평가
2015 11.30(월)̃ 12.18(금) 군입대자인정학점신청가능입대일
2015 12.7(월)̃ 12.16(수) 학부생 2016학년도 1학기학석사연계과정신청
2015 12.14(월)̃ 12.18(금) 2학기 기말시험
2015 12.14(월)̃ 12.24(목) 2학기 성적입력
2015 12.18(금) 2학기 종강 (수업일수 16/16)
2015 12.19(토)̃ 2016.2.29(월) 겨울방학
2015 12.21(월)̃ 겨울 계절수업시작
2015 12.21(월)̃ 12.24(목) 학부생 2016학년도 1학기장학금신청(2차/최종)
2015 12.24(목)̃ 12.31(목) 2학기 성적공시
2015 12.24(목) 대학원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제출기한
2015 12.31(목) 2016년 2월 졸업예정학부생 3품인증취득증빙제출기한
2016 1.4(월)̃ 1.5(화) 2학기 성적확정
2016 1.4(월)̃ 1.8(금) 휴학, 복학, 재입학신청
2016 1.12(화)̃ 1.18(월) 학부생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포함) 신청
2016 1.15(금) 2016년 2월 학위취득예정대학원생학위논문인쇄본제출기한
2016 2.15(월)̃ 2.19(금) 2016학년도 1학기등록
2016 2.22(월)̃ 3.4(금) 등록금분할납부신청
2016 2.25(목) 2015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
2016 2.29(월) 겨울방학종료

※대학원외국어·종합시험은학생소속학부행정실별로일자선정후시행함.

2015학년도학사일정표 [2학기]

년도 월 / 일 학사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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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신입생여러분!

찬란한역사적전통과함께새로운미래가치를

창조해가는성균관대학교에의영광스런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길고도 힘든 학업과정을

무수한 땀과 눈물로 이겨내고 이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성균인이되었습니다. 오늘이자리에

당당히서있는신입생여러분에게우리성균가족

모두가뜨거운환영과감사의박수를보냅니다.

아울러 오늘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학부모님들과

여러선생님들의노고에도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

올립니다.

사랑하는신입생여러분!

우리대학은 전례가 없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면서국내최고대학을넘어글로벌리딩대학으로

도약하고있습니다.혁신적이고창의적인교육.연구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제2주기 학부

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선정, 2단계산학

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선정, 그리고 8년

연속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등의성과를거두

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대학평가에서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종합대학 1위에 등극함으로써

우리대학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명문대학으로

총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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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THE 세계대학 평가와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아시아

대학평가 10위권,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 MBA평가국내 1위 및세계 50위권으로도약함으로써

진정한글로벌리딩대학으로발돋움하고있습니다. 또한여러분과같은우수한인재들이대거입학

하면서대학의평판도와교육경쟁력역시날로급성장하고있습니다.

도전하는신입생여러분!

우리대학은사랑과의로움, 예절과지혜를겸비한인의예지(仁義禮智)의품성을바탕으로먼저

자신의몸과마음을갈고닦아마침내우리사회를이끌어온수기치인(修己治人)의수많은리더들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명문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역시 617년의 역사와

거기서오롯이빛나는‘오래된새로움’의가치가살아숨쉬는이자랑스러운배움의터전에서원대한

꿈과이상을실현하시기바랍니다. 손에잡힐듯생생한꿈과비전이야말로여러분의미래를이끄는

원동력이될것입니다. 성균인의자부심과함께인격을수양하고미래사회를주도할창의력을배양

하면서창조적으로도전하시기바랍니다. 우리대학은스마트혁신교육생태계를구축하면서초일류

기업삼성과함께여러분의발전을위한후원과노력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미래리더신입생여러분!

든든한 21만동문선배들과성균가족모두는여러분각자가위대한꿈과비전의실현을향해

힘차게비상할수있도록큰격려와성원을보냅니다. 창의적인스마트혁신속에서국가와인류

사회에기여하는Think Tank로서성공의DNA를전사회에확산시키고있는우리성균관대학교에서

‘大成成大’의길을새롭게열어가시기바랍니다. 오늘이자리에서의힘찬출발이미래사회를선도

하는글로벌창의리더로서의영광스러운결실로이어지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성균관대학교총장 정 규 상

0204-새내기1(1-24)  2015.2.4  11:49 AM  페이지 5   Mac-02 



6

2015학년도 학사일정표

총장 인사말

10 01 _ 학교소개

건학이념 및 교시 | 교육이념, 교육목표 및 인재상

연혁 | 교가

16 02 _ 학교 통합 ID 발급 안내

18 03 _ 학생증 발급받기

19 04 _ 온라인 학사서비스 GLS 돌아보기

24 05 _ 모바일 서비스 안내

26 01 _ 수강관련

▶ 교육과정

2015학년도 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법

1)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이수 방법

2) 전공교육과정 이수 방법

대학 및 학과별 전공과목 학점이수표

▶ 학점이수

학점이란? |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 15학년도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교과목 목록

▶ 수업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수강우선학년지정 | 성균프레시맨세미나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 | 교양인정전공교과목 | 국제어강의

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양과목 | 분반강좌의 균질성 강화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수준별 교과운영

학내가상수업시스템 | 학과간 상호인정 전공과목

학석 공통과목 | 공학교육인증제

co-op프로그램

▶ 수강신청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전 미리 알아두기

수강신청절차와 방법(GLS) | 2015학년도 수강신청 일정

▶ 기타

수강철회 | 재수강제도 | 학점포기제 | 계절수업 |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

57 02 _ 성적

성적공시 | 학사경고 | 2015학년도 학점취득 특별시험

60 03 _ 대계열 입학생 학과진입

학과진입

68 04 _ 졸업

졸업요건이란? | 졸업소요학점이란?

졸업소요학점 이수방법은? | 계열별/대학별 졸업소요학점

졸업논문 | 조기졸업 |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제도 | 학·석사 연계과정안내

1. 성균인으로 거듭나기

2. 학사안내

Co
nt

en
ts

0204-새내기1(1-24)  2015.2.4  11:49 AM  페이지 6   Mac-02 



7

74 05 _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 | 연계전공 | 자기설계융합전공

79 06 _ 교직과정 이수

교직이수과정 | 교직이수 자격 및 신청방법

82 07 _ 삼품제

94 01 _ 등록

95 02 _ 휴학

98 03 _ 복학

100 04 _ 제적 / 의무유급

101 05 _ 장학금/학자금 융자

110 06 _ 지도교수/성균멘토/심리상담

118 07 _ 학술정보관(도서관) 이용

122 08 _ 건강센터 이용

125 09 _ 병역의무

132 10 _ 사회봉사

134 11 _ 교환학생

136 12 _ 국제하계학기

137 13 _ 외국어공부

141 14 _ 공학교육인증(ABEEK)

146 15 _ 교육개발센터

152 16 _ 학생인재개발팀

158 17 _ 공직진출

165 18 _ 기숙사

168 19 _ 증명서 발급

170 20 _ 학습공동체

174 21 _ 비교과 과정 이수안내

177 22 _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안내

180 01 _ 대계열입학생 학과진입 지침

190 02 _ 2015학년도 삼품인증제도 시행지침

206 03 _ 대학 행정실 안내

208 04 _ 학과사무실 안내

210 05 _ 약도 및 교통편

3. 대학생활안내

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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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인으로
거듭나기

01_ 학교소개

02_ 학교통합 ID 발급안내

03_ 학생증발급받기

04_ 온라인학사서비스(GLS)

05_ 모바일서비스안내

 2015-새내기-9p  2015.2.4  6:30 PM  페이지 1   Ma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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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는인간의존엄성을토대로자기완성과인류평화의달성을목표로하는修己治人

의儒敎精神을건학이념으로하고있다. 유교정신은현실생활에있어서의實踐道德과철저한人

本主義思想에바탕을두고있으며, 인격도야와학문연마를통하여人倫大道를밝히고인류공동

의理念具現에공헌할수있는國家棟樑의人材를길러내는데, 교육의목표를두고있다.

교육은 인간이 타고난 天賦의 德目을 계발해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움에 기본을 둔 올바른 價

値觀을정립하는데기여해야하며인간에게부여된역사적사명의자각에서빛나는내일을향하

여새로운문화의창조에기여해야한다. 교육은또한인간이지닌특성을열어주고최대한으로

북돋아주어서自己完成을실현시킬수있도록해야하며, 政治·經濟·文化등각분야에걸쳐

균형된 발전을 기약하고 진정한 삶의 指標와 社會正義의 소재를 천착(穿鑿) 확인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전인류가함께지향하고있는理想社會建設을목표로삼아야한다. 이것이본교의교

육지침이자이념이며, 유교사상의근본정신이다.

성균관대학교의 교시인 仁義禮智는 유교의 근본정신을 말해 주고 있는 기본개념이며,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는 마음과 행동과 옳음과 슬기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4가지 덕목이다.

이것은모두인간의마음은착하다는性善的본질을말해주고있는것으로교육은결국이성

선적마음의본질을열고싹트게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仁은 사랑이다. 마음의 바탕이요, 본질이다. 인간은 이 본질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가치를

추구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義는 옳음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요, 표준이다. 또 마땅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인륜 도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사명적 소재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건|학|이|념 수기치인(修己治人)

교| 시 인의예지(仁義禮智)

01_학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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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는 실천이다. 사랑을 실천하고 옳음을 실천하고 윤리도덕의 인간질서를 생활로서 실천

하는 실천력이다. 그러므로 禮는 가장 인간적인 삶의 구체적 표현이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가치덕목은 바로 禮의 실천을 통해 실제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智는 슬기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슬기, 곧 지적 능력을 말한다. 진리탐구도

이 지적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요, 올바른 가치관의 통찰력도 이 지적능력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곧 이 지적 능력의 계발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길을 열어줌에 있다고 하겠다.

수기치인의 건학이념을 전승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홍익인간(弘

益人間)이라는우리나라의구원한교육적이상을구현한다. 수기치인의이념은격물치지(格物

致知)의 탐구활동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폭넓은 덕성의 도야(陶冶)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니, 이에유교적덕성의실체인인의예지를교시로삼은것이다.

·인의예지의 품성과 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디지털시대의 新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

교| 육 | 이 | 념

교 | 육 | 목 | 표 및 인| 재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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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년 (조선태조7년) 서울동북방숭교방(현명륜동·인문사회과학캠퍼스

소재)에 성균관을 설립하다. 조선조 최고의 유일무이한 국립대학이며, 우리

대학은그정통성을고스란히이어받았다.

1895년 대한제국고종의칙령으로성균관내에 3년제경학과를설치하다(초

대교장이상설). 역사지리수학등강좌를개설하고교수임명제와입학·졸

업시험제를도입하다. 학기제, 연간수업일수, 주당강의시간등을정하여근

대대학으로거듭나다. 

1946년학린사재단(이석구기부)과명륜전문학교재단이병합하여재단법인

성균관대학(정규단과대학)이설립되다(초대학장김창숙). 

1953년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다. 문리과대학, 법정대

학, 약학대학및대학원이설치되다.

1963년재단법인성균관대학이사립학교법의공포시행에따라학교법인성

균관대학으로개편되다. 

1979년이공대학공학부및농학부2∼4년생들의수업을수원에서처음실시

하다. 학문영역별 복수캠퍼스(인문사회계열은 서울, 자연과학계열은 수원)로

운영하다.

1996년학부제를전면적으로실시하다.

1996년삼성재단이우리대학경영에참여하다.

1997년의과대학의예과, 경영전문대학원을신설하다.

2000년 600주년기념관, 경영관준공및동아시아학술원을개원하다.

2001년신입생을대계열별모집단위광역화추진및의학관을준공하다.

HISTORY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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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BK21 3년연속최우수대학으로선정되다.

2004년 SKK GSB, 국정관리대학원신설및법학관을준공하다.

2005년교양·기초교육전담기관인학부대학및성균나노과학기술
원(SAINT), 중국대학원을 설립하다. 新UI(University Identity)를
선포하다.

2006년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을신설하였고,  2단계 BK21사업선
정률 전국 1위 및 대학종합평가(대교협 실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되다. 제2연구동, 호암관증축, International House를준공하다.

2007년수도권특성화사업(교육과학기술부) 최우수대학선정및 IT
융합학과, 이동통신공학과를신설하다.

2008년글로벌경영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건설엔지
니어링학과, 보험금융학과를신설하다. WCU(World Class
University) 육성사업 사학Top 1위 및 반도체관, 화학관, 약학관을
준공하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정원 120명)과 글로벌경제학과를
신설하다. 삼성학술정보관, 국제관, 기숙사信館 준공 및 AACSB(경
영교육국제인증)를획득하다.

2010년 교과부선정‘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
업)에 선정되다. 삼성창원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출범및삼성융합
의과학원을설립하다.

2011년 19대총장김준영(金峻永)박사취임및Vision 2020을선포
하다. 소프트웨어학과, 국제처신설및중앙학술정보관을증축하다. 

2012년영국QS세계대학평가에세계100위권, 아시아20위권에진
입하다.
전국4년제대학취업률1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전국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종합대학6년연속1위를차지하다. 글로벌리
더학부신설및킹고하우스(기숙사), 산학협력센터를준공하다.

2013년중앙일보대학평가종합대학1위, 전국4년제대학취업률2
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종합대학 7년 연속 1위, SKK
GSB 45위를차지하다. IBS사업단 2차에선정되어총 2개사업단이
10년간 1000억원지원을받게되다. ‘BK21플러스사업’에서19개사
업단과 5개 사업팀이선정돼 1500억원을수혜받게되다. 건축공학
과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를 건축토목공학부로 통합하다. 글로벌
센터(기숙사)를준공하다.

2014년중앙일보대학평가종합대학 2년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
(NCSI) 종합대학 8년연속 1위, LINC(산학협력선도대학).ACE(학부
교육선도대학).CK(대학특성화).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등 4개 대
형국책사업에모두최우수로선정되어, 총 5년간 557억원을지원받
게되다. E-하우스(기숙사)를준공하다. 제20대총장으로정규상(鄭
圭相) 박사가선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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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가

온 누 리 가 장 오 랜 배 - 움 - 의 마 을
才 智 도 才 智 려 니 道 - 義 - 앞 세 고
正 義 의 大 道 걷 다 쓰 - 러 - 지 어 도

六 百 年 쌓 고 쌓 인 드 - 높 은 學 統
良 知 의 횃 불 들 어 어 - 둠 헤 치 며
不 純 한 온 갖 名 利 뒤 - 로 세 우 고

一 絲 나 어 지 러 랴 우 - 리 의 지 - 킴
聖 訓 의 指 路 따 라 나 - 아 들 가 - 세
낮 과 밤 두 렴 없 이 나 - 아 들 감 - 은

一 步 나 물 러 서 랴 우 - 리 의 精 進
꾸 준 히 쉬 임 없 이 나 아 들 - 가 세
우 리 의 理 想 이 요 - 精 神 이 로 다

배 움 만 이 보 배 아 닌 成 均 館 大 學

仁 義 禮 智 그 - 자 - 랑 인 우 리 大 學 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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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고킹고에스카라킹고

훌라훌라 SKK

킹고 킹고에스카라킹고

훌라훌라 SKK

성대 성대빅토리야 !

King-go 응원단 구호인 킹고는 성대의 상징인

은행잎(Gingko)에서 어원변화로 생긴 명칭이며, 

현재 응원구호와 더불어 전 성균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고응원가

성균관대학교응원구호(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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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킹고포털(KingoPortal) : 웹메일(통합ID@skku.edu), CYAN(Cyber안내), 커뮤니티, 웹하

드, 홈페이지빌더등학교서버에서제공하는사이버커뮤니티공간

②학사서비스(GLS:Gold Lawn Square<금잔디광장>):인트라넷기반학사관리서비스

③E-mail 계정(예: 통합ID@skku.edu) 제공

①본인의등록기간마감후에가입가능(단, 가상계좌인경우등록1시간후가능)

②학교홈페이지(http://www.skku.edu/)접속후, ①킹고포털선택

③①성균인가입클릭

학교제공인터넷서비스

02_학교 통합 ID 발급 안내

통합ID 발급(성균인가입) 절차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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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①재학생선택하고②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후, ③확인을클릭

⑤희망 ID 발급신청

회원가입후본교홈페이지(http://www.skku.edu/)에서“킹고포털”을클릭하여로그인

※관련문의처 : IT콜센터☎031)299-6119

이용방법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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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월중학교메인홈페이지(www.skku.edu) 공지사항게시

신청방법 : 1. 인터넷신청→2. 신청서우리은행방문또는우편제출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및신분증사본

▲⃝ 주요기능안내

S-money 사용

학생 개개인에게 부과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사이버머니(S-money) 충전과 셔틀버스

탑승요금결제등이가능합니다. 본인의가상계좌는스마트카드홈페이지(scard.skku.edu)에

처음으로로그인시확인이가능하며추후스마트카드홈페이지전자결제메뉴에서확인가능

합니다. 

도서관 이용

학생증지참하고도서관을방문하는경우, 도서관출입, 열람실자리배석시스템사용, 도서자

료대출ㆍ반납등의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거래

학생증과 우리은행 보유계좌를 연결할 경우에는 ATM 기기를 통해 현금입출금, 타행거래 등

일반은행체크카드기능과동일하게다양한금융서비스사용할수있습니다.

충전식 교통카드

일반 교통카드처럼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며, 충전금액으로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카드와 학생증을 함께 보관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있으므로하나의카드만사용하는것을권장합니다.

※ 가상계좌 확인 방법 및 학생증 신청/분실 관리

- 성균관대스마트카드시스템홈페이지(scard.skku.edu)에 접속하시면카드발급메뉴에

서신청/분실관리가가능합니다.

- 처음 학생증 발급신청 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이는 전자결제 메뉴에서 다시 확인 가능

합니다.

- 위 홈페이지에서의 분실 신고는 학생증 기능정지만 해당되므로 금융기능 사용 시 이에

대한정지신청은우리은행콜센터(☎ 1588-9955)를통해가능합니다.

03_학생증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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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의학사업무를 Internet 환경에서처리하는전산시스템으로학사업무를간편하게처리할

수있는학사정보시스템GLS에대해알아봅시다.

❶학교홈페이지에서킹고포털을눌러[로그인] 후 [GLS]를클릭하여사용합니다.

❷학사서비스[GLS]는 [학사일정], [신청/자격관리], [학적/개인영역], [수업영역], [학업영역], [비교과영역], [상담영역], [공학인증], [온라인교육], [IT서

비스]의메뉴로구성되어있습니다. 

04_온라인 학사서비스 GLS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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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메뉴소개

학사일정은연간학교생활을함에있어서반드시숙지해야할학교일정이나와있습니다.

▲⃝ [신청/자격관리] 영역메뉴소개

신청 및 자격관리는 [휴/복학신청], [전공신청] 등 학교생활 중에 전산을 통해 신청을 해야하는

메뉴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학적/개인영역]의구성

[학적/개인영역]은학적및본인그리고본인과관계되는사람의인적사항을등록하기위한화면

으로부모, 형제, 친지, 친우들의자료를등록·수정·삭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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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영역]의구성

수업영역은수강신청및학생들의수업을 돕기위한메뉴로구성되어있습니다.

▲⃝ [학업영역]의구성

학업영역은 [학업성적], [특별시험성적], [강의평가]의메뉴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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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영역]의구성

비교과영역은정규수업과정이아닌학내교육신청및이수결과를확인하는메뉴입니다.

▲⃝ [상담영역]의구성

상담영역은 [공지사항], [편지상담], [게시판상담], [방문상담], [나의정보], [지도교수상담],

[FAQ]의메뉴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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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이용을위한Tip! : ‘즐겨찾기’를이용하세요

1) 메뉴에서원하는항목선택

2) ‘즐겨찾기’클릭

3) ‘추가’클릭

4) ‘저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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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주요앱서비스

※ Play 스토어 및 App Store 검색어 :'성균관', '성균관대학교'

▲⃝ 앱목록

▲⃝ 상세이용안내

『대표홈페이지> 대학생활> IT서비스> 모바일웹 / 앱이용안내, 모바일Q/A 』참조

05_모바일 서비스 안내

모바일기기 브라우저로 직접 접속

Play 스토어에서 앱다운 후 설치

App Store에서 앱다운 후 설치

http://smart.skku.edu

구 분 실행방법 비 고

모바일 웹(Web)

안드로이드 앱(App)

아이폰 앱(App)

성균관대학교 통합 모바일 포털 서비스

모바일용 가상수업서비스

학교 공지사항 알림 서비스

도서관이용 모바일 서비스

도서관 출입용 모바일 학생증 서비스

앱 이름 앱 설명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포털앱

성균관대학교 모바일 아이캠퍼스

킹고 SNS(SKK Notice Service)

SKKU 학술정보관

모바일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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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01_ 수강관련

02_ 성적

03_ 대계열입학생학과진입

04_ 졸업

05_ 복수전공이수

06_ 교직과정이수

07_ 삼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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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1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수료를 인정받습니다.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이수요건은학생의입학년도및소속에따라다릅니다. 학생각자에게부여된해당

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만그효력을인정받습니다. 따라서교육과정이수에세심한주의가필

요합니다. 

우리대학의학사과정교육과정의교과목은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전공과목및선택과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 기본소양과 학문탐구, 논리력, 분석력, 표현력 등을 교육·학습하

는과목을말하며, 학문영역및성격에따라12개의영역으로구분합니다.

■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전수하거나, 전수한 이론을 검증 또는 증명하기 위해 실

험·실습·실기등을행하는과목을말하며, 전공핵심과목, 전공일반과목및실험·실습과목으

로구분합니다. 또한전공과목의수준별이수를위하여학부저학년용과목과학부고학년용과

목을구분하고있으며, 학석공통과목을별도로편성하고있습니다.

■ 선택과목 : 자격증취득등특정한목적을위해이수하는과목을말하며목적에따라일반선택과

목,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군사학과목으로구분합니다.

| 교육과정이란 |

▲⃝ 학사과정 교육과정의 과목구성

01. 수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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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2 학점

리더십 2 학점

의사소통 4 학점

창의와사유 2 학점 16학점

기본영어 4 학점

글로벌 전문영어

글로벌문화
2학점 (6학점*)

인간/문화의이해 3 학점 (6학점*)

사회/역사의이해 3 학점 (6학점*) 9학점

자연/과학/기술의이해 3 학점 (6학점*)

합 계 8개 영역 25 학점 (38학점*) 2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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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입학자의교육과정이수방법 |

1]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이수 방법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을영역별로지정된최소이수학점이상이수해야합니다.

* (    ) 괄호안은의학계열

성균인성·교양영역 최소 이수학점(모든 학생 공통 사항)

성균인성

중점교양
교

양

균형교양

영 역 최소이수학점 외국인

기초영역 최소 이수학점
(단위 : 학점)

기초인문사회과학 12 6 6 0 9 0

기초자연과학 0 9 12 24 12 30

합 계 12 15 18 24 21 30

글로벌리더게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
글로벌경제학,
예술계열,

교육학과,한문교육과

체육계열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자연과학계열,

반도체계열,

의학계열

건축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계열,

소프트웨어계열,

글로벌바이오

메디칼계열

계열

영역

* 2014학년도에입학한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전과생및편입생은성균인성-인성영역에서2학점을이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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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공 교육과정 이수 방법

■ 반드시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소속 학과의 전공 최소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전공과목 학

점이수표 참조). 

■ 학과별 ROAD MAP 교육과정을 참조하시면 학점 이수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ROAD MAP’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부응하기 위해 성균인성.교양.기초과

목, 전공핵심과목, 전공일반과목및실험실습과목등에대한교육과정이수체계를안내

하는것으로강제사항은아닙니다.

- ‘ROAD MAP’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진학자를 위한‘학문 지향형’, 취업희망자를 위한

‘전문직업인 지향형’, 복수전공자를 위한‘복수전공형’등 3가지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학과에따라서더욱세분화된‘ROAD MAP’을제시하는곳도있습니다.

- ‘ROAD MAP’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소속대학행정실에서 안

내받을수있습니다.

■ 전공핵심영역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 2013학년도부터전공교육과정에전공핵심영역이신설되었고, 전공핵심영역을필수과목

으로만운영하는학과가있습니다. 전공핵심영역을필수과목으로만운영하는학과(전공

핵심 100% 운영학과)의 경우 전공핵심영역 과목을 100%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충족해

야합니다.

- 전공핵심 100% 운영학과에서 타 학과 전공핵심영역 과목을 Cross-Listing(C/L)로 설

정한경우이교과목은전공일반으로인정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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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대학(학과) 전공핵심

(복수전공)

전공과목이수학점

전공일반

(복수전공)

실험실습

(복수전공)

전공학점

합계

수료

학점
비고

| 대학 및 학과별전공과목학점이수표 (2015학번) |

인
문
과
학
계
열

사
회
과
학
계
열

자
연
과
학
계
열

소프트웨어계열
반도체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공
학
계
열

사범
계열

예
·
체
능
계
열

의·약학
계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계열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24(15) 39(24) 63(39) 120

국어국문학과 33(24) 30(18) 63(42) 120

영어영문학과 15(12) 48(30) 63(42) 120

프랑스어문학과 33(21) 30(21) 63(42) 120

중어중문학과 30(21) 33(21) 63(42) 120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43(28) 20(14) 63(42) 120 전공핵심100%운영

러시아어문학과 33(24) 30(18) 63(42) 120

한문학과 24(24) 39(18) 63(42) 120 전공핵심100% 운영

사학과 12(12) 48(30) 60(42) 120

철학과 24(18) 36(24) 60(42) 120

문헌정보학과 36(33) 24(9) 60(42) 120

글로벌리더학부 36(36) 18(3) 54(39) 120 타 전공생 복수전공 불가

행정학과 30(18) 27(21) 57(39) 120

정치외교학과 24(18) 33(18) 57(36) 120 전공핵심100% 운영

신문방송학과 30(21) 27(18) 57(39) 120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12(12) 45(27) 57(39) 120

사회복지학과 33(24) 24(12) 57(36) 120

심리학과 27(18) 27(18) 54(36) 120

소비자가족학과 24(18) 33(18) 57(36) 120

아동·청소년학과 30(18) 27(18) 57(36) 120

경제학과 12(12) 42(27) 54(39) 120 전공핵심100% 운영

경제대학 통계학과 18(18) 36(18) 54(36) 120

글로벌경제학과 18(18) 27(18) 45(36) 120 타 전공생 복수전공 불가

경영학과 30(30) 33(12) 63(42) 120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39 24 63 120 타 전공생 복수전공 불가

생명과학과 27(24) 27(15) 8(2) 62(41) 13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2(21) 30(20) 62(41) 130

물리학과 31(23) 23(14) 8(4) 62(41) 130

화학과 22(18) 34(19) 6(4) 62(41) 130

식품생명공학과 36(36) 18(0) 6(6) 60(42) 130

생명공학대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29(19) 27(19) 4(4) 60(42) 130

유전공학과 24(20) 26(18) 10(4) 60(42) 130

전자전기공학부 28(25) 24(14) 8(4) 60(43) 130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과 34(25) 20(14) 6(4) 60(43) 130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3 24 8 65 130 타 전공생복수전공불가, 타 전공으로의복수전공불가

소프트웨어학과 30 24 6 60 130 타 전공생 복수전공 불가, 타 전공으로의 복수전공 불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24(24) 31(15) 5(4) 60(43) 130 전공핵심100% 운영

신소재공학부 22(15) 30(21) 8(5) 60(41) 130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2(12) 35(21) 13(9) 60(42) 130 전공핵심100% 운영

건축토목공학부 24(18) 25(19) 11(6) 60(43) 130

시스템경영공학과 24(24) 33(15) 3(3) 60(42) 130

조경학과 36(23) 24(20) - 60(43) 130 전공핵심100% 운영

건축학과 54(53) 45(42) 9(0) 108(95) 160

교육학과 42(30) 24(20) 66(50) 140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33(24) 33(26) 66(50) 140

수학교육과 30(30) 36(20) 66(50) 140

컴퓨터교육과 24(24) 42(26) 66(50) 140 전공핵심100% 운영

미술학과 45(31) 21(14) 66(45) 130

무용학과 34(21) 29(21) 63(42) 130

예술대학
디자인학과 18(18) 45(24) 63(42) 130

영상학과 42(21) 21(21) 63(42) 130

연기예술학과 33(22) 33(23) 66(45) 130

의상학과 18(18) 48(27) 66(45) 130 전공핵심100%운영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32(28) 32(15) 64(43) 130

약학대학 약학과 112 28 14 154 219 타 전공생복수전공불가, 타 전공으로의복수전공불가

의과대학
의예과 12 2 2 16 82 타 전공생복수전공불가, 타 전공으로의복수전공불가

의학과 173 173 173 타 전공생복수전공불가, 타 전공으로의복수전공불가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학과 32(25) 24(14) 8(4) 64(43) 130 타 전공생복수전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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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2
학점이수

학점이란?

▲⃝ 계열(학부)별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의 학기당 초과 학점이수

한 학기에 신청, 이수할 수 있는 최대 수강신청학점으로서 학생의 재학연한, 학습·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합니다.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이란?

| 학기당 최대수강학점 |

인문과학계열/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18학점 (1, 2학년)

15학점 (3, 4학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반도체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건축학계열, 소프트웨어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계열

18학점

사범대학

20학점 (1, 2학년)

18학점 (3, 4학년)

약학대학

21학점

의과대학

27학점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이며, F등급이 없는 학생은

규정된학기당이수학점이외에매학기3학점까지초과하여학점을이수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2015 인문과학계열 신입생이 2015학년도 1학기 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경우, 그다음학기수강신청가능학점은원래가능학점인 18학점보다3학점까지초과하여21

학점까지신청할수있습니다.

각 과목의 기본 단위수를 의미합니다. 과목의 학점 수는 주로 1학점, 2학점, 3학점

이 있는데, 1학점 과목은 1주일 수업이 1시간이라는 의미이고, 한 학기는 16주간 수업을

진행하므로 학기당 16시간의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험실

습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는 학점보다 수업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

서 2014학년도 1학기에 15학점을 신청했다면, 수업시간은 매주 15시간 이상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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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GEDC010 성균논어 2 2 인문 리더 창의
GEDC010 고전읽기 2 2 인문 리더 창의
GEDC012 인성고전 2 2 소통 인문 창의

리더십
GEDR013 이론리더십 2 2 리더 글로벌 소통
GEDR014 실천리더십 2 2 리더 글로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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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W001 창의적글쓰기 2 3 소통 인문 창의
GEDW002 학술적글쓰기 2 3 소통 학문 창의
GEDW003 스피치와토론 2 3 소통 리더 창의

의사소통 GEDW004 과학기술글쓰기 2 3 소통 학문 창의
GEDW005 시민법정토론 2 3 소통 학문 리더
GEDW006 미디어글쓰기 2 3 소통 학문 창의
GEDW007 여행과글쓰기 2 3 소통 인문 창의
GEDT001 일반논리학 2 2 학문 인문 창의
GEDT002 기호논리학 2 2 학문 인문 창의
GEDT003 비판적사고 2 2 학문 창의 인문

창의와사유
GEDT004 수리적사고 2 2 학문 창의 인문
GEDT005 통계적사고 2 2 학문 창의 리더
GEDT006 창의적사고 2 2 창의 인문 소통
GEDT009 창의성이해 2 2 창의 학문 소통
GEDT011 창의적발상 2 2 인문 학문 창의
GEDT012 창의와소프트웨어 2 2 인문 학문 창의

기본영어
GEDG001 영어쓰기 2 3 글로벌 소통 창의
GEDG002 영어발표 2 3 글로벌 리더 소통
GEDG003 시사영어 2 2 글로벌 인문 소통
GEDG004 법률영어 2 2 소통 학문 글로벌
GEDG005 비즈니스영어 2 2 소통 글로벌 인문

전문영어
GEDG006 과학영어 2 2 소통 학문 글로벌
GEDG007 문예영어 2 2 창의 인문 소통
GEDG026 스포츠영어 2 2 소통 글로벌 인문
GEDG028 고급영어쓰기 2 2 글로벌 소통 인문
GEDG029 영어토론 2 2 글로벌 소통 인문

글로벌 GEDG008 영어권국가의이해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10 현대세계와글로벌시각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11 글로벌화와21세기중국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12 유럽사회와문화 2 2 글로벌 인문 소통
GEDG017 글로벌시대의문화이해 2 2 글로벌 인문 학문

글로벌문화 GEDG018 인도문명권의사상과문화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19 스페인어문화권의사회와문화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20 이슬람세계의사상과문화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24 현대중국사회의이해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25 서양사상의역사 2 2 글로벌 인문 학문
GEDG027 동아시아에서의한국사회 2 2 글로벌 학문 인문
GEDG030 중앙아시아와몽골의이해 2 2 학문 글로벌 리더

2) 중점교양 영역 [38과목]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_03
15학년도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 교과목 목록

1]성균인성 영역 [5과목]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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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교양 영역 [152과목]

GEDH002 주역과현대문명 3 3 리더 소통 글로벌

GEDH003 동양의예술과삶 3 3 창의 소통 글로벌

GEDH004 한국고전문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H005 한국현대문학 3 3 인문 창의 학문

GEDH006 동양의지혜 3 3 인문 학문 리더

GEDH007 한시의이해 3 3 인문 창의 리더

GEDH008 영미문화의이해 3 3 글로벌 인문 소통

GEDH009 중국문화의이해 3 3 글로벌 인문 리더

GEDH010 독일문화의이해 3 3 글로벌 인문 학문

GEDH011 프랑스문화의이해 3 3 글로벌 인문 창의

GEDH012 러시아문화의이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13 일본문화의이해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H018 음악의이해 3 3 인문 소통 창의

GEDH019 예술사 3 3 인문 창의 학문

GEDH020 한국문화의이해 3 3 인문 창의 소통

GEDH021 문화인류학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H022 성의심리학 3 3 인문 리더 창의

GEDH023 사랑의심리 3 3 인문 리더 학문

GEDH025 아동의심리와교육 3 3 인문 학문 창의

GEDH027 그리스로마신화의이해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28 근대동아시아비교문화론 3 3 글로벌 인문 소통

GEDH029 몸과문화 3 3 인문 창의 리더

인간/문화의이해 GEDH030 문화사와철학사상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32 생명의료윤리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33 신화와교육 3 3 인문 창의 학문

GEDH034 사랑과문학 3 3 인문 학문 소통

GEDH035 세계의정원과문화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37 프로이트와현대문화 3 3 인문 학문 소통

GEDH038 여가와축제의문화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39 예술사와철학사상 3 3 인문 창의 학문

GEDH040 유럽고도의역사와문화 3 3 인문 글로벌 학문

GEDH046 디지털시대의영상예술 3 3 인문 창의 학문

GEDH047 대중예술의이해 3 3 인문 글로벌 소통

GEDH048 북유럽신화의이해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52 죽음과문화 3 3 인문 학문 창의

GEDH053 종교와유럽문화 3 3 인문 글로벌 학문

GEDH055 인문지리학 3 3 인문 학문 창의

GEDH058 인문학고전읽기 3 3 인문 창의 리더

GEDH059 예술의말과생각 3 3 인문 창의 글로벌

GEDH060 언어와현대사회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62 지식정보학 3 3 인문 학문 소통

GEDH063 한자와한문의세계 3 3 학문 인문 창의

GEDH064 문예창작의이해 3 3 창의 소통 인문

GEDH065 연극과문화 3 3 인문 소통 창의

GEDH066 동서양인문전통속의감정과윤리 3 3 인문 글로벌 학문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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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H068 동아시아의상호소통과한문문화 3 3 인문 글로벌 소통
GEDH069 동아시아문학의이해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70 예술로보는동아시아 3 3 인문 글로벌 소통
GEDH071 한국의문화유산과공간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H072 여성의역사와문학,예술 3 3 인문 글로벌 리더
GEDH073 동아시아의전통사상 3 3 인문 소통 학문

인간/문화의이해 GEDH074 현대경영과문화 3 3 창의 글로벌 리더
GEDH075 미학과창의경영 3 3 창의 글로벌 리더
GEDH076 한국사상과문화의이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77 대중음악의이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78 시문학과예술가곡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79 비교종교학의이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H080
봄의미학디지털영상과기술

3 3 인문 학문 글로벌
그리고커뮤니케이션

GEDH083 동서양지식문화의이해 3 3 인문 학문 창의
GEDH084 불교의이해 3 3 소통 인문 학문
GEDH085 기독교의이해 3 3 소통 인문 학문
GEDH086 가톨릭의이해 3 3 소통 인문 학문
GEDH087 이슬람교의이해 3 3 소통 인문 학문
GEDS001 한국사개설 3 3 인문 학문 창의
GEDS002 한국사회풍속사 3 3 인문 창의 소통
GEDS003 일상생활의역사 3 3 인문 소통 창의
GEDS004 동양의역사와문명 3 3 글로벌 인문 학문
GEDS005 서양의역사와문명 3 3 글로벌 인문 학문
GEDS008 민주사회와행정 3 3 학문 창의 리더
GEDS009 정치경제학의이해 3 3 창의 학문 인문
GEDS010 현대민주주의의이해 3 3 학문 창의 인문
GEDS011 대중매체의이해 3 3 소통 창의 글로벌
GEDS012 사회심리학 3 3 학문 리더 창의
GEDS013 여성과사회 3 3 인문 글로벌 창의
GEDS014 정보사회의이해 3 3 글로벌 소통 창의
GEDS015 현대사회와직업 3 3 리더 인문 학문
GEDS016 현대사회의문제 3 3 글로벌 창의 소통
GEDS017 성격과적응 3 3 학문 인문 리더

사회/역사의이해 GEDS018 현대사회와복지 3 3 소통 창의 인문
GEDS019 한국경제의이해 3 3 학문 글로벌 리더
GEDS020 북한경제의이해 3 3 학문 리더 창의
GEDS021 생활속의통계 3 3 창의 학문 리더
GEDS022 가족과생활환경 3 3 인문 학문 리더
GEDS024 공학경제 3 3 창의 학문 리더
GEDS027 유토피아의사회철학 3 3 창의 학문 인문
GEDS029 나와역사 3 3 인문 창의 학문
GEDS030 자치와협동의사회과학 3 3 리더 학문 인문
GEDS031 현대중국사회와문화 3 3 학문 글로벌 인문
GEDS032 경제학의고전과현대적이슈 3 3 창의 학문 인문
GEDS038 시민사회와시민운동 3 3 리더 소통 인문
GEDS039 현대사회와법 3 3 학문 인문 소통
GEDS040 기업가정신 3 3 학문 리더 글로벌
GEDS041 기술시대의회계 3 3 학문 인문 글로벌
GEDS042 전쟁과문화 3 3 학문 인문 소통
GEDS043 전쟁과정치사회 3 3 학문 인문 소통
GEDS044 근대성과현대문화 3 3 인문 학문 소통
GEDS046 이공계경영학 3 3 리더 창의 학문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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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S047 사회과학고전읽기 3 3 학문 인문 창의
GEDS048 글로벌무역의이해 3 3 글로벌 학문 리더
GEDS049 글로벌시대의여성과남성 3 3 글로벌 리더 학문
GEDS050 한국전통사회의정치문화 3 3 인문 창의 리더
GEDS051 국제인권 3 3 글로벌 학문 리더
GEDS052 동아시아역사와문화 3 3 글로벌 인문 소통

사회/역사의이해 GEDS053 인간과토지의문명사 3 3 인문 학문 소통
GEDS054 인구와가족의역사 3 3 학문 인문 소통
GEDS055 세계사속의중국 3 3 글로벌 학문 인문
GEDS056 현대동아시아정치경제변동 3 3 글로벌 학문 소통
GEDS057 현대한국정치의쟁점 3 3 학문 글로벌 리더
GEDS058 현대사회유학의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S059 유교자본주의의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S060 기업과증권시장의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S062 미래사회와창의혁신인재 3 3 인문 창의 리더
GEDS063 소비와윤리 3 3 소통 학문 리더
GEDS064 현대사회와법의정신 3 3 인문 창의 리더
GEDN001 과학사 3 3 인문 학문 창의
GEDN002 생태계와환경 3 3 학문 창의 소통
GEDN003 생명의기원과본질 3 3 학문 창의 소통
GEDN005 현대천문학개론 3 3 학문 창의 리더
GEDN006 우주론 3 3 학문 창의 리더
GEDN007 생활속의화학 3 3 인문 학문 창의
GEDN008 화학과생명현상 3 3 학문 글로벌 창의
GEDN009 테크놀러지의철학적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0 열역학적자연관과세계상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1 생명진화의철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2 생명의과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3 생명공학의이해 3 3 학문 창의 글로벌
GEDN014 생명과음식의과학 3 3 창의 학문 글로벌
GEDN015 과학기술과인간문화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6 진화학입문 3 3 학문 인문 창의

자연/과학/기술의이해 GEDN017 암의과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8 유전자재조합의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19 문명과자연환경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0 과학기술과사회윤리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1 과학기술과환경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2 환경과건강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3 카오스이론과복잡계과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4 기후와문화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5 자연과학고전읽기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6 과학기술산업화의역사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7 과학미디어와문화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8 디지털기술의문명학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29 운동과건강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0 스포츠마케팅과미디어 3 3 학문 창의 소통
GEDN031 인간과자연환경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2 약과건강 3 3 학문 글로벌 인문
GEDN033 특허와창업 3 3 학문 창의 리더
GEDN034 과학기술과기업경영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5 창업이론과실제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6 실학과수원화성의과학성이해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7 동아시아과학사상의기초 3 3 학문 인문 창의
GEDN038 한국문화와창업가정신 3 3 소통 인문 창의
GEDN039 융복합시대의창업 3 3 인문 글로벌 창의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34   Mac-02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학사안내 35

4) 기초영역 과목 [52과목]

GEDI001 동양사상입문 3 3 인문 창의 리더

GEDI002 언어학입문 3 3 인문 학문 창의

GEDI003 문학입문 3 3 소통 창의 인문

GEDI004 역사학입문 3 3 학문 인문 창의

GEDI005 철학입문 3 3 학문 창의 인문

GEDI006 사회과학연구입문 3 3 학문 창의 리더

GEDI007 정치학입문 3 3 인문 소통 창의

GEDI008 심리학입문 3 3 인문 창의 학문

GEDI009 사회학입문 3 3 학문 인문 소통

GEDI010 경제학입문 3 3 학문 인문 창의

GEDI012 기초프랑스어1 3 3 글로벌 소통 인문

기초인문사회과학 GEDI013 기초프랑스어2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I014 기초중국어1 3 3 글로벌 인문 소통

GEDI015 기초중국어2 3 3 글로벌 인문 소통

GEDI016 기초독어1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I017 기초독어2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I018 기초러시아어1 3 3 글로벌 학문 소통

GEDI019 기초러시아어2 3 3 글로벌 학문 소통

GEDI020 기초일본어1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I021 기초일본어2 3 3 글로벌 소통 인문

GEDI023 기초한문 3 3 학문 인문 소통

GEDI024 희랍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I025 라틴어 3 3 인문 학문 글로벌

GEDB001 미분적분학1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02 미분적분학2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03 선형대수학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04 공학수학1 3 3 학문 창의 인문

GEDB005 공학수학2 3 3 학문 창의 인문

GEDB007 이산수학 3 3 학문 리더 인문

GEDB008 일반물리학1 3 3 학문 창의 리더

기초자연과학 GEDB009 일반물리학실험1 1 2 학문 창의 리더

GEDB010 일반물리학2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11 일반물리학실험2 1 2 학문 창의 리더

GEDB012 일반화학1 3 3 학문 창의 글로벌

GEDB013 일반화학실험1 1 2 학문 창의 글로벌

GEDB014 일반화학2 3 3 학문 창의 글로벌

GEDB015 일반화학실험2 1 2 학문 창의 글로벌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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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B016 생명과학1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17 생명과학실험1 1 2 학문 창의 소통

GEDB018 생명과학2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19 생명과학실험2 1 2 학문 창의 소통

GEDB020 고급미분적분학1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21 고급미분적분학2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22 고급일반물리학1 3 3 학문 창의 리더

기초자연과학 GEDB023 고급일반물리학2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26 고급생명과학1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27 고급생명과학2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28 확률및통계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29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3 3 학문 창의 소통

GEDB030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3 3 학문 창의 리더

GEDB031 미분적분학실습1 1 2 학문 창의 리더

GEDB032 미분적분학실습2 1 2 학문 창의 리더

계열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기대역량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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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선택과목 [34과목]

GELT001 성균프레시맨세미나 1 1

GELT002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 1 1

GELT003 기초물리학 1 2

GELT005 번역의이해와실무 1 2

GELT006 컴퓨터문서작성 1 2

GELT007 컴퓨터자료처리 1 2

GELT008 속기학 1 2

GELT009 정보통신윤리 1 2

GELT011 핵심취업전략 1 2

GELT012 사회봉사론 1 2

GELT014 예절교육및실습 1 2

GELT015 사진예술의이해 1 2

GELT016 교양농구 1 2

GELT017 교양배드민턴 1 2

일반선택과목
GELT018 교양축구 1 2

GELT019 교양탁구 1 2

GELT020 교양테니스 1 2

GELT021 교양플로어볼 1 2

GELT022 교양골프 1 2

GELT023 교양댄스스포츠 1 2

GELT024 교양요가 1 2

GELT025 교양수영 1 2

GELT026 교양레저피싱 1 2

GELT027 교양스노우보드 1 2

GELT028 교양스키 1 2

GELT029 교양수상스키 1 2

GELT030 창의인성교육의이해 1 2

GELT031 진로탐색및경력개발 1 2

GELT032 현장실습1 1 2

GELT033 현장실습2 1 2

GELT034 현장실습3 1 2

GELT035 여성커리어개발 1 2

GELT036 스토리텔링과트랜스미디어의이해 1 2

GELT037 비지니스모델디자인 1 2

영역명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 일반선택과목은 세미나, 실무, 스포츠 등 교양?기초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개설된 과목군으로 학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강하

실 수 있습니다.

※ 일반선택과목은 이수시 과목당 1학점이 부여되며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지만 교양영역과 기초영역 또는 전공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37   Mac-02 



38

*_04
수업

▲⃝ 성균프레시맨세미나

■일반선택영역에1학점과목으로편성되어있으며, 성적평가는P/F 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

▲⃝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는 일반선택영역에 1학점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성적평가는

P/F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는1학년, 2학년이수강할수있습니다.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중점교양」영역 중 의사소통, 창의와 사유, 기본영어 영

역, 「기초인문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영역의 과목은 1학년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먼

저부여합니다.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의졸업요건을충족한2학년이상재학생들은“선택”학점

을전공과목에서이수하기를권장합니다.

－교양·기초과정의중점대상은1학년이며, 전공과정의중점대상은2~4학년입니다.

▲⃝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수강 우선학년 지정

교양·기초교육과정 일부 영역의 교육목표와 교육·학습효과 배가 및 학과진입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에 따라 수강신청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수강 우선학년이란?

성균프레시맨세미나는 2005학년도부터 신설된 과목으로 신입생들의 학업과 대학생

활 지도, 전공탐색 조언, 학생의 개성 있는 잠재능력 계발 등 일정 주제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목은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적 접촉을 통해 학문탐구의 기본자세

를 갖추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글로벌문화체험세미나는 2010학년도부터 신설된 과목으로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다

문화적 지적 분위기에 친숙해지고 국제적 감각을 익힘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외국인교수님 담당으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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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인정 전공교과목

기본적으로는 전공영역에 편성된 교과목(전공핵심 혹은 전공일반)이지만 해당 전공
을 제1전공 내지 복수전공으로 하지 않는 타 전공 학생(대계열 입학생 포함)이 해당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학점취득을 하는 경우 이를 균형교양영역 학점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 교과목입니다. (전공, 교양간 중복인정은 불가) 다만, 추후 해당 전공을
제1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되는 경우 기 취득학점은‘전공’영역 취득학점
으로 환원됩니다.

교양인정전공 교과목이란?

구 분 과목명 자기학습 학부/전공/학과학수번호 학점 시간

COS2009 한국철학사상사 3 3 6 유학동양학과

인간/문화의이해
RUS2011 러시아예술의이해 3 3 6 러시아어문학

PHL3013 철학적인간학 3 3 6 철학과

SOC2008 문화사회학 3 3 6 사회학

FRE3030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 3 3 6 프랑스어문학

GER3005 독일사회와문화 3 3 6 독어독문학

HIS3016 오늘의중국 3 3 6

HIS2005 한국현대사 3 3 6 사학과
사회/역사의이해

HIS3022 유럽의정신생활사 3 3 6

PHL2009 역사철학 3 3 6 철학과

PSD2007 정치이데올로기론 3 3 6 정치외교학

SOC2002 사회계층론 3 3 6 사회학

1] 2008학년도이후 대상 교과목

구 분 과목명 자기학습 학과학수번호 학점 시간

PHL2003 윤리학 3 3 6

인간/문화의이해 PHL2012 예술철학 3 3 6 철학과

PHL3027 문화철학 3 3 6

사회/역사의이해 HIS2008 일본의역사 3 3 6 사학과

2] 2009학년도이후 대상 교과목

구 분 과목명 자기학습 학과학수번호 학점 시간

DKL2011 현대소설의 이해 3 3 6 국어국문

인간/문화의이해 FRE2006 프랑스문학탐색 3 3 6 프랑스어문

CHI3009 중국문자의이해 3 3 6 중어중문

자연 / 과학 / 기술의이해 BIO2009 생명과학개론 3 3 6 생명과학

3] 2010학년도이후 대상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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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어강의

■국제어강의는사용하는국제어에따라크게영어강의와비영어강의로구분되며, 

「국제어(영어/중국어/일어등)강의」로표시가능합니다. 

■교양·기초과목 중「글로벌영역」(기본영어/전문영어/글로벌 문화), 기초인문사회과학영

역, 기초자연과학영역은국제어로강의를진행합니다.   

■ 2007학년도입학자부터는국제어강의이수가의무화됩니다. 

➞교양·기초4학점이상, 전공3학점이상이수(’07)

교양·기초4학점이상, 전공6학점이상이수(’08)

교양·기초6학점이상, 전공9학점이상이수(’09 이후)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한문교육과 학생은 전공영역에서의 국제어강의 이수가 권장사

항입니다. (이경우에도교양기초영역의국제어강의학점은꼭이수하여야합니다.) 

본교 강좌 중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국제어 강의로

규정합니다

인정영역 과목명 자기학습 학부/전공/학과학수번호 학점 시간

COS3016 동서비교윤리학 3 3 6 유학동양학과

DKL2006 고전소설의이해 3 3 6 국어국문

DKL2007 고전시가의이해 3 3 6 국어국문

DKL2009 현대시의이해 3 3 6 국어국문

ENG2013 영미드라마입문 3 3 6 영어영문

인간/문화의이해 GER3016 독일대안문화 3 3 6 독어독문

GER3001 문학과젠더 3 3 6 독어독문

GER3012 독일공연·영상문화 3 3 6 독어독문

GER3015 독일인물문화기행 3 3 6 독어독문

LIS2001 문헌정보학개론 3 3 6 문헌정보

GER2002 유럽속의독일 3 3 6 독어독문

LIS2012 서지학개론 3 3 6 문헌정보

사회/역사의 이해 LIS2005 정보학개론 3 3 6 문헌정보

PSD2001 국제정치학 3 3 6 정치외교

PSD2002 비교정치론 3 3 6 정치외교

4] 2011학년도이후 대상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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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양 과목

■외국인학생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으로 느끼는 문화적 차이를 조기에

극복하고, 한국어사용능력등기초학력을제고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교양과목이

추가적으로제공됩니다.

과목명 과목명 자기학습시간학수번호 학점 시간

GEDW008 의사소통1 2 3 4
GEDW009 의사소통2 2 3 4
GEDW010 한국어매체읽기 2 2 4
GEDW011 한국어문서작성 2 2 4
GEDW012 한국어화법과예절 2 2 4
GEDT010 창의와사유의기초 2 3 4
GEDH042 한국어 2 2 4
GEDH063 한국문화의이해 2 2 4
GEDH081 인간의이해 2 2 4
GEDH082 문화의이해 2 2 4
GEDS035 한국역사의이해 2 2 4
GEDS036 한국생활의안내및진로지도1(**) 1 1 2
GEDS061 사회역사의이해 2 2 4

균형

교양

인간/문화의

이해

사회/역사의

이해

※ 외국인학생 전용 수강 과목으로써 일반학생(국적:대한민국)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는 P/F평가과목

■동일과목을여러반으로나누어여러명의교/강사가수업을진행하는경우에도

해당교과목의교육목표와교육효과가균질되게달성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

분반강좌의상대평가를실시합니다.

▲⃝ 분반강좌의 균질성 강화

※ 수강신청시 수강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 바랍니다.
- 해당과목은 수업시간표의 비고란에“과목단위 상대평가”또는“교수단위
상대평가”로 표기되어 있음

·[과목단위 상대평가] : 동일과목은 해당 과목의 총 수강인원을 모수(母數)로 하여 상대평

가를실시합니다

·[교수단위상대평가] : 동일교·강사가여러반을담당하는동일과목은동일교·강사가

담당하는해당강좌의총수강인원을모수로하여상대평가를실시합니다.

중점

교양

의사소통

창의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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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읽기 강좌의 경우 매 학년도 개설 규모가 유동적이므
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급미분적분학1

고급일반물리학1

고급일반화학1

고급생명과학1

기초자연과학

고급미분적분학2

고급일반물리학2

고급일반화학2

고급생명과학2

3 (3)

3 (3)

3 (3)

3 (3)

영역 1학기 2학기 학점(시간) 비고

▲⃝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기초자연과학영역」수준별 교과 운영

■기초자연과학분야의학업수행능력이우수한학생들에대하여학습능력향상및학업성취

도제고를위하여‘수준별교육고급과목’을별도로편성하여운영합니다.

■‘수준별교육고급과목’은상대평가시등급별인원비율을A등급(A+, A)과 B등급

(B+, B)의합이90% 이내로운영합니다. 

■동일학기에 고급과목과 일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거나, 고급과목을 이수한 후에 일반과

목을수강하는것을불허합니다.

※ 수준별 교육 고급 과목 : 8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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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mpus(학내가상수업시스템)

우리 대학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수업시스템으로, 수강신청

한 모든 과목의 공지사항, Q&A, 과제 및 퀴즈 등의 수업활동이 일어나는 가상공간

입니다. 특히 인터넷활용수업(온라인수업, 강의저장수업, 블렌디드수업 및 원격화상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습니다.

i-campus란?

■시스템 접속 요령

- 별도의 ID 발급절차없이통합로그인 ID, 비밀번호를입력하여시스템에접속합니다.

■우리 대학의 인터넷 활용수업의 유형

•강의저장수업

강의촬영기능과전자교탁이구비된 e+녹화강의실에서수업을진행하며, 강의와동시

에촬영된동영상을우리대학LMS 시스템인 i-campus에탑재하여학습자로하여금

재생반복학습할수있는강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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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수업 강의

수업시간의일부는 i-campus를통해온라인수업으로진행하고잔여시간은e+녹화강의

실에서강의를진행합니다.

■온라인수업

수업시간의모두를 i-campus에서온라인으로진행하는강의입니다.

•강의저장수업이 좋은 것은?

▶ 수업시간에 강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강의 저장이 되므로 따로 판서할 필요가 없어 수업시간에는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 교수자, 학습자 개인의 Microteaching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Microteaching이 따로 필요 없어, 교수자 및 학습자의 수업 진행 및 발표 시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달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 좋은 것은? 

▶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립니다.

- 오프라인 수업전 온라인의 icampus를 통하여‘선행학습’을 유도 후 오프라인에서는 핵심

내용 및 토론 등의 학습으로 학습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 icampus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등이 부족하여 시청하지 못하던 비디오 동영상을‘선행학습’

을 통하여 먼저 학습토록 합니다.

- 비디오 자료의 동영상 변환은 대학교육개발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블렌디드 수업도 e+녹화강의실에서 강의저장을 합니다.

- 수업시간에 강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반복학습이 가능합니다.

- 교수자·학습자 개인의 Microteaching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매주 icampus에 접속하여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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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 요령

•온라인수업(100%) : i-campus에 접속하여‘나의 수강과목’의 과목 목록을 클릭하여

강의실로이동합니다. 이곳을통하여강의를듣고학습하며과제, 토론, 퀴즈등교수자

가부여하는학습활동에참여하고, 정해진수업기간동안에수업을마쳐야합니다.

•강의저장수업 : 실제강의실에서이루어지는수업을강의저장시스템을이용하여만들

어진강의동영상을 i-campus에서다시들을수있습니다.

•블렌디드수업 : 온라인수업과일반강의가혼합된형태로가상수업에해당하는강의는

i-campus에접속하여강의및각종수업활동을하여야합니다.

■온라인수업 출석 시험

•온라인수업은반드시 1회이상의출석시험을치루게되며시험실시방법은매학기강

의직전에CYAN 학사공지사항및i-campus 전체공지사항에게시합니다.

■문의처 : 교무처 교육지원팀 (02-760-0809)

•온라인수업이 좋은 것은?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시 학습이 가능합니다.

- 강의실 및 수업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보다 자유로운 학습 활동이 가능합니다.

▶ 보다 많은 학습량이 이루어집니다.

- 제한된 수업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보다 많은 학습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주도 강의입니다.

- 일반수업과 달리 학내가상수업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하는 학습자 주도 강의

입니다.

단, 온라인수업은 매주 i-campus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를 들어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수

시로 접속하여 강좌 운영에 관한 각종 공지사항, 과제 부여, 퀴즈 등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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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간 상호인정 전공과목

■융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자신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으

로서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타 학과 개설 전공과목을 말하며, Cross-Listing 또

는C/L로표기합니다.

■C/L과목을수강해도소속학과의전공과목을수강한것과동등하게처리됩니다.

▲⃝ 대학공통전공과목

■2개이상의학과가설치된대학에서대학내각학과가공통으로전공인정하는과목으로대

학내각학과의교육과정에편성됩니다.

■대학공통전공과목을수강해도소속학과의전공과목을수강한것과동등하게처리됩니다.

학부 고학년생에게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유기적인 단일체계로 재구성하여 2005학년도부터 신규로 개설한 과목

입니다.

학석공통과목 이란?

▲⃝ 학석공통과목

■학사과정생은 별도의 허가조치 없이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학석공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절차：일반적인학부과목과동일한절차로학생이직접전산(GLS)에서수강신청합니다.

■성적인정 방법

－학사과정생이‘학석공통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사과정 수료학점(이수구분은‘전

공일반’으로 인정하나, 학부과정의 전공과 상이한 과목은‘선택’으로 인정함)으로 인

정합니다. 

－‘학석공통과목’을수강하여학점을취득할경우해당과목의성적은그학기성적으로

인정되며장학생선정을위한취득학점에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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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제(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Korea) 

■ABEEK 인증은해당프로그램으로교육받은학생이공학실무를담당할준비가되어

있음을제도적으로보증하는교육시스템입니다.

■Global standards를만족하는공학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분석력, 창의력, 적응력및

설계능력을갖춘국제적기술인력을배출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입니다.

■ABEEK 인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공학기본소양, 기초과학·수학(BSM) 및공학실무

교육과정등소정의기준을충족하여야만합니다. 따라서교육과정이수에세심한주의가

필요하므로 ABEEK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제2공학관

26513호전화031-290-5602~7)에서수강안내를받기바랍니다. 

▲⃝ Co-op 프로그램

■Co-op 프로그램은학생에게산업현장의생생한체험기회를제공하여사회적응력을

미리길러주고, 졸업후자기진로설정에도움을주며, 사회에서요구하는전문지식을

미리습득하게하여취업이나창업에유리한기회를제공하기위한21세기형새로운산학

협동교육시스템입니다.

■Co-op 프로그램을 위한 과목은 학부(전공)별로 별도로 제공됩니다. 소속대학 또는 학과

를통하여Co-op 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47   Mac-02 



48

*_05
수강신청

■수강신청은등록의필수사항으로서학생이수업참여의의사를표시하는것이며, 학점

부여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됩니다.

■등록하고자하는학생은학교에서지정한기간내에반드시수강신청하여야하며수강

신청을하지않고수업에참여한학생이제기하는어떠한이의신청도받아들이지않습니다. 

■성적은수강신청되어있는과목에한해받을수있으며, 동일한과목에여러분반이

있을경우에도수강신청되어있는반에서수업을받지않고다른반에서수업을받았을

경우에는성적을인정받지못합니다.

| 수강신청 |

▲⃝ 수강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은 등록한 학생이 학기 중 개설된 과목과 개설시간을 검토하여 자신이

수강할 과목의 수업을 수업시간표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강신청이란?

졸업을 위해서는 각 계열별로 정해진 최소 졸업소요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계열입학생이 전공진입을 위해서는 성균인성·교양·기초영역관련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소요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매 학기 개설된 수업시간표에서 자신에게 필요

한 과목과 수강이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여 수강신청하고, 한 학기동안 수강하여 성적을

받으면 그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강신청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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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전 미리알아두기 |

우리대학 수업시간표는 WEB방식의 인터넷 수업시간표입니다. 인터넷 학사서

비스 GLS에서 개설 강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간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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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의 [장바구니]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수강신청 관심 강좌를 수

강신청 가능학점+3학점까지 담아 둘 수 있고, 관심 강좌들의 수업 요일, 시

간 및 수강인원 여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책가방이란?

해당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담당 교수

(강사)가 기재한 계획서입니다. 구입해야 할 도서, 참고도서, 성적평가방법,

학기중 수업진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계획서란?

수강신청 홈페이지 안내

우리 대학은 수강신청기간동안 서버에 과중하게 걸리는 과부하를 방지,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강신청을 돕기 위해 GLS의 전자시간표와 수강신청 화면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접속방법은

1) 수강신청기간동안 http://sugang.skku.edu 로 직접 접속하거나, 

2) GLS → 수업영역 → 수강신청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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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절차와방법 |

(수업영역화면의안내사항참조바람)전자시간표조회

학교홈페이지로그인GLS 메뉴중“수업영역”선택

(학년도/학기, 캠퍼스, 계열, 교과목조회)

전자시간표조회

(수업시간, 강의실, 교과목개요, 수업계획서등참조)

수강신청희망강좌선택

(수강신청가능학점+3까지저장가능, 주간테이블보기가능)

“책가방”에담기

(수강신청기간에수강신청가능)

학부수강신청- 정규강좌수강신청선택

(전자시간표에서책가방에담긴강좌불러오기)

“책가방”불러오기

(책가방에서수강신청예상강좌중“수강신청버튼”을클릭하여수강신청완료)

수강신청

(학부수강신청-정규강좌수강신청화면에서수강신청완료된교과목목록확인)

수강신청결과확인조회

http://sugang.skku.edu

GLS

GLS

GLS

GLS

http://sugang.skku.edu

http://sugang.skku.edu

http://sugang.skku.edu

수강신청홈페이지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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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수강신청일정 |

가. 전자시간표 Open : 2014. 12. 26(금) 10:00 (순차적으로 OPEN)
나. 1학기 수강신청 일정

※“온라인수업”은전체개설강좌기준일자에신청/확인가능

※“학년”은진급예정학년(수강학년)을 의미하며, 제자리복학하는경우본래학년이진급예정학년임

- 본인진급예정학년(수강학년)은 GLS 수업영역수강신청일정안내화면상단또는수강신청홈페이지로그인

시나타나는첫화면(아래)에서본인진급예정학년확인가능

※ 2015. 2학기 신·편입생은대학(학과)별로오리엔테이션일정을고려하여수강신청일정별도안내

※ 2학기수강신청기간중 1학기수강신청가능

구분 학 년 강좌개설캠퍼스
연중수강신청

<1. 26일부터 10:00~23:00가능, 토, 일 제외>

자과캠오프라인개설강좌 1. 26(월)
2학년

인사캠오프라인개설강좌 1. 27(화)
진급(수강)

온라인 + 오프라인
1. 28(수)예정자

전체강좌

3~4학년
자과캠오프라인개설강좌 1. 29(목)

진급(수강)    
인사캠오프라인개설강좌 1. 30(금)

예정자
온라인 + 오프라인

2. 2(월)
전체 강좌

학사 2·3·4학년
온라인 + 오프라인

2. 3(화)~2. 4(수)
전체 강좌

과정
수강신청불가 분반처리기간 2. 5(목)~2. 6(월)

2학년진급 자과캠오프라인개설강좌 2. 9(월)

(수강)예정자 인사캠오프라인개설강좌 2. 10(화)

3~4학년진급 자과캠오프라인개설강좌 2. 11(수)

(수강)예정자 인사캠오프라인개설강좌 2. 12(목)

2·3·4학년 온라인+ 오프라인전체강좌 2. 13(금)

신입생·편입생
온라인 + 오프라인

2. 23(월), 2. 25(수)
전체 강좌

신입생·편입생·재학생전체(온라인 + 오프라인강좌) 2. 26(목)

전체 2. 26(월)~2. 4(수), 2. 9(월)~2. 13(금), 2. 23(월), 2. 25(수)
대학원

수강신청불가 분반처리기간 2. 5(목)~2. 6(금), 2. 16(월)~2. 17(화)

공통 수강신청불가 2. 27(금)~3. 1(일)

▲⃝ 2학기 수강신청 확인 일정

구분 수강신청확인가능과목 2학기수강신청확인일정 <9. 1(월) ~ 5(금)>

수강신청불가
분반처리 7. 13(월) ~ 8. 2(일)

학사 DB 이관 8. 21(금), 8. 28(금)~8. 30(일)

과정 자연과학캠퍼스오프라인강좌 8. 31(월) 07:00 ~ 9. 2(수) 13:59

· 인문사회캠퍼스오프라인강좌 9. 1(화) 07:00 ~ 9. 2(수) 13:59

대학원 수강신청불가 9. 2(수) 14:00 ~ 14:59

공통 온라인+ 오프라인전체강좌 9. 2(수) 15:00 ~ 9. 4(금) 23:00

폐강확정일(수강신청종료일수강인원기준) 9. 7(수)

▲⃝ 1학기 수강신청 확인 일정

구분 강좌개설캠퍼스 1학기수강신청확인일정 <3. 2(월) ~ 6(금)>

학사 자연과학캠퍼스오프라인강좌 3. 2(월) 07:00 ~ 3. 4(수) 13:59

과정 인문사회캠퍼스오프라인강좌 3. 3(화) 07:00 ~ 3. 4(수) 13:59

· 수강신청불가 3. 4(수) 14:00 ~ 14:59

대학원 온라인+ 오프라인전체강좌 3. 4(수) 15:00 ~ 3. 6(금) 23:00

공통 폐반확정일(수강신청종료일수강인원기준) 3. 9(월) 

2

학

기

1

학

기

※ 4. 6(월)부터 2학기수강신청재개(3/7~4/5 2학기 수강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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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철회

■수강철회신청가능과목수 : 매학기당2과목이내

■수강철회 신청 시기 및 방법

- 2015학년도수강철회신청시기

- 소정의기간중수강철회신청을GLS으로신청하여, 학부장의허가를얻어야합니다. 

- 수강철회신청후, 통상 1주일경과된후에승인여부를확인하기바랍니다.

■수강철회 유의사항

- 수강철회가허가된과목에대한‘수강철회취소’는불가능합니다.

` - 수강을철회하였다하더라도해당학기에다른과목을수강할수없습니다.

- 수강철회를이유로등록금을반환하지는않습니다.  

■수강철회과목 성적처리

- 수강철회과목은성적평점평균산정에제외되어대내외적으로학생의불이익이없습니다.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표에“W”로 표기하며, 4학년에는 삭제됩니다. 

수강철회 신청 기간 3. 18(수) ~ 3. 20(금) 9. 21(월) ~ 9. 23(수)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해당 학기 중에 수강하고 있는 일부과목중 수업정보와

실제 내용·운영의 차이 또는 학업수행 능력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기중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_06
기타 수강관련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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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제도

■재수강신청가능과목 : 최근4학기이내수강한과목중C+~F의성적을취득한과목이면서

학수번호가동일한과목

■재수강 신청 가능 과목수 : 매학기당2과목이내에서재수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재수강 신청 시기 및 방법

수강신청기간중GLS를통해일반적인수강신청방법과동일하게신청합니다. 

(재수강과목은수강신청화면에‘재수강’임이표시됩니다) 

■재수강 유의사항

- 재수강은학기당취득학점을초과하여수강할수없습니다.  

- 재수강후F등급을받은경우, 성적은최초수강시취득한등급으로환원되며, 이과목에

대한이후재수강은허용되지않습니다.

- 면학분위기훼손방지를위해동일과목의재수강은1회에한합니다.  

- 학수번호가다르고과목명칭이동일한경우, 재수강이허용되지않습니다.    

- 최초수강과목과학수번호는동일하나교과목의이수영역또는학점이변경된경우재

수강을신청할수있습니다. 단, 재수강시변경된이수영역또는학점으로인정되므로

본인의졸업요건및취득한이수영역결과를고려하여수강신청에유의해야합니다. 

■재수강과목 성적처리

- 재수강한성적으로기록됩니다. 단, 재수강에따른취득성적은B+까지만인정됩니다.  

- 재수강후F등급을받은경우최초성적으로환원됩니다.

■재수강 대상과목 변경

- 시행방법 : 2012학년도 이후 취득한 F과목부터 재수강으로 처리 (2011학년도 이전 F

과목은종전제도적용)

최근 4학기이내 수강한 과목중 C+~F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

(학수번호 동일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수강제도란?

C+ ~ D과목

2011학년도이전

C+ ~ F과목

2012학년도이후

고의 F 취득방지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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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신청 기간 3. 9(월) ~ 3. 11(수) 9. 14(월) ~ 9. 16(수)

학점포기 성적 반영 3. 16(월) 이후 9. 21(월) 이후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54

■학점포기원은 제7학기(4학년)부터 기존취득과목 중 통산 2과목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

니다.

■학점포기 신청 시기 및 방법

- 2015학년도학점포기신청시기

▲⃝ 학점포기제

- 신청기간에학점포기원(신청서)을학부장에게제출하여, 허가를얻어야합니다.

■학점포기 유의사항

- 학점포기가허가된과목에대한‘학점포기의취소’는불가능합니다.

- A등급이상을취득한전공과목중국제어강좌는학점포기가불가합니다.

- 학점포기를이유로등록금을반환하지는않습니다. 

■학점포기과목 성적처리

- 학점포기과목은성적평점평균산정에서제외됩니다.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학수번호 변경·폐지 교과목이 재수강이 불가능한 데 대한 보완책

으로 기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7학기부터 가능)

학점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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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개설시기：하계방학및동계방학기간중개설

■계절수업개설과목：원칙적으로단기집중교육에적합한교양·기초과목위주로개설

※온라인수업으로진행하는수업은계절수업에개설하지않습니다.

※계절수업으로 개설되는 과목은 유동적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초 및 전공 영

역별최소이수학점이상의초과학점이수를목적으로활용하기바랍니다.

■계절수업최대수강학점：계절수업별로6학점이내에서수강할수있으며, 하계수업

및동계수업을합하여연간9학점이내에서수강할수있습니다.

■수강자격：해당학기재학생및휴학생포함

※하계(8월) 및동계(2월)졸업예정자는각각하계또는동계계절수업을수강하여취득한

학점을포함하여졸업할수있습니다.

※휴학생의경우, 휴학중계절수업학점취득으로수료학점을충족하더라도복학하여한

학기이상더등록하여야하며, 휴학생의계절수업신청은재적기간중2회에한함.

▲⃝ 계절수업

계절수업은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수업이며 해당 학기 재학생 중 계절수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합니다.

계절수업이란?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55   Mac-02 



56

■유휴학점의정의 : 계열별소정의학기당이수학점(학칙제36조)을기준하여수강신청상

부득이하게발생한2학점이하의잔여학점

※3학점과목을기본으로전제할때, 3학점이상의학점은본인의자율의지에따른선택

결과이므로3학점이상의유휴학점은원천적으로불인정함.

■이월범위 : 직전학기에 발생한 유휴학점(1학점 또는 2학점)을 차학기(정규 등록 학기)까

지만이월허용

■이월제한및소멸

- 직전학기성적평점평균2.5점(F포함) 미만인자이월불허

- 차학기에미활용시자동소멸

- 졸업, 제적, 유급및초과등록이후자동소멸

■이월절차

(1) 수강신청확정후차학기개인별유휴학점확정

(2) 소정의기간중시스템자동반영

(3) 차학기수강신청시유휴학점이월결과확인및수강신청

▲⃝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

학기당 이수학점과 기본모듈(3학점)이외 과목간 학점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휴학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신청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수강신청학점을 차학기로 이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기당 이수학점 이월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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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 4.5 B+ 3.5 C+ 2.5 D+ 1.5 F 0.0

과목 A 4.0 B 3.0 C 2.0 D 1.0

구분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 학업성적은 등급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우리 대학은 모든 과목에 대해 성적상대평가를 실시합니다. 

■상대평가 등급별 인원

- A등급(A+, A)은30% 이내이며, A등급(A+, A)과B등급(B+, B)의합은65% 이내로합니다.

- 전공일반과목의경우는A등급은40%이내, A등급과B등급의합은75% 이내로합니다. 

- 수강인원이 19명이하인과목, 대학장이인정하는국제어수업과목, 교직과목, 군사학, 실험실

습과목, 실기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

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약학대학·의과대학의 전공과목,

군위탁생과목, 수준별교육에의한고급교양기초과목, 글로벌리더학부·글로벌경제학과·글

로벌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반도체시스템공학과·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

학생들을대상으로별도개설된교양기초과목은적용하지않을수있으나, 이경우에도A등급

은50% 이내, A등급과B등급의합은90% 이내로합니다.

※ P/F 과목은Pass(P)와 Fail(F)로만평가하며, 성적평점평균에서는반영하지않습니다.

매학기 중간시험, 기말시험 종료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공시기간에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성적을 공시하며,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적공시란?

| 성적공시 |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사경고란?

| 학사경고 |

성적공시기간에성적을확인하기위해서는반드시

정해진기간에‘강의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02.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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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적분학1 3

기초자연과학
일반물리학1 3

자과캠
일반화학1 3

생명과학1 3

기 본영어 영어쓰기 2 자과캠/인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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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대상

－정해진기간에수강신청을하지않은학생

－매학기성적(F등급과목포함, 수강철회과목제외)의평점평균이1.75 미만인학생

영 역 1학기 출 제 형 식 응시장소

▲⃝ 2015학년도 1학기 실시과목

▲⃝ 출제수준 및 유형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사지도

－본인및학부모에게성적통지표발송시에학사경고내역을통보합니다.

－학생과보호자는지도교수와면담을해야하며, 학업증진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학적부에학사경고사항이기재됩니다.

－학사경고횟수등이학칙에정해진제적기준에해당될경우학사경고제적처리됩니다.

| 2015학년도 학점취득특별시험 |

■ 특별시험 출제수준

- 본교해당교과목의학기별정규수업에서‘A등급(A+ 또는A)’성적을취득할수있는정도의수준

■ 시험 출제유형 및 평가방법

- 객관식및주관식,서술형혼합

- 출제및답안: 국문또는영문[추후학부대학홈페이지(hakbu.skku.edu)과목별안내예정]

- 영어쓰기는복수의주제중한가지선택,영문으로 5개단락이상의에세이작성 (논리력

및표현력평가출제수준및유형)

학업수행능력이 탁월한 2015학년도 신입학생들에게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특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학점취득특별시험을 통하여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A등급(A+ 또는

A)’성적을 부여하고,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취득특별시험이란?

- 필기시험
.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혼합
. 출제 및답안 : 국문 or 영문

- 필기시험
. 주관식서술형혼합 (영문작성)
. 복수주제중택1, 5개 단락이상에세이
작성 (논리력및표현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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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및 방법

※ 과목별시험시간및고사장은학부대학홈페이지(http://hakbu.skku.edu)에안내

※ 최대취득학점이 12학점이내(1,2학기포함)이므로유의하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응시료 : 과목당30,000원

■ 학점취득특별시험을통한최대취득학점 : 연간 12학점이내 (1, 2학기포함)

■ 학점취득특별시험취득학점의처리

- ‘특별시험’취득성적은해당학기해당교과목에A등급(A+또는A)성적을부여함

(‘A+’는환산점수100~95점,‘A’는환산점수94~90점수준)

- ‘특별시험’취득학점은학기당최대수강가능학점수에포함하지아니함

- ‘특별시험’취득과목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과목에서 자동 삭제되며,수강신청과목 변경은

본인이처리해야함

■ 문의처 : 학부대학 / 사범대학행정실(인사캠 : 02-760-0991~3, 자과캠 : 031-299-4223)

①학교홈페이지접속

(http://www.skku.edu/) 
②‘킹고포털’선택

③ Login : 아이디및

비밀번호입력

④‘킹고포털’메뉴중

‘GLS’선택

⑨응시료환불 : GLS 

특별시험신청메뉴에서

“환불신청”클릭

⑩응시신청완료

⑧응시료납부

(가상계좌번호확인→입금)

⑦ 응시신청 : 응시대상

강좌중과목별“응시”

버튼을클릭

⑥‘특별시험신청’선택
⑤‘신청자격관리’

메뉴선택

2015. 2. 2(월) ~ 2. 6(금)

2015. 2. 9(월) ~ 2.13(금)

2015. 2. 14(토)

2015. 2. 16(월)

2015. 2. 23(월)

접수기간

응시료납부기간

고사장안내

고사일

합격자발표

GLS 신청 최종일 21:00시 접수마감

최종일 17:00시 납부마감

학부대학홈페이지(hakbu.skku.edu) 안내

인사캠 (영어) / 자과캠 (영어, 기초자연과학)

학부대학홈페이지(hakbu.skku.edu) 안내

세 부 일 정구 분 비 고

▲⃝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 시험일정

※ 신청기간완료후GLS특별시험신청메뉴에서가상계좌확인후응시료입금

※ 응시료입금기간에는환불신청불가능하며,입금기간후환불신청기간에환불신청하면환불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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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진입 |

2개 이상의 학부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 진급 시 학부 또는 학과 중 하나를 결정하여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과진입이란?

▲⃝ 학과진입 신청 대상

■2015학년도 대계열(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계열)로입학한자로서1학년 1학기및 1학년2학기를마친재학생

▲⃝ 학과진입 요건

■학과진입요건은일반요건과학과별특별요건이있습니다.

①일반요건은아래와 같이계열별로지정된교양기초과목의영역별최소학점이상을취득

하여야합니다.

※2015 개정지침참조

②학과별특별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2015 개정지침참조

전공·학과 학과제시특별요건

공과대학/정보통신대학각학과 ‘창의적공학설계’이수자 / 건축학과추가지침참조

의사소통

글로벌중

기본영어및

전문영어

창의와

사유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

과학

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구분

계열

합 계

인 문 과 학

사 회 과 학

자 연 과 학

공 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4 4 2

9

15

19

25

03_ 대계열입학생학과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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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별학과

진입

학과진입 신청기간 중 GLS내 전공

진입 신청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전공에 대하여 반드시

순위를정하여신청

2015학년도에입학한대계열입학생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입학생

•농어촌자녀, 전문계고교출신자포함

위와동일

입학당시예약학과에우선진입

위와동일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한 자와

총장이인정한장애학생

•특기및특별전형입학자로서총장이인정한입학생

•전공예약입학생

대상구분 유형 신청방법 비고

▲⃝ 학과진입 신청

•학과진입신청은정해진기간에대상자가학사서비스GLS의학과진입신청을통하여소속

계열내에설치된학과들중우선순위를정하여신청합니다.

▷신청화면 : 학교 홈페이지 학사서비스 GLS내 [학과신청] 메뉴

▷학과진입 신청기간 : 별도 공지 (학교 홈페이지 및 GLS 공지사항 참고)

▲⃝ 학과진입 신청 방법

- 위와같은학과진입요건을충족하지못한학생은2차진입대상자로구분

- 2차 진입대상자는요건을충족한진입대상자의학과진입이모두이루어진이후에학

과진입의절차를갖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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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학과진입 신청 변경 기간

■학과진입 신청 변경기간은 학과진입 신청기간 이후 성적 등을 감안하여 학과의 지망순위

를변경하거나, 또는지망기간에지망하지않은경우신규지망을할수있습니다. 학과진입

신청변경기간경과후에는학과지망순위를변경할수없습니다.

■변경기간 : 별도공지

※변경기간 계열별 운영

■학과진입 신청 및 순위 변경 시 저장(貯藏) 시간을 기준으로 변경기간 마지막 날 17:00 까

지 순위를 조회하여 지망 학과를 변경할 수 있고, 17:00 이후부터 18:00 정각까지는 지망

학과변경만가능함 (접속이나 Login 시간을기준으로하지않으므로유의하기바람.)

- 학생소속변경기준일: 2016년3월1일

▲⃝ 학과진입 절차

■가장먼저학과진입요건의이수여부를판별합니다. 이수여부에따라요건충족자들은우선

진입대상자혹은 1차진입대상자가되며대상조건을충족하지못한자는 2차진입대상자가

됩니다.

①우선 진입 :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특별요건 적용 학과에 지망순위에 따

라성적순으로우선진입합니다.(건축)

② 1차진입 : 우선진입후일반요건을충족한자를대상으로지망순위에따라성적순으로학

과별진입합니다.

③2차진입 : 1차 진입대상자진입후, 2차진입대상자의학과진입이이루어집니다. 또한 2

차진입대상자는 1차진입까지전공별최대인원을모두선발하지못한학과에지망순위에

따라성적순으로진입합니다.

유 형 신 청 방 법

인터넷 신청
학교홈페이지(http://skku.edu) 킹고포털 GLS ⇒ 신청/자격관리 ⇒

전공신청 ⇒ 전공신청(대계열) ⇒ 전공별 지망순위 입력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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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진입절차

➺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입 학

1학년 1학기, 2학기 재학

학과진입신청(2015. 11월(12월))

2차진입대상자 전공진입

학과진입 결과발표(2016. 1월)

소속변경(2016. 3. 1)

일반요건 및 특별요건 충족 여부 확인

2차진입대상자 선정

학과진입신청 변경(2016. 1월)

일반요건 충족 여부 확인

1차진입대상자 선정

전공진입

우선진입대상자 선정

특별요건 적용 학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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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진입시 적용 성적

①학과진입시적용성적은 1학년 1학기및 2학기취득성적중의사소통, 글로벌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창의와사유및기초교육과정영역의계열별지정영역에서취득한모든성적의

평점평균을적용합니다.

②계절수업성적및특별시험취득성적을포함합니다. 다만, 타대학의계절수업성적은포함하

지않습니다.

③평점평균은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 해당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해당

수강신청학점으로나누는방식에의합니다.

1. P/F 과목은제외함.

2. 수강신청학점에는수강철회학점을제외함.

3. 2011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수준별 교육에 의한 고급과목의 경우 해당과목 취득 성적에

1.5배를가중함.(2012학년도이후에수강한고급과목은해당없음)

4. 유급자는유급후취득한학업성적평점평균을기준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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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직권 진입

학과진입대상자로소정기간내에학과진입신청을하지않은자

⇒학부대학장이직권으로학과진입조치

▲⃝ 특별학과 진입

•학과예약자와입학년도의모집요강에서정한특기및특별전형입학자로서총장이인정한자

는학부대학장이해당학과에우선진입시킬수있습니다.

•특례입학자중재외국민전형, 외국인전형및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합격한자와총장이

인정한장애학생은학생희망을고려하여특정학과에편중되지않도록학부대학장이별도진

입시킬수있습니다.

▲⃝ 학과 재(再)진입 불가

•일단 학과에 진입된 이후에 유급 및 자퇴를 하더라도 타학과에 재진입하는 것은 불가합

니다. 

▲⃝ 학과 진입 기준인원 발표

•각학과및학부의학과진입인원은해당학년도등록인원을반영하여매년11월경에발표합

니다.

▲⃝ 문의처

•학부대학행정실 :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 02-760-0991~3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 031-299-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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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진입 Q&A |

문 : 학과진입 1차신청시에신청을하고군대에가게되었는데최종변경기간에신청을안해

도되나요?  

답 :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추가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변경이 있다면 가족분들에게

알려최종변경기간에GLS를통하여변경을하도록하세요.

※신청방법 : GLS ⇨ 신청/자격관리 ⇨ 전공신청 ⇨ 전공신청(대계열) ⇨ 전공별 지망순

위입력⇨신청

문 : 최대진입인원에변동이있을수있나요? 지침에보면각대학별로 110∼120% 진입할수

있다고있던데요.

답 : 학생들이학과진입신청시참고하는「최대진입인원」에는이미그부분이포함되어있습

니다.

문 : 1학기에 F가나와서 2학기때재수강을하여B+를취득했는데평점평균에 F가포함되었

습니다. 

답 : 학과진입시에는취득한모든성적의평점평균을적용하도록지침에규정되어있습니다

(제5조①항).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5조(학과진입시적용성적) ①학과진입시적용성적은 1학년 1학기및 2학기취득성

적중의사소통, 글로벌*, 창의와사유및기초교육과정영역의계열별지정영역에서취

득한모든성적의평점평균을적용한다.

* 「글로벌중기본영어및전문영어」임

문 : 수강한과목중에서학과진입시반영되는성적에포함이안된것이있습니다.

답 : 학과진입시포함되는과목의성적은「의사소통, 글로벌중기본영어및전문영어, 창의와

사유 및 기초교육과정 영역의 계열별 지정영역」에서 취득한 모든 과목의 성적입니다. 만

약해당영역이아닌다른영역의과목을이수하였을경우학과진입시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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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신청시간을놓쳐서신청을하지못했습니다. 어떻게하나요?

답 : 안타깝지만추가신청은없습니다. 이는모든학생들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입니다.

문 : 학과신청을잘못했습니다. 변경이가능한가요?

답 : 변경할수없습니다. 학과진입신청이종료되면변경이불가능합니다.

문 : 이사등으로주소가바뀌었는데어떻게수정을하나요?

답 : 연락처가변동되었을경우GLS에서반드시수정을하셔야합니다. 중요한공지사항등을

통보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연락처수정방법 : GLS ⇨학적/개인영역⇨학적/신상정보⇨연락처조회및수정

문 : 학과진입신청시GLS 해당메뉴의‘신청’버튼만누르면되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신청」버튼을누르시고본인이지정한각지망별학과를다시확인하시

면됩니다.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67   Mac-02 



68

| 졸업요건 |

■교육과정수료및졸업논문을합격하였으나3품을취득하지못한경우

■교육과정수료및3품을모두취득하였으나졸업논문에합격하지못한경우

■교육과정을수료하였으나졸업논문및3품을취득하지못한경우

※ 수료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학점이수를 할 수 없음

*외국인학생 졸업평점평균 2.00 이상

체육특기생 졸업평점평균 2.00 이상

▲⃝ 수료자로 책정되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교육과정 수료(총평점평균 2.50이상)+졸업논문 합격+3품 취득

－국제어강의 교양·기초 6학점 이상, 전공 9학점 이상 이수

졸업요건이란?

| 졸업소요학점 |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총 학점입니다. 입학 계열에 따라 졸업이수

학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졸업이수학점이 몇 학점인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인문과학계열 입학생의 졸업소요학점은 120학점이지만, 사범대학

입학생은 140학점이 졸업소요학점입니다.

졸업소요학점이란?

■ 졸업학점(교양·기초과목/전공과목/일반선택과목) 취득 < 졸업소요학점 >

■ 등록 (유급학기 제외)                                                       < 8회 이상 >

■ 학업평점평균 (취득학점 기준)*                                            < 2.50 이상 >

■ 졸업논문 (종합시험)심사 < 합격 >

■ 삼품인증 (인성품 / 국제품 / 창의품)                                           < 취득 >

■ 국제어 강의 이수 ’07  < 교양·기초 4학점이상 ><전공 3학점 이상>

’08  < 교양·기초 4학점이상 ><전공 6학점 이상>

’09 이후 < 교양·기초 6학점이상 ><전공 9학점 이상>

04_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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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기초교육과정에서 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합니다.

(성균인성 영역 이수 필수)

2) 전공교육과정에서 영역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국제어(영어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과목을 교양·기초영역 6학점 이상, 전공영역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4) 추가로 교양·기초과목, 전공과목 또는 타과 전공과목을 중복없이 이수하여 졸업

소요학점을 충족합니다. 

졸업소요학점 이수방법은?

| 졸업소요학점 |

약학
구분 사범대학

대학
의예/의학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대학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대학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소요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219학점 82/173학점

학점

▲⃝ 계열별 / 대학별 졸업소요학점

| 졸업논문 |

교육과정 수료 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졸업자격 요건(3품이수, 졸업논문) 중의

하나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졸업논문이란?

■학과에 따라서 졸업논문 대신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또는 종합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할수있으므로반드시소속대학행정실에문의하여확인하기바랍니다.

■복수전공하는학생은주전공뿐만아니라복수전공(2전공, 3전공)에서도졸업논문에합격

해야합니다. 

▲⃝ 졸업논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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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졸업 |

졸업요건(교육과정 수료+졸업논문 합격+3품 이수+국제어강의 이수)을 모두 갖추고

학업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에게 정해진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상급학교 진학 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며, 학생

본인의 조기졸업신청원 제출에 의해 가능합니다.  

조기졸업이란?

■최소6학기이상등록

■전과정(교육과정수료+졸업논문합격+3품이수+국제어강의이수) 이수자

■조기졸업하고자하는최종학기초(제6학기또는 7학기초) 정해진기간내에소속대학행

정실에조기졸업신청원을제출

※편입학생및재입학생은해당되지않습니다.

■재학기간의 평점평균이 취득학점 기준(과락, 재수강과목 및 학점포기과목 제외)으로

4.00이상인자

▲⃝ 신청자격

조기졸업신청을한학생이해당학기까지졸업에필요한소정의모든자격(교육과정수료+

졸업논문+3품+국제어강의이수)을 갖추고입학년도별평점평균조건을충족하여야조기졸

업자가되며, 이를취소할수없습니다.

▲⃝ 조기졸업 허가

■조기졸업신청자로서조기졸업에필요한모든요건을충족시켰을경우조기졸업의신청을

취소할수없으며반드시해당학기에졸업을하여야하며계속하여수학할수없습니다.

■조기졸업신청자로서조기졸업요건(학점총계, 성적평점평균, 3품이수요건, 졸업논문등)

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수업연한, 등록학기수(8회등록) 등에있어서조기졸업을신청

하지않은일반학생과같은졸업요건을적용받게됩니다.

■ 6학기를등록한자로서조기졸업신청을한학생이조기졸업요건을충족시키지못해졸업

을하지못한경우6학기초에신청한조기졸업신청은무효화되며, 7학기만에조기졸업을

하고자할경우7학기초에다시조기졸업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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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제도 |

■인정기준

- 인정범위 : 학부재학중통산1회, 3학점, 선택학점(이수구분: 기타) 인정, 성적P/F 부여

- 과목명 : 「ILC2001-01(41) 해외국제어연수과정」(강좌주관대학 : 교무팀)

- 연수기간 : 최소4주이상이며, 총 72시간이상

- 학점인정신청학기의수강가능학점범위내인정

예) 본인수강가능학점 15학점인학생이학점인정신청학기(등록학기)에 어학연수학점인

정을받을경우해당학생은12학점까지수강신청가능

■기준산정근거

- 본교영어수업학점당24시간 (2학점48시간→3학점72시간환산)

- 어학연수과정3학점부여를위한최소수업시간은72시간으로산정

■제출서류 : 1. Certificate(인증서) 원본

2. 여권사본및출입국날인기록사본

3. 기타증빙서류

(수업시작·종료일, 수업시간, 코스(수강과목) 리스트등확인가능자료)

▲⃝ 학점인정 가능기관

■본교학술교류해외대학부설어학원 (본교홈페이지참조)

■해외정규대학(University, College) 부설어학원

- 유네스코산하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Universities) 등록대학기준인정

※http://www.iau-aiu.net/content/list-heis 에서확인가능

- IAU 홈페이지를통해소속대학행정실에서정규대학여부직접파악

■기타대학부설어학원에대한학점인정여부는교무처장이판단

▲⃝ 학점 인정절차

■어학연수종료이후첫등록학기에학점인정신청서(첨부3), 증빙서류[Certificate 원본, 여

권사본및출입국날인기록사본, 수업시작일/종료일, 수업시간, 코스(수강과목) 리스트등

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소속대학행정실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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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매학기 복학원서 접수일과동일

■제출서류확인후학생의소속대학장이해당학기선택학점으로인정

- 「ILC2001-01(41) 해외국제어연수과정(International Language Course)」로 교육과

정상단일학수번호부여

- 해당교과목은공통과목으로매학년도교육과정생성 (별도생성불허)

- 인정가능기관이외의대학부설어학원을수료한경우대상여부교무처장판단의뢰

■인정대상자에게해당강좌수강신청권한부여및통보

- 「수업 → 수강신청 → 학생수강신청기간입력 → 금학기 어학연수생 학점인정 여부」

Yes설정

- 대상학생에한해당학기해당강좌수강신청기회부여 (비대상자수강불가)

- 대상학생본인이직접수강신청기간내수강신청완료

- 해당학기미수강자는추후동일사유학점신청/인정불허

■학기종료후해당강좌수강자성적부여

- 교무팀에서일괄성적부여예정 (성적직권입력불허)

▲⃝ 제도 시행일 및 대상자

■제도시행일 : 2010학년도 1학기복학원서접수일부터시행

■대상자

- 학부생으로어학연수기간종료후최초등록학기에학점인정신청하는자

※어학연수 기간 종료 후 최초등록학기에 학점인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인정대상자가해당학기에수강신청을하지않을경우, 추후학점인정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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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연계과정안내 |

학·석사과정을 연계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제도로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각각 1학기 단축(학사과정 3.5년+ 석사과정 1.5년 졸업)하는

조기졸업트랙과 학사과정은 정규졸업(4년)하고 석사과정은 조기수료(1.5년)하는

정규졸업트랙이 있습니다.

학·석사연계과정이란?

－매 학기 소정기간(5월, 11월)

－조기졸업트랙 : 7학기 진입예정자(3.5이상)

－정규졸업트랙 : 8학기 진입예정자(3.0이상)

※ 단, 석박연계 트랙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선발확정을 통보받으면,

그 다음학기 재학기간은 자동으로 학석연계과정생으로 확정되어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서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교육과정 이수：학부 마지막 학기에 학기당 수강가능학점과 별도로

6학점까지 대학원과목(석박사 공통과목) 수강가능 및 학사과정

과목과 중복인정

－학사과정 조기졸업트랙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7학기동안학사과정의졸업요건을충족하고, 성적이3.5이상

②학사및대학원수료학점으로동시에인정받을대학원과목을

6학점까지취득

③당해학기에대학원입학등록을완료

－조기졸업실패할경우추가학기등록하여야하며정규졸업트랙으로전환됨

－대학원 입학(무시험 특별전형)

－학사과정 졸업논문 제출 면제

선발시기

지원자격

제출서류

선발

유의사항

혜택

(Admission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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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을 할 경우의 특전

복수전공을이수하는학생은재학중제1전공자와동등한자격(수강신청등)을갖게되며, 

졸업후에도제1전공과구별이없습니다.

■ 제1전공/제2전공/제3전공

- 의미는재학중최대3개전공이수가가능합니다. 

각전공의구분을위해신청한전공순서로제1전공, 제2전공, 제3전공으로부릅니다.

- 증명서 신청 시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 2. 3전공의 증명서를 졸업예정학기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전공한 전공을 모두 표기할 수도 있고, 희망하는 전공만을

표기할수도있습니다. 

■ 복수전공이수 신청

복수전공이수를희망하는자는3학기이상을등록한후매학기말정해진신청기간중에

복수전공이수신청을하여허가를받아야합니다.

※7학기이전까지이수허가를받아야합니다.

■ 복수전공이수 신청방법

학사서비스(GLS) - [신청/자격관리] 메뉴에서인터넷으로정해진기간에할수있습니다.

■ 복수전공 신청 자격

3학기이상등록하고, 복수전공이수를신청한학생중이수허가를받은학생입니다.

다만, 해당전공의제한인원을초과한경우에는다음기준에의하여사정작업을거쳐서허가합니다.

■ 제한인원 초과전공에 대한 학업성적 평점평균 기준

- 복수전공신청시의기등록한모든학기의학업성적평점평균을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유급한학년의등록학기는포함하지않습니다.

- 계절수업의성적을포함합니다.

| 복수전공 |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의 전공 선택자유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제2,제3전공까지 동시에 이수가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이란?

05_ 복수전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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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시 이수학점

- 복수전공대학및학과의전공학점중에서「최소전공이수학점」이상이수하면됩니다. 

- 복수전공을이수할경우에는제1전공의이수학점이조정되어낮아지게됩니다. 

- 재학중연계전공을포함하여최대3전공까지이수할수있습니다. 

단일전공(제1전공)만 이수 할 경우, 전공이수학점은 전공핵심 30학점, 전공일반 27학점의 합인 57

학점입니다. 하지만 제1전공이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인 학생이 경영학과를 복수(제2)전공으로 할

경우를살펴보면제1전공학점이57학점에서39학점으로낮아집니다.

예1)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기준으로

즉, 재학중제2전공을할경우에전공학점의합은 120(행정학57 + 경영학과63)학점이아닌81(행

정학39 + 경영학과 42)학점이됩니다.

•제2전공인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공학점도 최소전공이수학점 적용을 받아 63학점에서 42학점으로

낮아집니다.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30 27 57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18) (21) (39)

단일전공시이수학점 복수전공시이수학점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30 33 63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30) (12) (42)

■ 복수전공 이수 제한

복수전공희망자가특정한전공에집중될경우에는복수전공이수를제한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복수전공허용범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

제학, 글로벌경영학, 반도체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학, 약학대학및의과대학, 글로벌바이

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은복수전공신청대상에서제외되며, 사범대학각학과는사범대학

재학생에한해복수전공신청이가능합니다.

• 추가로 3전공을 사회복지학으로 할 경우에는

전공학점의합은177(57+63+57)학점이아니고117(행정학39+경영학부42+사회복지학36)학점을

적용받게됩니다.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33 24 57

전공핵심 전공일반 소계

(24) (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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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대학/기관 전공명 참여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유학대학,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컴퓨터교육학, 통계학, 소비자가족학, 독어독문학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유전공학과

유학대학, 국문학과, 사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에너지과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고분자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디자인학과, 교육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문과대학

비교문화전공

일본학전공

글로컬문화
콘텐츠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공학전공

한국학연계전공

에너지과학연계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경제대학

생명공학대학

국제처

성균융합원

정보통신대학

* 한국학연계전공은외국인학생만해당됩니다.

■ 연계전공 이수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신청기간에 소속 대학행정

실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연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영

역별최고이수학점이상이수하여야합니다.(전공과목최소이수총계 : 36학점)

－학생이 제1전공 또는 제2전공하는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

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을 경우 이 과목을 이수하면 제1전공(제2전공)의 전공학점과 연계

전공의전공학점으로6학점까지중복인정합니다.

| 연계전공 |

학제간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이 대두되는 학문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별도의 학과신설 없이 2개 이상의 전공이 서로 연계하여 전

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은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이란?

데이터사이언스

다학제인포매틱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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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전공 전공학점

전공명
전공학점 전공학점 전공학점

(2007학번 이전) (2008학번 ~2012학번) (2013학번 이후)

비교문화 / 일본학 /
전공기반 12+전공심화 24 전공핵심 12+전공일반 24

글로컬문화콘텐츠 / 데이터사이언스

국제통상학 전공기반 18+전공심화 18 전공핵심 15+전공일반 21

생명공학 전공기반 15+전공심화21 전공핵심 15+전공일반 21

한국학 전공기반 24+전공심화 12 전공핵심 24+전공일반 12

에너지과학 전공기반18+전공심화 18 전공핵심18+전공일반18

다학제인포매틱스 전공기반 12+전공심화 24 전공핵심 12+전공일반 24

융합소프트웨어 전공기반 23+전공심화 9+실험실습 4 전공핵심 24+전공일반 8+실험실습 4

기반/심화

구분없이

36학점

■ 연계전공 주관부서

전공명 주관부서 연락처 위치

비교문화 / 일본학 /
문과대학행정실 02-760-0912~4 (인사캠)퇴계인문관 3층

글로컬문화콘텐츠 / 데이터사이언스

국제통상학 경영/경제대학행정실 02-760-0943~4 (인사캠)다산경제관 3층

생명공학
약학/생명공학/스포츠과학

031-290-5871~3 (자과캠)생명공학관 2층
대학행정실

한국학 국제처국제교류팀 031-290-5024 (자과캠)제2공학관 1층

에너지과학 성균융합원행정실 031-299-4272 (자과캠)제2종합연구동 1층

다학제인포매틱스 성균융합원행정실 031-290-5702~3 (자과캠)산학협력센터 6층

융합소프트웨어 정보통신대학행정실 031-290-5811~7 (자과캠)제1공학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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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도 명 : 자기설계융합전공 제도

■ 교육목표

－학생주도다학제융복합학습

－학생개인의독특한학문적.지적목표를충족하는창의교육

■ 전 공 명 : 자기설계융합전공(Self-designedTransdisciplinaryStudies)

■ 이수방식 : 복수전공으로 이수

■ 학 위 명 : 문학사(B.A.),이학사(B.S.),공학사(B.Eng.)

■ 이수학점 : 36학점

■ 교육과정 자기설계
－복수전공이허용된모든학과(전공)및국내외교류협정대학을통해취득가능한모든교과
목을대상으로학생스스로전공교육과정을설계하여이수하여야하고,자체교육과정이
없음

■ 신청자격 : 4회 또는 5회 등록한 재학생을 원칙으로 함

■ 선발인원 : 학기당 20명 내외(매학년도 성과점검 및 TO 적정화)

■ 복수전공생 모집

－매학기자기설계융합전공설명회및전공설계워크숍개최

－사전심사를통해복수전공생을우선선발함

■ 주관기관 : 성균융합원 031-290-5703

| 자기설계융합전공 |

학생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욕구를 충족하는 복수전공을 자기설계하여 이수하는

창의교육프로그램입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에 의하면,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직업 및 취업 전망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학교육 만족도와 취업률

및 평균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설계융합전공이란?

학생개인의스토리텔링이가능한복수전공설계가성공의핵심

- 학생은 다양한 다학제 전공 교과목에 의한 개별 맞춤형 복수전공 설계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시험과목을 복수전공 교육과정으로 설계하여 금융전공을 창안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행정고시, 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 산업체, 창업.특허 등 창의적

& 유합적 복수전공 교육과정 설계가 무궁무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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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대학 유학·동양학 도덕·윤리

국어국문학 국어

영어영문학 영어

프랑스어문학 프랑스어

중어중문학 중국어

문과대학 독어독문학 독일어

러시아어문학 러시아어

한문학 한문

사 학 역사

문헌정보학 사서교사(2급)

사회과학대학
행정학 일반사회

아동·청소년학 유치원정교사(2급)

경제대학
경제학 일반사회

통계학 수학

경영대학 경영학 상업정보

생명과학 생 물

자연과학대학
수 학 수 학

물리학 물 리

화 학 화 학

정보통신공학대학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화공·섬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건축·토목공학 건 설

생명공학대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농 공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 체 육

미 술 학 미 술

예술대학
디자인학 디자인·공예

연기예술학 연극영화

영상학 연극영화

학부·대학 학과(학부) 자격증표시과목

■ 교직이수 신청방법

- 모집단위 및 표시과목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취득과정을 말합니다.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과 교수법 및 교직관, 교육학 관련 지식과 자질, 해당전공
지식을 갖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직이수란?

06_ 교직과정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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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 (4학기) 재학생 (엇학기 재학생은 지원불가)

- 신청일자 : 매학년도 2학기 소정기간

- 신청방법 : 학사서비스 GLS의 [성적] 메뉴 중 [자격관리] 화면으로 인터넷신청

- 선정방법 : 2학년 성적, 인성, 적성, 자질을 기준으로 각 학과별 선발

- 선정된 자는 4학년 2학기 까지 교직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교원자격 무

시험검정원을 제출해야 함

■ 무시험검정 신청자격

■ 교직 복수전공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선발생

- 신청일자 : 매학기 소정 복수전공 신청기간

- 선발인원 : 설치학과별 허용인원

- 신청방법 : GLS에서 복수전공신청및교직복수전공신청후학부대학 / 사범대학행정실에신청서제출

○ 50학점이상

전공과목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포함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논술)

○ 22학점

교직과목
- 교직이론영역 12학점

- 교직소양영역 6학점

- 교육실습영역 4학점

성적기준 ○졸업전체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산업체현장실습이수확인서(공업계표시과목취득자에한함)

○ 교직적성·인성검사 : 재학중 2회이상적격판정

신청자격구분

내용
교직이수자로선발된전공과복수전공표시

과목의교원자격증발급

○전공과목 42학점이상이수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이수기준
- 교직복수전공은 1개만이수가능하며동일종별간이수가능함.

50학점이상이수
예) 국어 영어 (○),  국어 사서교사 (×)

○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논술)

교직복수전공구분

※기본이수과목은해당학년도요람이나사범대학홈페이지(http://coe.skku.edu)를 참고

※교직과목은해당학년도요람이나사범대학홈페이지(http://coe.skku.edu)를 참고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80   Mac-02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학사안내 81

■ 교직이수과목

영역 교과목명 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직이론영역 교육심리 6과목

교육과정 (12학점)이상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소양영역 교직실무 6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교육실습영역

교육실습

4

교육봉사활동

계 22

2013학년도이후신입학자

0204-새내기2(25-92)  2015.2.4  11:53 AM  페이지 81   Mac-02 



82

| 3품인증제는 어떤제도인가 |

▲⃝ 개요

▲⃝ 성격

- 졸업필수요건

- 졸업전까지모든인증을취득해야하고, 미취득시졸업불가, 수료자로처리됨

▲⃝ 적용대상 및 각 인증별 취득기준

- 모든신입학자는3품(인성품, 국제품, 창의품)의모든인증을취득해야함

- 학사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군위탁편입생, 귀순동포, 체육특기자, 장애인, 외국인(외국인전형합

격자)은3품인증취득을면제함

- 본교입학이후의실적들만유효함

▲⃝ 인증신청

- 각품별해당요건충족시GLS를통해신청

- 증빙서류(원본)를소속대학행정실에제출하여확인받음

▲⃝ 취득여부 표기

- 품인증취득자는성적증명서에각각‘인성품’,‘국제품’,‘창의품’으로표기, ‘성균명품’인증취득

인성품 인성개발및사회봉사활동 리더로서갖추어야할인성및도덕적가치함양

국제품 글로벌역량개발활동 글로벌커뮤니케이션능력및국제감각제고

창의품 IT역량, 창의역량및진로개발활동

IT활용능력및 Idea 개발, 표현 및

진로개발활동강화

구분 내용 도입취지

07_ 삼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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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각품의표기와병행하여‘성균명품’을같이표기

- 인증취득이졸업요건이아닌자는‘해당없음’으로, 인증취득이졸업요건이나학칙및시행지침에

따라면제된자는‘면제’로표기

- 인증취득이졸업요건이나이를취득하지못한자는인증을취득할때까지‘미취득’으로표기

▲⃝ 3품인증증명서 발급

- 각품인증을모두취득한자(일부면제포함)에게는신청에의하여 3품인증증명서를발급(교

무팀)

※인성품이수확인서발급: 학생지원팀

▲⃝ 취득기한

- 매학년도전기졸업예정자는12월31일까지, 후기졸업예정자는6월30일까지3품인증을모두

취득해야함

- 3학년말까지조기취득하는것을권장함

▲⃝ 주관부서

- 인성품: 학생지원팀(02-760-1004, 1090)

- 국제품: 성균어학원(02-760-1224)

- 창의품: 정보통신팀(031-290-5211)  [IT활용영역] 

경력개발센터(02-760-1083) [창의/진로개발영역] 

- 3품총괄: 교무팀(02-760-1054)

| ‘품’별 취득방법 |

▲⃝ 인성품

[사회봉사영역]

- 인정활동: 사회봉사활동

- 최소시간: 40시간, 의과대학88시간(각각교외활동50% 이상)

- 입학년도별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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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전영역]

- 인정활동: 심신수양및자기개발활동(교내국토대장정, 교내리더십/창의프로그램참여, 교내유

학관련특강등)

- 최소시간: 80시간

- 행사주관기관: 교내로한정(모든학생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 자기발전영역2시간은사회봉사활동1시간으로환산인정

(인정시간의50%는교외사회봉사활동으로인정)

※인정프로그램은GLS(인성품신청> 자기발전영역> 프로그램명)에서확인가능합니다.  

[사회공헌영역]

자기희생을통해사회발전및안정에기여한공로, 선행으로중앙정부(입법, 사법, 행정, 각부중앙

기관및산하기관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국단위의언론사/전국단위공인자원봉사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수상, 표창시1회에한해사회봉사활동40시간으로인정(교외활동50%

조건충족으로간주)

[인성품]

일반 30시간이상 30시간이상 40시간(교외활동 20시간이상)

재외국민전형/일반편입 15시간이상 30시간이상 40시간(교외활동 20시간이상)

해외유학귀국편입

의과대학 88시간이상 88시간이상 88시간이상(교외활동 44시간이상)

학생구분 2003학년도이전 2004~2006학년도 2007학년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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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품 인증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 사회봉사활동을통한인성품이수

•인성품인증취득이가능한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에참여하여봉사활동을하여야합니다.

•2007학년도이후신입학생은사회봉사활동을 40시간이상(의과대학생은 88시간이상) 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인증기준의50% 이상은반드시교외봉사로하여야합니다.

•사회봉사활동기관은 성균관대학교사회봉사(www.ur1004.org),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www.vms.or.kr),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 사회봉사활동방법안내 |

학교에서 안내하는 봉사기관을 통한 이수

•성균관대사회봉사 토탈 웹사이트(http://www.ur1004.org)는 회원가입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수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선정한 봉사기관을 통한 이수

•봉사활동실시전아래의유의사항에유념하여기관(프로그램)을선정하여야하며, 필요시인

문사회과학캠퍼스 학생지원팀(☎02-760-1004, 1090)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봉사

활동을해야합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사이트 (www.vms.or.kr)를 참고하시고, 인성품 취지에 부합하

는봉사활동을선정해야합니다.

<봉사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봉사기관이공익사업및사회복지에기여하는기관(단체) 또는프로그램일것

•참여활동이보수를받는아르바이트성업무가아니면서구체적인프로그램(날짜, 장소, 시

간, 활동내용)을가진기관(단체)일것

•선교/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에서의 활동(예시: 주일

학교교사등)이아닐것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되나 선교/포

교활동이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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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봉사활동을 통한 이수

•단체봉사활동은 학교에 등록된 동아리/대학/총학생회로 제한하며 최소 10인 이상이 동일한

장소(기관)에서8시간이상사회봉사활동을하여야합니다.

⇒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에는봉사활동을증빙할수있는사진등의자료첨부

「사회봉사론」과목 수강을 통한 이수

•일반교양과목으로개설되는「사회봉사론」은수업시간중 30시간이상의사회봉사활동을이

수해야학점이인정되는과목입니다.

농촌봉사활동을 통한 이수

•농촌봉사활동은학교주관프로그램만봉사활동으로인정됩니다.

•봉사활동시간 산정시 활동장소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가는 날/오는 날)은 제외되며, 실

제현지에서봉사활동을수행한시간(1일 8시간)만인정됩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이수

해외에서학생이개별적으로이수한봉사활동을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

하여야합니다.•봉사활동기관은공익사업및사회복지에기여하는단체또는기관이어야함.

•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를제출해야함.

•확인서 내용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봉사내용, 봉사기간 및 시간, 봉사

장소등이포함되어야함.

| 사회봉사활동결과보고 |

학교에서 안내하는 봉사기관을 통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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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는 봉사활동시간 인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기간, 봉사활동일자및일시별구체적봉사활동내용, 장소/담당자및기관 대

표자확인등)

•사회봉사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종료 후 4주 이내에 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

를소속행정실에제출하여야합니다.

•방학기간동안 이수한 사회봉사활동은 개강 이후 4주 이내에 소속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휴학생의경우복학후 4주이내에사회봉사활동결과확인서를소속행정실에제출하여야합

니다.

▲⃝ 국제품

[외국어영역]

- 교내외국어시험합격(성균어학원주관교내외국어시험합격)

- 공인외국어성적취득(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한자등)

* 입학계열별학생구분

A계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자유전공계열), 법학계열, 경영학계열, 사범계열, 전자

전기·컴퓨터공학계열, 공학계열, 건축학계열, 의·약학계열

B계열 자연과학계열

C계열 재외국민전형합격자

D계열 예체능계열

E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반도체계열, 소프트웨어계열

학생구분 모집단위(2014학년도신입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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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계열 700점 이상 B계열 630점 이상

C계열 580점 이상 D계열 550점 이상

E계열 860점 이상

A계열 IBT 76점 이상 B계열 IBT 65점 이상

C계열 IBT 59점 이상 D계열 IBT 57점 이상

E계열 IBT 101점 이상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E계열 810점 이상

A계열 2단계 63점 이상 3단계 83점 이상

B계열 2단계 53점 이상 3단계 75점 이상

C계열 3단계 67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E계열 1단계 61점 이상 2단계 87점 이상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 NH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 IM 이상

TOEIC A계열 130점 이상 B계열 120점 이상 C계열 110점 이상

Speaking D계열 110점 이상 E계열 150점 이상

A계열 6.0점 이상 B계열 5.5점 이상

C계열 4.5점 이상 D계열 4.5점 이상

E계열 7.0점 이상

프랑스어 구 DELF 1급(A1, A2, A3, A4)이상, 신 DELF B1 이상

중국어
新HSK 시험 5급 180점 이상

OPIc(중국어)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NH 이상D계열NH 이상 E계열 IM 이상

독일어 Zertifikat Deutsch(ZD) 시험 210점 이상(befriedigend

일본어
JLPT N2 이상

JPT 600점 이상

스페인어
스페인어자격증(DELE) 중급 이상

OPIc(스페인어)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NH 이상D계열NH 이상 E계열 IM 이상

한 자
“한자능력검정시험”2급이상

(“한국어문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검정회”주관의시험만인정함 )

88

외국어명 기 준

영

어

TOEIC

TOEFL

TEPS

G-TELP

OPIc

IELTS

 2015새내기2-88p  2015.2.4  6:42 PM  페이지 88   Mac-02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학사안내 89

[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문화체험영역]

- 해외학습활동: 해외교환학생, 해외대학어학연수등(최소정규3학점인정시), 해외Co-op 참

여후본교정규학점취득, 해외인턴십참여등

- 국제연구활동: 학과에서인정하는국제논문(공저자포함) 게재, 국제학술대회발표등

- 해외문화교류: 해외봉사활동40시간이상, 학장으로부터사전승인, 사후결과보고서승인된해

외문화유적현지조사, 해외문화탐구등(30일이상)

▲⃝ 창의품

[IT활용영역]

- IT관련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

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전자, 전기, 정보기술분야의‘산업기사’이상자격증(기능사및이하수준의자격증은인증

안됨)

•삼성SDS멀티캠퍼스인증 : e-Test Professional 통합과정MASTER 4급이상

•대한상공회의소인증

워드프로세서1급(11년이전), 통합워드프로세서(12이후),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운용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TQ A 또는B등급2과목취득자(단, 02년11월이전취득자는1과목), ICDL 2과목이상취득자

(단, 2과목은다른과목이어야하며, 버전은상관없음)

* ITQ A 또는B등급에대한보충설명

1)  2002년11월1일이전취득자는1과목이상만취득하면‘품’인증

2) 2004년2월이후졸업자는2과목이상취득시‘품’인증

3) 2과목취득자는과목의성격이달라야함.(한컴오피스아래한글과MS 오피스워드의경우

와같이동종성격의과목취득은1과목으로인정) 

* ICDL 취득자에대한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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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L 과목중인정되는과목: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프리젠테이션4과목

중2과목임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인증

PC 정비사1,2급, 네트워크관리사1,2급, 인터넷보안전문가1,2급, 마이크로로봇1~3급, 정보소

양1급

•한국정보관리협회인증 : 문서실무사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MS사인증

MOS 2과목이상취득자(단, 2과목은과목이다른것이어야하며, 버전은상관없음), MCAD,

MCDST, MCP, MCSA, MCSD, MCSE, MCDBA, MCT

- IT관련교육프로그램이수로삼성SDS멀티캠퍼스가주관하고본교에서실시하는‘창의품인증

IT 대체강좌’를수료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

- IT관련대회에참가하여입상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전국규모이상, 100개이상팀참여, 정보검

색·게임부문제외) 

[창의/진로개발영역]

1. 국내·외창의성(력) 관련대회입상

전국규모토론대회입상, 전국단위발명대회수상, 한국대학생창의력올림픽, 국제창의성관련대

회입상, 예·체능계열국제경연대회입상, Idea 활용·표현관련대회에서입상

2. 공공및민간기관(기업포함) 주관공모전수상

논문, 디자인, 신춘문예, 슬로건등

3. 전문자격(면허)증취득및시험합격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1호에서정한‘기사’등급이상의국가자격을취득

–전문자격(면허)증취득(공인회계사, 변리사, IFRS, 공인노무사등자격이대학학력을가진것

으로볼수있는경우)

–전문직업관련시험합격(사법고시, 입법고시, 행정고시(지방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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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

공동출원포함하며실용신안, 의장, 저작권포함

[창의품]

▲⃝ 성균명품

•3품의모든분야에서최상위수준에도달한경우성균핵심인재로서의명예를부여하는‘성균명

품’인증

•‘성균명품’인증의취득을위해서는「3품의해당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 3품인증·비교과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심의를통과하여야함.

•취득기준

[인성품]사회봉사활동 100시간(교외봉사활동50% 이상포함)

[국제품]아래요건중 1개이상충족

- 1개학기이상해외대학교환학생또는어학연수생으로수학하여본교에서3학점이상취득

- 국제학술논문게재

- 공인외국어성적우수

; 토익점수950점이상, 토플(IBT) 108점이상, 新HSK 6급250점이상, OPIc(중국어) AL 이상,

JLPT 시험N1 이상, JPT 시험950점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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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품] 아래요건중 1개이상충족

- IT활용영역관련대회및창의성경진대회입상

- 전국규모의현상공모에3등이내수상

- 특허출원

[성적최저기준] 평점평균3.5 이상(신청시충족되어야하며, 졸업시까지유지)

•기타본교의명예를드높이고국가발전에이바지한자중학장의추천으로3품인증·비교과프로

그램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성균명품’인증취득을인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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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 등록
02_ 휴학
03_ 복학
04_ 제적 / 의무유급
05_ 장학금/학자금융자
06_ 지도교수/성균멘토/심리상담
07_ 학술정보관(도서관) 이용
08_ 건강센터이용
09_ 병역의무
10_ 사회봉사
11_ 교환학생

12_ 국제하계학기
13_ 외국어공부
14_ 공학교육인증(ABEEK)
15_ 교육개발센터
16_ 학생인재개발팀
17_ 공직진출
18_ 기숙사
19_ 증명서발급
20_ 학습공동체
21_ 비교과과정이수안내
22_ 장애학생지원센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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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기 위해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면 8학기, 즉 8번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 등록 방법 |

매학기소정의등록금액이기재된등록금고지서를지참하여지정금융기관에서해당금액을납

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번호(14자리 / 예금주:학생본인)에 고지서상의 실납입 금액을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등의방법으로입금하는것입니다. 이방법의경우입금후 10분이내에바로등록여부를인터넷

상 (GLS-학적 / 개인영역-등록금)으로확인가능합니다. 다만, 타은행에서입금하는경우송금

수수료가발생하므로유의하여야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01_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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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1

일반휴학

개인사정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한 학기나 두 학기정도 잠시 떠나 있어야 한

다면, 일반휴학을 신청하십시오.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GLS에서 바로 신청가

능하고, 처리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일반휴학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신입생의 경우, 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휴학 불가함)

휴학신청기간은 1회 신청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 중 총 6학기까지 가능

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않은경우일반휴학신청방법 |

| 등록금을 납부한경우일반휴학신청방법 |

■신입생및편입학생또는등록금을납입한경우이미등록을하였으므로일반휴학을할수없

습니다. 단, 아래의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개강이후일반휴학을신청할수있으며, 해당서류

를지참하여소속대학행정실을방문해야합니다. 

- 질병 치료 : 개강후3주이상의치료를요하여학교를다닐수없다는내용이기재된진단서1통

(2차진료기관이상의종합병원에서발급)

- 객관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사유발생과관련한객관적인증명서

- 휴학신청가능 기일：해당학기수업일수 13/16선이내

- 무료복학대상：수업일수90일경과전에휴학할경우, 복학학기는무료로복학가능

02_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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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2
입대휴학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입니다. GLS에서 신청하거나 입영 1주일 전에 입영통

지서를 지참하고 소속 대학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GLS로입대휴학을신청하는경우입영통지서등입대휴학증빙서류를붙임파일로첨부하거

나입영1주일전에소속대학행정실에도착할수있도록반드시우편발송해야합니다.

■소속대학 행정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속대학 행정실에 비

치된입대휴학 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신청서제출후GLS를통하여입대휴학신청

을확인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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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을신청한경우 |

■ 성적처리

교과목담당교수가중간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보고서및평소의학습등을감안하여제출

한성적(A+ ~ F)을그대로인정합니다.

■ 복학시 등록금

복학할때등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유의사항

입대 전에 각 과목별로 담당 교·강사와 상의하여 이번 학기 성적을 받기 위한 조치(개별시

험, 리포트제출, 개별발표등)를취해야합니다.

| 입대휴학 인정학점불인정으로신청한경우 |

■ 성적처리

교과목담당교·강사가성적을제출하여도해당학기성적을인정하지않습니다.

■ 복학시 등록금

복학할때에는무료복학대상자가되어등록금을납부하지않습니다.

■ 복학시 수강신청

입대휴학전수강신청내역은삭제되므로, 복학신청후다시수강신청해야합니다.

수업일수 13/16선 경과 후 종강일 이전에 입대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포기하고 복학 후에 이번 학기를 다시 다닐 것인지를 묻는 제도입니다.

입대휴학자 인정학점이란?

| 입대휴학 신청자의귀향, 입영기일 연기등에따른의무사항 |

■입대휴학원서를제출한학생이신체검사재검등의사유로입대후귀향조치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등을 지참하여

소속대학행정실에신고하여야합니다. 입대휴학전재학중인학생은다시재학생신분으로

환원되므로신고일다음날부터수업및시험에참여하여그학기를이수하여야합니다.

※ 본인의 착오로 귀향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학기

에 저조한 성적을 받아 학사경고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적 등 본인의 학적관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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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만료제적처리 |

부득이한사유로일반복학을하지못하는경우에는반드시일반휴학연장을하여야하며, 일반

복학또는일반휴학연장을하지않은경우일반휴학기간만료에따른제적처리가되니유의

하시기바랍니다.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입니다. 해당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일반복학 신청 기간에 소속대학 행정실 또

는 학사서비스(GLS)를 통해 복학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소정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_01

일반복학

03_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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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복학 절차 |

정해진복학신청기간에GLS에서신청하거나제대직전소속대학행정실을방문하여신청할수

있으며별도로정해진신청기간에등록및수강신청을모두마쳐야합니다.

| 입대휴학만료제적처리 |

복복무무기기간간종종료료일일이이포포함함된된당당해해학학기기개개시시일일로로부부터터 11년년이이내내에에학학사사일일정정에에정정해해진진휴휴··복복학학기기간간

에에제제대대복복학학 또또는는 일일반반휴휴학학연연장장 신신청청을하지않을경우입대휴학만료제적처리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했던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복무기간 종료일(제대)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일(개강전)로 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합니다.

*_02

제대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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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 제적 |

■ 신입학생으로서최초등록학기부터2개학기연속으로학업성적평점평균1.00 미만인학생

■ 의무유급2회이후재차연속3회또는통산4회학사경고를받는학생

※ 유의사항：재학 중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급,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유지되며, 복학시

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학사경고의 연속 또는 누적 횟수에 적용됩니다.

| 의무유급 |

■ 학사경고 횟수가연속 3회또는 재학중 통산 4회인 학생은 의무유급 처리대상이며, 직전 학

기를포함한연속1~2개학기유급처리되어해당유급학기의성적은무효처리됩니다.

■ 의무유급3회대상자는학사경고제적처리됩니다.

| 자퇴제적 |

학생의개인사정에의하여학생및보호자의신청에따라제적처리하는것을말합니다.

※ 준비물 :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 미등록 제적 |

재학생으로서학사일정에정해진등록기간또는휴학기간까지등록또는일반휴학을하지않은

경우미등록제적처리됩니다.

| 휴학기간 만료제적 |

■ 일반휴학만료 제적

일반휴학한 학생이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은경우제적처리됩니다.

■ 입대휴학만료 제적

군입대휴학한학생이복무기간종료일이포함된당해학기개시일로부터1년이내에학사일정에

정해진휴·복학기간에제대복학또는일반휴학연장을신청하지않은경우제적처리됩니다.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의 학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

학을신청하더라도재입학여석부족등으로재입학이불가능할수도있습니다.

04_ 제적 / 의무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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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신청기간 |

장학금신청기간은장학금을수혜하는학기의직전학기말입니다. 예를들면, 2015학년도제2학기

장학금을수혜하기위해서는장학금신청기간에장학금을신청하여야합니다. 

| 장학생 선발 절차 |

*_01

장학금

05_ 장학금 / 학자금융자

장학금은 크게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지급하

는장학금, 성적과가정형편을모두기준으로하는장학금이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은성적을기준으로지급하므로별도의신청이필요없지만, 단과대

학/과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정

형편(문행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계지급 됩니다. 반드시 한

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국가장학금을신청하는것이중요합니다.

0204-새내기3(93-178)수정  2015.2.4  3:13 PM  페이지 101   Mac-02 



•수능성적이계열별로본교가따로정하는일정점수이상인자(예체능계열제외)

선발 •수능성적이계열별로본교가따로정하는일정점수이상이면서모집단위에서수석한자(단, 사범계열과

기준 예체능계열은계열에서수석한자)

•본교가지정하는경시대회및올림피아드에서입상한자로서본교가따로정하는자

•본교신입학전형미성년가장특별전형에합격한자로서수능성적이본교가정한일정점수이상인자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건축학과의경우 10학기간, 의과대학인경우 12학기간)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삼성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전과를 하거나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으로 인한 학사경고자(의과대학인 경우 학점기준 미달로 유

급한 자)는 삼성 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계속 •직전학기 성적이“과락없이”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글로

기준

벌경영학과 및 글로벌경제학과 3.3, 의과대학은 2.8)이상이어야 함.

단, 성적이학년단위로평가되는학년의장학금은직전학기성적을기준으로다음학년의 1학기및 2학

기장학금을지

•소속 대학(과)의 학점규정에 의거 당해학기의 전공과목 과락으로 유급한 자는 해당학년의 장학금을 지급

하지아니함

선발
•본교인문계모집단위신입학합격자로서계열별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본교가따로정하는일정

기준
점수이상인자

•본교가개최한각종경시대회에서입상하여율곡장학생으로선정된자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지급 단, 본교가개최한각종경시대회에서입상하여율곡장학생으로선정된자의경우 2개학기간

율곡 기간 (제1학년 1학기및제2학기)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금액 •등록금반액(입학금포함)    •단, 2007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등록금액의 70% (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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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장학제도

가. 장학금 종류

1)교내장학금
* 입학 장학금

명칭 구분 세부내용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2007학년도 이전입
학자및법과대학 3.0)이상이어야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의과대학인경우유급)인 경우에는삼성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글로벌경영학과 및
글로벌경제학과는 3.3, 법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3.0, 의과대학은 2.8)이상이어야 함. 단, 2008학년도에 입학한 글
로벌경영학전공은 3.0이상임.

단, 성적이 학년단위로 평가되는 학년의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학년의 1학기 및 2학기 장학금
을지급함.

•소속 대학(과)의 학점규정에 의거 당해학기의 전공과목 과락으로 유급한 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의과대학은유급인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의과대학은 3.0)이
상이어야함.

단, 성적이 학년단위로 평가되는 학년의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학년의 1학기 및 2학기 장학금
을지급함.

•소속 대학(과)의 학점규정에 의거 당해학기의 전공과목 과락으로 유급한 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12학점(최종학기 : 7학기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법과대학3.0)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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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본교자연계(의과대학, 반도체계열, 소프트웨어계열제외) 모집단위신입학합격자로서계열별대학수학

기준 능력시험성적이본교가따로정하는일정점수이상인자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건축학과의경우 10학기기간)

장영실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금액 •등록금반액(입학금포함)     •단, 2007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선발

기준

성균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이웃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사랑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선발 •본교신입학전형수시모집에서입학성적이각모집단위별모집정원의상위 10% 이내인자.

기준 •본교신입학전형정시모집에서예체능계모집단위입학성적최우수자.

성균 지급 •2개학기간(제1학년 1학기및제2학기) 

이웃 기간 •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다산

금액 •등록금반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선발 •신입학 수시모집 글로벌전형에서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및 글로벌리더학부 입학자 중

기준 입학성적 상위자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삼성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글로벌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영학전공및글로벌경제학전공 3.3이상)이어야함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선발
•본교신입학과학인재전형합격자로서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정보통신계열입학자기준

삼성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과학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인재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를받을경우그다음학기부터장학생으로서의자격을영구히상실함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대학생활안내 103

명칭 구분 세부내용

•제1학년 1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 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최종
학기직전학기 9학점)이상잇하고평점평균이 2.5이상이어야함.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12학점(최종학기 : 7학기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법과대학3.0)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해당 주거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아동양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본교 저소득층 또는 사
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신입학전형에합격한자

•본교 2008학년도에이후신입학전형합격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및그의자녀.

선발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글로벌경영학

과및글로벌경제학과는 3.3이상)이어야함.단 2008학년도에입학한글로벌경영학전공은평점평균이 3.0이상임.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법과대학3.0)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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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본교신입학특기자전형합격자로서반도체계열입학자기준

삼성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반도체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함

기준 •전

선발
•본교신입학전형소프트웨어학입학자기준

성균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소프트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웨어 금액 •등록금전액(입학금포함)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함

기준 •전과를하거나학사경고

선발
•신입학합격자중성균인재운영위원회에서별도로선발된자.기준

성균
지급 •수업연한동안(8학기간)

인재
기간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도포함함

플러스
금액 •성균인재운영위원회에서별도로정한금액

계속 •직전학기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이상이어야함.

기준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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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과락없이”

이수한자로서소속대학/전공단위에서일정순위에든자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아래 기준이상

이고가정형편이어려운자

- A : 2.5(단, 계속수혜시 3.0이상)

- B : 2.5

- C : 2.0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저소득자는우선선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자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중

사회봉사담당기관장(학생처장)이 추천한자에게지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중

학생회우수문화프로그램공모에선정된자에게지급

성적

우수

문행

장학금

사회봉사
우수
장학금

학생회우수
프로그램
장학금

공로

* 일반장학금(지급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학금)

A : 등록금의 70%

B : 등록금의 50%

따로 정하는

기준에의함

따로 정하는

기준에의함

따로 정하는

기준에의함

A : 등록금전액

B : 등록금 50%

C : 등록금 30%

명칭 구분 세부내용

※ 2004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위취득학점기준이직전학기는 15학점이상,최종학기직전학기는 12학점이상입니다.

※ 2004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위취득학점기준이직전학기는 15학점이상,최종학기직전학기는 12학점이상입니다.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이어야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직전학기성적이 12학점(최종학기 : 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3이상이어야함.
•성적불량(평점평균 2.0미만) 인 경우에는장학생으로서의자격이영구히상실됨.

2013년
이전입학
2014년
이후입학

계속
기준 •직전학기성적이 "과락없이" 12학점(최종학기직전학기9학점)이상이수하고, 평점평균이3.5이상이어야함.

•계속지급기준 2회미충족시자격이영구히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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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국가유공자자녀로서직전학기학업성적이평점평균 2.0이상인자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제출하여야함

·국가유공자본인에게지급하는장학금으로써별도의성적기준없음

→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제출하여야함

·본교 교직원(임직원 포함)이 재직 중 입학한 직계자녀 부모인 교직원이 정년, 사망,

기타이에준하는사고로퇴직한후에도계속재학중일경우지급함

·유학동양학부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매학기 양현재에서

부과하는소정의시험을거쳐선발된자

·체육특기자로서매학기스포츠단운영위원회에서선정된자

·특례입학한외국인·교포학생(정원외입학자)으로서일정점수이상인자.

·본교재적중사시·행시·외시·지방고시·입법고시·법원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변리사시험및기술고시 1차에합격한재학생에게 1회 지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경우

지급

·특수교육대상전형으로입학한자와관계기관에장애인(장애등급4등급이내)으로등록된

자로서직전학기학업성적이평점평균2.0이상이고12학점(7학기9학점)이상이수한자

·은행나무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별도로정함

·수업연한에는계속지급기준에저촉되어장학금을지급받지못한학기로포함함.

·지급기준

-형제자매：형제자매가 동시에 학부,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 1인에게 지급.

형제자매 모두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휴학 등)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재학중인경우는반드시동시에재학해야함.

-직계 3대：직계 3대에 걸쳐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해당자가

2인이상인경우 1인에한하여지급.

-직계 2대 동시 재학：직계 2대(부자·부녀·모자·모녀)가 동시에 본교(학부, 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인경우신청자(부모또는자녀중 1인)에게지급.

-부모모두성대：부와모가본교학부를졸업한동문인경우그자녀가본교에신입학

또는재학하는경우그자녀에게지급. 해당자가 2인이상인경우 1인에한하여지급.

-부부 동시 재학 : 부부가 동시에 학부,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 1인에게 지급.

부부모두학부에재학중인경우는한명이재적(휴학등)중인경우까지포함하나대학

원에재학중인경우는반드시동시에재학해야함.

·성적기준：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함.

국가유공

자자녀

국가유공

자본인

성균복지

양현재

체육우수

외국인,

교포

공로
(고시)
장학금

은행나무

장학금

성균가족

장학금

* 특정장학금(특정 신분 또는 선발 대상군이 정해져 있는 장학금)

등록금전액

등록금전액

등록금일정액

신입생:등록금의 20~25%

재학생:등록금의 20~30%

신입학의
경우
1회지급
(100만원)

등록금

전액/반액

한 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2013
년 이전 합격생은
수업연한 내 잔여
학기 등록금의
50% 지급)

등록금

전액/반액

등록금

전액

※ 2004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위취득학점기준이직전학기는 15학점이상,최종학기직전학기는 12학점이상입니다.

최초

별도

신청

최초

별도

신청

최초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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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별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직전학기학업성적이평점평균 3.5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과락없이이수한자로서학부장의추천을받은자

·직전학기학업성적이평점평균 3.0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자로서학비조달이어려운자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이고 12학점(7학기 9학점)이상 이수한 자

·본교삼품제에서특품을이수한자

·가정형편이어려운자

·기계계열 전공자로서 3학년 또는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따로 정하

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건축공학을전공하는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토목공학을전공하는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화학전공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벽송회

63

조 병두

석천최용식

건축공학과
동창회

토목공학과

동창회

송천

* 기금장학금[특정단체(개인)가 기부한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과실로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전액

매학기 2명
(학기별 캠퍼
스별각 1명)

매학기10명 내외

( 한 번 선 발 된

자는심사를거쳐

계속 선발가능)

등록금전액

정액 250만원 매학기 1명

매학기 1명

연간 2명

정액 150만원

정액200만원

등록금

일정액

매학기
약10명

장학금종별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본교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공과대학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화학공학과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화학공학과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프랑스어문학과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약학부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경영학부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중어중문학과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행정학과재학생으로서따로정하는기준에의거선발된자

총동창회

한성

추강

CSM

혜준

동암

이현구

정형기

정홍채

※ 2004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위취득학점기준이직전학기는 15학점이상,최종학기직전학기는 12학점이상입니다.

※ 2004학년도이전입학자의경우위취득학점기준이직전학기는 15학점이상,최종학기직전학기는 12학점이상입니다.

* 동문기부장학금[본교 동문(개인 및 회사)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등록금
일정액

총동창회기부

추강문화재단기부

CSM주식회사사장
최규호동문기부

성신양회대표이사
박찬동문기부

조태순교수기부

이현구동문기부

정형기동문기부

정홍채동문기부

한성ELCOMTEC

주식회사회장

한완수동문기부

등록금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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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외장학금

대외장학단체
본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대외장학단체는 경기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금옥학술문화재
단, 동부문화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두을장학재단, 벽산장학문화재단, 산학협동재단, 삼송장
학회, 양백재단, 우정장학문화재단, 오뚜기재단, 영풍문화재단, 앨트웰민초장학재단, 오운문화
재단, 우덕재단, 운경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정수장학회, 정산장
학재단, 한글재단, 학계장학문화재단, 하정학술장학회, 해암학술장학재단, 한국유리육영회, 한국
화학공학회, 한라공조주식회사, 해성문화재단, 하림장학재단, 한불문화재단 등 다수의 장학단
체가있음

대외장학생 선발
－대외장학생은 먼저 대외장학단체로부터 장학생 추천 의뢰가 오면, 학생지원팀에서 각 대학의
재학인원, 대외장학단체의요구사항(특정학과를지정하는경우가있음) 등을고려하여각대학에
재차장학생추천의뢰를하게됩니다. 각대학은학업성적, 가정형편등을고려하여학생을선발
하고, 그 결과를 학생지원팀에 보내게 됩니다. 학생지원팀은 대학 추천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대학에서추천한학생을대외장학단체에추천하게됩니다. 대외장학단체도학교가추천한
학생을특별한사유가없는한선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외장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해진 장학금 신청기간
에장학금을신청하는것이중요합니다.

대외장학금액 및 지급기간
대외장학금액은등록금전액을주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한번선발되면, 계속지급함을원칙
으로하므로대외장학생이되도록많은노력을기울이시기바랍니다. 

나. 장학금 행정
* 장학금 신청

1) 개요
교내 일반장학금은 매학기 소정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수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
외장학생은장학금신청자중에서대부분선발되므로장학금을신청하는것이중요합니다.

2) 신청없이도 지급되는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계속장학금(삼성, 율곡, 장영실, 국가유공자자녀, 국가유공자본인, 성균복지,
외국인교포장학금등)
다만, 계속장학생인경우휴학후복학시복학절차를마무리지은다음학생지원팀에서장학증
서를지급받아야합니다.

3) 신청기간
장학금 신청기간은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기의 직전학기말에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4학년
도 제2학기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2014학년도 제1학기말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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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야합니다. 장학금신청기간은학기말대학행정실게시판에공고되므로틈틈이대학행
정실게시판을열람하여야합니다.

4) 장학금 지급

1. 감면고지
장학금은 감면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면고지라 함은 매학기 발송되는 "등록금고지서"에 장
학금액을기재하여그차액만납부하도록고지하는것을말합니다.

2. 장학금증서교부
예외적으로 등록금 감면고지 후 장학생이 교체된 경우, 계속장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대외장학
금을지급하는경우가이에해당됩니다.

3. 장학금증서로장학금을수혜한학생
장학금증서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증서를 가지고 교내 "우리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을수있습니다. 이때등록을아직하지않은경우에는등록금과장학금액의차액을장학증서
와 함께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지참하
고가야장학금을수혜할수있습니다.

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매학기시작전교육부의대출제도운영방침에따라공지사항등을통하여별도안내합니다.

라. 농어촌학자금융자 안내

- 융자기관 : 한국장학재단
- 융자대상 : 농어촌지역출신학사과정재학생
- 융자금액 : 등록금전액까지가능
- 융자이율 : 무이자
- 상 환 : 졸업후 1년을경과한시점부터상환
- 신 청 : 
. 장 소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기간 : 방학중따로게시하는기간

마. 국가장학금신청안내
- 신 청 : 
. 장 소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기간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게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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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2

국가장학금,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국가장학금 신청 |

■ 국가장학금이란
- 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의기회를가질수있는장학금
제도

■ 신청시기
- 매학기1월또는7월~8월한국장학재단에서국가장학금신청

■자격요건
- 지원자격 및 성적기준이 있으며 매학기 유동적,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확인

■ 이중수혜
- 모든장학금및대출은등록금내에서만가능. 등록금을초과하여대출및장학금을수령하였
을경우이중수혜로한국장학재단의모든혜택에서제외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 학자금대출이란
- 능력과의지가있는학생이면누구나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균등한고등교육기회를가질
수있도록여건조성.  경제적인이유로대학진학및학업을중도에포기하는것을방지하고
고등교육기회의형평성보장

■ 신청시기
- 등록전후(매년 1월~3월)/7월~8월) 학자금대출신청및실행이있으니대출을희망하는학
생은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를방문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격요건
- 지원자격및성적기준은유동적이며, 매학기재단및학교홈페이지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화면)

0204-새내기3(93-178)수정  2015.2.4  3:13 PM  페이지 109   Mac-02 



110

■ 지도교수/성균멘토 배정시기 : 매 학년도 및 매학기초

■ 지도교수/성균멘토 확인 : GLS로그인-학생상담-바로가기

■ 상담의무횟수 : 매학기 1회 이상(학부에 따라 다를수있음)

신입생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올바른 학습방법, 학사관리, 전공 및 진로지

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상담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6_ 지도교수/성균멘토/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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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년도 혹은 매 학기 배정됩니다.

*_01

지도교수

| 지도교수 배정통보및조회 || 지도교수 배정통보및조회 |

■지도배정내역은지도교수에게통보됩니다. 

[학적/개인]-[학생상담]-[지도교수조회]항목에는학기별로배정된지도교수의전화번호, 

연구실위치, e-mail등의정보가나타나있습니다.

■상담신청 : GLS

| 공학계열 학생 ABEEK 상담시스템 |

■상담횟수 : 지도교수와학기당1회상담필수

■지도교수 조회 방법 : ABEEK홈페이지[http://abeek.skku.edu] 로그인 후 [상담정보>상담

신청>상담지도교수]를조회함

| ABEEK 지도교수 상담방법 |

■지도교수면대면상담(방문상담) 

- ABEEK홈페이지[http://abeek.skku.edu] 로그인함

- [상담정보>상담신청>상담지도교수]의상담가능시간을[조회]함

- [방문상담]을예약함

-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승인]이되었을경우, 예약한시간에교수님을직접찾아뵙고학교생활

에대한지도를받음. 

- 상담결과내용을조회함

■전자상담(온라인상담) 

여러사정으로인하여교수님과면대면상담이어려운경우온라인상에서질의응답함. 

- ABEEK홈페이지[http://abeek.skku.edu] 로그인함

- [상담정보>상담신청>상담지도교수]의상담가능시간을[조회]함

- [온라인상담]을선택한후, [상담제목]과 [문의내용]을입력하고[저장]을누름. 

- 상담결과내용을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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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멘토는 대계열 신입생들을 위한 제도로, 담당 성균멘토를 통해 학사 및 대학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_02

성균멘토

| 상담 내용 |

■ 대학생활적응지원

- 학사지도

①각종학적변동(휴학, 복학, 재입학, 유급등)에관한상담및지도

②장학생선발및장학금에대한상담및지도

- 수강지도

①교과목안내

②수강시간표작성

③학점관리

■ 전공탐색및진로지도

- 진로간담회혹은전공설명회실시

- 자아탐색및진로목표수립지도

- 복수전공및연계전공안내와지도

- 기타진로/취업에관한상담및지도

■ 학업지도및상담

- 학업계획수립

- 학업동기부여

- 학습방법상담및지도

- 학사경고자및부적응자에대한상담및지도

- 어깨동무/ 스터디그룹(자율학습동아리) 지원과관리

■상담대상 :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입학생

■상담신청: GLS - 상담- 학사지도(편지, 게시판, 방문상담)

년중최소 2회이상학사지도면담을신청하여

면담받기를추천합니다. 특히 학업, 진공진입관련면

담은시기별로신청자가많아면담이늦어질수있으

니미리예약을해둡시다.

● 위치 : <인사캠> 호암관

<자과캠> 기초학문관

●전화 : <인사캠> (02) 760-0772-4          

<자과캠> (031) 299-4216-7, 9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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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링센터
카운슬링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들이 자신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보다 활기찬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상

담기관으로서, 각종 심리검사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학업문제, 진로문제, 대인

관계의 어려움, 성격, 적응, 연애, 기타 심리 및 정서문제에 대하여 전문 상담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

외에도다양한소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특강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대

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과서비스를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_03

심리상담

| 카운슬링센터를이용하려면... |

카운슬링센터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두 곳이 있으며, 접수상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방문해주세요.

| 홈페이지 |

http://scc.skku.edu

| 위치 |

- 인사캠: 다산경제관1층입구32107호

- 자과캠: 기초학문관1층51159호

| 연락처 |

- 인사캠: 02-760-1290

- 자과캠: 031-290-5260

| 집단상담에 참여하고싶다면... |

또래상담, 학업증진, 대인관계능력개발, 진로탐색과 같은 집단상담에 참여하여 대학생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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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는여러가지사회적기술들을배우거나자기자신을탐색해보려는학생들은프로그램광고

가 나가면(대학신문,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등) 신청기일

내에전화또는카운슬링센터를직접방문하여신청을합니다. 간단한신청서를작성하여신청한

후정해진시간에공고된장소로오면됩니다. 

| 개인상담을 하고싶다면... |

학업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의어려움, 성격, 적응, 연애, 기타심리및정서문제, 그밖에여러

가지생활상의어려움때문에개인상담을받고자하는학생은우선카운슬링센터를직접방문하

여신청을하시면됩니다. 방문하셔서신청서를작성한다음에는접수면접을하게되는데, 접수면

접은문제가무엇인지를분명히하고어떤도움을받고자하는지, 어떤검사가필요한지, 어떤상

담자가좋을지, 그리고언제상담이가능한지등을파악하기위한상담실시이전의절차입니다.

만약특별히원하는상담자가있다면-예를들어남자상담자라든지, 나이가많은상담자라든지-

접수면접시에이야기하면됩니다. 접수면접후에는심리검사실에서상담에필요한몇가지검사

를받게됩니다. 이후적합한상담자가결정되면상담시간을상의해서결정하고본격적인상담은

정해진상담시간에상담자와만나는것에서부터시작됩니다.

| 심리검사를 받고싶다면... |

검사신청은직접방문, 전화접수및카운슬링센터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접수가모두가능합니

다. 심리검사를받고자하는학생들은카운슬링센터를직접방문해서신청서를작성한후접수면

접을통해어떤도움을원하는지간단히알아보고, 필요한검사의종류와검사일시, 검사자, 검사

해석시간등을결정합니다. 검사해석은검사종류에따라집단혹은개인으로이루어지며약속된

해석상담일시(보통검사실시후일주일)에카운슬링센터를방문해서받을수있습니다. 

| 상담센터 내에서자원봉사를하고자할때 |

자원봉사를원하는학생들은전화(인사캠 : 02-760-1290/ 자과캠 :031-299-5260)로문의해주

시기바랍니다. 간단한신청서를작성한후에안내에따라자원봉사를할수있습니다.

| 개인상담 |

개인상담은전문상담자와1:1로지속적인상담을하는것입니다. 대면관계를통하여생활속어려

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고, 감정 및 행동에서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으로

대학생활에서겪게되는여러가지문제들을전문상담자와함께고민을나누고문제점을파악하

여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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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또래상담자훈련

집단상담

전공적응및진로설계

대인관계증진

학업증진

스트레스관리

자기주장과의사표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도우미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또래 상담

자란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맺고 동료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사람입니다. 또래상담자 훈련은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를강조하는의사소통기술을배우는시간입니다.

지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

간입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설계를 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이나 기술을 계획하고

선택할수있습니다.

친구들속에수용되려는노력을통해서조망수용, 공감 획득, 타인의관점이해, 타인에대한배려

와 친줄 등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다. 자기중심적 성향, 개성 위주의 자기 멋대로의 행동을 타

인에게수용될수있도록변화할수있는시간입니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자신에게 잘 맞는 학습시술 및 전략을 익히는 시

간입니다. 학업동기 고양을 위한 심리적 지원, 세부 학습기술과 관련된 학업지원, 그리고 이들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에 중정을 두어, 학습동기에 대한 점검과 시간관리 능력 향상, 학

습습관변화, 스트레스대처능력향상등으로구성되어질수있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진로, 취업, 졸업 준비 등)을 다룹니다.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

는지 명확히 인식하여 그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인정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

제로받아들여적절히관리할수있도록하는시간입니다.

자신의 표현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남의 권리와 입장을 동시에 존중하면서 표현하

는‘자기주장적표현방식’을발전시키는시간입니다.

상담은상담자와대화형식으로진행되고보통1회에50분씩, 일주일에1회진행됩니다. 상담이경

우에따라서1회로끝날수도있지만대개는문제가해결될때까지약12회가량지속하게됩니다.

| 집단상담 |

친구와함께참여할수있는상담프로그램입니다. 

집단상담은비슷한고민을가지고있는사람들과서로의의견을교환해가면서도움을주고 받을

수있는상담입니다. 매학기 10명내외의인원으로구성되며, 일주일에한번 2시간반에서 3시간

씩5회기~6회기정도진행됩니다.

집단상담에서는개인상담에서와는달리같은학생입장에서이야기함으로써더욱공감할수있으

며, 자신의이야기나행동에대해집단구성원들에게서피드백을받을수도있습니다. 그렇게함

으로써대학생활에서친구들이자신을보는눈을짐작해볼수있으며, 자신이직접그런정보를

다른구성원에게줄수도있어서좀더생생한경험을할수있습니다. 카운슬링센터에서는다음

과같은잡단상담프로그램들을만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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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

여러가지심리검사를통하여자신을보다객관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을드립니다. 모든심리검

사는무료이며, 상담센터에검사신청을하는즉시검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결과는검사를실

시한날로부터약 1~2주일후에알수있습니다. 카운슬링센터에서는다음과같은심리검사들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내용

완벽주의조절하기

인터넷게임중독예방
자신의위험상황을인식하게하고, 이와관련된대인관계, 개인내적요인을탐색하게하고, 적절한

대처기술을배울수있는시간입니다.

스스로높은기준을적용하여평가를엄격히하고수행의부정적인면에초점을두어과도한스트레

스를 만들어 내는 완벽주의적 성격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벽성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지적왜곡을찾아내고합리적으로재구조화하며다양한대처양식을개발하도록지원합니다.

심리검사 심리검사내용

MBTI

MMPI,

SCT

HOLLAND

U&I

K-WAIS

TCI

자신의 성격유형과 성격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이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와 진로 적성에 대

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습니다. (검사소요시간약 30분)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심리적 부적

응 및 이상행동을 알아낼 수 있으며, 그에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

다.(검사소요시간약 60분)

적성탐색검사. 자신의 성격 특성과적성에맞는직무분야, 직업, 전공계열, 여가활동 등을 알 수있

습니다.(검사소요시간약 30분)

진로탐색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태와 진로 태도의 성숙 정도를 이해하고 진로흥미 및

진로성격의 적합도를 파악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학과와 직업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

소요시간 약 30분)

유전적으로 타고난“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성격”

을 파악하여 개인의 고유한 사고방식, 감정양식, 행동패턴, 대인관계 양상, 선호경향 등을 폭 넓고

정교하게이해할수있습니다.(검사소요시간약 40분)

자신이가지고있는인지적인능력과잠재능력이어느정도인지알아볼수있고, 학업 및주의집중

곤란등의어려움과관련하여정보를얻을수있습니다.(검사소요시간약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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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캠페인 |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대인관계(이성·친구), 정서문제, 학업 및 진로선택을 정신건

강측면에서도와드립니다.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관련전문가등을모시고우울한기분을

느끼게되는원인과우울을극복하는방법, 스트레스관리, 불안에대처하는법등정신건강에

대한올바른이해를도와드립니다. 뿐만아니라, 친구관계에서의갈등, 이성교제고민등에대

한이해와해결방법에관한정보도제공함으로써여러분이활기차고건강한대학생활을할수

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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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인학습, 교양을위해필요한자료(도서,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자료등)와세미나실, 캐럴

등의학습공간을이용할수있습니다. 학술정보관출입방법, 자료찾는방법, 대출하는방법, 희

망도서신청방법, 의문사항을해결하는방법등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학술정보관홈페이지들어가기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하단의“학술정보관”을 클릭하거나, 아래의

URL을직접입력하여접속할수있습니다.

○학술정보관 : http://lib.skku.edu

○존 경 각 : http://east.skku.edu

○의학도서관 : http://lib.skkumed.ac.kr

| 학술정보관출입방법 |

학술정보관출입시학생증(또는모바일학생증)이반드시필요합니다. 항상지참하시기바랍니다.

- 본교에서발급받은학생증이나, 학술정보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받은모바일학생증으

로출입구Gate에인식하여출입합니다.

- 열람좌석은 학술정보관 입장 후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을 이용하여 열람좌석발권기에

서이용하고자하는좌석을선택하여해당좌석을이용합니다.

| 이용시간 |

실 별
학 기 중 방 학 중

평 일 토 요 일 평 일 토 요 일

자 료 실 08:00 - 21:40 10:00 - 17:00 09:00 - 17:30 10:00 - 17:00

일반열람실 06:00 - 24:00 06:00 - 24:00 06:00 - 24:00 06:00 - 24:00

07_ 학술정보관(도서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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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찾는방법 |

소장자료 통합검색

- 홈페이지상단검색창을통해검색

- 검색창에서는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과제도서, 멀티미디어자료, 전자정보등을통

합검색할수있습니다.

- 검색창에본인이알고있는정보(서명/저자/출판사등)를입력합니다.

- 검색 후에는 자료의 소장위치, 대출가능 여부, 청구기호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자료실

서가에서(청구기호순으로배열) 자료를찾으면됩니다.

전자정보검색

- 전자정보란전자저널, Database, e-Book, e-Learning 등을말합니다.

- 학술정보관홈페이지‘통합검색’에서는학술지명(Journals)을검색하여이용할수있습니다.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학술논문(e-Articles)’검색에서는 학술지 논문명을 검색하여 원문

을볼수있습니다.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전자정보 > Database”에서는 전자저널 패키지, 각종 Database에

대한자료소개를볼수있고해당 사이트에직접접속하여자료를이용할수있습니다.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전자정보 > e-Book”에서는 전자책 이용이 가능하고, “전자정보 >

e-Learning”에서는다양한동영상강의를이용할수 있습니다.

- 전자정보는‘로그인(GLS의 ID, Password)’을통해교내는물론교외에서도이용할수있

습니다.

| 도서신청 |

원하는도서가없을경우학술정보관홈페이지에서‘희망도서신청’을통하여구입요청할수있

고, 구입된도서는신청자가우선이용할수있습니다. 신청권수는아래와같으며, 만화, 판타지,

무협지등대학도서관에소장부적합한도서는구입을지양하고있습니다. 신청도서가소장중(국

내서3책, 국외서 1책)일경우신청취소될수있습니다.

연간 신청가능권수

학 부 생 15책

대학원생 2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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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출 |

자료대출은“대출데스크”, 또는“셀프대출반납기”에서할수있습니다. 각자료실에서자료를찾

은다음학술정보관“대출데스크”에서“학생증”(또는모바일학생증)을 제시하고대출하거나, 셀

프대출반납기에서직접대출할수있습니다. 대출가능한책수와대출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회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을

신청한당일부터기간이적용됩니다.

- 대출연장은홈페이지의“My Library-대출현황/연장/예약”에서할수있습니다. 단, 연장

하고자 하는 도서를 다른 이용자가 예약한 경우와 다른 도서를 연체중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자료반납 |

자료를대출한뒤반납예정일이내에반납을하여야합니다.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 자료를대출한후반납예정일까지반납을하지않을경우, 1책당 1일연체료 100원이부과

됩니다.

- 연체된책이있을경우다른자료의대출및예약, 희망도서신청이불가능합니다.

대출한 자료를 분실했을 경우

- 동일한자료(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가모두동일해야함)를구입하여변상하여야합

니다.(중고도서불가) 만약동일한자료를구입하지못할경우반드시대출담당사서와협의

하여처리해야합니다.

| 시설이용방법|

열람실 및 PC 이용방법

대출책수 대출기간

학 부 생 10책 15일

대학원생 20책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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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관키오스크에서학생증으로좌석발권후이용

스터디룸 이용방법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서비스-시설좌석 이용-스터디룸/캐럴 이용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이용일4일전부터신청가능) 후이용

DVD 이용방법

- 학술정보관홈페이지에서검색후미디어자료실에서대여하여관내에서이용

| 학술정보관에대한의문사항해결방법 |

학술정보관이용중건의할사항이나궁금한사항이생기면홈페이지를통해, 또는직접방문하

여문의할수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 건의사항이나문의사항 : 메뉴중‘학술정보관에물어보기’이용

전화, 직접 방문할 경우

- 주제담당사서실, Reference Desk 또는안내데스크에서문의할수있습니다.

주제담당사서의 도움을 받는 방법

- 주제담당사서는 아래의 9개 대단위로 구분된 주제 분야별로 연구 및 학습에 필요한 자료

(전자자료포함) 검색, 각종정보활용교육등여러분의정보이용을도와주는사서입니다. 

- 홈페이지메뉴중‘주제별서비스’와아래연락처를참조하십시오.

주제담당사서를 만나면, 여러분의 연구·학습 활동이 한결 원활해 집니다.

구 분 주 제 분 야 구내 전화번호

유동/문과대학 02-760-1207

중앙 법과대학 02-760-1177

학술정보관 사회과학대학 02-760-1203

경제/경영 02-760-1209

학부대학/사범/예술대학 02-760-1205

자연과학 031-290-5163

삼성 정보통신대학 031-290-5164

학술정보관 공과대학 031-290-5162

생명공학/약학/스포츠과학부 031-290-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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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미혼여성클리닉 : 무료진료

- 치과 : 무료검진, 유료치료

| 운영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은운영하지않습니다.

| 위치 |

- 인사캠 : 학생회관2층 (600주년기념관맞은편) (02-760-1231, 1229, 1239)

- 자과캠 : 복지회관2층 (안경점옆) (031-290-5250, 5252, 5253)

구분 학기중 방학중

인사캠 09:00 - 20:00 09:00 - 17:30

자과캠 09:00 - 17:30 09:00 - 17:30

건강한 대학생활을 원한다면 건강센터를 꼭 기억하세요. 건강센터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질병의 조기 발견, 진료 및 진료 알선, 건강 상담, 학생 건강검진, 비

만 관리,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상담실 운영 등 건강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곳

입니다.

| 이용방법 |

- 학생증제시한후접수하여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 내과, 가정의학과진료는별도의예약이필요하지않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진료는사전예약(전화또는방문예약)이꼭필요합니다.

- 치과진료는치과진료시간에구강검진후진료를예약합니다.

- 자연과학캠퍼스의경우, 산부인과진료(미혼여성클리닉)는사전예약이필요합니다.

※진료과목별진료시간은건강센터홈페이지(http://health.skku.edu/)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08_ 건강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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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클리닉 |

비만상담교실
비만 교정을 위하여 체성분을 측정한 후 결과를 분석하고, 식이요법, 운동 요법 등의 지속적인 관리

와상담을합니다.

금연상담교실
지역 보건소의 금연상담사가 건강센터를 방문하여 5~6주간 1:1 금연상담하고 이후 6개월간 다양한

방법으로금연상담을실시하여지속적으로금연하도록지원합니다.

불안·우울증상담

불안이나 우울로 인해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을 경우, 혹은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의 어

려움으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나타났을 경우,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하여 빠른 치유가 될 수 있

도록예약하여정신건강의학과의사와상담및진료를실시합니다.

생활습관병관리
. 고혈압, 당뇨병등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관리를 합니다. 1:1 금연상담하 고
. 혈압측정및혈당검사가가능합니다.

| 학생건강검진실시 |

일 정

ㆍ대계열학생건강검진 (학부대학오리엔테이션기간중)

- 2015. 2. 10(화) ~ 13(금) 오리엔테이션첫날참여

ㆍ소계열학생및대계열미검진자학생건강검진자과캠

- 자과캠 2015. 3. 2(월) ~ 13(금) (토, 일 제외)

- 인사캠 2015. 3. 16(월) ~ 27(금) (토, 일 제외)

대 상 일반의약품제공및건강상담을실시합니다.

검사내용

ㆍ흉부 X-선 직접촬영

ㆍA.B형 간염검사및간기능검사

ㆍ빈혈검사및콜레스테롤검사, 혈당 검사, 소변검사

ㆍ구강검진, 내과진료, 정신건강측정, 혈압측정, 시력 측정, 비만도측정등

| 진료안내 |

진료과목 진 료 내 용

내 과 질병에대한상담및투약, 질병예방및치료를도모합니다.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비만관리등의모든과목에대한 1차 진료를실시합니다. 

치 과 구강검진, 충치치료, 스케일링, 치아건강교육등의치과진료를실시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대학생활의 긴장과 가족 및 이성간의 갈등, 친구관계,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불안, 우울, 공황

장애등정신건강진료를합니다.

산부인과
미혼여성들의생리관련질환및감염성질환에대한진료를합니다.

(미혼여성클리닉)

일반진료 일반의약품제공및건강상담을실시합니다.

외상처치 각종외상에대한응급처치및 2도이하의화상에대한치료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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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및상담 |

보건교육 ㆍ건강센터홈페이지및게시판을이용한건강교육자료게시

건강상담
ㆍ건강문제 1:1 상담

ㆍ건강센터홈페이지를이용한건강상담코너운영

| 의료지원사업 |

ㆍ학생과교직원의학교및학과행사를포함한공식적인행사에서발생할수있는응급상황을대비하

여구급약품을지원합니다.

ㆍ구급약품 지원 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의뢰하여 결재를 받은 후,신청서를 필요한 날로부터 최

소 1일전에제출하여지원받습니다.

심야환자발생대비를위한주요건물수위실에일반의약품을비치합니다.

사고등으로인하여건강센터에서진료후병원진료필요시, 첫 병원진료를받기위한과정에서필요

에따라목발을지원합니다.

의사진료후 1차 진료의뢰서발부및의뢰를합니다.

건강문제로심신의안정을필요로하는학생이이용할수있습니다.

구급약품지원

구급약품비치

목발지원

진료의뢰

안정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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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연기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면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자동적으로

입영이연기됩니다. 재학중에는계속연기가가능하며졸업후입영하게됩니다.

■ 학위과정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 입영원 출원 안내

재학(휴학) 중입영을희망할경우“재학생입영원”을제출하면됩니다.

•출원시기- 년중언제든지출원가능합니다.

•출원관서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신청

•출원서류- 병무청홈페이지에서‘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출력가능

| 일반사병 |

※ 병무제도 및 정보는 수시로 개선ㆍ변경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되는 병역 관련 정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방문하시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안내전화 : 1588-9090).

※ 입영연기 제한 : 제적·유급·정학 등으로 제한 연령(만24세)이내에 졸업 할 수 없게 된 학생은 학교를 다

니는중간에입영하게됩니다. 휴학을하여도제한연령전에는입영이자동연기됩니다.

<※2013. 10. 31 기준>

4년제

대 학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년제

석 사

2년초과

과정

대 학 원

과 정

일반대학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며 수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 기왕 수행해야 할 군

복무라면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보다 쉽고 보람있게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09_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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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형태에 따른 지원자격 및 복무기간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학군후보생(ROTC) |

▷ 지원자격

•연령 : 입교일기준만20 ~27세인자

•학력 : 4년제대학2학년으로3학년진학가능자(5년제학과3학년으로4학년진학가능자)

▷ 선발방법

•1차선발 : 필기고사+ 대학성적으로정원의200% 선발

•2차선발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체검사실시, 종합성적순으로130% 선발

•최종선발 : 신원조회합격자중종합성적순으로최종선발

▷ 다양한 혜택

•가계각층ROTC 선후배들의인적Network 형성

•해외탐방을통한글로벌리더로성장

•대학별우수후보생장학금, ROTC 중앙회장학금, 군장학금등장학헤택

•육군장교과정중가장짧은복무기간(2년 4개월)

▷ 모집시기 : 연1회 (3월)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제103학군단 : 02-760-1308 •제1031학군단 : 031-290-5301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army.mil의 모집요강 참조

꿈을 이룰수 있는 최고의 선택 / 학군사관 - 2년 4개월 복무

학군사관(ROTC)은 전국 108개 대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문무를 겸비한 장교

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0204-새내기3(93-178)수정  2015.2.4  3:13 PM  페이지 126   Mac-02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대학생활안내 127

| 학사사관 |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기준20~27세이하인자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복수전공자 / 학점미달로 당해연

도졸업불가자 선발불가)

▷ 지원서 접수 :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및육군홈페이지접수➞서류제출

▷ 모집시기 : 연1회 (8월~익년 1월)

▷ 선발방법

•1차선발 : 필기평가, 서류전형

•2차(최종) :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대우 및 특전

•대학교재학중에는 학업에만전념

•본인희망시복무연장 / 장기복무가능

•국내외민간대학원에국비취학가능(장기지원자)

•군복무기간복지혜택

•전역시일반취업알선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제103학군단 : 02-760-1308 •제1031학군단 : 031-290-5301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army.mil의 모집요강 참조

노력한 리더십으로 당당한 삶! - 3년복무 / 학사사관

보람있는 대학생활 후 장교로 임관!

대학종업후 지원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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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군장학생 |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기준20~27세이하인자

•학력 : 4년제대학1, 2, 3학년(친권자의동의와재정보증보험가입가능한자)

▷ 지원서 접수 :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및육군홈페이지접수➞서류제출

▷ 모집시기 : 연1회 (3월~ 9월)

▷ 선발방법

•1차 : 필기평가, 서류전형

•2차 : 체력검정, 신체검사, 대학성적

•3차(면접) :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 대우 및 특전

•매학기장학금지급

•의무복무기간= 장학금수혜기간추가복무

•ROTC(지원시) 및학사장교로임관

•국내외민간대학원에국비취학가능(장기지원자)

•미국및우방국군사교육(장기지원자)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제103학군단 : 02-760-1308 •제1031학군단 : 031-290-5301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army.mil의 모집요강 참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 - 7년 복무

대학 군 장학생(육군협약대)

4년간 군 장학금 받고 졸업, 양성교육(20주)후 소위임관 - 대학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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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사관 |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기준20~27세이하인여성

•학력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복수전공자 / 학점미달로 당해연

도졸업불가자 선발불가)

▷ 지원서 접수 :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및육군홈페이지접수➞서류제출

▷ 모집시기 : 연1회 (8월~익년 1월)

▷ 선발방법

•1차선발 : 필기평가, 서류전형

•2차(최종) :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

▷ 대우 및 특전

•능력과적성에따른전문분야활용

•국내외민간대학원에국비취학가능(장기지원자))

•우방국유학및연수(장기지원자)

•계급에상용한각종복지혜택

•출산휴가및복지제도보장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제103학군단 : 02-760-1308 •제1031학군단 : 031-290-5301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army.mil의 모집요강 참조

진정한 용기는 내안에 있다! - 3년 복무

대학 졸업 후 지원(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4년제 대학 졸업후 지원 양성교육 후 임관(3년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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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사관 |

▷ 지원자격

•연령 : 임관일기준20~27세이하인자(남·여)

•학력 : 4년제대학졸업(예정)자

▷ 지원서 접수 :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및육군홈페이지접수➞서류제출

▷ 모집시기 : 연1회 (10월~ 11월)

▷ 선발방법

•1차 : 류전형(대학성적, 자격, 경력)

•2차 :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최종 : 1, 2차종합득점, 서열순선발 (신체검사및체력검정기준은육군규정적용)

▷ 대우 및 특전

•능력과적성에따른전문분야활용

•국내민간대학원취학(장기지원자)

•우방국유학및연수(장기지원자)

•계급에상응한각종복지혜택

▷ 문의처 및 모집안내

•제103학군단 : 02-760-1308 •제1031학군단 : 031-290-5301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www.army.mil의 모집요강 참조

최고의 자부심으로 전공분야에서 복무한다 - 3년 복무

교수 / 전산사관 / 의정사관 / 간호사관 / 통역사관 / 군악사관 / 경리사관

법무행정사관 / 수의사관(여) / 군의·치의사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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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를살려보자! - 특기병 |

▷ 지원가능한 특기병으로는「기술행정병, 의무병, 공용화기병, 개별모집병, 카투사, 어학

병 」등이 있으며, 모집군별 필요자격 및 선발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기술자격자, 전공학과수료자, 해당특기분야 경력자를 군 전문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모집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적성에 따라 희망분야의 특기를

부여받아 군 생활을 함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입영

방법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

▷ 지원안내

● 지원자격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 자연계대학원(의학계 포함)에서 석사학위를취득하고박사학위과정에입학예정인자

및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 중 석사학위 수업연한(2년 이상)을 이수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응시 가능

- 공익근무 소집대상(보충역)은 병무청의 별도 배정인원 없으며, 선발시험없이 대학

원별로 전문연구요원 선발요건 충족시 선발함

● 복무기간 : 박사과정 수료 후 36개월 종사

● 지원기간 및 방법 : 본교 홈페이지(www.skku.edu) 공지사항 및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www.rndjm.or.kr에서 확인)

● 문의 : 학생지원팀 031-290-5031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031-240-7282

이공계 인력중계센터 02-3460-9091 / 9089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

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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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삼품제 중 인성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하

여야 합니다. 굳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작은한걸음이라고생각하고사회봉사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합시다.

| 따뜻한마음전하기- 사회봉사http://www.ur1004.org |

ur1004란

ur1004는“You are angel“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ur1004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봉사활동

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분들과

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인터넷을 통해 맺어드림으로써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_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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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1004 사이트 주요메뉴 소개

•봉사프로그램등록/검색 - 기관에서자원봉사자를요청하는곳입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기관의프로그램을보고자원봉사자가자원봉사신청을하게됩니다.

•봉사신청현황- 기관에서등록한봉사활동프로그램에대한신청현황을확인하는곳입니다.

•자료실- 봉사에관한여러자료를올리고열람할수있는곳입니다.

•묻고답하기- 운영자에게궁금한사항과봉사활동에대한문제등을문의하는공간입니다. 

•우리들의세상 - 자유게시판으로나를이야기하고다른이들의이야기를들을수있는자유

로운의사소통공간입니다. 재미있는이야기, 하고싶은이야기, 나누고싶은이야기, 모두모

두환영합니다.

•봉사체험기 - 봉사활동! 활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기를 쓰며 평가도 하고 그

봉사체험을다른이와나누는곳입니다.

☏ 문의처 : ur1004 운영 본부(02-760-1004)

0204-새내기3(93-178)수정  2015.2.4  3:13 PM  페이지 133   Mac-02 



134

| 국제교류팀 |

| 교환학생교류현황 |

- 학교전반의국제교류활성화를위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이를운영합니다.

- 국내외학술교류/학생교류협정체결, 실질교류프로그램, 국제하계학기업무를총괄합니다.

- 교환교수, 교환학생, 교직원방문단, 외국인학생, 외국어홈페이지등을관리합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 200여개 대학과 실질적인 교환학생 및 해외수학생을 파견/수용하고 있으

며, 연간 700여명의학생을파견하고, 800여명의외국인교환학생이본교에서수학하고있습

니다.

Challenge Yourself Globally!

여러분의 꿈을 더 멀리 펼칠 수 있는 교환학생에 도전하세요!

어학능력과 글로벌 안목,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교환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신입생 때부터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 교환학생, 신청에서선발까지 |  (상황에따라변동가능)

구분 1학기파견 2학기파견

파견대학공지 매년 7월 둘째주월요일 매년 1월 둘째주월요일

온라인원서접수 매년 7월 둘째주~ 셋째주 매년 1월 둘째주~ 셋째주

원어면접 매년 7월말 / 8월초 매년 1월말 / 2월초

합격자발표 매년 8월말 매년 2월말

11_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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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 파견학기 기준 수료 및 잔여학기
•2학기이상수료 (편입, 대학원생의경우1학기이상수료) 
•졸업잔여학기: 1년파견의경우, 3학기이상

6개월파견의경우, 2학기이상
※졸업직전학기는반드시본교에서수학하여야하므로, 8학기정규학기기준으로7학

기때까지만파견이가능합니다.

○ 전체학점 평점평균 3.0 이상자
전체학년평점평균최저 3.0 이상이나, 평점만점이 4.5인우리와달리만점이 4.0인협
정대학의경우에는우리학교성적으로최소3.3.~3.4정도는유지하여야합니다
※모든성적은‘F’를불포함한성적을의미합니다. 

각 국가별, 대학별로 요구되는 어학성적, 학점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하실 때에는
반드시공지된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지원가능 어학성적
•영어권 : IBT 80, IELTS 6.0 이상
•중국어권 : 학부생신HSK 5급이상, 대학원생신HSK 5급, 210점이상
•일본어권 : JLPT 1급이상
•독일어권 : ZMP 혹은ZD 성적
•프랑스어권 : DELF 성적
•러시아어권, 스페인어권 : 어학성적불필요, 원어면접으로평가
※위어학성적은온라인원서접수기간에준비가되어있어야합니다. 

(인터넷성적확인화면캡쳐본까지인정)
※어학성적은기본지원자격이며당락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만약지원하고자하는해외대학의어학성적자격기준이본교보다높은경우, 해외

대학의자격기준을통과하여야만지원가능합니다.
※지원대학별/학과별최소자격기준이상이할수있으니, 반드시파견대학정보를확인

바랍니다.

| 선발전형 |

- 파견교환학생은파견시점기준한학기이전에선발하게됩니다.

ex) 1학기파견: 전년도7~8월선발 / 2학기파견: 해당년도 1~2월선발

- 해당국언어면접점수100점, 전체학년평점평균백분율환산점수100점, 총 200점만점으

로합산후, 고득점자순으로선발하게됩니다.

※공인어학성적은기본자격이되며, 최종당락에는영향을주지않습니다.

- 홈페이지:‘국제화’→‘Global Community’→‘Bulletin Board->교환학생공지사항’클릭!

우리대학자매결연현황과교환학생선발계획이자세히안내되어있습니다.

궁금한사항은Q&A와e-mail(outgoing@skku.edu)을활용하세요.

- 방문상담: 국제교류팀 (인사캠: 국제관2층212호 / 자과캠: 제2공학관27동 20716호)

- 전화문의: 02-760-0156

| 문의사항 |

0204-새내기3(93-178)수정  2015.2.4  3:13 PM  페이지 135   Mac-02 



136

* 국제하계학기홈페이지 - http://summer.skku.edu

| 2015학년도국제하계학기 |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국제하계학기(ISS)는‘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회’와

같은글로벌이슈를주제로세계최고수준의교수님을초빙하여운영하는글로벌교육프로그램

입니다.

‘Mapping the Future for Shared Prosperity"를 주제로 진행된 2014년에는 전세계 1,669명

의학생이 참여하는 등 우리대학 ISS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손꼽히는 Summer

School로자리잡았습니다.

ISS를수강하는학생들에게는전세계에서온다양한외국인학생과함께수업은물론글로벌포

럼, 필드트립, 공연, Food Festival과 같은다양한체험을함께할수있는기회가제공됩니다.

여름방학 중에 학점도 취득하고 외국인학생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ISS를

자신있게추천합니다.

1. 기간 : 2015년 6월 25일 ~ 7월 22일(4주)

- 등록시작 : 2015년 4월초

- 수업기간 : 2015년 6월 29일 ~ 7월 17일

2. 개설예정강좌

과목명

•Innovation, Ethics and Entrepreneurship

•Corporate Leadership in East Asia

•The Rise of East Asia: Conflict and Cooperation in a Changing World

•Human Rights Across Borders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Macroeconomics under the Financial Crisis 등 40여 강좌

12_ 국제하계학기(International Summer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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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어는 기본! 제2외국어 습득은 필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

니다. 가까운 교내에서 공강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성균어학

원을 이용해보세요!

| 위치안내 |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다산경제관3층 (문의: (02) 760-1221~4)

-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1층(문의: (031)290-5231~3)

- 홈페이지 : http://home.skku.edu/sli

성균어학원은어학교육에관한체계적인교육과연구를통해본교및지역사회구성원의외국어

능력향상을그목적으로하고있으며, 1964년에설립된시청각교육원을그모태로 1996년 확대

개편된성균관대학교부설어학전문교육기관입니다.

13_ 외국어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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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품관리및인증시험운영 |

-- 국제품 인증 시험 주관

•본교 졸업 기본 요건인 삼품 중 재학생들의 어학 실력 배양을 위하여 국제품 인증 시험을

실시하며 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국제품 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외국어시험에응시하여합격기준점수이상을취득하여야합니다.

-- 어학원 주관 국제품 인증 시험 및 대체강좌

•공인시험응시료할인및지원 : 영어(TOEIC, TOEIC Speaking, OPIc-영어) 및제2외국

어( OPIc-러시아어및스페인어, JPT, TSC)(일정별도공지)

•국제품대체강좌(토익)(졸업예정자대상) 실시: 1학기말/ 2학기말2회실시(일정별도공지)

•국제품대체과정(어학) : 공인시험성적 외에도 어학학습을 통해서 국제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주는어학과정/어학연수과정으로영어외에도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과정들이있으며국제품미취득학생이대상(일정별도공지) 

| 정규강좌 (기본영어/전문영어) 개설및운영 |

-- 기본영어-영어쓰기 (1학기 개설)

•영어쓰기(English Writing)는 영어 단락(paragraph)의 기본을 익히고 에세이(essay) 를

쓰는 연습을 함으로써 대학수준의 외국어로서의 영어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원어민 강사에 의해 100%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으로서 논리 정연한

작문을위해좋은예문을읽고영어로브레인스토밍을하는과정에서영어쓰기능력뿐아

니라영어로말하는능력과비판적이고논리적인사고능력을함께기를수있습니다. 

•학점: 2학점, 수업시간수: 3시간/주당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제)

- 기본영어-영어발표 (2학기 개설)

•영어발표(English Presentation)는 공식적인자리에서영어로자신의의견을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신변잡기식 영어 말하기에서

탈피하여영어쓰기에서배운에세이작문능력을바탕으로자신의의견이나정보를논리적

으로 정리하여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 총체적인 영어 능력을 배양

하게됩니다. 이수업은원어민강사에의해100% 영어로진행됩니다. 

•학점: 2학점, 수업시간수: 3시간/주당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제)

- 전문영어

•시사영어, 법률영어, 비즈니스영어, 문예영어, 과학영어, 고급영어쓰기, 영어토론

•학점 : 2학점, 강의시간수: 2시간/주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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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다산경제관3층327호어학지원실

(☎02-760-1340)

•자연과학캠퍼스 : 제2공학관 1층 114호어학지원실

(☎031-290-5992)

| e+ Global Zone |

e+ Global Zone은외국어사용전용공간을지향하며이용자들이실질적으로외국어를연습

하고사용하는환경을위해 5개국어이상의위성방송채널, 외국어간행물열람시설, 인터넷

정보검색을위한외국어전용스탠딩PC, 세미나실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자발적으로외국

어학습이이루어질수있는동기를부여하고, 이를통해재학생들의외국어능력향상및글로

벌문화접촉의기회를마련해드립니다.

- 이용시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09:00 - 17:30 (월 - 금) 

•자연과학캠퍼스: 09:00 - 17:30 (월 - 금) 

일반어학

영어

-회화
•Advanced
•Upper-Inter
•Intermediate
•Pre-Inter
•Elementary/Basic
- 영작문
•Essay Writing
•Thesis Writing
- 교환학생대비
•Study Abroad 
Program

-예비대학프로그램
•GEP
•GAP
-집중식과정
•SNEC
-어학연수/인턴십과정

- 어학과정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어학연수/인턴십과정 - 영어
•TOEIC 
•TOEIC Speaking
•TOEFL
•IELTS
•OPIc
- 한자
•공인한자시험
2급준비반

-제2외국어
•HSK
•JPT

기타강좌 기타강좌일반어학

제2외국어
공인시험강좌

| 어학특강/비정규과정안내 |

성균어학원에서는정규수업과는별도로본교생의어학실력향상을위하여특강강좌를인문사

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영어부터 다양한 제2외국어과정(중

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을제공하고있으며일반어학강좌, 방중

에실시하는집중식과정과해외어학연수/인턴십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 일정은 성균어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http://home.skku.edu/sli) 

- 개설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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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다산경제관3층 (☎02-760-1342)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1층 (☎031-290-5988)

| English Help Desk |

혼자 영어공부를 하거나 영화나 미드 또는 CNN을 청취하다가 사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

어의쓰임에대해궁금했던적이많으셨죠? English Help Desk로오시면원어민이거나혹은

영어권국가에서오랜경험이있지않고서는알기어려운표현들을성균어학원소속외국인교

수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 밖에도 영어와 관련된 모든 궁금한 점은 English

Help Desk에서해결하세요.

- Help Desk 이용방법

Help Desk를이용하기위해서는사전예약이필요없습니다. 학기초어학원홈페이지와기본

영어(영어쓰기/영어발표)수업을 통해 공지되는 서비스 시간을 확인하시고 시간이 될 때 이용

하시면됩니다.

-- 위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다산경제관3층e+ Global Zone   

(☎02-760-1342)

•자연과학캠퍼스 : 제2공학관 1층 e+ Global Zone

(☎031-290-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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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개념 |

- 워싱톤어코드(Washington Accord)는 학부공학교육의실질적등가성을상호인정하는국

제협의체로써 2013년 3월현재정회원 15개국, 준회원 5개국이가입되어있으며, 우리나라

의경우2007년에정회원으로가입하였습니다. 

- 이로써우리나라공학교육인증에대한정책, 절차, 기준을정하고이를평가하는한국공학교

육인증원(ABEEK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으로부

터인정받은SKKU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을이수한학생은글로벌스탠다드에입각한

공학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학생은글로벌스탠다드에입각한공학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

였음을보장받을수있습니다.

| 공학교육인증특징 |

- 전공분야별(공학프로그램단위)로인증합니다.

- 인증을받은프로그램(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면학위명이달라집니다. 인증을받은프로그

램을이수한자의제증명서에는전공명이명시되어전문엔지니어임을인정받지만, 인증을

받지않은프로그램을이수한자의제증명서에는전공명이명시되지않아교양수준으로엔

지니어관련수업을이수한것으로인정받습니다.

- 우리대학은심화프로그램졸업기준과학교졸업기준을일치시켜실질적으로는모든학생이

심화프로그램을이수하는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 공학교육인증장점및혜택 |

- 졸업과동시에현장에서요구하는공학도로서의자질과능력을갖추게됩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공학도임을 인정받게 되어 세계 어디서든지 전문 엔지니어로서

그학력을동등하게인정받을수있습니다(Global Mobility).

-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10가지 학습성과에 입각

한교육프로그램을이수하고전공을보다체계적으로이수함으로써산업체에서선호하는인

재로써역량을함양하여취업에보다유리할수있습니다.

14_ 공학교육인증(ABEEK)

공학교육인증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한 공학교육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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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 |

•공학교육인증 심화프로그램 현황
- 우리대학공과대학및정보통신대학내공학교육인증을받은프로그램(심화프로그램)을운
영하는학과는총7개로다음과같습니다.

•인증 대상 학생
- 2005학년도이후입학하는신입생은별도의절차없이심화프로그램에자동으로소속됩니다.
- 전입생(04학년도이전복학생, 편입생, 교환학생, 복수전공자)은인증이수신청서를제출한후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됩니다.(※ 제1전공과 다른 전공의 심화프로그램 이수 희망자는 반드시
복수전공신청자이어야함)

- 심화프로그램에소속된학생중복수전공자등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는7학기(4학년1학기)
등록전인증기준충족도및인증교과목이수에대한의지를심사받은후심화프로그램을포
기할수있습니다.

|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학위명 |

공학교육인증기준을만족한학생은인증심화프로그램이수자임을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성
적증명서에표기하며,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이수에따른학사학위명이아래와같이부여
됩니다.

소 속 심화프로그램운영학과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심화프로그램설치학과

화학공학부 화학공학심화프로그램 화학공학부

(Chemical Engineering) (BS in Chemical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신 소 재공학부 신소재공학심화프로그램 신소재공학부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S in Advanced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기 계 공 학 부 기계공학심화프로그램 기계공학부

(Mechanical Engineering)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건 축 토목공학부 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 건축토목공학부

(Civi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B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심화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학과명칭(영문학위명)

심화프로그램은인증을받은프로그램을말하며, 우리대학은 2013학년도부

터 심화프로그램 졸업기준과 학교 졸업기준을 일치시켜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생이심화프로그램을이수하는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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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취득방법 |

- 공학교육인증심화프로그램졸업소요학점이수방법

①전문교양영역에서세부영역별최소이수학점을포함하여총25학점이상을취득하고,
②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기초자연과학) 영역에서 인증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30

학점이상을취득하여야합니다.
③전공영역에서인증필수교과목및설계학점을포함하여총60학점이상을취득하여야

합니다 (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세부영역별최소이수학점은학교졸업요건을따름).

- 각프로그램별선후수교과목이수체계(로드맵)에따라수강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인증대상학생은선후수교과목이수체계를미준수할경우, 지도교수혹은인증어드바이저
와학기별상담을하여야합니다.

① 1학기의 경우, 수강 중인 교과목 중 이수체계를 미준수하고 수강하는 교과목이 있을시
지도교수혹은인증어드바이저와의상담을통해이수체계미준수교과목을검토, 수강
사유, 수강지속여부등을상의한후수강신청지속여부를결정합니다.

②2학기의 경우, 차기년도 수강 신청 예정 교과목(책가방에 담아둔 교과목) 중 이수체계
미준수교과목이있을시지도교수및인증어드바이저와의상담을통해이수체계미준
수교과목을검토, 수강사유, 수강가능여부등을상의한후수강신청합니다.

심화프로그램설치학과
학과명칭(영문학위명)

심화프로그램 일반프로그램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건축토목공학부

(Civi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BS in Civil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시 스 템경영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심화프로그램 시스템경영공학과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BS in Systems Management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전자전기공학부 전자전기공학심화프로그램 전자전기공학부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BS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심화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Computer Engineering) (BS in Computer Engineering) (BS in Engineering)

영 역 최소이수학점

전문교양 25학점이상

수학, 기초과학및전산학(기초자연과학) 30학점이상 (최소물리, 화학 중한분야실험포함)

전공 영역
60학점 이상 (기초설계, 종합설계 교과목 포함 설계 12학점 이상.

단, 신소재는 설계 9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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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공학설계는 1학년 때 반드시 수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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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프로그램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영역구분 학 점

ECH2005 화공열역학 1 전공핵심 3

ECH2007 화공유체역학 전공핵심 3

ECH2017 공업물리화학 1 전공핵심 3

ECH2019 공업유기화학 1 전공핵심 3

ECH3024 화학공학실험 1 실험실습 2

ECH3025 화학공학실험 2 실험실습 2

ECH2031 화공계산 전공핵심 3 

ECH3056 화공및고분자기초실험 실험실습 1

ECH2032 화공열및물질전달 전공핵심 3

ECH3053 반응공학 전공핵심 3

ECH3055 화공및고분자종합설계 전공핵심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EAM2057 신소재공학개론 1 전공핵심 3

EAM2058 신소재공학개론 2 전공핵심 3

EAM2042 재료열역학 1 전공핵심 3

EAM2047 결정구조및X-선회절 전공핵심 3

EAM3002 신소재강도학 전공핵심 3

EAM3003 신소재상변태학 전공핵심 3

EAM3078 신소재종합설계 전공핵심 3

EAM2039 재료현대물리 전공핵심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EME2007 열역학 전공핵심 3

EME2009 동역학 전공핵심 3

EME2008 유체역학 전공핵심 3

EME2012 고체역학 전공핵심 3

EME2006 전산제도 실험실습 1

EME3055 고체역학설계실습 실험실습 3

EME3057 진동및동적시스템설계실습 실험실습 3

EME3056 열유체공학설계실습 실험실습 3

EME3058 종합설계실습 실험실습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CAE2001 재료역학 전공핵심 3

CAE2003 철근콘크리트구조 1 전공핵심 3

CAE2004 건축시공및재료 1 전공핵심 3

CAE2006 건설관리 전공핵심 3

CAE2007 건축환경공학 1 전공핵심 3

CAE2011 건축과에너지 전공핵심 3

CAE3003 건설재료및실습 실험실습 3

CAE3089 건축종합설계 실험실습 4

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심화프로그램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
심화프로그램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심화프로그램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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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프로그램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영역구분 학 점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CAE2001 재료역학 전공핵심 3

CAE2014 환경기초과학 전공핵심 3

CAE2016 기초유체역학 전공핵심 3

CAE2018 토질역학 전공핵심 3

CAE2020 측량정보학및실습 실험실습 3

CAE2022 스마트도시인프라개론 전공핵심 3

CAE3090 *사회기반시스템종합설계 실험실습 3

ERC3001 *글로벌캡스톤디자인 전공일반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ESM2006 기술관리 전공핵심 3

ESM2009 응용통계및연습 1 전공핵심 3

ESM2010 인간공학및실습 전공핵심 3

ESM3019 생산관리 전공핵심 3

ESM3026 응용통계및연습 2 전공핵심 3

ESM2001 경영과학및실습 1 전공핵심 3

ESM3062 경영정보시스템및실습 전공핵심 3

ESM2014 객체지향프로그래밍및실습 실험실습 3

ESM3050 시스템경영공학종합설계 전공핵심 3

EEE2006 물리전자 전공핵심 3

EEE2008 신호및시스템 전공핵심 3

EEE2009 전기자기학 1 전공핵심 3

EEE2010 전기자기학 2 전공핵심 3

EEE2011 회로이론 1 전공핵심 3

EEE2012 회로이론 2 전공핵심 3

EEE2013 전자회로 1 전공핵심 3

EEE3037 전자전기공학세미나 전공핵심 1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ICE2001 논리회로 전공핵심 3

ICE3037 종합설계프로젝트 전공핵심 3

CSE2003 시스템프로그래밍 전공핵심 3

CSE3002 알고리즘 전공핵심 3

ICE3041 소프트웨어공학 전공핵심 3

CSE3007 데이터베이스 전공핵심 3

CSE3008 운영체제론 전공핵심 3

CSE3039 프로그래밍언어론 전공핵심 3

ERC2006 창의적공학설계 전공일반 3

ICE2002 자료구조 전공핵심 3

ICE3003 컴퓨터구조 전공핵심 3

ICE3037 종합설계프로젝트 전공핵심 3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

심화프로그램

시스템
경영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
심화프로그램

전자전기
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심화프로그램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심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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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센터홈페이지(http://ctl.skku.edu) |

•선진적교수법개발을위한교수자지원

•학습역량강화를위한학생지원및교육

•선진교육기법의도입및확산

•대학교육내실화를위한다양한정책연구및개발

•국제어강의교수·학습법개발지원

•문의 : 760-0987, 0988

교육개발센터(Center of Teaching & Learning)는 우리 대학의 교육제도, 교육

과정과 교수법 및 학습법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

켜 우리 대학 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지

원을 위해서 학습컨설팅, 성균튜터링, 학습관련 워크샵 및 학습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_ 교육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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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원프로그램안내 |

••학습 컨설팅

소 개

대 상

신청방법

내용

무작정 열심히 공부했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나요? 대학에 오니 공부 말고도 스펙도 쌓아야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하고, 다양한 경력도 쌓기 위해 시간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강의방식도 시험유형도

생소해서, 성적을 잘받기위해서는새롭게적응해야하는것들투성이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도움

을 요청하고 싶어진다면, 학습컨설팅을 신청하세요. 학습 컨설팅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고자하는

여러분의고민을덜어드리기위한학습진단및코칭서비스입니다. 

학습 컨설팅은 2012년 7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매학기 약 200명이상의 학생들이 학습 진단 및

코칭을이용하고있습니다. 

재학 중인학생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킹고포털 로그인 → 신청 / 자격관리 → 학습컨설팀 신청 및 조회 → 캘린더에서 예약

가능날짜확인하고“신청하기”클릭→신청한일정에교육개발센터방문하여컨설팅실시

◎신청기간

학기및방학중수시운영

◎신청유의사항

- 학습진단 결과를 토대로 코칭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습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검사를 먼저 해주

세요.

- 학습진단및학습코칭신청은상담일일주일전에미리예약하셔야합니다.

※ 신청방법은변경될수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공지사항을미리확인해주세요. 

◎ 학습진단리포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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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소 개

대 상

신청방법

••성균 튜터링

학생들스스로공통된흥미와관심을바탕으로자발적인학습공동체를형성하여학업능력을향상시키

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프로그램입니다.

튜터는해당과목에서 A학점이상을받은학부생이고, 튜티는학습도움을받고자하는학부생으로서성

균인재학생은누구나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튜터 :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상단 킹고포털 로그인 → 상단“Tutoring”클릭 →“튜

터 모집”클릭 → 개인 신상 정보 확인 → 튜터 신청 과목 선택 → 운영계획과 참여동기 작성

→신청후접수내역에서확인

•튜티 : 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상단 킹고포털 로그인 → 상단“Tutoring”클릭 →“튜

티 모집”클릭 → 튜티 신청 과목 선택 →“튜티 신청”클릭 →“튜티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

기”작성→“튜티신청”클릭→신청후튜티접수내역에서확인

◎신청기간

•튜터 : 1학기 - 2월말, 2학기 - 8월말

•튜티 : 1학기 - 3월초, 2학기 - 9월초

◎성균튜터링활동방법및특전

선배와 후배의 공통된 과목을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여 다양한 사고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지식

을 나누게 됩니다. 한 학기동안 최소 15시간 이상의 학습을 실시해야 하고 학습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

에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이후 학습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학기말에는 모든 활동을

성실하고우수하게잘마무리한우수튜터를선정하여시상을하고교무처장명의의수료증을수여하

고, 교환학생지원시가점부여와교내봉사활동시간인정등의특전이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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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소 개

대 상

지원신청

••학습 포트폴리오 개발 지원

수업노트, 읽기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수많은 수업자료가 쌓여만 가고 정리가 안된다면, e-포트폴리

오시스템을활용해보세요. 매학기포트폴리오개발활동도지원해드립니다.  

재학 중인학부생누구나사용및지원가능

◎신청방법

학습포트폴리오 홈페이지(http://eport.skku.edu)접속 → 학생포트폴리오 클릭 → 지원신청안내 클릭

→지원하기클릭→개인정보입력

◎신청기간

매학기수강변경기간이후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참고)

◎ 학습포트폴리오홈페이지소개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블로그 기반 시스템으로, 다른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의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것과같이여러분이공유하고자하는자료나유용한학습자료를업로드하고, 공개할수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학습포트폴리오사례가궁금하세요? 

지금바로 http://eport.skku.edu 으로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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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개최 |

소 개

대 상

성균관대학교학생들의학습역량을신장하기위한목적으로다양한워크샵을개최합니다.

재학중인학부생누구나

□학습법워크샵 (학기초)

- 시간관리, 집중력향상, 시험불안관리등효과적인공부방법에관한워크샵

- PPT 작성및활용법: 효과적인발표를위한프레젠테이션작성및활용법

□학습동기워크샵 (학기중)

학업목표탐색, 성취동기부여및진로탐색등학업동기증진을위한워크샵

워크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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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시는길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교육개발센터 자연과학캠퍼스 교육개발센터

- 600주년기념관2층(215A호) - 기초학문관51309호

전화 : (02)760-0987~0988 전화 : (031)290-4238

••교수학습 에세이 공모 및 설문조사

목 적

대 상

성균관대학교의좋은강의및학생들의학습전략를사례발굴하고, 자신을비롯한다른대학생들의

학업목표를되돌아보며학습동기를높이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재학중인학부생누구나응모가능합니다. 

□ 추천강의에세이공모전

창의적이고효과적인수업방법이나노하우를발굴하기위한공모전

□학습전략에세이공모전

학습전략사례를발굴하고자기주도학습을촉진하기위한공모전

□내삶의포트폴리오 '나를찾아줘' 에세이공모전

목표를중심으로자신이경험한일화들의의미를찾아보고목표가없는경우새로운목표설립의

계기를마련하기위한공모전

※각공모전의당선작은책자로발간하며, 당선자에게는소정의상품을드립니다.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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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인의적성과전공을살릴수있는경력관리및진로에대한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고성균

인의취업을위한직무역량강화등취업준비를지원하는곳입니다.

학생인재개발팀은 사회 전반적인 채용 경향과 취업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기업 관련 정보 및

여러가지취업에도움이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학년부터고학년에이

르기까지 학년별, 시기별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수요를 반영

한정보를수집?분석하여학생들의진로설정, 취업준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준비된인력

을 사회에 배출하고자 체계적인 상시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각종 취업 특강, 실전 모의면접,

취업및진로상담, 국가고시에관한상담및특강운영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개인

의직업능력배양과진로설정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경력개발 로드맵

꼼꼼히 단계별로 준비합시다!

16_ 취업준비 및 경력개발 - 학생인재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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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 |

1. 취업진로상담

- 진로지도 : 적성검사와전공및경험등을종합하여학생의흥미, 향후경력목표에관해상

담하고이에맞는진로설계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취업상담 : 학생개인의전공, 각종교내외활동등을바탕으로적성과역량에적합한분야

로진출할수있도록상담합니다.

- 경력관리 : 졸업후관련분야혹은새로운분야로진출을원하는졸업생을위한경력관리를

돕습니다.

가. 방문상담

- 상담신청방법 : 학생인재개발팀홈페이지접속

(http://job.skku.edu) ⇨취업상담⇨방문상담⇨상담가능시간을선택후예약

- 상담시간 : 월, 화, 수, 목, 금오전 10시~ 오후5시까지진행합니다.

나.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방법 : 학생인재개발팀홈페이지접속

(http://job.skku.edu) ⇨취업상담⇨온라인상담⇨글쓰기

다. 온라인입사지원서클리닉

- 클리닉신청방법 : 학생인재개발팀홈페이지접속

(http://job.skku.edu) ⇨취업상담⇨온라인입사지원서클리닉⇨입사지원서업로드

2. Career Zone / Job Cafe 

Career Zone(인사캠)/Job Cafe(자과캠)는 학생 취업 상담 및 취업정보 검색을 위한 공간으로

성균인의Career-Up을위한경력개발및취업서비스지원공간입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Career Zone) 자연과학캠퍼스(Job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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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Career Zone/Job Cafe 위치및이용안내

•위치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600주년기념관1층(02-760-1088)

자연과학캠퍼스 : 학생회관2층(031-290-5044)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7:00

3. 정규강좌 운영

가. 진로탐색및경력개발(저학년)

- 학생들의잠재적역량을키우고자기분석을통하여진로와직업에대한확고한신념으

로스스로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돕고자개설된교과목입니다. 주별강의주제에맞춰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저학년때부터 체계적인 준비로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있도록합니다.

- 강의시간 : 매주금요일13:00~14:50

- 인정학점 : 1학점

- 성적처리 : Pass/Fail

나. 핵심취업전략(고학년)

- 취업역량함양을통하여성공적인사회진출을지원하고자개설된교과목입니다. 본 과

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초청강사(기업 인사담당자 및 취업관련 전문가) 특강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강의시간 : 매주금요일15:00~16:50

- 인정학점 : 1학점

- 성적처리 : Pass/Fail

•취업상담

•취업관련도서열람및대여

•취업자료및정보검색(PC)

•기업책자및리플렛제공

•취업관련서류스캔(스캐너)

•취업관련서류송부(FAX)

•취업자료출력

•기업체리크루팅, 취업관련간담회

•편안한휴식공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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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학생커리어개발

- 여학생들의취업난등을감안하여여학생들의특성을고려한진로탐색및취업능력개

발등을통해성공적인사회진출도모할수있는강좌로구성하여운영합니다.

- 강의시간 : 미정

- 인정학점 : 1학점

- 성적처리 : Pass/Fail

4.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http://job.skku.edu)를 통해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가. 취업동아리

- 취업준비를함께하며정보를공유하는학생들이자발적인동아리모임을결성하여등록

하게되면, 학교에서동아리활동을지원하고컨설턴트를배정하여취업지도를합니다.

- 매년초취업동아리를구성합니다.

나. 면접역량강화취업캠프

- 면접에 대한 필수이론과 실전모의면접을 통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매학기 1~3회실시합니다.

다. 취업아카데미

- 직무분석실습, 입사지원서컨설팅, 실전모의면접까지경험해볼수있는유익한시간

으로방학중1~3회실시합니다.

라. 대기업직무적성검사

- 삼성, 현대, SK등대기업채용준비를위한모의인적성시험을대기업채용시즌에맞추

어실시합니다.

마. Job Fair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우리대학에 초청하여,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에게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채용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기회확대및기업에대한정확한정보수집을위한장을마련해드립니다.

- 하반기공채시즌에맞추어매년9월초에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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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취업특강

- 기업의채용프로세스와각과정을준비하는방법및취업준비에필요한다양한강의를

수시개설합니다.

사. 진로특강

- 자신의 흥미와 적성,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보고 이에 나의 진로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강의를수시개설합니다.

아. 리크루팅

- 기업체 담당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채용정보 및 1:1 상담 제공합니다. 리크루팅은

보통본교출신의선배들이학교에방문하여상담을제공하기때문에생생한기업현장의

소리를들을수있습니다

자. 채용설명회

- 해당시기채용에앞서기업이지원자들에게기업소개및기업채용에대한안내를목적

으로 시행하는 자리입니다. 기업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소개-채용

안내-질의응답>순서로진행되며약1시간에서1시간30분정도소요됩니다.

차. 기업체추천

- 기업에서요청하면일정자격조건에따라우수인재를선발하여기업체에추천해드립

니다. 추천기업및추천세부내용은경력개발센터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카. 산업체현장방문

- 산업체 방문견학을 통해 기업의 현장을 체험하고, 인사담당자와의 미팅과 재직 동문과

의간담회를통해실무에대한이해와취업준비를위한제반사항을파악합니다.

- 방학기간중실시합니다.

타. 공개모의면접

- 대기업채용을대비한실전경험에도움을주고자인사담당자를초빙하여공개모의면접

을실시합니다. 핵심취업전략수업의일환으로진행되는것이며, 수강신청자이외에관

심있는모든학생이들을수있도록개방하였습니다.

- 학기별 1회진행합니다.

파. 공기업모의시험서비스

- 금융권공기업, 에너지관련공기업, 도시개발공사등공기업취업을준비하는우리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기업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 자료와 온라인시험 콘텐츠를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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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가. 학교수업과기업에서의현장실습을통하여, 기업은우수인재를조기에발굴및검증하는

기회를, 학생은재학중현장체험을통해졸업후진로를탐색하는기회를, 대학은산업현

장의요구를교육내용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는산학협력프로그램입니다.

나.  Co-op 학점인정관련(수강신청) 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 신청시기 : 일반과목과동일기간에신청

- 학기중 : 해당학기수강신청후실습진행

- 방학중 : 실습종료후직후학기수강신청

- 실습기간당인정가능학점

- 실습시간인정학점

※전공별로상이할수있음.

6. 채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안내

가. 학생인재개발팀홈페이지 (http://job.skku.edu) 를통해서채용정보를제공있습니다.

나. 채용정보뿐만아니라, 학교에의뢰된아르바이트및과외정보를제공합니다.

다. 취업자료실메뉴를통해이력서작성법, 기업면접족보, 취업가이드, 취업뉴스, 취업동영

상 등 취업에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했는지

에대한취업후기를생생하게제공합니다.

7. My Career

- 학생개인별포트폴리오를점검ㆍ분석ㆍ지원하는『My Career』시스템을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내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 개개인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자격증, 어학점수, 대외경험

뿐만아니라, 취업진로상담및취업교육프로그램참여에대한사항을포괄적으로관리

가능합니다.

실습기간 인정학점

2주 2학점 이하

3~4주 3학점

5~6주 4학점

7~8주 5학점

9~24주 18학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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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행정관료, 기술관료, 외교관, 공인회계사, 변리사, 언론인 등이 되고자 노력하는 학생

들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법시

험을준비하는학생들을지원하는사마헌(司馬軒),행정고시및국립외교원을준비하는학생들

을지원하는와룡헌(臥龍軒), 공인회계사를준비하는학생들을지원하는송회헌(松會軒), 기술

고시 및 변리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운용재(雲龍齋), 언론계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

들을 지원하는 예필재(睿筆材) 등의 고시반에서 약 600여명의 성균인들이 수험준비에 매진하

고있습니다.

⊙ 사법시험반(사마헌, 司馬軒)

▷ 조직

▷ 입실 자격

- 본교학부생

- 단, 학부졸업후 3년이경과(졸업후의군복무기간은산정하지않음)한자는입실자격이없

습니다.

- 차기년도사법시험1차시럼면제자는전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입실할수있습니다.

▷ 1차팀 입실 시험

정기 입실시험은 사법시험 6월말 (2차 시험이 종료 후)에 실시하며, 이후 부정기적으로 실

시되는데, 4월말 또는 5월 초(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 11월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실시됩니다.

▷ 2차팀 입실

2차시험합격자발표후선발하며당해연도1차시험합격자및전년도합격생.

구분 지도교수 조교 팀장 실장

인원 1 1 2 3

구분 신입생 재학생 및 졸업생

시험과목 민법총칙 1차 : 헌법, 민법, 형법

17_ 공직진출 지원 - 학생인재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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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반(와룡헌, 臥龍軒)

▷ 조직

▷ 입실 자격

- 행정고시 1차 (PSAT) 혹은행정고시2차과목중선택, 영어(공인점수)

▷ 입실시험 면제자

- 당해년도행정, 입법고등고시1차시험합격자

▷ 입실시험

-1년에 3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1차시험합격자 발표(3월 혹은 4월), 2차시험종료 (7월),

2차시험합격자발표 (11월)에실시합니다.

- 상황에따라서, 1차합격자는무시험으로입실을허가합니다.

☏문의: 행정고시반교육지원실(02-766-9624)

알고넘어갑시다!

▷ 공직적성 평가 (PSAT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은 공직수행에필요한자질과능력을검정하기위하여정상적인학교교육을통하여습득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 현재, 행정.외무.입법고등고시 1차 시험,

지역인재추천채용시험과목입니다.

▷ PSAT의 구성

□언어논리영역 : 문장구성및이해능력, 표현력, 논리적사고력, 추론능력등을검정

□자료해석영역 :  수치자료의정리, 분석능력, 통계해석, 처리능력, 정보화능력등을검정

□상황판단영역 :  연역및분석능력, 판단및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등을검정

구분 지도교수 조교 실장

인원 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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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반(와룡헌, 臥龍軒)

▷ 조직

▷ 입실시험 과목

- 시험과목

1. PSAT Half Test

2. 지도교수님과의면담

- 우대조건- 자격증을갖춘자

- 시험일정

•일년에2차례정기적으로실시하며5월(2차시험종료후)과 9월에실시합니다.

구분 지도교수 조교 실장

인원 1 1 1

자격증 등 급

영어

제2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플 (IBT 97점 이상)

토익 870점 이상

텝스 800점 이상

플렉스 800점 이상

독일어(SNULT, FLEX, DAF 中 1개 보유자)

중국어(SNULT, FLEX, HSK 中 1개 보유자)

일어(SNULT, FLEX, JPT, JPTL 中 1개 보유자)

불어(SNULT, FLEX, DELF/DALF 中 1개 보유자)

러시아어(SNULT, FLEX, TORFL 中 1개 보유자)

스페인어(SNULT, FLEX, DELE中 1개 보유자)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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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반(송회헌, 松會軒)

▷ 조직

▷ 입실자격

학부입학생 (단, 졸업후3년이경과한경우지도교수가입실을허락한자에한함)

▷ 입실시험

♣ 신입생 : 

-  3~4월중고시반을도와주며공부하는운영요원을선발

- 선발방법 : 면접

♣ 재학생및졸업생

- 1차준비생

•7월: 회계학(중급재무회계)

•9월: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무관리

•11월: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경영학, 경제학, 상법(전과목)

♣ 2차준비생

•9월: 2차시험합격자발표후당해연도1차합격자중성적순으로선발

*문의: 공인회계사반교육지원실(☎02) 760-0167)

⊙ 언론고시반(예필재, 睿筆材)

▷ 입실자격

- 모집인원30~40명내외 (6학기수료자부터선발) 

- 재학생및수료생지원가능 (졸업자는지원불가)

- 별도열람실제공및학기별우수실원대상장학금지원프로그램

- 학기별기자및PD, 언론인등특강진행

구분 지도교수 조교 실장

인원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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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입실시험 과목

- 시험과목 : 시사상식, 논술, 작문

▷ 입실시험 일정

일년에2차례정기적으로실시하며3월과9월에실시

*문의 : 언론시험준비반(skkuypj@skku.edu)

⊙ 로스쿨준비반

▷ 현황

- 모집인원 : 120명내외 (4학년이상학생으로선발되며, 별도열람실은제공되지않음)

▷ 입실시험 과목

- 시험과목: 법학적성시험(LEET)

▷ 시험일정

- 일년에 1차례상반기에정기적으로모집합니다.

⊙ 행정고시(기술직) - 운용재

▷ 현황

- 열람실수용인원 : 75명 (대운동장맞은편학군단옆건물)

- 숙소수용인원 : 12명

구분 지도교수 조교 실장

인원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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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 운용재 기술고시반 입실 지원 자격 안내

- 공인영어성적및한국사2급이상취득해야지원가능

- 신입생 : 성적증명서를학부입학성적으로대체합니다.

▷ 입실 시험 안내 : PSAT 모의고사 및 지도교수 면접으로 결정

♣ 신입생 : PSAT 모의고사

♣ 재학생및졸업생 : PSAT 모의고사

▷ 입실 시험 일정

- 1년에2회(4월, 9월) 실시

*문의: 운용재교육지원실 (☎031) 299-4290)

⊙ 변리사시험 준비반 - 운용재

▷ 현황

- 열람실수용인원 : 64명 (대운동장맞은편학군단옆건물)

- 숙소수용인원 : 4명

▷ 조직

▷ 입실 지원 자격 안내

- 공인영어성적표(토익775점이상) 취득하셔야지원가능

구분 지도교수 조교 반장 실장

인원 1 1 1 3

구분 지도교수 조교 반장 실장

인원 1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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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시험 안내

♣ 신입생 : 민법모의고사

♣재학생및졸업생 : 민법모의고사(해당년도1차시험합격자는면제됩니다.)

민법모의고사 / 지도교수님면접으로결정됩니다.

▷ 입실 시험 일정

1년에2회(4월,9월)실시 / 날짜는유동적입니다.

*문의: 운용재교육지원실(☎031) 299-4290)

| 학생인재개발팀연락처 |

| 고시반연락처 |

| 홈페이지주소및학생인재개발팀위치 |

•학생인재개발팀 홈페이지 : http://job.skku.edu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서울종로구성균관로25-2 600주년기념관1층학생인재개발팀

•자연과학캠퍼스 : 440-746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2066 학생회관 1층종합행정실학생인재개발팀

구 분 인사캠 자과캠

취업프로그램 02-760-1085~6 031-290-5042~4

취업상담 02-760-1088~9 031-290-5043~4

국가고시 02-760-1084,1087 031-299-4291

Co-op 02-760-1083 031-290-5063~4

구 분 인사캠 자과캠

사법시험반 중앙학술정보관 5층 법학관 02-744-4445

행정고시반 중앙학술정보관 5층 02-766-9624

국립외교원반 중앙학술정보관 5층 shimyuri0304@gmail.com

공인회계사반
경영관 1층

02-3673-0694
중앙학술정보관 5층

02-760-0167
킹고하우스 지하 1, 2층

언론고시반 중앙정보관 5층 skkuypj@skku.edu

기술고시반 복지회관후면
031-299-4290

변리사반 학군단옆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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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학사(明倫學舍)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 기숙사 |

▶R01~R05 기숙시설은학교가보증금을지급하여학생이월세와관리비만내고살수있도록배려한

임대원룸임 (신청가능기숙시설(임대원룸)은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입학예정자의기숙시설관련사항은해당학과별도안내

▶E-하우스와G-하우스는평일오전등교시간(08:00-10:00)에기숙사에서학교까지무료셔틀버스

운행 (방학중에는미운행)

| 봉룡학사(鳳龍學舍) : 자연과학캠퍼스(수원) 기숙사 |

▶자연과학캠퍼스기숙사는모두교내에위치

▶신청시1지망부터4지망까지희망하는기숙사를선택가능하며, 신입생은컴퓨터자동배정방식으로선발

18_ 기숙사

구분 시설명 소재지 주소 호실타입 수용인원 비 고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E-하우스
(이스트게이트하우스)

G-하우스
(글로벌센터)

R01
(블루밍하우스)

R03
(빅토리하우스)

R04
(크라운빌A동)

R05
(에비뉴원)

율곡로29길 5(충신동)

율곡로 171(원남동)

성균관로4길 25(명륜2가)

혜화로9길 62(명륜1가)

혜화로5길 7(명륜1가)

혜화로6길 5(혜화동)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1인 1실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403명

302명

59명

70명

60명

32명

정문까지 도보 약 30분 소요

정문까지 도보 약 20분 소요

1. 건물에 따라 예치금을 별도
납부할 수도 있음

2. 실별 사용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은매월거주자가
납부

3. 실별 관리비등은건물관리
인에게 별도 납부

시설명 호실타입 수용인원 신청자격 비 고

인(仁)관

의(義)관

예(禮)관

지(智)관

신(信)관

4인 1실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2인 1실

4인 1실

4인 4실

6인 3실

1인 1실

424명

200명

342명

926명

1,108명

140명

388명

312명

8명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대학원생

학부생/대학원생

학부생/대학원생

학부생/대학원생

장애인

남학생 전용

여학생 전용

남학생 전용

성별과 소속별로

배정되는 동 및 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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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입사자격 |

① 유효기간(검진일로부터 1년)이 남은 흉부 X-ray 검사를 통한 폐결핵 검진 소견(정상 또는

이상 없음)을 입사 당일에 제출한 학생 (단, 3월 진행되는 교내 건강검진 참여 서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② 해당 학기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③ 직전 학기 성적에 학사경고(1.75미만)를 받지 않은 학생

④ 기숙사에서 벌점으로 인한 입사 제한을 받지 않은 학생

| 학기별입사신청및거주기간 |

▶조기입사나연장입사신청이있을수있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기숙사 홈페이지(http://dorm.skku.edu)에서 확인

| 입사신청및납부방법 |

① 기숙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개별 GLS 로그인

하여 기숙사 신청

② 입사 신청시 기숙사, 룸타입, 식수(자과캠만 해당) 등을 선택하고,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모두 동의해야만 신청 가능

③ 신청 후 선발과정을 거쳐 입사대상자가 발표되면 GLS에서 개별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여 기숙사비를 납부(기간 내 미납시 기숙사 합격 발표 자동 취소)

구 분 입사신청 거주기간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2015.1.29. ~ 2.4.

5월 말 ~ 6월 초

7월 말 ~ 8월 초

11월 말 ~ 12월 초

2015. 3. 1. ~ 2015. 6. 20.

2015. 6. 21. ~ 2015. 8.

2015. 9. 1. ~ 2015.12.19.

2015. 12. 20. ~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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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내 |

① 기숙사 시설

- 기숙사 홈페이지 [소개]란에서 호실 및 편의시설 사진과 비품 목록 확인 가능

- 시설 수리 신청은 홈페이지 [참여 수리신청 및 결과]에서 가능

② 기숙사 식당(자과캠만 해당)

- 기숙사 식당은 기숙사생 및 외부인도 이용 가능(단, 지관 식당은 기숙사생만

이용 가능)

- 기숙사 입사 신청시 식수를 선택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

- 학기 초 식수 정정신청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선택한 식수를 변경할 수 있음

- 학기 말 잔여식권에 대한 환불 불가

③ 통금 시간 및 외박 신청제

- 통금(기숙사 출입 통제) 시간 01:00 ~ 05:00

- 사전 외박 신청: 5일(주말이 포함될 경우 7일)이상 기숙사 출입이 없게 될

경우, 해당 운영실에 사전 외박 신청을 해야 함

④ 생활문화강좌 및 취미강좌

- 학기 중 생활문화강좌(다양한 주제의 단기성 특강 및 견학 프로그램)와 취미

강좌(8~10주 수강) 참여 가능

| 문의처 |

▶전화문의가많아통화가어려울수있으니홈페이지Q&A나이메일을이용하여문의바랍니다.

구 분 명륜학사(인문사회과학캠퍼스, 서울)     봉룡학사(자연과학캠퍼스, 수원)

홈페이지

이 메 일

전 화

http://dorm.skku.edu (Q&A는 학생 킹고 포털 ID 로그인 후 이용 가능)

dorms@skku.edu                   dorm@skku.edu

(02) 766-2103 / 2183              (02) 766-2103 / 2183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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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증명서 종류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휴학증명서 / 재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 3품인증증명서(국문)

•인터넷 신청(즉시 발급)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킹고포털 로그인→증명발급→증명서발급>에 접속하여 24시간 개인

PC에서직접신청·발급(출력)받을수있습니다.

- 전자인증으로발급번호, 전자직인, 바코드가인쇄되므로법적효력을가지며, 교무팀창구에

서발급하는증명서와동일함

•인터넷 신청(우편 수령)

- <킹고포털 로그인→증명발급→우편증명신청(학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정도의

발송소요시간이걸립니다.

•교무팀 창구 방문 발급

- 학생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를위하여본인외에는발급이제한됩니다.

- 인문사회과학캠퍼스교무팀(600주년기념관1층, 02-760-1065)：09:00~17:30

- 자연과학캠퍼스교무팀(학생회관1층종합행정실내, 031-290-5065)：09:00~17:30

- 토·일요일및공휴일휴무

학사관련 각종 증명서는 인터넷, 창구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출력되는 증명서 서식은 신청방법에 관계없이 인터넷 발급증명서와 창구 방

문 발급증명서 모두 동일합니다.

19_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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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FAX)민원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minwon.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의 등·초본

민원신청 하는 곳에서 FAX민원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부터 수령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됩니

다. <교무팀창구발급시간신청시기준이며, 이외시간신청시익일발송함>

■ 기타 확인서(증명) 발급 부서

확인서(증명) 종류 담당부서 발급장소 연락처

장학금수혜확인서
학생지원팀 양캠퍼스학생지원팀

<인사캠> 02-760-1075

02-760-1004
인성품이수확인서 <자과캠> 031-290-5034

교육비납입증명서 재무팀
GLS-<학적/개인영역>-<등록금>-

02-760-1125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예비군/민방위관련 비상계획관실 -
<인사캠> 02-760-1127

<자과캠> 031-290-5094

교원자격증 사범대학행정실 호암관 2층 02-76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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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 학습공동체

| 대계열(인문,사회,자연,공학,전자전기컴퓨터) 신입생러닝커뮤니티 |

러닝커뮤니티는자율학습촉진, 교육효과배가, 건전한동료관계형성및선후배네트워킹활성

화를통하여성공적인대학생활을개척하고자하는학부대학대계열신입생의학습중심소그룹

입니다.

| 러닝커뮤니티란?  |

- 학부대학대계열신입생의성공적인대학생활을견인하기위한학습·교육및대학생활의기

본단위입니다.  

- 학부대학 1년간의 교육기간동안 최소 주당 2회 이상을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교양기초교

육과정정규수업을이수하는교육, 학습및만남의학습중심공동체(Learning Community)

입니다.

- 자율학습동아리(어깨동무), 전공탐색 및 진로개발 등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또

래집단입니다.

- 학부대학생 동료 및 학부대학 선배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토

대(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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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커뮤니티편성 |

러닝 커뮤니티 편성 대상은…

-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입학생(학

부대학 소속의대계열신입생)을대상으로러닝커뮤니티(LC)를구성합니다.

러닝 커뮤니티 편성은…

- 러닝 커뮤니티(LC)는 대계열 신입생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20명으로 편성·운영 됩

니다.

- 러닝커뮤니티(LC)는학부대학장이배정합니다.

- 러닝커뮤니티(LC)는신입생오리엔테이션기간에배정합니다.

- 러닝커뮤니티(LC)는 1학기와2학기가동일하며변경할수없습니다.

| 러닝커뮤니티운영 |

정규수업 수강은…

- 러닝 커뮤니티에 소속된 신입생은「기본영어 영역」의‘영어쓰기’(1학기), ‘영어발표’(2학

기) 수업을동일시간, 동일장소에서수강함을원칙으로합니다.

- 「기본영어 영역」의‘영어쓰기’, ‘영어발표’과목은 전공진입 요건과목이므로 모든 학생이

반드시이수해야합니다. ‘영어쓰기’와‘영어발표’는졸업필수과목이기도합니다.

러닝 커뮤니티 대표 선발은…

- 각러닝커뮤니티를대표하는LC 대표(Peer Leader)를선발, 운영합니다.

- LC 대표는해당LC 구성원의의견을수렴하고, LC의견을대표합니다.

- LC 대표는성균멘토, 계열주임교수, 학부대학장등대내외적인의사소통의창구역할을합

니다.

러닝 커뮤니티 활동은(예시)…

- LC 체육대회개최

- LC 활동우수사례공모전개최

- 자율학습동아리운영

- LC 자유활동(MT, 봉사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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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 프레시맨 라운지 이용…

- 학부대학대계열신입생들의자율학습, 정보공유및만남의거점공간으로학부대학프레

시맨라운지(세미나실, 열람실, PC실)를제공하니많이이용하기바랍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경영관지하3층

•자연과학캠퍼스 : 기초학문관1층

| 기본영어수강신청 |

기본영어 영역과목의 수강신청은…

- 러닝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대계열 신입생의 기본영어 영역과목 수강신청은 소속 LC 단위

로수강신청시스템에자동일괄적으로배정되어있습니다.

- 배정된기본영어수업시간에대하여학생이동의/확인(수강신청시스템팝업창에서확인)을

입력하면수강신청이완료됩니다.

- 배정된 기본영어 수업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단 수강신청시스템 팝업창에서

동의/확인을입력한연후에수업시간을변경할수있습니다.

•수업시간변경은해당강좌의수강정원여석이있는경우에한하여학생본인이수강신청

시스템에직접변경입력할수있습니다.

•배정된 수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소속 LC와 기본영어 수업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이발생하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수강신청시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영어쓰기(1학기), 영어발표(2학기),

과목의 수업시간(수강신청)을 확인한 후 나머지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LC 및수업시간확인 |

지금 귀 학생의 소속 LC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 계 열 성 명 학 번 소속 LC 나의 담당 성균멘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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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귀 학생의 기본영어와 성균프레시맨세미나 수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대학 학사지도실 성균멘토

학부대학행정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02-760-0991~3 

▶자연과학캠퍼스 : 031-299-4223~4

학 기 과 목 명 수업시간 비 고

1학기 영어쓰기

2학기 영어발표

대 계 열 성균멘토 연 락 처 비 고

박 은 영 02)760-0772 oiseau3@skku.edu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최 선 희 02)760-0773 sunny5@skku.edu

정 순 현 02)760-0774 socrates@skku.edu  

신 진 규 031)299-4216 sjg0311@skku.edu 

자연과학캠퍼스 김 명 숙 031)299-4217 chatoufr@skku.edu

김 선 호 031)299-4219 shkim2011@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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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비교과프로그램(STEP) |

비교과 교육과정 목적

- 6대 성균핵심역량(소통, 인문, 학문, 글로벌, 창의, 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영역에서

배양하기어려운역량을비교과교육과정을통해함양시키고, 동시에교과와비교과교육을

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거두는것에목적이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 http://step.skku.edu/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별도로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Extra-Curriculum)으로서, 학점

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Non-Credit)입니다.

STEP(Sungkyun Total Experience Program)은 우리 학교 비교과프로그램의 공

식 영문 명칭입니다.

21_ 비교과 과정 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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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

① 편성프로그램 조회 : 연도별편성된비교과프로그램

을조회함.

② 수강신청 : 개설된프로그램을조회한후신청함.

③ 수강신청내역조회 : 수강신청 내역 및 수강신청취소

내역을조회함.

④ 프로그램(만족도)평가 : 비교과프로그램에따라프로

그램 만족도평가를 On-line에서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화면에서실시함.

⑤ 이수내역 조회 : 이수한프로그램의내역을조회함.

⑥ 비교과 신청 : 교외비교과프로그램이수한후본교

에서 발행하는 비교과 이수증명서에 탑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 화면에 정보를 입력한 후 소속 행정실의

승인을받음. 

⑦ 이수증명서 발급 : 본인이 이수한 비교과 프로그램

목록조회및 비교과이수증명서발급가능함 (수수

료: 무료)

⑧ 마일리지 조회 : 인증프로그램 이수결과(Pass/Fail)에

따라이수(Pass)를득한경우마일리지(포인트)가적립

되며, 적립된마일리지를해당화면에서조회가능함.

⑨ 수강료 조회 : 수강료가있는일부비교과프로그램의경우, 가상계좌를통해수강료납부가

능함 (단, 프로그램에따라납부방식이상이할수있음)

⑩ 과제물 제출 : 일부비교과프로그램중과제물(또는결과물)을 제출해야하는경우, 해당 화

면에서수강중인비교과프로그램을선택한후파일(과제물)을첨부함.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수강신청부터 이수증명서 발급까지 모두 시스템에서 버튼 하

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킹고포털 로그인 → GLS → 비교과영역>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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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비교과마일리지제도 |

인증프로그램 기준

- 본교각기관이주관하는교육목적프로그램

- 정기·정례적으로개설하는프로그램

- 수강대상을특정학과, 특정학생으로한정하지않는공개프로그램

- 비영리프로그램 (프로그램운영에꼭필요한최소한의실비를징수하는경우포함)

인증프로그램 확인 방법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포인트 사용처

- 향후비교과프로그램을이수하여적립된마일리지(포인트)는학생들에게실질적으로혜택

을줄수있도록하는방안(교내식당·매점·셔틀버스등교내가용포인트로활용및우

수장학생선발·본교의졸업인증제도(3품제)에서의우대등)을검토중입니다.

비교과프로그램홈페이지>비교과프로그램목록안내>진행중
인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명 앞에‘ ’그림이 있는 프로
그램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에서‘마일리지’항목이‘인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성균 비교과프로그램(STEP) 중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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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자재목록

전동높이조절테이블, 전자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화면낭독S/W(센스리더), 문서인식S/W(파

인리더), 화면확대S/W(줌텍스트 9.1USB),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LX), 보이스레코더, PC,

노트북, 북스캐너, 전동스쿠터, 휠체어, 목발등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장애학생지원센터 |

•위치 :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중앙학술정보관 3F            

•전화 : 02 - 760 - 1092 

| 자연과학캠퍼스장애학생지원센터 |

•위치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삼성학술정보관 3F     

•전화 : 031 - 290 - 4425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upport.skku.edu

이메일 : supporter@skku.edu 

팩 스 : 02-760-1070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습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

록 교수ㆍ학습 지원, 대학생활 지원, 진로ㆍ취업 지원, 교내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장애인식개

선 사업, 지원정책의 수립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서비스

를제공하는센터입니다.

센터의 전담 사회복지사 직원과의 1:1 개별 상담을 통해 우선수강신청, 수업·생활도우미 지원,

교강사학습지원협조, 학습자료제작지원, 학습기자재이용, 휴게공간이용등교수ㆍ학습및

학사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텝 시스템으로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22_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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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01_ 대계열입학생학과진입지침

02_ 2015학년도삼품인증제도시행지침

03_ 대학행정실안내

04_ 학과사무실안내

05_ 약도및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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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지침은성균관대학교(이하“본교”라한다) 학부대학생(대계열입학생)의학과진

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시기)①본교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컴퓨

터 공학계열, 공학계열로 입학한 자로서 1학년 1학기 및 1학년 2학기를 모두 등록하여 성적

을취득한자로한다.

②학과는 2학년 1학기진입시결정한다.

제3조(학과진입 신청) ① 학과진입 신청대상자는 소정기간 내에 전산단말기를 통해 직접 학과

진입신청을하여야한다.

②학과진입신청은소속계열내에설치된학과모두에대하여순위를정하여신청하여야한다.

③ 학과진입신청(변경)기간 중에는 지망한 학과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기간 경과 후에

는학과지망순위를변경할수없다.

제4조(학과진입 요건)①일반요건과학과별특별요건으로구분한다.

②일반요건은다음과같다.

2008학년도이후입학자

의사소통

글로벌중

기본영어및

전문영어

창의와

사유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

과학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구분

계열

합 계

인 문 과 학

사 회 과 학

자 연 과 학

공 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4 4 2

9

15

19

25

01_ 대계열입학생 학과진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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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과별특별요건은다음과같다.

제5조(학과진입시 적용 성적) ① 학과진입시 적용성적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 취득 성적 중

의사소통, 글로벌, 창의와사유및기초교육과정영역의계열별지정영역에서취득한모든성

적의평점평균을적용한다.

②계절수업성적및특별시험취득성적을포함한다. 다만, 타대학의계절수업성적은포함

하지않는다.

③평점평균은다음각호를반영하여해당교과목의학점수와평점을곱한평점합계를해당

수강신청학점으로나누는방식에의한다.

1. P/F 과목은제외한다.

2. 수강신청학점에는수강철회학점을제외한다.

3. 2011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수준별 교육에 의한 고급과목의 경우 해당과목 취득 성적에

1.5배를가중한다.

4. 유급자는유급후취득한학업성적평점평균을기준으로한다.

제6조(학과진입 최대 인원) 사회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학과별 기준인원의 110%까지, 기타

계열은 120%까지진입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제8조및동점자의경우예외로할수있다.

제7조(학과진입 절차) ① (우선진입)제4조의일반요건과특별요건을모두갖춘자는특별요건

적용학과에지망순위에따라성적순으로제6조의최대인원까지우선진입한다.

② (1차 진입) 우선 진입 후 일반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학과 학과제시특별요건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창의적공학설계’이수

각학과

다음의요건중하나를충족한자

1. 건축학과학과에필요한소양을갖추었음을보여줄수있는건축학분야와연계된포트

폴리오혹은관련자기소개서를학과에제출하여건축학과진입에필요한소양을인정받

은자

2. 건축학과 1학년대상개설학과과목인기본설계1, 기본설계2, 건축학개론, 디지털모델링,

건축표현기법실습, 건축과예술1, 건축과예술2, 서양건축사, 건축설계와테크놀러지중

1과목을이수하고성적이 B 이상인자

공과대학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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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최대인원까지진입하게한다.

③ (2차 진입) 1차 진입까지 학과별 최대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한 학과에 2차 진입대상자

를지망순위에따라성적순으로진입하게한다.

제8조(특별학과진입) ① 학과예약자와 입학년도의 모집요강에서 정한 특기 및 특별전형 입학

자로서총장이인정한자는학부대학장이해당학과에우선진입시킬수있다.

②특례입학자중재외국민전형,외국인전형및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합격한자와총장

이정한장애학생은학생희망을고려하여특정학과에편중되지않도록학부대학장이별도

진입시킬 수 있다.다만,해당 학생이 별도 진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한 조

건으로진입시킬수있다.

제9조(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학과 진입)

① 2000학년도 이전 학부로 입학한 자는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특정학과에 편중되지 않

도록입학당시학부내에설치되어있던전공(학과)중에서학부대학장이진입시킬수있다.  

② 계열학부(자유전공)입학자는입학당시계열내에설치되어있던전공(학과)에대해인원제

한없이선택할수있다.

제10조(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학과진입)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전공(학과) 미진입

자로서휴학등의사유로복학(재입학포함)후전공(학과)진입신청을한경우에는입학당시해

당학생들에게적용한지침을적용한다. 

제11조(직권진입)학과진입대상자로소정기간내에학과지망신청을하지않은자는학과지망

자에대한사정작업전에학부대학장이직권으로진입시킬수있다.

제12조(유급과의 관계)학과진입후유급을하더라도학과진입기회를재부여하지않는다.

제13조(기준인원)학과(통합학부는학부)별기준인원은해당학년도등록인원을반영하여매년

11월에따로발표한다.

제14조(학과진입 특별요건 제출)건축학과장은우선진입신청자가제출한제4조 3항의신청서

류를심사하여심사결과보고서를학과진입신청기간종료일이전에학부대학장에게제출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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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지침은 2001년 3월1일부로시행한다.

②이지침시행과함께‘학부입학생전공배정지침’은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2년 11월 22일부터시행한다.

② (모집단위변경에따른경과조치)

1. 2001학년도 공학계열 입학자 중 2002학년도 이후에 정보통신공학부로 전공(학과)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제 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열학부장이 따로 정한 기준

에따라이를허용할수있다. 다만, 정보통신공학부내세부전공(학과)은 배정하지아니

한다.

2. 2001학년도 인문과학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입학자 중 2003학년도에 유학동양학부로

전공(학과)배정을받기를희망하는학생의경우에는본인의희망에따라유학동양학부내

세부 전공(학과) 또는 유학동양학부로 전공(학과) 배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적 후 재

입학하는학생의경우에는유학동양학부로만전공(학과)배정신청할수있다.

3. 2001학년도인문·사회계열입학자는 2학년 1학기진입시부터졸업직전학기까지전공

(학과)배정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 당시 모집단위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공(학과)중에서

희망전공(학과)에전원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2001학년도및 2002학년도입학자에대한경과조치)

1. 2001학년도및 2002학년도입학자중전공(학과) 미배정자는개정지침에도불구하고종

전의지침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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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학년도 이전 인문과학 계열 및 사회과학 계열 입학자 중 2004학년도 이후에 2학년

2학기진입시전공(학과)배정받고자하는경우의전공(학과)별 기준인원은해당학기등

록인원및해당학년도전공(학과)별기준인원비율을고려하여따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이지침은 2005학년도이후계열로입학한자에게적용한다.

③ 2001학년도이후 2004학년도입학자의교양·기초과목의영역별이수학점

※ 2001~2004학년도 입학생이 중점(성균중점)교양 영역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전공(학과)배정 학

점으로 인정되나, 졸업요건이수를 위해서는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글로벌문화, 디지털정보문화, 유

학사상과가치관, 사고의기초)에서 영역별 중복이 없이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④ 2001학년도이후 2004학년도입학자중전공(학과)배정대상자의평점평균산출시에수강신

청학점에수강철회학점, 학점포기학점및성적을포함한다.

어법과

작문

영어

회화

유학

사상
컴퓨터

기초

인문

과학

기초

사회

과학

기초

자연

과학

기초

공학

역사와

철학

사회

이해

문학과

어학

전공

탐색

글쓰기와

커뮤니

케이션

글로벌

문화

유학사

사상과

가치관

디지털

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

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

과학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균형(핵심균형)교양

총

이수학점

공통기초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1~

2004

2005

인문과학계열
6 15

2003~
사회과학계열

2004
자연과학계열

32학점이상

공학계열
6 18 6

36학점이상

인문과학계열 (2학년2학기
6 15

2001~ 사회과학계열 진입시는

2002 54학점이상)

자연과학계열
36학점이상

6 6 18

공학계열 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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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이지침은 2007학년도이후계열로입학한자에게적용한다.

③ 2001학년도부터2006학년도까지입학자의교양·기초과목의영역별이수학점은아래와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4조, 제7조, 제14조의개정규정은 2008학년도이후계열로입학한자에게적용

한다.

③ 2007학년도이전입학자의일반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2001학년도부터 2006학년도입학자의일반요건은다음과같다.

어법과작문 영어회화 유학사상 컴퓨터

기초인문

과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기초

공학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

유학사

사상과

가치관

디지털

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

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공통기초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1~

2004

2005

~

2006

인문과학계열
4 4 2 2 9

2005 ~ 사회과학계열

2006 자연과학계열 2 4 2 2 18

공학계열 2 4 2 2 15 3

인문과학계열
6 15

2003~ 사회과학계열

2004 자연과학계열
6 18

공학계열

인문과학계열
6 15

2001~ 사회과학계열

2002 자연과학계열 6 6 18

공학계열 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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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학년도 및 200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가. 글로벌문화 영역에는 글로벌 및 리더십도 포함

나. 정보통신계열 및 공학계열 입학자의 경우 디지털정보문해 영역 2학점을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영

역 2학점으로 대체 인정 가능

다. 공학계열 및 정보통신계열 입학자의 경우 공학기초 영역 3학점을 기초자연과학및수학 영역 3학점

으로 대체 인정 가능

2. 2007학년도입학자의일반요건은다음과같다

※ 정보통신계열 및 공학계열 입학자의 경우 공학기초 영역 3학점을 기초자연과학및수학 영역 3학점으로

대체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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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중

기본영어

및

전문영어

유학사사상

과가치관

디지털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및

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7

인문과학계열
4 4 2 2 9

사회과학계열

2007 자연과학계열 2 4 2 2 18

정보통신계열

공학계열
2 4 2 15 3

어법과작문 영어회화 유학사상 컴퓨터

기초인문

과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기초

공학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

유학사

사상과

가치관

디지털

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

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공통기초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1~

2004

2005

~

2006

인문과학계열
4 4 2 2 9

2005 ~ 사회과학계열

2006 자연과학계열 2 4 2 2 18

공학계열 2 4 2 2 15 3

인문과학계열
6 15

2003~ 사회과학계열

2004 자연과학계열
6 18

공학계열

인문과학계열
6 15

2001~ 사회과학계열

2002 자연과학계열 6 6 18

공학계열 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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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7학년도이전인문과학계열및인문·사회계열입학자중2008학년도이후에의상학전

공(학과)에진입하기를희망하는경우에는예술학부의상학전공(학과)에전원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2008학년도 이전 사회과학계열 입학자 중 2009학년도

이후에 경영학전공(학과)으로 전공(학과)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특정

전공(학과)에편중되지않도록학부대학장이별도진입시킬수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2001학년도 이후 2014학년도까지 입학자의 교양·기초과목의 영역별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다.

어법과작문 영어회화 유학사상 컴퓨터과학 -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
-

디지털

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

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영역

기초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공통기초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1~

2004

2005

~

2006

인문과학계열
6 152001~ 사회과학계열

2002 자연과학계열 6 6 18
공학계열 6 6 21

인문과학계열
6 15사회과학계열2003~

자연과학계열
2004

공학계열 6 18
정보통신계열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디지털

정보문화

사고의

기초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자연과학2007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교육과정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디지털정

보문화

사고의

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자연과학

성균
프레시맨
세미자

2008

~

2011

기초인문

사회과학
의사소통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
창의와

사유
기초자연과학

2012

~

2014

기초인문

과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기초

공학

성균
프레시맨
세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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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계열 4 4 2 9
2005 ~ 사회과학계열
2006 자연과학계열 2 4 2 18

공학계열
2 4 2 15 3

정보통신계열
인문과학계열

4 4 2 9
사회과학계열

2007 자연과학계열 2 4 2 18
공학계열

2 4 2 15 3
정보통신계열
인문과학계열

4 4 2 2 9
사회과학계열

2008 ~
자연과학계열 2 4 2 2 18

2011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 4 4 - 2 15
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
인문과학계열

4 4 2 9
사회과학계열

2012
자연과학계열 4 4 2 15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 4 4 2 15
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
인문과학계열

4 4 2 9 1
사회과학계열

2013
자연과학계열 4 4 2 15 1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 4 4 2 15 1
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
인문과학계열

4 4 2 9
사회과학계열

2014
자연과학계열 4 4 2 15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 4 4 2 15
공학계열(정보통신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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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과작문 영어회화 유학사상 컴퓨터과학 -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문화
-

디지털

정보

문화

사고의

기초

영역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교육과정영역

기초교육과정

기초자연과학

공통기초

입학

학년도

교양

영역

구분

2001~

2004

2005

~

2006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디지털

정보문화

사고의

기초 기초자연과학
및수학(BSM)

공학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자연과학2007

기초인문

사회과학

기초교육과정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디지털정

보문화

사고의

기초

중점(성균중점)교양

기초자연과학

성균
프레시맨
세미자

2008

~

2011

기초인문

사회과학
의사소통

글로벌문화

중기본영어

및전문영어

- -
창의와

사유
기초자연과학

2012

~

2014

기초인문

과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

기초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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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2013학년도 교양·기초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성균중점’은‘중점’으로‘핵심균형’은‘균

형’으로바뀌어진바, ‘중점’은‘중점(성균중점)’으로균형은‘균형(핵심균형)’으로표기한다.

③ (모집단위변경에따른경과조치) 2011학년도이전인문과학계열입학자중 2012학년도이

후에 아동청소년학과 및 소비자가족학과로 전공(학과)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 희망을 고

려하여특정전공(학과)에편중되지않도록학부대학장이별도진입시킬수있다.

④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2012학년도부터 공학계열 지원자 중 건축학과로 학과진

입을희망하는학생은학생희망을고려하여학부대학장이별도진입시킬수있다. 

⑤ 2014학년도부터 입학하는 대계열 소속 학생들은‘성균프레시맨세미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있다.

단, 2013학년도에입학한대계열소속의학생들은‘성균프레시맨세미나’를반드시이수해야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 (일반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2013학년도에 입학한 대계열 소속 학생의‘성균프레시맨

세미나’필수이수요건을면제한다.

③ 2015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정보통신공학계열 소속 학생들은 학과 제시 특별 요건을 충족하

기위해서‘창의적공학설계’를반드시이수하여야한다.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_부록 189

※ 2005학년도및 2006학년도입학자의경우
가. 글로벌문화영역에는글로벌및리더십도포함
나. 공학계열및정보통신계열입학자의경우공학기초영역 3학점을기초자연과학및수학영역 3학점으로대체인정가능

※ 2007학년도공학계열및정보통신계열입학자의경우공학기초영역 3학점을기초자연과학및수학영역 3학점으로대체인정가능
③ 2013학년도부터입학하는대계열소속학생들은‘성균프레시맨세미나’를반드시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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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품인증제지침

(2013. 5. 20 개정시행)

(2012. 3.  1 제정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학칙제40조및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45조, 제46조의 3품인증제도

시행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인증취득 대상자 및 면제자) ①3품인증은인증취득대상자(수료자포함)와희망자에게적

용한다.

②입학연도에따른인증취득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1996-1998학년도입학자는3품중인성품과국제품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2. 1999학년도이후입학자는3품(인성품, 국제품, 창의품)의모든인증을취득하여야한다.

③학사편입생, 시간제등록생, 군위탁편입생, 귀순동포, 체육특기자, 장애인, 외국인(외국인전

형합격자)은3품인증취득을면제한다.

④인증취득비대상자또는면제자가본인의희망에의해인증취득기준을충족할경우인증취

득을인정한다.

⑤인증취득대상자들이인정받는각종활동들에대한실적들은본교입학이후의것만유효하다. 

제3조(인증의 유형) 인증의 유형은 각 품별 졸업자격 수준인‘품’과 3품의 모든 부분에서 인증

기준을초과하여상당한수준인‘성균명품’으로구분한다. 

제4조(대학(학과)별 인증기준의 설정 및 조정)①대학(학과)가신설된경우학장은교무처장에게

02_ 2015학년도삼품인증제도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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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대학(학과)의각품별인증기준의설정을요청할수있다.

②학장은교무처장에게대학(학과)의학문적특성의반영을위해기설정한인증기준의조정을

요청할수있다.

③교무처장은3품인증위원회의의견을참조하여대학(학과)별인증기준을설정?조정할수있다.

제2장 인증의취득

제1절 인성품

제5조(품의 구성 영역과 인증 기준)①인성품은인성함양을위한사회봉사영역과자기발전영역

및사회공헌영역으로구성하며, 하나이상의영역에서일정수준에도달한경우인증취득을인

정한다. 

②영역별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회봉사영역

가. 인증활동 : 사회봉사활동

나. 인증시간 : 40시간, 의과대학은88시간(각각교외사회봉사활동50% 이상)

다. 입학연도별 인증기준

학생구분 2003학년도이전 2004~2006학년도 2007학년도이후

일반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교외활동 20시간 이상)

재외국민전형/일반편입/
15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해외유학귀국편입 (교외활동 20시간 이상)

의과대학 88시간 이상 88시간 이상
88시간 이상

(교외활동 44시간 이상)

2. 자기발전영역

가. 인정활동 : 심신수양 및 자기개발활동(교내국토대장정, 교내리더십/창의력 프로그램참

여, 교내유학관련특강등)

나. 인증시간 : 80시간

다. 행사주관기관: 교내로한정(모든학생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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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영역: 자기희생을통해사회발전및안정에기여한공로, 선행으로중앙정부(입법,

사법, 행정, 각부중앙기관및산하기관포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국단위의언론사, 전

국단위공인자원봉사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수상, 표창시1회에한해사회봉사

활동40시간으로인정(교외사회봉사활동50% 조건충족으로간주) 

③자기발전영역 2시간을사회봉사활동 1시간으로환산하여인정한다(인정시간의 50%는교외

사회봉사활동으로인정)

제6조(이수의 인정) ①사회봉사활동 또는 심신수양 및 자기개발활동,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고

자하는경우‘사회봉사(자기발전) 활동결과보고서’또는이에준하는증빙을소속대학행정

실에제출하여야한다. 

②학장은주관기관의적정성, 증빙기재내역신뢰성등을고려하여이수인정여부를결정한다.

제2절 국제품

제7조(품의 구성 영역과인증기준)①국제품은글로벌역량제고를위한외국어영역, 글로벌커뮤

니케이션및문화체험영역으로 구성하며,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인증

취득을인정한다.

②영역별인정이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어영역

가. 교내외국어시험합격

나. 공인외국어성적취득

다. 교내외국어교육프로그램이수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문화체험영역

가. 해외학습활동: 해외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등

나. 국제연구활동: 국제논문게재, 국제학술대회발표등

다. 해외문화교류: 해외문화유적현지조사, 해외문화탐구등

제8조(외국어영역중교내외국어시험)①성균어학원교내외국어시험에합격한경우인증취득

을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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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내외국어시험은영어(토익)과목및기타외국어과목공인시험을실시한다.

③재학생또는휴학생(수료생제외)에한해응시할수있으며, 응시를희망하는자는성균어학

원에원서제출하여신청하여야한다.

제9조(외국어영역 중 공인외국어 성적)①입학계열별학생구분에따라정한수준이상의공인외

국어성적을제출할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

②입학계열별학생구분은다음과같다.

학생구분 모집단위(입학연도)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자유전공계열), 법학계열, 경영학계열, 인문사회과학계열

A계열 (2001학번만 적용), 사범계열(2004학번 이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2005학번 이후),

공학계열(2008학번 이후), 건축학계열, 의·약학계열

B계열

자연과학계열, 사범계열(2003학번 이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2004학번 이전),

공학계열(2007학번 이전)

C계열 재외국민전형합격자

D계열 예체능계열

E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반도체계열, 소프트웨어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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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학계열별공인외국어성적인증기준은다음과같다.

외국어명 기 준

1996학번 550점 이상

1997-2000학번 600점 이상

TOEIC 2001-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650점 이상 C계열/D계열 550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700점 이상 B계열 630점 이상 C계열 580점 이상

D계열 550점 이상 E계열 86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IBT   61점 이상

TOEFL
2002-2003학번 A계열 IBT 69점 이상 B계열 IBT 61점 이상 C계열/D계열 IBT 57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IBT 76점 이상 B계열 IBT 65점 이상 C계열 IBT 59점 이상

D계열 IBT 57점 이상 E계열 IBT 101점 이상

2001학번 이전 500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TEPS C계열 48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영
2004학번 이후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E계열 81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2단계 평균점수 50점 이상 3단계 평균점수 70점 이상

2002-2003학번

A계열 2단계 56점 이상 3단계 77점 이상

B계열 2단계 50점 이상 3단계 70점 이상

어 C계열 3단계 63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G-TELP A계열 2단계 63점 이상 3단계 83점 이상

B계열 2단계 53점 이상 3단계 75점 이상

2004학번 이후 C계열 3단계 67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E계열 1단계 61점 이상 2단계 87점 이상

OPIc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 NH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 IM 이상

TOEIC A계열 130점 이상 B계열 120점 이상 C계열 110점 이상 D계열 110점 이상

Speaking E계열 15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5.0 점 이상

IELTS
2002-2003학번 A계열 5.5점 이상 B계열 5.0점 이상 C계열/D계열 4.5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6.0점 이상 B계열 5.5점 이상 C계열 4.5점 이상

D계열 4.5점 이상 E계열 7.0점 이상

프랑스어 구 DELF 1급(A1, A2, A3, A4)이상, 신 DELF B1 이상

新HSK 시험 5급 180점 이상

중 국 어
- OPIc(중국어)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 NH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 IM 이상

독 일 어 Zertifikat Deutsch(ZD) 시험 210점 이상(befriedigend

일 본 어
- JLPT 시험 N2 이상

- JPT 시험 600점 이상

- 스페인어 자격증(DELE) 중급 이상

스페인어
- OPIc(스페인어)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 NH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 IM 이상

한 자
“한자능력검정시험”2급 이상

(“한국어문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검정회”주관의시험만인정함.)

※제출시각공인시험별시험기관에서인정하는유효기간이내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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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어영역 중 교내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①국제품인증을위한성균어학원주관교내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

1. 개설시기: 매학기(방학기간포함)

2. 수업운영: 총48시간이상수업, 3개월이내

3. 수강자격: 졸업예정자로서재학기간중인증시험(외부공인시험포함)에 2회 이상응시하였

으나기준점수에미달한자

4. 수강제한: 휴학자, 제적자, 수료자는수강할수없다

5. 수강료: 특별강좌수강을희망하는자는소정의수강료를납부하여야한다.

6. 평가: 출석점수와시험점수를합하여해당학생의계열별취득점수이상을취득한자를합

격으로한다.

7. 합격자처리: 국제품인증특별어학강좌를수강하여합격한자는인증시험합격자로간주하

여인증을수여한다.

③특별어학과정의운영은다음과같다.

1. 개설시기: 매학기(방학기간포함)

2. 수업운영: 총수업시간60시간이상, 3개월이내

3. 수강자격: 국제품미취득자(휴학생및수료생포함)

4. 수강제한: 제적자는수강할수없다.

5. 수강료: 수강을희망하는자는소정의수강료를납부해야한다.

6. 평가및수료: 출석점수와 시험점수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100점 만점 중 출석점수 20점,

시험점수를 80점으로 하여 합산하며, 해당 학생의 계열별 취득학점 이상 취

득한자를합격으로한다.

④국제품미취득자(휴학생및수료생포함) 중제9조제2항의 C계열, D계열학생소속대학또

는학과의신청에대해3품인증위원회의심의에의해인정한별도과정을운영할수있다.

⑤3품미취득수료자중2년경과자를대상으로하는국제품취득인정온라인강좌를수강하여

수료점수이상을취득한학생은품취득을인정한다. 

제11조(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문화체험 영역) ①글로벌커뮤니케이션및문화체험영역은 해외학습

활동, 국제연구활동, 해외문화교류로 충족할 수 있으며, 학생이 증빙을 제출하면 학장은 인증

취득을인정한다.

0204-새내기4(179-216)최종  2015.2.4  4:52 PM  페이지 195   Mac-02 



196

②해외학습활동을통한품취득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외대학에서교환학생으로6개월이상수학하여본교정규학점3학점이상인정

2. 해외대학에서의어학연수를통해본교정규학점3학점이상인정

3. 해외Co-op에참여해본교정규학점취득

4. 해외인턴십또는이와유사한프로그램참여

③국제연구활동을통한품취득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학과에서인정하는국제저널에논문(공저자포함) 게재

2. 국제학술대회에참가하여발표

④해외문화교류활동을통한품취득인증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해외봉사활동40시간이상

2. 계획서사전승인(학장) 및사후결과보고서승인(학장)된해외문화체험30일이상

제3절 창의품

제12조(품의 구성과 인증 기준) ①창의품은 IT활용영역과창의/진로개발영역으로구성하며, 하

나이상의영역에서일정수준에도달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

②영역별이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IT활용영역 : IT관련자격증취득, 교육프로그램이수, 대회입상

2. 창의/진로개발영역: 창의성 관련 대회 입상, Idea 활용?표현 관련 대회 입상, 전문자격증

취득및시험합격등

제13조(IT활용영역) ①다음의IT관련자격증을취득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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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

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등 전자,전기,정보기술 분야의‘산업기사’이상 자격증(기능사 및 이하 수준의

자격증은인증안됨)

•삼성SDS멀티캠퍼스인증 : e-TEST Professional 4급 이상

•대한상공회의소인증 : 워드프로세서1급(11년 이전), 워드프로세서(12이후),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운용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 : ITQ B등급 2과목(단, 02년 11월이전취득자는 1과목), ITQ A등급 2과목(단, 02년 11월이전취득

자는 1과목), ICDL 2과목이상취득자(단, 2과목은다른과목이어야하며버전은상관없음))

•ITQ A 또는 B등급

1) 2002년 11월 1일 이전 취득자는 1과목 이상 취득시‘품’인증

2) 200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2과목 이상 취득시‘품’인증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인증 : PC 정비사 1,2급, 네트워크관리사 1,2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2급, 마이크로 로봇 1~3

급, 정보소양 1급

•한국정보관리협회인증 : 문서실무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MS사인증 : MOS 2과목 이상 취득자(단, 2과목은 과목이 다른 것이어야 하며, 버전은 상관없음), MCAD, MCDST,

MCP, MCSA, MCSD, MCSE, MCDBA, MCT

②IT관련교육프로그램이수로삼성 SDS멀티캠퍼스가주관하고본교에서실시하는‘창의품

인증IT 대체강좌’을수료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

③IT관련대회에참가하여입상한경우인증취득을인정한다(전국규모이상의대회로참가팀

이예선포함총100개이상인대회. 단, 정보검색이나게임부문제외). 

④3품미취득수료자중 2년경과자를대상으로하는창의품취득인정온라인강좌를수강하

여수료점수이상을취득한학생은품취득을인정한다.

제14조(창의/진로개발영역) 창의및진로개발활동이일정수준에도달한경우창의품인증취득

을인정하며그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내·외창의성(력) 관련대회입상(전국규모토론대회입상, 전국단위발명대회입상, 한국

대학생창의력올림픽입상, 국제창의성관련대회입상, 예·체능계열국내·외경연대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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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Idea 활용·표현관련대회에서입상), 국제경연대회 [영화제, 미술전, 디자인전, 건축

전, 콩쿠르등]에한국대표로출전)

2. 공공및민간기관(기업포함) 주관공모전수상(논문, 디자인, 신춘문예, 슬로건등)

3. 전문자격(면허)증취득및시험합격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 1호에서정한‘기사’등급이상의국가자격을취득

- 전문자격(면허)증취득(공인회계사, 변리사, IFRS관리사, 공인노무사등자격이대학학력

을가진것으로볼수있는경우)

- 전문직업관련시험합격(사법고시, 입법고시, 행정고시(지방직포함) 등

4. 특허출원(공동출원포함하며실용신안, 의장, 저작권포함)

제3장 성균명품

제15조(품의 구성과 최소인증 기준) ①3품의모든분야에서최상위수준에도달한경우성균핵

심인재로서의명예를부여하는성균명품인증취득을인정한다.

②성균명품인증의취득을위해서는다음각호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하며 3품인증위원

회의심의를통과하여야한다.

1. 인성품 : 사회봉사활동100시간이상이수(교외봉사활동50% 이상)

2. 국제품 : 1개학기이상해외대학교환학생또는어학연수생으로수학하여본교에서 3학점

이상취득하거나국제학술논문게재, 토익 950점, 토플 IBT 108점 이상, 新HSK 6급 250

점이상, OPIc(중국어) AL 이상, JLPT 시험N1 이상, JPT 시험950점이상취득

3. 창의품 : IT 활용영역관련대회및창의성경진대회에입상또는전국규모의현상공모에3

등이내수상하거나특허출원

4. 성적최저기준: 평점평균3.5 이상(신청시충족되어야하며, 졸업시까지유지)

③기타본교의명예를드높이고국가발전에이바지한자중학장의추천으로3품인증위원회의

심의를거쳐‘성균명품’인증취득을인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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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취득기한및경과규정

제16조(취득기한) ①매 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는 12월 31일까지, 후기 졸업예정자는 6월 30일

까지3품인증을모두취득해야하며, 3학년말까지조기취득하는것을권장한다.

제17조(경과규정)①이지침제정당시이미기존품취득요건을충족하였으나, 증빙을제출하지

않은학생(특히정보품의삭제된기준을이미취득한학생)은 2012. 6. 30일까지제출하면품

취득을인정한다.

②종전기준으로 3품의각특품을준비중인학생을위해 2012.12.31일까지제출할경우각각

의특품을인정한다.

③학장의경과규정유예요청이있는경우1학기에한해연장가능하다.

④경과규정기간에는휴학자도 3품증빙을제출할수있으나, 재입학자는새로운요건을충족

해인증을취득해야한다.

제5장 3품인증운영기구

제1절 3품인증위원회

제18조(3품인증위원회설치및구성)①3품인증의운영을위해3품인증위원회를둔다.

②위원장은교무처장으로하고위원장과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며과반수참석으로개의하고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가결한다.

④매학기1회정례회의를개최하며, 필요시수시회의를개최할수있다. 

⑤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각‘품’및‘성균명품’취득요건변경

2. 운영지침제·개정

3. 대학별, 계열별이수기준조정

4. 신규프로그램승인

5. 성균명품수여자결정등

0204-새내기4(179-216)최종  2015.2.4  4:52 PM  페이지 199   Mac-02 



200

제2절 품별인증주관부서

제19조(인증 주관부서) ①교무팀을 총괄 주관부서로, 인성품은 학생지원팀, 국제품은 성균어학

원, 창의품의IT활용영역은정보통신팀, 창의/진로개발영역은경력개발센터가주관한다. 

②주관부서에서실시한프로그램의운영결과는2개월단위로3품인증위원회에보고한다.

③주관부서에는3품인증위원회에안건을상정하여심의, 승인을요청할수있다.

제6장 인증취득지원

제20조(삭제) 

제7장 인증취득의표기및증명

제21조(인증취득의 표기) ①품인증취득자는성적증명서에각각‘인성품’, ‘국제품’, ‘창의품’으

로표기하고, ‘성균명품’인증취득자는각품의표기와병행하여‘성균명품’을같이표기한다.

②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 아닌 자는‘해당없음’으로, 인증취득이 졸업요건이나 학칙 및 시행

지침에따라면제된자는‘면제’로표기한다.

③인증취득이졸업요건이나이를취득하지못한자는인증을취득할때까지‘미취득’으로표

기한다.

제22조(3품인증증명서 발급) 각품인증을취득한자(일부면제포함)에게는신청에의하여 3품

인증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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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지침은2012년3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다른지침의폐지) 이지침의시행과함께종전의‘3품인증제도시행지침’은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지침은2013년5월20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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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11이전 입학자중경과규정내인정가능목록

1. 국제품

외국어명 기 준

1996학번 550점 이상

1997-2000학번 600점 이상

TOEIC 2001-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650점 이상 C계열/D계열 550점 이상

2004학번 이후
A계열 700점 이상 B계열 630점 이상 C계열 580점 이상

D계열 550점 이상 E계열 860점 이상 F계열 90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PBT  500점 이상 CBT 173점 이상 IBT 61점 이상

A계열 CBT 192점 이상 IBT 69점 이상

2002-2003학번 B계열 CBT 173점 이상 IBT 61점 이상

C계열/D계열 CBT 163점 이상 IBT 57점 이상

TOEFL A계열 CBT 205점 이상 IBT 76점 이상

B계열 CBT 183점 이상 IBT 65점 이상

2004학번 이후 C계열 CBT 170점 이상 IBT 59점 이상

D계열 CBT 163점 이상 IBT 57점 이상

영 E계열/F계열: CBT 251점 이상 IBT 101점 이상

2001학번 이전 500점 이상

TEPS
2002-2003학번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어
2004학번 이후

A계열 650점 이상 B계열 530점 이상 C계열 480점 이상

D계열 450점 이상 E계열 810점 이상 F계열 810점 이상

2001학번 이전 2단계 평균점수 50점 이상 3단계 평균점수 70점 이상

A계열 2단계 56점 이상 3단계 77점 이상

2002-2003학번 B계열 2단계 50점 이상 3단계 70점 이상

C계열 3단계 63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G-TELP A계열 2단계 63점 이상 3단계 83점 이상

2004학번 이후
B계열 2단계 53점 이상 3단계 75점 이상

C계열 3단계 67점 이상 D계열 3단계 63점 이상

E계열/F계열 1단계 61점 이상 2단계 87점 이상

OPIc A계열 IM 이상 B계열 IL 이상 C계열 NH 이상 D계열 NH 이상 E계열/F계열 IM 이상

TOEIC A계열 130점 이상 B계열 120점 이상 C계열 110점 이상

Speaking D계열 110점 이상 E계열/F계열 150점 이상

국제어강의 2009학년도 이후 우리대학에서개설된전공과목국제어강의 A학점 이상 5강좌 취득

프랑스어 구 DELF 1급(A1, A2, A3, A4)이상, 신 DELF B1 이상

중 국 어 新HSK 시험 5급 180점 이상

독 일 어 독일어중급과정(ZMP) 시험 72점(4급) 이상

일 본 어
JLPT N2 이상

JPT 시험 600점 이상

스페인어 스페인어자격증(DELE) 중급 이상

한 자
“한자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주관의시험만인정함.)

※공인시험 1차합격자: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시험의 1차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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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상경시대회

자

격

증

2. 정보품

○공인경시대회입상

대상 대회규모및기준 참가인원

•대학 신·편입학이후 IT 관련 공인기관(법인포함)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국

제 규모의 경시대회 및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단, 참가 부문 중 정보입력, 정

보검색, 게임부문은 인정하지않음.)

•정보통신부 주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라고 인정되는 수상

실적에대하여는정보품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 [품] 으로 인정한다.

○전산관련자격증취득

대상 모 든 학 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

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삼성SDS멀티캠퍼스인증: e-Test(e-Professionals) 4급 이상

•대한상공회의소인증: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운용사

•한국능률협회인증: 네트워크전문가 2급, 웹마스터전문가 2급, 웹페이지전문가 2급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TQ B등급 2과목(단, 02년11월 이전 취득자는 1과목)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인증: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리눅스마스터 2급, 무선인터넷관리사 1급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인증: PC 정비사 2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인터넷보안전문가 2급, 마이크로 로봇 3급,

정보소양 1급

•한국정보관리협회인증: 문서실무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협회인증: IPCT 1급, 소프트웨어운영능력시험합격증소지자(SCPT 3과목 이상 합격자)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인증: WPC(웹 프로그래머) 2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인증: 멀티미디어 전문가 2급

•한국정보기술자격인증위원회인증 : 웹서버관리사(WSMC) 1급, 인터넷사무능력(IBQ) 1급, 인터넷활용능력(IAQ) 1급

•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리협회인증: PC마스터, Network마스터, 윈도우서버마스터, 리눅스서버 서버마스터,

정보보안관리사(ISM) 2급, 인터넷정보검색사(인터넷검색사) 1급, 웹 DB마스터 2급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인증: PCT B등급 (551점 이상)

•동아일보사인증: TIQ 1급

•MS사인증: MOS Core(또는 MCSA(MOS2007)Core) 2과목 이상취득자(단, 2과목은과목이다른것이야함)

•SUN사인증: SCJP 자격증 소지자

•MICROMEDIA사인증: MQFU A등급 소지자

•KIPS IT 인증원 인증: DIAT 필수과목(제1분야) 1과목, 선택과목(제2분야 ~ 제6분야) 중 2과목 모두 중급이상

(단, 제5분야“인터넷정보검색”은인정치않음)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CDL 2과목 취득자(단, 2과목은 다른 것이어야함)

•또는 이와 동일하다고“정보품운영위원회”에서인정하는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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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상경시대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ITQ B등급

- 2002년 11월 1일이전취득자는1과목이상취득시‘품’인증

- 2004년2월이후졸업자는2과목이상취득시‘품’인증

○교육과정이수

학교가 인증한 외부 교육기관(비트교육센터, 삼성멀티캠퍼스, 현대정보기술교육센터, 핸디소

프트교육센터)에서실시하는컴퓨터관련교육과정중에서단일과정으로교육시간이 80시간

이상인과정을이수한자

3. 특품 인증 기준

가. 인성특품 : 유학사상과가치관영역교양과목 1과목이상과‘예절교육및실습’및‘사회봉사

론’(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상

(2007학년도이후입학자는교외봉사활동50시간이상포함) 이수한자

나. 국제특품 : TOEIC 900점이상,  TOEFL 의경우 PBT 600점이상또는CBT 255점이상,

IBT 103점이상, TEPS 850점이상, G-TELP 1단계 65점이상, G-TELP 2단계 90점이

상 , 2009학년도이후전공과목국제어강의A학점이상7강좌취득중하나에해당하는자

다. 정보특품 : e-Test(e-Professionals)시험에서 2급이상취득하였거나, 다음의기준중하

나에해당하는자

○공인경시대회입상

대상 대회규모및기준 참가인원

•대학 신·편입학이후 IT 관련 공인기관(법인포함)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경시대회 및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단, 참가 부문 중 정보입력,

정보검색, 게임부문은 인정하지않음.)

•정보통신부 주최 정보올림피아드대회 등 권위있는 대회라고 인정되는 수상

실적에대하여는정보품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 [특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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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전산관련자격증취득

대상 모 든 학 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증: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정보

기기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삼성SDS멀티캠퍼스인증: e-Test(e-Professionals) 2급 이상

•한국능률협회인증: 네트워크전문가 1급, 웹마스터전문가 1급, 웹페이지전문가 1급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TQ A등급 2과목(단, 02년 11월 이전 취득자는 1과목)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인증: 인터넷정보검색사전문가, 리눅스마스터 1급, 임페디드(ESDP)S/W개발 전문가,

무선인터넷관리사전문가, 시스템관리사전문가, 정보설계사전문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인증: PC 정비사 1급, 네트워크관리사 1급, 인터넷보안전문가 1급, 마이크로로봇 2급, 1급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인증: WPC(웹 프로그래머) 1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인증: 멀티미디어 전문가 1급, 멀티미디어 기술사

•정보통신(컴퓨터)자격관리협회인증: 서버 마스터(Professional), 정보보안관리사(ISM) 1급, 웹DB 마스터 1급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인증: PCT A등급 (801점 이상)

•MS사인증: MCAD, MCDST, MCP, MCSA, MCSD, MCSE, MCDBA, MCT, MOS(2007) Master 또는

MOS Expert 2과목 취득자(단, 2과목은 서로 다른과목이어야함)

•SUN사인증: CSA, NCJP, SCJD, SCNA, SCAJ 자격증

•COMPAQ사인증: Alpha Tru64 UNIX V5.0, ASE Pro Intranet/Internet, ASE Pro, Oracle, ASE Pro

SQL Server, Compaq/Alpha Linux ASE, Compaq/Intel Linux ASE, Netware ASE, StorageWorks

ASE, Windows 2000 NT ASE 자격증

•HP사인증: HPCP 자격증 중 Intergration Certifications부문의 4가지 자격증(Master ASE, AIS, APS),

Operating System Certifications 부문의 2가지 자격증(CSE, CSA)

•NOVEL사인증: CIP, CNA, CNE, CNI, MCNE 자격증

•IBM사인증: AIX-RS/6000, AS/400e, DB2, Netfinity, Tivoli 자격증

•CISCO사인증: CCDA, CCDP, CCDP WAN 스위칭, CCIE, CCNA, CCNA WAN 스위칭, CCNP, CCNP

WAN 스위칭 자격증

•ORACLE사인증: Apps Dev R1, Apps Dev R2, Consultant, OCP, OCP-DBA 8.0, Oracle Database

Operator 자격증

•LINUX사인증: LPIC, RHCE 자격증

•COMPTIA사인증: A+ 자격증

•기타자격증: NNCP 자격증, 정보시스템감사자격증, 인터넷정보설계사자격증, 인터넷 시스템관리사자격증

•KIPS IT 인증원 인증 : DIAT 필수과목(제1분야) 1과목, 선택과목(제2분야 ~ 제6분야) 중 2과목이 모두 고급이

상을취득한경우 (단, 제5분야“인터넷정보검색”은인정치않음)

•한국생산성본부인증: ICDL 4과목 취득자(단, 4과목은 서로 다른과목이어야함)

※한국생산성본부인증ITQ A등급

- 2002년 11월 1일이전취득자는1과목이상취득시‘특품’인증

- 2004년2월이후졸업자는2과목이상취득시‘특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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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정실이란?

우리대학은학부행정을시행하는학교입니다. 학부행정은교육수요자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

학부, 대학원, 연구소의모든업무를총괄하여처리하는원스탑서비스(One stop-Service) 행정

체제이며, 학생들은본인의소속대학행정실을통하여각종상담및지도를받을수있습니다.

▲⃝나의소속대학행정실은?

현재본인의학과가소속된대학행정실이본인의대학행정실입니다.

예를 들면, 인문과학계열 1학년 신입생의 소속 대학행정실은 [학부대학행정실]이지만, 2학년

진급시전공진입을영어영문학과로하게된다면, 소속대학행정실은 [문과대학행정실]입니다. 

▲⃝ 1학년신입생의소속대학행정실

206

소속캠퍼스 소속 계열(학과)    소속 대학행정실 전화번호 위 치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

글로벌경제

경영학과

글로벌경영

사범대학

예술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반도체시스템

소프트웨어

건축학과(공과대학)

스포츠과학부

의예과

학부대학행정실

글로벌리더학행정실

글로벌경제학행정실

경영대학행정실

글로벌경영학행정실

사범대학행정실

예술대학행정실

학부대학행정실

반도체시스템학과행정실

소프트웨어학과행정실

공과대학행정실

약학/생명/스포츠행정실

의과대학행정실

호암관 2층

법학관 2층

국제관 1층

경영관 4층

국제관 2층

호암관 2층

수선관 5층

기초학문관 2층

반도체관 2층

반도체관 6층

제1공학관 1층

생명공학관 2층

의학관 1층

02)760-0991~3

02)760-0691

02)760-0942

02)760-0858

02)760-0034

02)760-0962~4

02)760-0905, 0935

031)299-4223~4

031)299-4900~12

031)299-4100

031)290-5831~8

031)290-5871~3,4,8

031)299-6021~4

자연과학

캠퍼스

03_ 대학 행정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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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행정실이란?

우리 대학은 교양기초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대학1학년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견인

하기위하여 2005학년도에학부대학을설립하였습니다. 학부대학은우리 대학의 교양기초교

육을 총괄하는 교육기관이며대계열로 입학하여 전공진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사

업무를 주관하는 학사행정기관입니다.

유학대학 (02)760-0912~15 퇴계인문관 3층

문과대학 (02)760-0912~5 퇴계인문관 3층

사회과학대학 (02)760-0905, 0935 수선관 5층

경제대학 (02)760-0942~4 경영관 4층

자연과학대학 (031)290-5801~5 제2과학관 2층

정보통신대학 (031)290-5811~8 제1공학관 1층

공과대학 (031)290-5831~8 제2공학관 1층

생명공학대학 (031)290-5871~3, 6, 8 생명공학관 2층

전공진입후 소속 대학행정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자연과학

캠퍼스

구분 행정실명칭 행정실전화번호 위치건물명

0204-새내기4(179-216)최종  2015.2.4  4:52 PM  페이지 207   Mac-02 



208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화번호/지역번호 : 02) 760-0000

건물명 층 공간명 전화번호

호암관

퇴계인문관

다산경제관

수선관

수선관 별관

경영관

법학관

국제관

0507

0525

0546

0535

0556

0671

0291

0334

0201

0211

0221

0281

0271

0315

0231

0246

0301

0641

0325

0949

0461

0651

0575

0661

0391

0681

0631

0405

0361

0379

0485

0604

0515

0858

0341

0191

0034

0040, 0042

3층

4층

5층

3층

4층

5층

6층

7층

3층

4층

2층

3층

4층

5층

7층

6층

8층

3층

3층

2층

2층

2층

소비자가족학과사무실

아동·청소년학과

한문교육과사무실

교육학과사무실

수학교육과사무실

컴퓨터교육과사무실

독어독문학과사무실

한문학과사무실

유교철학전공사무실

한국철학전공사무실

중국철학전공사무실

중어중문학과사무실

프랑스어문학과사무실

철학과사무실

국어국문학과사무실

영어영문학과사무실

사학과사무실

러시아어문학과사무실

문헌정보학과사무실

경제학과사무실

통계학과사무실

디자인학과사무실

미술학과사무실

영상학과사무실

신문방송학과사무실

연기예술학과사무실

사회복지학과사무실

사회학과사무실

행정학과사무실

정치외교학과사무실

심리학과사무실

무용학과사무실

의상학과사무실

경영학과사무실

법학과사무실

글로벌리더학부사무실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04_ 학과사무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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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학캠퍼스

(전화번호/지역번호 : 031-290-뒷자리 처음 시작번호 5 또는 7인 경우

-299-뒷자리 처음 시작번호 4 또는 6인 경우

건물명 층 공간명 전화번호

수 성 관

제1공학관(21동)

제1공학관(22동)

제2공학관(25동)

제2공학관(27동)

제1과학관(31동)

제2과학관(32동)

생명공학관(61동)

생명공학관(62동)

화 학 관(33동)

약 학 관(53동)

반도체관

제1공학관

의학관

5871~3, 6, 8

5811~8

7550

7650

5880

7390

7240

7280

7510

7590

7040

7020

7000

7820

7810

7840

7860

7060

7720

4100

4900~12

6021

1층

1층

4층

3층

1층

4층

5층

2층

4층

2층

3층

2층

1층

2층

3층

2층

2층

3층

6층

1층

1층

스포츠과학과사무실

전자전기공학부사무실

컴퓨터공학과사무실

건축학과사무실

건축공학전공사무실

기계공학부사무실

신소재공학부사무실

화학공학부사무실

고분자시스템공학과사무실

토목공학전공사무실

시스템경영공학과사무실

물리학과사무실

수학과사무실

생명과학과사무실

바이오메카트로닉스공학과사무실

식품생명공학과사무실

조경학과사무실

유전공학과사무실

화학과사무실

약학과사무실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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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교통편 안내

교통 이용방법

버스 이용
간선버스 :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301, 2112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에서 하차, 도보로 15분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 정류장_요금 : 현금300원, 버스표250원

운행시간 | 학기중 : 7:00~`23:00

방학중 : 7:00~19:00 (월~토운행)

공휴일 : 운행안함

표판매 | 장 소 : 버스종점

학기중 : 10:00~19:00

방학중 : 10:00~18:00

지하철 이용

셔틀버스 이용

❶정문 ❷유림회관 ❸명륜당 ❹대성전 ❺비천당 ❻국제관 ❼600주년기념관 ❽중앙학술정보관(도서관) 

❾학생회관 ❿교수회관 다산경제관 퇴계인문관 호암관 경영관 금잔디광장 수선관 수선관별관

양현관 인터내셔날하우스(International House)  법학관

(21)대운동장 (22)농구코트 (23)옥류정 (24)후문 (25)동문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건물배치도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25)

❾

❿

(21) (22)

(24)

(23)

05_ 약도 및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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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캠퍼스 교통편 안내

❶정문 ❷대강당 ❸의학관 ❹테니스장 ❺환경플랜트 ❻약학관 ❼제1종합연구동 ❽제2종합연구동

❾건축환경실험실 ❿공학실습동(20)  공학실습동(28)  공학실습동(24)  건축관리실 파워플랜트

생명공학실습동(63)  생명공학실습동(64)  제1공학관(21)  제1공학관(22)  제1공학관(23)  제2공학관(25)

(21)제2공학관(26)  (22)제2공학관(27)  (23)제1과학관 (24)제2과학관 (25)기초학문관 (26)생명공학관(61)  (27)생명공학관(62)

(28)복지회관 (29)수성관(체육관)  (30)학생회관 기숙사신관 기숙사인관 기숙사의관 기숙사예관

기숙사지관 게스트하우스 체육관 윤용재 학군단

삼성학술정보관 야구장 대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서문 제약기술관 화학관 반도체관 북서문 북문 자연과학캠퍼스 건물배치도

교통 이용방법

자가용 이용

지하철 이용

1. 과천-봉담간 고속화 국도(312)

방법① : 월암IC(좌회전) 성균관대역(우회전, 지하도 타지마세요) 성대

방법② : 서수원IC(좌회전) 성대사거리(좌회전) 사거리(우회전) 성대

2.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의왕IC 지지대고개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성균관대역 성대

3. 신갈-안산 고속도로(50)

북수원IC 지지대고개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성균관대역 성대

4. 경부 고속도로(1) 

신갈분기점(좌회전) 신갈-안산 고속도로(안산방향으로 진입) 3번참조

5. 영동(50), 중부(35) 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신갈분기점 3번참조

1호선 성균관대 하차(4호선 이용시 금정역에서 1호선 수원행

열차 환승)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25)
(26)

(27)

(28)

(29)

(30)

❾

❿

(21)(22)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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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이용방법

셔틀버스 이용

1. 사당-수원 간 운행
요금 : 현금 1,200원 버스표 1,150원(25분소요)
사당 출발지 : 지하철 4호선 사당역 9번 출구 제일은행 앞

학교 출발지 : 학생회관 앞 승강장

2. 일산, 송내-수원 간 운행
일산 출발지 : 마두역 1번 출구 함흥냉면 앞

송내 출발지 : 남부광장 제일교회 건너편

3. 분당(서현역)-수원 간 운행
분당 출발지: 서현역(삼성프라자 출구 공항버스 정류장 앞), 초림역(버스정류장),

백궁역(버스정류장), 미금역(⑤번 출구), 오리역(④번 출구), 죽전사거리(봉이설렁

탕앞), 수지지구(에너지관리공단 건너편 현대아파트 813동앞 버스정류장)

자연과학캠퍼스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

※ 캠퍼스 가는길 : 학교홈페이지 대학소개 - 캠퍼스 안내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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