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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위탁 화성시 동탄장애아동재활센터, 2019년도 화성시장애아동활동재활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1위 달성
재외동포재단 주관 ‘2020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위탁기관에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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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관 선정
201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기여대학 계속지원대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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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2018년 청해진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20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
학생역량통합시스템 ‘KNU 참인재 시스템’ 오픈
강남대학교 부설 아동청소년발달센터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

대학특성화사업(CK) “Wel-Tech기반 융합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선정(2016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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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13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지원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년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선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대학
인증(인증기간 : 5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1년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강남대학교 부속 특수학교(용인강남학교) 개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년도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유치원 개원

“2009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서 우수대학 선정
“2008년도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08년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연차평가”를 통해 “5년 연속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에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에서 유아교육과군에서 최우수, 특수교육과군에서 우수대학으로 평가

부설기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노동부 주최 20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5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국방부 학생군사교육단 승인
국내 대학 최초 한국신용평가㈜ 신용평가 등급 ‘A-’ 부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2004년도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아시아 최초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신설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결과 우수대학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시행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평가

어학교육원 개원

평생교육원 개원

부설 강남사회복지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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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학점취득

42

5. 계절수업

46

6. 이러닝강좌

48

7. 국내대학 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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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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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성적처리

50

1.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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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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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부ㆍ전과

57

4. 제적

59

5.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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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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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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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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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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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말
◆ 본 학사제도 안내는 2021학년도 입학 신·편입학생을 기준으로 학칙 등 관련

3. 학적

규정에 명시된 내용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2021학년도 3학년 편입생의 경우 2019학년도 입학자 적용 기준 학사제도를
적용받습니다.

◆ 학칙 등 관련 규정은 여러분이 재학하는 중에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4. 교원 및 기타 자격

5. 기타

6.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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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 교학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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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 록

1. 학사일반

1.등록이란?
학생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학칙에 의거 제적됨)

1.수업연한

2.등록시기

재학 중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기간으로 4년(8학기) (학업성적 우수자는 조기졸업 가능)

가 . 1학기 : 2월 중
나 . 2학기 : 8월 중

1.재학연한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

3.등록절차

가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가 . 재학생

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학연한 내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등록기간 중에 본교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2.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나 . 복학생

1.학년 및 학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두 학기로 나눈다.

가 .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정은행에 납부

복학허가
(교무팀)

“웹 종합정보시스템” 에서
복학신청

등록기간내에
등록금 고지서를
홈페이지에서 출력

지정은행에 납부

나 .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단, 2학기는 2주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 가능)
다 . 복학생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복학신청 시 자동 대체처리 됩니다.
2.수업

주․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을 할 수 있다.

가. 대상

3.수업일수

1) 8학기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졸업을 유보하여 9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4.휴업일

가 . 정기휴업 : 여름방학기간, 겨울방학기간, 개교기념일(4월20일),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나 . 임시휴업 :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실시하며, 휴업일 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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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업연한 초과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등록

나. 8학기를 초과하여 다니는 학생 및 장애학생은 신청 또는 부족학점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수강학점

등록금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미수강신청자, 졸업인증 미통과자 및 외국인 신.편입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미통과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이하(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과목만 수강할 경우 포함)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납부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10학점 이상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실험 · 실습 · 실기과목이 있을 경우

실험 · 실습비 전액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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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5. 전공이수

징계처분으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는 제적 처리한다.
1. 전공의 종류 및 정의
6. 등록금 반환

가. 제1전공 : 소속 학부(과) 내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을 말한다.

가.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전공 : 제1전공을 심화학습하지 않고 소정 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계법령(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의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심화전공 : 제1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소정 학점 이상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등록금은 결석, 징계 또는 제적(자퇴시 제외) 등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나. 제2전공, 제3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

다. 등록금 반환 기준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1) 복수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동일 학부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의 전공 또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전공에서
복수전공 이수기준에 부합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전공을 말한다.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다) 자율설계전공 : 사회 수요 및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학생이 지도교수 지도하에 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가) 연계전공 : 본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학부(과)의 전공이 연계하여 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설치한 전공을 말한다.
나) 융합전공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학부(과)·전공을 연계하여 특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 및 설치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전공을 말한다.
라) 창의전공 :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력과 융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양교육과정 위주의 교과과정에
일반선택과 전공 교과목 일부를 목적에 맞게 추가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는 전공을 말한다
2) 부전공 : 제1전공 이외에 동일 학부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에서 부전공 이수기준에 부합하는 소정의

4. 학년 및 수료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율설계전공, 창의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1. 학년

3) 융합설계전공 : 융합자유전공학부 및 융합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사회 수요 및 학생 개인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기준

2학기 이내 등록 자

3학기~4학기 등록 자

5학기~6학기 등록 자

7학기 이상 등록 자

또는 소위원회(관련 전공 교원으로 구성) 지도하에 융합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전공을
말하여, 융합자유전공학부 및 융합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설치된 융합설계전공을 선택하여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이수범위

2. 학년의 수료

가. 제1전공은 소속 학부(과) 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융합자유전공학부 및 융합자율전공학부는 예외로 한다.

학년의 수료는 등록학기와 학점이수로 정한다.
학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기준

2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점의 1/4
이상 이수

4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점의 2/4
이상 이수

6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점의 3/4
이상 이수

4학년 수료

나. 복수전공과 부전공은 모든 전공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자율설계전공의 이수과목
범위는“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에 의한다.

8학기 이상 등록,
졸업학점 이상 이수

다.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 상호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는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한다.

라. 중등특수교육과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교직담당부서(교학2팀)의 승인을 얻어 중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하는 학생의
3. 학 기
학기는 등록회수에 의하고, 등록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도 등록회수에 산입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중등특수교육과의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복수전공 및 부전공, 융합설계전공은 주․야간 교차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교과목은 학칙시행세칙 제14조의 2에
의거하여 교차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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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점이수

6. 졸업

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학점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1>과 같다.
나. 복수전공을 신청하였으나 학점이 부족하여 복수전공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항의 부전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전공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소정 기간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이수 및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본인 전공 외 타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의 최대 12학점까지
제1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7학기 차(조기졸업자의 경우 6학기 차) 소정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라.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단, 학부(내)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졸업이란 ?
소정의 학부(과)·전공별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종합평가에 통과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졸업(2월)과 후기졸업(8월)으로 실시한다.
2. 졸업학점 이수 기준

가.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의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 기준표
교양 학점

마. 복수․부전공 이수를 위하여 실기 및 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기 및 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바. 연계전공별 개설 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황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 <별표 2-1>과 <별표 2-2>와 같으며,
연계전공 관련 학부(과)․전공별 영역에서 각 6~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1)

입학
년도

대학

계열

심화전공

학부
학과

소정기간 내에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율설계전공 이수학생은 승인된 교육과정 중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설현황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별표 2-4>와 같다.

인정할 수 있다.

복지
융합
대학

자. 융합설계전공 교육과정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전공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77-81학점의 교육과정을 3학기차
소정기간 내에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융합설계전공 이수 학생은 승인된 교육과정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융합전공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며, 편성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융합전공 교육과정 중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설현황은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별표 2-3>과 같다.
4. 전공이수 시 유의사항

가.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은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책자 “IV.교원 및 기타 자격 안내”를 참고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나. 제1전공 이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전공이수 및
졸업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본다.

가. 전공이수신청 1학기 차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기간에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신청한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전공이수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학전공(야)

예체능

예체능학부

인문
사회
인문
경영 사회
관리
대학 인문
사회
인문
2021
사회
학년도
인문
이후
글로벌 사회
인재
대학 인문
사회
ICT
건설
공과
대학

다. 실험·실기·실습과목을 전공 이수과목으로 이수코자 할 경우 실험·실기·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전공이수신청시기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사범
대학

주2)

균형교양

전공기초
+
전공선택

전공기초
+
전공선택

14
(채플4회,
인성과학문
4회)

15
(5개
영역에서
각1개)

66

51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기초 전공기초
+
+
전공선택 전공선택

최소
졸업
학점

사회복지학부

실버산업학과

72

57

66

51

36

21

130

36

21

130

글로벌경영학부
14
(채플4회,
인성과학문
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
4회)
정경학부

15
(5개
영역에서
각1개)

66

융합자율전공학부
기독교학과

주3)

글로벌문화학부

공학

ICT공학부

공학

부동산건설학부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인문
사회

일반전공

기초교양

사. 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전공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42-51학점의 교육과정을 3학기차

아. “교양및전공이수에관한규정”<별표 1>의 전공이수 학점 중 전공기초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제1전공 학점

교육학과

14
(채플4회,
인성과학문
4회)

15
(5개
영역에서
각1개)

66

51

36

21

130

17
15
(채플4회,
(5개
인성과학문 영역에서 각
1개)
4회)

72

57

36

21

130

14
(채플4회,
인성과학문
4회)

66

51

36

21

130

주3)

유아교육과

주3)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주3)

15
(5개
영역에서
각1개)

주3)

주1)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1개 이상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주2) 제1전공을 일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1개 이상의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주3)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 이수 대상자는 교직 이수 시 심화전공의 부전공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단, 교직 포기자는 주1 또는 주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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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교양은 영역별로 각 1개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함

3. 학사학위취득 유예

2) 인성과학문’은 소속 학부(과)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합자율전공학부 및 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야) 소속

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신청한 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 등의

학생은 경영관리대학 소속 학부(과)에 소속된 교원을 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유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할 경우 졸업최종학기 소정기한 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3) 상기 졸업학점 기준은 세부 전공신청 이후에 웹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별 이수과목 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할 수 없다.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자가 학적만 유지할 경우는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할 경우는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자의 교양 이수 과목표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는 교육부의 정책 및 학교 정책에 따라 변경 운영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4학년 1학기에

이수 교과목
학부(과)
기초교양
복지융합대학, 경영관리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사범대학

기독교와현대사회, 글쓰기, Academic English(R&W), Academic
English(L&S), 컴퓨터프로그래밍, 사회봉사, 자기이해와미래설계,
채플 4회, 인성과학문 4회
기독교와현대사회, 글쓰기, Academic English(R&W), Academic
English(L&S), 컴퓨터프로그래밍, 사회봉사, 자기이해와미래설계,
공학수학, 채플 4회, 인성과학문 4회

ICT건설공과대학

유예 가능여부와 제도 변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균형교양

4. 학위수여
5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가.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제1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나.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한 자는 교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증명에 ‘OO학부(과) 또는 OO전공(심화전공)‘으로 표기한다.
5. 졸업취소
성적 또는 졸업종합평가 등에 과오 또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한다.

다. 202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2019학번)의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 기준
※ 편입학자는 아래 표 기준 외의 기초교양 교과목 및 균형교양은 필수 이수 사항 아님
주1)

심화전공자
편입
학년
학기

학부
구분

3학년
전체
1학기
학부(과)
2학기

기초교양

인성과학문: 2회
채플: 2회

다전공자

복수전공
학부 내
학부 외

제1전공

제1전공

부전공

전공기초
+
전공선택

전공기초
+
전공선택

전공기초
+
전공선택

전공기초
+
전공선택

전공기초
+
전공선택

54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전적대
학점
인정

본교
취득
학점

최소
졸업
학점

65

65
학점
이상

130

주1)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지 않는 자는 1개 이상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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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졸업인증제

4. 졸업인증제 신청 및 방법

가. 사회봉사인증

1. 졸업인증제란?

1) 사회봉사특강은 가상강좌로 개설된 4개의 강좌 중 2개 이상을 수강
인증제 대상

인증제 개요

사회봉사인증

전체학생
(필수 인증제)

사회봉사특강 2회 이상 수강,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이수

영어인증

영어인증을 지정한
학부(과) 학생

학부(과)별 기준 상이

학부(과)인증을
지정한 학부(과) 학생

학부(과)별 기준 상이

인증 구분

대학인증

학부(과)인증

2)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1365(www.1365.go.kr)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VMS(www.vms.go.kr)에 등록된 봉사기관,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육봉사 활동 시행 기관,
국방부에서의 활동으로 제한함
3) 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한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봉사활동내역에 봉사활동 내용을 동일하게
입력 저장 후, 1365 또는 VMS에서 발급받은 사회봉사활동실적확인서를 업로드
(종합정보시스템 – 사회봉사관리 – 졸업인증제관리 – 사회봉사 활동내역 입력 – 첨부파일 업로드)
※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학부(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을 시행하는 학생이

2. 졸업인증제 대상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지 않아도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가. 사회봉사인증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모든 학생이‘사회봉사인증’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인정하므로, 교학2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사항을 별도 요청

나.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나. 영어인증

다. 학부(과)인증 : 학부(과)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를 제1전공으로 하는 학생

1) 전부‧전과자는 전부‧전과한 학부(과)의 영어 인증기준에 따름

라. 단, 아래의 학생은 졸업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함.

2)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및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영어인증

1) 군위탁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및 체육특기자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2) 장애학생(장애인등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자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우로 등록한 자)
3) 외국인 학생(외국인 신입생, 복수학위생)
4) 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 파견자
5) 편입학생(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한 자)
6) 기타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3) 나항의 학부(과) 영어인증 증빙서류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만 인정하며, 2년 이내의 서류로 한다.
단,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토익 성적도 인정함
4)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체인증은 하계 및
동계방학 중 어학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몰입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대체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학부(과)인증
3. 졸업인증제 기준

1) 전부·전과자는 전부·전과한 학부(과) 인증기준을 따름

가. 대학인증

2) 인증기준을 충족한 자는 졸업 직전학기(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및

1) 사회봉사인증
(가) 사회봉사 특강 2회 이상 수강
(나)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학부(과)인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3) 기한 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대체인증을 통하여 학부(과)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학기의 소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학부(과)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하여 교사자격증 취득을 시행하는 학생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한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지 않아도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5. 졸업인증기준 미충족자 처리

인정처리 함

가. 졸업인증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미비로 처리 한다. 다만 재학 연한 내에 졸업인증기준을

2) 영어인증 : 영어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상 충족
3) 학부(과)인증
(가) 학부(과)인증을 시행하는 학부(과)의 기준 충족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졸업을 인정한다.

나. 졸업인증기준을 충족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인증기준을 충족한
자격을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나) 학부(과) 인증제 세부 기준은 “졸업인증시행지침”의 별표 참조 (홈페이지-대학소개-학교현황-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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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 기 졸 업
1. 조기졸업이란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3학점까지 초과 신청․이수하여 졸업연한을 8학기 미만에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
나. 학부(과)장 추천서
다. 연구계획서
라.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2. 신청자격, 시기 및 절차

가. 자격 : 4학기차까지 6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나. 시기 및 절차 : 4학기차 소정기간에 웹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10. 졸업종합평가

3. 유의사항

1. 졸업종합평가 구분

가. 편입학․재입학자 및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졸업종합평가는 학부(전공)·학과에 따라서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이후는 학기당(계절수업 포함) 평점평균이 4.00미만일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나. 졸업종합평가는 제1전공에 대하여 시행하며, 복수전공의 졸업종합평가는 시행하지 않음

다.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8학기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라. 조기졸업 확정자가 6,7학기에 졸업요건을 완료한 후 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아닌
조기졸업 취소로 처리되며 이 경우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졸업종합시험

가. 응시자격 : 8학기(조기졸업대상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시시기 : 졸업시험은 연 2회(전·후기 졸업) 실시하되, 졸업심사(논문,시험 등) 기간 내에 실시
다. 실시방법과 내용
1) 위원장은 매 시험 시행 40일 전에 각 학부(과)·전공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시험범위, 시험과목, 시험실시절차, 출제위원,

9. 학·석사 연계과정
1. 학·석사 연계과정이란 ?
우리대학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5년(학사과정3.5년 ＋ 석사과정1.5년)에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

출제방법, 채점위원, 채점기준, 재시험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험 응시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2) 졸업시험은 해당 학부(과) 전공과목 중 5과목 이상으로 하며, 각 학부(과)·전공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3) 각 학부(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시험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가급적 소속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대상시험과목이 교육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의 방법과 척도는

2. 모집단위 및 인원

가. 모집단위: 교육과정 연계 운영이 가능한 학사과정 학부(과)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과(전공)로 한다.
단, 일부 학과(전공)는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인원: 모집인원은 당해 연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총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하며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3. 지원자격

가. 6학기 이수자인 학부 재학생으로 계절수업을 포함하여 90학점 이상 취득자

각 학부(과)·전공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라. 평가
1) 졸업시험의 성적평가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미만을 과락으로 하며, 전과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1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단,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과락과목에
대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2) 합격사정은 각 학부(과)·전공 졸업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 기준 학점의 30% 이상을 이수한 자

다. 신청 학기까지 평점평균이 3.30 이상인 자(최종 지원 시점의 계절수업 포함 수료자의 경우 해당 성적 포함)
4. 신청기간
매 학년도 7월중(세부일정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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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논문

7. 평가 결과 및 미비자 조치

가. 논문계획서 제출 자격 : 졸업논문계획서 제출자격은 7학기차에 재학하는 자라야 한다. 다만, 조기졸업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가. 졸업종합평가결과 조치

나. 논문계획서 제출 : 졸업논문 계획서는 7학기 초 30일 이내에 “졸업논문계획서”를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부(과)장은 졸업종합평가결과를 심사종료 5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논문지도교수 배정 : 학부(과)장은 해당 학부(과) 전임교원 중에서 동 계획서 제출마감 일로부터

2) 제출된 평가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불합격을 확정한다.

10일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라. 논문지도
1) 지도교수는 제출된 논문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제의 설정, 자료수집, 이론의 전개, 논문작성 요령 등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3회 이상 지도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는 논문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논문지도 과정에서 논문의 주제와 방향을 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졸업논문 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졸업논문작성
1) 논문 체제는 표지, 목차,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학부(과)에서는 합격된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졸업종합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졸업종합평가에 불합격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종합평가에만 불합격한 자는 2회(후기 및 차기학년도 전기 졸업)에 한하여
소정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회(총3회)가 경과하고도 합격되지 못할 시는 제적처리 한다.

다. 졸업기준 미달자에 대한 조치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종합평가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 시까지 인정한다. 다만, 등록절차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은 불허한다.

2) 논문의 분량은 본교 소정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한다.

바. 논문제출 : 논문은 지정된 규격, 양식 등에 맞추어 매년 10월말(후기졸업대상자는 5월말)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실기발표

가. 졸업종합평가를 실기로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야 한다.
1) 음악학전공 : 피아노, 관현악 – 자유곡 1곡, 성악 – 자유곡 4곡
2) 유니버설아트디자인전공 : 추후 안내

나. 학부(과)장은 실기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 발표회를 통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평가를 실험실습보고서로 대체할 경우 지도교수 지도하에 실험, 실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

가. 졸업논문,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과)장은 심사위원(지도교수 겸직)을 위촉하여
소정기간 내에 심사하고, 학부(과)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심사위원은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 졸업논문, 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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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2. 수업 및 성적

1. 수강신청이란 ?

가. 수강신청은 학생이 수업참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학점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1. 교과과정(Curriculum)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교과목 및 이수구분 정의
교양과목
기초
교양

균형
교양

전공과목
일반
교양

전공
필수

전공
기초

타학부(과) 전공과목
전공
선택

타전공

복수(부)
기초

일반선택과목

복수(부)
전공

자유
선택

2. 수강신청 방법
※ 비밀번호 관리

교직

이수구분

개 요

학적부 표시

1) 기초교양

모든 학생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 지식과 본교 창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기초

비밀번호 유출로 수강자료 삭제 등 문제 예방을 위해 수강신청 후 비밀 번호 변경 바람

준비
단계

기초교양 이외에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목
(영역별로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2) 균형교양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역사와철학

언어와문학

복지기술과
미래사회

자연과과학

문화와예술

가. 학사공지사항에서 종합강의시간표를 다운로드(한글파일)하여 참고하고 예비수강신청 교과목 사전 탐색
※ “KNU 참인재 시스템” 접속 후 역량진단, 강의계획서를 통한 교과목 관련 역량 및 내용 확인
나. 신입생 :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자동 수강 배정된 기초교양교과목을 확인하신 후 중복되지 않은 시간에 시간표를
계획하여야 함
다. 재학생 : 수강신청 이전 학기까지의 이수과목을 확인한 후 필수교과목 중 미비된 교과목을 먼저 수강신청해야
함을 참고 바람
라. 모바일수강신청 APP 설치: ‘강남대학교 수강신청’ 수강신청 APP 다운로드(OS : 안드로이드, IOS)

균형

3) 일반교양

기초교양과 균형교양 영역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양 교과목 제공을 위한
교양 교과목으로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과목

일반

4) 전공기초

소속 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는 기초과목을 말하며 전공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교과목

전기

5) 전공선택

소속 학부(과) 및 전공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

전선

6) 전공필수

졸업 시 필히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졸업종합평가 1과목임)

전필

7) 복수(부)
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복(부)기/
복(부)전

8) 타 학부(과)
전공교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지 않은 타 학부(과) 전공과목

타전

9) 자유선택

자격증(평생교육사, 보육교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관련 교과목, 군사학 교과목,
인정학점 교과목, 학점교류 교과목 중 전공 또는 균형교양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

자선

10)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교직

1단계

2단계

가. http://www.kangnam.ac.kr 홈페이지 접속
1)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인원 접속이 많은 시간 때는 홈페이지를 분기하여 직접 수강신청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함
나. “강남대수강신청” 모바일 수강신청 APP 접속
1) 모바일 수강신청 APP 실행 (안드로이드용 또는 IOS용 선택)
가. 로그인(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수강신청 APP)
1) ID는 학번이며, 비밀번호는 재학생은 본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최초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
2) 다만, 비밀번호를 기억 못하는 학생은 로그인 전에 학교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변경을 클릭 후 새로운 비밀번호
지정 후 로그인 시행

2. 학점

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학점은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이라 하더라도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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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학점
가. 수강신청
1) 홈페이지 이용 시
가) 준비단계에서 수강신청 준비한 교과목을 카테고리(학과조회, 교양조회, 자선조회, 교직조회, 과목검색),
주.야구분, 학과, 학년 등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시행
나) 수강신청 단계 : 예비수강신청(장바구니 기능) → 자동수강신청조회(예비수강신청 강좌 중 자동이관 교과목
조회) → [개설인원초과 수강신청 희망 강좌 조정기간], [수강제한 인원 변경 및 추가 분반
강좌 공지] → 장애학생 선 수강신청 → 전체 학생 수강신청
※ 자동수강신청조회
① 전체 재학생 대상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자동수강신청조회」기간이 있음.
② 이는 예비수강신청 강좌 중 수강신청 가능인원 이내에 수강신청 된 강좌는 시스템에서 자동 수강신청
되어 자동수강신청 된 강좌를 조회하는 기간임
③ 예비수강신청 때 선택한 강좌 중 수강신청 가능인원이 초과된 강좌는 수강신청 기간을 통해
선착순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함
④ 자동수강신청 된 강좌 중 수강신청 취소 할 경우는 수강신청 기간 중 본인이 취소하면 됨
3단계

매학기 최저 12학점(졸업최종학기는 9학점)부터 최대 19학점까지 임
(다만, 9학기 이상 등록자와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최저수강학점 예외)

수강신청 허용 학점
조기졸업대상자로
확정된 학생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3학년 1학기부터 최대 22학점까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허용학점 초과 신청
또는 취득한 자

교무팀에서 임의로 자유선택, 일반교양, 균형교양, 전공선택, 교직 과목 순으로 취소함.
다만, 신청한 과목 중 초과한 학점을 고려하여 적은 학점의 과목부터 취소함

수강신청 미달자

정규학기내에 수강신청 최저 12학점(최종졸업학기는 9학점)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록이 시행되었어도 수강신청 미완료로 제적처리될 수 있음을 유념

4. 교과목(강좌) 개설 , 반편성 및 분반

개설

수강신청 학생수가 교양과목은 20명(야간은 15명)이상, 전공과목은 10명 이상인 교과목(강좌)에 한하여 개설.
다만,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인성과학문 및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반편성

반편성은 교양과목 75명 내외, 교직과목 25명 내외, 전공과목은 55명 내외 기준으로 편성

분반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61명 초과인 경우 분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어학과목과 실험.실습.실기과목으로써 과목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와 교육시설 여건에 따라
반편성 또는 분반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2) 모바일 수강신청 APP 이용 시
가) 자세한 사항 및 매뉴얼은 학사공지 안내문 참고

3단계

가. 수강신청 완료
1) 수강신청 완료시 “수강신청 확인서”를 출력하여 본인 보관

▶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및강의시간표”를 확인하여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
※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책자는 인쇄본으로 배부하지 않고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함
(홈페이지 학사안내 시간표 책자 다운로드 방법 참조)
▶ Log-in시
ID는 학번(학번을 모르는 경우는 ID 찾기에서 검색하여 지정 가능함), 비밀번호는 본인이 비밀번호변경에서 설정 한 것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이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 지정 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방법은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변경에서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로 입력한 후 변경할 비밀번호는 본인이 사용할 비밀번호로 입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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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교양 수준별 반편성 시행

7. 수강교과목 포기

가. 2021-1학기는 1학년 기초교양 교과목 중 “Academic English R&W, L&S” 및 “글쓰기” 교과목은 신입생의

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후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일로부터 4주이내에 수강교과목을

수능성적 또는 학생부 교과목 성적으로 수준별 반편성을 시행하여 자동 수강 배정하며, 그밖에 “채플”,

포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 과목의 특성상 방학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기독교와현대사회”도 자동 수강 배정 예정

또는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은 수업 시작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나. 수준별 반편성 시행 내용

나. 포기방법

1) “Academic English R&W, L&S” 교과목
- “Academic English R&W” 교과목은 1학기에 개설되며, 1학년 신입생의 영어 수능성적(수능성적이 없는
학생은 학생부 영어관련 교과목의 성적)으로 1차 4개 수준(Intro,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web 종합
정보시스템
클릭

학교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학사 행정
클릭

학생 관리
클릭

수업관리
클릭

Advanced) 으로 교무팀에서 직권 반편성 후 수강신청을 시행함
- “Academic English L&S” 교과목은 2학기에 개설되며,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의 분반으로 2학기에도
교무팀에서 직권 수강신청을 시행함

수강포기
클릭

2) “글쓰기” 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확인

포기교과목을
직접 선택 삭제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보관

“글쓰기”는 단과대학별로 1,2학기로 구분하여 개설되며 개강 전 국어 수능성적(수능성적이 없는 학생은 학생부
국어 관련 교과목의 성적)으로 1차 수준 수준별 반편성 고사를 시행하여 창의(기존 기초반),

다. 제한 : 수강교과목 포기 후 최저수강신청 학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불허한다.

융합(기존 심화반)로 구분하여 수업을 시행함

라. 유의사항 : 수강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성적평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컴퓨터프로그래밍” 교과목은 소속학부/과에 따라 수준이 다르므로 본인 계열에 맞게 수강신청해야 함

[수강포기 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과락(F)으로 처리하며, 수강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W’로 표기
하며 학점이 있는 교과목은 학기당 2개 강좌 이내로 포기 가능하며 0학점 교과목은 포기강좌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계열

해당 학부/과

컴퓨팅사고

예체능

예체능학부, 복지융합인재학부

컴퓨팅활용

인문사회

사회복지학부, 실버산업학과, 경영관리대학, 글로벌인재대학, 사범대학

가. 재수강이란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컴퓨팅융합

공학

ICT건설공과대학

나. 수강한 과목의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경우만 재수강 할 수 있고 이때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 등급 이하까지만

8. 재수강

취득이 가능하며, 최종학기를 제외한 한 학기당 재수강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한다.

6. 중복수강

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과 기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가.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수강으로 처리한다.

라.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과목당 2회를 초과하여 재수강 할 수 없다.

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F학점으로 인한 재수강은 횟수에 포함 하지 않는다.

마. 재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과 성적을
포기할 수 있으며(국내· 외 학점교류로 취득한 교과목은 제외), 신청기간은 졸업 최종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과 졸업일
전후 7일을 원칙으로 하며, 포기한 교과목은 다시 복원 할 수 없다.

바. 재수강 또는 기 이수한 교과목을 포기함으로써 해당 학기 성적 평점이 변경되어도 변경 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조치도 소급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사. 재수강 또는 포기로 인하여 삭제된 과목은 해당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
아. 포기한 교과목은 “R"(Renounce)로 표기하여 학적부에 남으나. 성적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9. 수강제한

가. 주간 학부(과) 학생은 주간 학부(과)에, 야간 학부(과) 학생은 야간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주·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융합설계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은 주․야 교차수강
허용 학점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 기초교양 중 ‘인성과학문’은 반드시 본인 소속 학부(과)의 강좌 중에서 수강신청하여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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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강신청 변경

3. 시험 및 성적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변경내용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신청자가
직접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가.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학기말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나. 변경 방법
학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 접속

1. 시험

나.시험은 반드시 필답고사로 실시하여야 하나, 실험·실습·실기교과목은 보고서, 실기평가로 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배너
클릭 또는 모바일
APP 접속

Log-in

수강신청변경
(추가신청 또는
삭제 후 추가)

변경한
수강 신청
내용 확인/완료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보관

2. 추가시험

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후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
가) 질병, 병역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11. 수강신청 유의사항

가. 1학년은 기초교양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 취득한 과목은 2,3,4학년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학년 1학기에는 기초교양중 “Academic English R&W”, “채플”, “글쓰기”와 “기독교와현대사회” 또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동 신청됨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나. 추가시험의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응시 사유가 교육실습인 경우에는 제한성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학생의 시험 준칙

나. 4학년은 각 학부(과)에 규정된 교양과목, 학부(과) 전공기초과목 및 해당 전공과목의 학점 취득상황을 파악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수강신청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라. 기초교양과목은 본인이 속한 학부(과, 계열)에, 전공과목은 본인이 속한 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의 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가. 시험시작 5분전까지 시험이 실시되는 강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다. 학생증은 시험실시 중에는 책상 우측 상부에 놓아야 하며, 감독자의 대조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험시작 후 20분 이내에는 퇴장할 수 없다.
마. 답안지 상단에 학생의 성명, 학년, 소속 학부(과), 학번 및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험 감독관의 대조검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대조검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임.

다만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모든 교과목 강좌의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바. 수강신청변경기간 경과 후 폐강, 합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한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하여 수강신청변경
또는 추가신청 할 수 있다. 단, 수강제한인원에 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바. 시험이 종료 후 감독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 작성을 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 조치됨

12. 강의계획서

가. 강의계획서란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담당 교수가 교과목의 특성, 강의내용, 강의방법, 성적평가 방법,
교재 등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열람 및 출력방법
1) 본인 수강신청 교과목 강의계획서 확인

학교 홈페이지 접속

Log-in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강의계획서 접속/확인/출력

2) 일반적인 강의계획서 확인

학교 홈페이지 접속

36

홈페이지 하단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배너 중 강의계획서 보기

년도 학기 조회후
해당교과목 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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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적평가방법

바. 평점평균 산출방법

가. 성적의 평가는 시험성적과 예ㆍ복습 및 수시로 부과하는 과제물, 평소 수업태도에 따라 평가한다.

성적의 평균은 가중평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과목별 학점×등급의 평점)+···+(과목별 학점×등급의 평점)]/총 수강신청 학점수),

나. 종합성적 산출 방법 : 시험성적(중간+기말)·과제·기타 학습활동 90%, 출석 10% 로 평가한다.

평점평균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없이 절삭하며,

다만, Academic English R&W, L&S는 출석 20%로 평가할 수 있다.

Pass과목의 학점은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시험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매학기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15주 수업에서 5회 이상)을
5.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방법

결석한 과목은 출석미달로 과락(F) 처리한다.

가. 기간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라.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나. 절차
성적 평가 유형

적용 범위

성적 상한등급 비율
학교 홈페이지접속
A 등급

상대평가 유형 1

30% 이하

일반과목(상대평가 유형 2 및 절대평가를 제외한 전체)
A, B등급 누계

담당교수
성적입력

매 학기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한함

70% 이하

Log-in

“웹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

강의평가

이의가 없으면 종료

상대평가 유형 2

절대평가

1. 교직 및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2. Academic English R&W - Advanced, Academic English L&S
–Advanced, 영어강의 강좌, 기초교양 교과목 중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수준별 반편성에 의한 심화 수준 운영 강좌
3. 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교과목
4.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 비율이 50% 미만인 교과목
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6. 프로젝트기반 창의·융합 교과목
7.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A 등급

50% 이하

이의가 있으면 “성적이의신청”
→“신청하기” 클릭 후 이의신청

이의 신청한 결과를 기간 내에
“웹 종합정보시스템” “결과보고”에서 재확인

다. 유의사항
1)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하여야 한다.
A, B등급 누계

100% 이하

1. 현장실습관련 교과목 중 외부기관 평가비율이 50% 이상인 교과목
2. 외부의 컨소시엄에 의하여 개설된 이러닝강좌
3. 음악학과 및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개인별지도 교과목인 “전공실기”중 10명 미만 교과목
4. 졸업작품·졸업논문 지도 교과목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 기준>
① 외국인(외국인 입학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② 외국대학과 학생교류에 의한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③ 시간제등록생
④ 장애학생(장애학생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성적 상대평가 예외 대상자로의 적용을 선택한 학생 (단, 이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⑤ 인정학점 취득 신청자(인정학점 취득 신청 교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예외 적용)
⑥ 대학원생 중 학부 선이수과목 수강생

마.성적분류

금학기
성적확인

2) 담당교수 연락처는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교·강사 정보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6. 강의 평가와 중간강의평가(TFS) 이란?
구

분

강의평가

중간강의평가(TFS)

정

의

한 학기동안 해당과목을 수강한 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수업개선 및 각종 자료로 활용함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 소통 방법으로 수업에 대한
사항을 설문문항을 통하여 교류함

목

적

수업평가 및 개선

수업개선

시

기

기말고사 종료 후(1학기 1회)

학기 중 중간고사 전(1학기 1회)

실시방법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 로그인 후 강의평가 및 수업피드백시스템 클릭

기타사항

강의평가와 중간강의평가(TFS)은 100% 익명성이 보장되며,
특히 강의평가는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중간강의평가(TFS) 참여학생(P/F 교과목을 제외한
수강한 모든과목 완료자)은 비교과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한다.

* 각 교과목의 학점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 학점이 없는 과목의 경우 급제는 P로, 낙제는 F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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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성적 확인 및 출력 방법

10. 전과목 과락 제적

가. 본인이 수강한 학기의 성적은 당해 학기 성적이 최종 처리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 순서로 확인하고 출력한다.

가. 당해 학기 성적이 전과목(비학점 과목 포함) 과락인 자는 제적처리 된다. 다만, 9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학칙 제37조 단서의

(가정에 우편 발송하지 않으며, 출력일자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최저학점(9학점) 미만 신청자 또는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로 인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천재지변 또는 수업진행이
불가능하여 출석미달로 인한 전 과목 과락인 경우는 제적 대상에서 제외 한다.

학교 홈페이지 접속
“웹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

Log-in
매 학기 성적 최종 확정 후

나.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군입대휴학자로서 전 과목 과락인 경우는 군입대 휴학 중이라도 제적 처리한다.

금학기
성적확인/출력

11. 제적 유예제도

가. 제적 유예 제도 : 당해 학기 전과목 과락자 및 학사경고 3회자로 제적 대상자가 차기 학기 성적을 2.5이상 취득과 집중

나. 확인 및 출력시 표시되는 성적순위는 참고용이며 최종순위는 아니다.

학습 프로그램 이수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당해 학기 제적을 유예하는 제도

8. 휴학자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

나. 유예 신청 대상자 : 당해 학기 전과목 과락자 및 학사경고 3회자로 제적 대상자

가. 재학 중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기

다. 신청 방법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군입대일로 부터 3일전에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나. 학기 중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휴학한 자의 수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따라서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적변동
관리

제적유예
신청

우측 “제적 유예 신청”
아이콘 클릭 후

“저장” 아이콘
클릭하여 신청

라. 유예기준

9. 학사경고

가.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하며 본인 및 보호자와 학부(과)장에게 통지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1) 당해학기 성적 취득후 전과목 낙제,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인한 제적 대상자가 유예 신청서 작성

나.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 성적 처리 종료 후 실시한다.

2) 유예 신청 대상자는 차기학기 등록 필수

다. 9학기 이상 등록한 자중 학칙 제37조 단서의 최저학점 미만 신청자 또는 징계로 인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3) 차기학기 등록후 12학점(마지막학기 9학점) 이상 수강신청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이수후 취득 성적 2.5 충족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완료후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생 개별 연락을 통한

취소되어 학사경고 기준학점이 되더라도 학사경고를 과하지 아니한다.

교육 일정 수립 예정)

라. 재입학자의 제적전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졸업 최종학기 또는 9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학사경고 3회로 제적대상이나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을 우선으로 한다.

4) 집중 지원 프로그램 이수 중도 포기시 성적 2.5이상자도 제적 유예 취소 제적(중도 제적 유예자도 해당 학기 성적은 인정)

바.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차기 학기의

5) 성적 2.5 이상 취득자는 이전 제적 사유 미적용에 따라 지속 재학 인정
6) 제적 유예를 받은 학생이 다시 제적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적 유예 미적용(2회차 전과목과락,

수강신청 학점을 다음과 같이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차기 학기 개강이전까지 이수할 경우에는

학사경고 3회 부여시 유예 적용 없이 제적)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제한되었던 학점만큼 추가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구분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마. 유예 미충족자 유의사항

학습코칭 미이수자 수강신청학점
비고
제한학점

허용학점

1) 제적 유예 신청후 차기학기 재학후 성적이 2.5 미만인 경우 수강한 학기의 성적까지는 인정후 제적 처리
2) 제적 유예후 재학한 학기의 성적이 학사경고나 전과목 낙제가 아닌경우도 유예 조건 미충족으로 제적 처리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21학점 이하

3학점

18학점 이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19학점 이하

3학점

16학점 이하

-

3) 제적 유예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토록함. 다만, 제적 유예 미충족 제적 사유와 졸업이 동시에 발생할 시는
졸업을 우선으로 함유예 미충족자 유의사항
12. 성적취소

가. 시험 중 부정행위로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해당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 유기정학 이상의 경우는
그 해당과목 및 이후의 전 과목 성적

나. 출석미달과목 및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한 성적
다.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의 행위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성적
라. 학기말 시험 종료일 이전에 자원퇴학 및 제적 처리된 자의 성적
마.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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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학점 취득
1. 인정학점이란 ?
교양과목에 한하여 일정수준의 학업성취에 이른 학생에게 해당 교과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성적, 수료증
또는 자격증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
본교에 재학중인 자 전원.
3. 적용교과목 범위

가.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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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교양(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PLUS 교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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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프로젝트 인정학점취득 시행 및 성적 인정기준

5. 수강신청 및 등록

가. 기간 : 매학기 중 별도 공고
나. 신청방법
1) 수강신청

4. 인정절차

2) 등 록

가. 매 학기 초 수강신청변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인정학점취득신청서”를 웹종합정보에 입력 완료해야 함.
(신청서 입력시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나.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확인을 실시한 후 확정한다.
다. 인정학점취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정학점 확정 발표 시까지는 해당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고, 확정 발표 후부터는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정학점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 시 포함한다.

6. 수강료
교과목 학점(시수) × 106,000 (학점과 시수가 다를 경우 시수를 근거로 산출)
7. 기 타

5. 계 절 수 업
1. 계절수업이란 ?

가. 계절수업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졸업(조기졸업대상자 포함) 또는 기타 필요한 과목(학점)을 여름·겨울방학 중에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강대상
2학년 이상 재학생
3. 신청학점
학기당 9학점 이내
4. 개설과목

가. 당해 학년도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으로서 수강신청인원이 10명 이상(주․야간 포함)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나. 현장실습(단기) 교과목 이외 Pass/Fail로 성적을 평가하는 교과목, 실험·실기·실습과목 중 담당교수가 직접강의 또는
지도할 수 없는 경우와 실습장소, 기자재 등을 임대를 요하는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다. 학점교류로 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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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러닝강좌

4 신청절차

1. 이러닝강좌란?
이러닝강좌란 Internet을 통해 진행되는 수업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말한다.
2. 개설강좌 안내, 수강신청방법, 수강방법
자세한 내용은 이러닝강좌운영 사이트(http://ecampus.kangnam.ac.kr) 확인
3. 유의사항
이러닝강좌는 1학기당 수강가능 교과목 수가 2강좌로 제한되어 있음
(정규학기만 2강좌 제한 해당)

▶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시 교류 대학의 수강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첨부
▶ 지원서 내 학부과(장)의 교류과목의 이수구분 지정, 추천 의견, 서명 반드시 작성
5 학점 및 성적인정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 인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제1전공 또는 복수(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장의 및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 인정한다.

7. 국내대학 학점교류
1. 학점교류란?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나. 교과목별 학점은 교류대학의 학점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1), 2)호 이외 또는 교류대학 성적표에 이수구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교무처장이 판단하여
이수구분을 결정 인정한다.

라. 교과목별 학점은 교류대학의 학점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점교류 이수범위

마.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이 본교와 동일한 등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A+, A, A- 등으로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가.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타 대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

A+는 A+로, A와 A-는 A로, A,B,C,D,F만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실점수를 본교 학칙 제43조 ①항에 의하여 등급으로 인정한다.

나.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 이내. 다만, 매학기 수강신청 최대 허용학점은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19학점을

다만, 교류대학에서 실점수로 통보된 경우에는 실점수를 본교 학칙 제43조 ①항에 의하여 등급으로 인정한다.

초과할 수 없음(조기졸업대상자는 22학점 까지)

다. 예․ 체능대학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목이수자의 공통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포함)과 표시과목별

바. 교류학점으로 허가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허가한 교과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기본이수영역에 해당하는 과목, 독일바이마르음악학부, 독일음악학부 전공과목은 제외
6. 본교와 학점교류가 가능한 국내 대학 (경인지역 소재 지정 대학교)
3. 자 격

가톨릭대학교(부천), 가천대학교(성남), 경기대학교(수원), 경인교육대학교(인천), 경희대학교(용인), 단국대학교(죽전),

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편입생은 편입 후 2학기 차부터 허용

대진대학교(포천), 루터신학대학교(용인), 명지대학교(용인), 서울신학대학교(부천), 서울장신대학교(광주), 성결대학교(안양),
수원대학교(화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양평), 아주대학교(수원), 안양대학교(안양), 용인대학교(용인), 을지대학교(성남),
인천대학교(인천), 중앙대학교(안성), 차의과학대학교(포천), 평택대학교(평택), 한경대학교(안성),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한국항공대학교(고양), 한세대학교(군포), 한신대학교(오산), 한양대학교(안산), 협성대학교(화성), 한국산업기술대학교(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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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학연수생 학점인정제도
1. 어학연수란?

3. 학 적

국외 정규대학 및 국외 정규대학 부속/부설어학원 또는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어학연수과정에 한정한다.
2. 학점인정 지원자격

1. 휴학

어학연수 및 어학연수 학점인정을 위한 지원자격은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1. 휴학이란?

- 당해 어학연수 운영기간이 본 대학 정규수업기간과 2주 이상 겹치는 경우 휴학하여야 한다.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요건 및 서류

2. 휴학 종류와 신청방법

가. 대학 주관으로 모집 및 파견하는 어학연수 지원
-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면

나. 개별적인 어학연수의 사후 학점인정
- 신청서,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당해 교육과정 이수 확인 및 성적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면
4. 학점인정 기준

가. 주당 20시간 이상의 어학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4~12주 과정은 자유선택 2학점(1과목),
13~24주 과정은 4학점(2과목), 25~36주 과정은 6학점(3과목), 37주 이상은 8학점(4과목)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명: 어학연수 (이수구분: 자유선택)으로 인정

나. 어학연수학점은 수강신청한 학기에 인정한다.

9. 교환학생· 복수학위생 성적처리
1. 교환학생 성적처리 기준

가.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 또는 실점수를 등급화한 성적 중 학생에게 유리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되 누계 평점평균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 최대 1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한다.
라. 이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2. 복수학위생 성적처리 기준

가.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등급을 우선으로 한다.
- 전항의 등급이 A+, A, A- 등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A+는 A+로, A와 A-는 A로 하고, A, B, C, D, F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 실점수를 학칙 제43조에 의한 등급으로 인정한다.

나. 최대 1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점교류에 의하여 이수한 성적과 학점은 포기하지 못한다.
다. 이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결정한다.
3.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생 등 교류 프로그램의 자격 및 신청 안내는 p.148 참고 및 대외교류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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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학신청

5. 휴학생의 성적 처리

가. 휴학신청기간

가.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입대자

1) 일반휴학은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일반휴학 신청 기간에 가능 (홈페이지 학사일정에서 확인 가능)
2) 입대휴학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

나. 휴학신청방법
1) 일반휴학 :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구비서류 불필요, 별도 학부(과)장 상담 및 지도 가능)
2) 입대휴학 :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입대휴학신청에서 입영통지서, 교육소집통지서 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3)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 별도 구비서류(원본)를 지참하고 학부장 결재 후 교무팀 내방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4) 창업휴학 : 취·창업지원센터 고지에 따라 별도 신청

다. 일반휴학 중 입대
1)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 전에 입영(교육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
(해당 일반휴학이 입대휴학으로 변경되어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1) 재학 중 수업기간 8주를 완료하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군입대할 경우 해당 학기 성적이 나옴. 중간고사 종료일 전에
입대한 학생은 휴학 결재와 동시에 전체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됨
2)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이며, 재학 중 중간고사 이후 군입대자에게는 별도 과제물이나 시험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입영일 2~3주 전에 전체 수강강좌 교수님께 상의 (「채플」 교과목은 교목실[우원관 2층]로 연락)
3) 중간고사 이후 군입대자로 입영(소집)일이 기말고사 기간인 학생은 입영일 3일 전까지의 시험에 응시해야 함

나. 개강 후 일반휴학생 : 개강일 이후 일반 휴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고 해당 학기의 성적이 나오지 않음
다. 재학 중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일반휴학생 (질병휴학 포함)
1) 재학 중 중간고사 종료일 전에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전체 수강신청 자료가 삭제되고
성적이 나오지 않음
2) 재학 중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질병휴학이나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입대 휴학자와 달리 성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도 소멸되어 복학 시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

2) 일반휴학 중 입대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입대 후 휴대폰 정지, 이사 등으로 복학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라.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간

6. 휴학 취소

가. 일반휴학 취소 기간

1) 일반휴학은 휴학기간이 아니라 횟수로 재학 중 총 3회까지 신청 가능

1) 일반휴학의 취소는 매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가능

2) 1회 신청 시 1개 학기(반년)나 2개 학기(1년) 중에서 선택

2) 휴학 신청 시 기존 수강신청 자료는 자동 삭제되어 휴학을 취소해도 수강신청 신청 자료는 복구 불가

3) 입대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불포함
4) 신청 가능한 일반휴학 횟수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학적변동관리-일반휴학신청 화면의 “휴학신청 이력 조회”
하단에서 확인 가능

마. 일반휴학 제한 대상
1)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 가능
- 질병휴학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필요)

나. 입대 후 귀가조치자
1)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군입대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귀가증을 지참하고 교무팀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
2) 입대휴학 취소 시 학적은 입대휴학 신청 이전 학적으로 환원
3) 입대휴학 취소일자가 학기 개시 후 4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재학이 불가하고 일반휴학을 해야 함

다. 창업휴학의 취소 : 창업휴학의 경우 창업휴학 승인 후 창업현장방문평가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경우 창업휴학이 취소됨

- 입대휴학
- 임신·출산 휴학
- 육아휴학
- 취업자, 산업체 특별전형 입학생 중 지방근무 발령으로 인한 휴학
2) 9학기 이상 등록생은 일반휴학 불가. 다만 졸업필수 교과목 중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차기 학기에는 개설되지 않고
그 다음 학기에만 개설될 경우에 한해 학부(과)의 요청에 따라 1개 학기 일반휴학 허가
4. 휴학생의 수강 신청
휴학생의 수강신청 자료는 휴학 결재 완료와 동시에 자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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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학생의 등록금

8.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가. 복학신청

1) 휴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임

1) 휴학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함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복학학기로 등록금이 자동대체되므로 복학 시 등록금을

2) 미복학자는 학칙에 의거 자동으로 제적 처리

나. 개인정보 업데이트

다시 납부하지 않음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학생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나.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휴학생의 등록금
1) 입대휴학생 : 중간고사 종료일 후 입대휴학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으므로 등록금 대체가 되지 않음
2) 일반휴학생 : 중간고사 종료일 이후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이 소멸되고
등록금 대체가 되지않아 복학 시 다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1) 휴학기간 중에 주소, 휴대폰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 정보를 변경해야 함
2) 입대휴학 중 휴대폰 정지, 이사 등으로 복학 안내 연락을 받지 못해 미복학제적 처리 되는 학생이 있으니 유의

다. 연장휴학
1)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고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휴학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
2) 연장휴학도 해당 휴학의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휴학횟수로 카운트 됨

다. 장학금 수혜자
1)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복학 학기로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 사항이 대체됨

9. 휴학원 처리 절차

2) 보훈장학금 대상자는 등록금 대체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해야 함
3) 장학금 취소나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복지팀으로 문의
(장학복지팀 ☎ 031-280-3552~3)

라. 휴학 중 자퇴생의 등록금 반환
1) 휴학기간 중에 자퇴할 경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부 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반환됨
2) 학기개시일(개강일) 전에 휴학신청을 한 후 휴학기간에 자퇴하면 등록금 전액이 반환
3)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휴학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
4) 연속 휴학자의 경우 최초 휴학 신청일 기준으로 반환
5)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경리팀으로 문의
(회계경리팀 ☎031-280-3563)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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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휴학 관련 FAQ

4. 유의사항

휴학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은 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휴복학–휴복학 FAQ 참조

가. 수강신청
1) 복학신청기간에 따라 가능한 수강신청기간이 결정되므로 유의
2) 1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예비수강신청과 전체 수강신청이 가능.
3) 2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전체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3차 복학신청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개강 후

2. 복학
1. 복학이란 ?
휴학했던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복학신청기간
학사일정에서 정해진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이 가능

수강신청변경기간에만 수강신청 가능

나. 전역예정자의 복학 신청
1) 복학신청기간에 전역하지 않은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
2) 개강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전역하는 자로 정식휴가일수를 사용하여 수업 참여가 허용되는 학생만 해당 학기
복학신청이 가능
3) 개강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전역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복학 불가

3. 신청방법

다. 등록금 대체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에 자동으로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이월처리)됨

가.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모바일 신청 불가, 방문 접수 불가)
나. 신청방법

5. 복학 관련 FAQ
복학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은 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휴복학–휴복학 FAQ 참조

3. 전부․전과
1. 전부․전과란 ?

다. 제출서류
1) 일반휴학 후 복학자 : 제출 서류 없음
2) 입대휴학 후 복학자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 입학한 소속 학부(과)에서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
나. 재학 중 1회에 한해 전부·전과 가능. 다만, (공과대학/융복합)자율전공학부와 융합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부․전과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중 택1
나) 전역예정자 (전역일이 복학신청기간 이후인 학생) :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전역예정(확인)증명서나 복무확인증명서

2. 전부․전과 신청 기간
학사일정에 정해진 전부·전과 신청기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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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및 절차

6. 유의사항

가. 전부·전과 신청 방법

가. 전부·전과 취소 불가

1) 온라인 신청
2)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관리 ⇨ 전부/전과신청

나. 전부·전과 처리 절차
1) 전부·전과 신청 ⇨ 전부·전과 신청 학부(과)장 승인 ⇨ 전부·전과 확정 및 허가

1) 학부(과)장 승인 후에는 전부·전과 취소가 불가하고 전부·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되므로 심사숙고 후 신청

나. 전부·전과 후 교과과정과 등록금
1) 전부·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부(과)의 지정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함
2) 전부·전과로 계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한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2) 전부·전과할 학부(과)의 학부(과)장 지도 및 상담 가능
4. 신청자격

가. 아래의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 가능

4. 제적

1) 1학년 이상의 과정 수료자 (33학점 이상 이수자)

1. 제적이란 ?

2) 3학기 이상 6학기 이내 진급대상자

아래의 사유로 본교에서의 학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차기 학기가 3번째 ~ 6번째 학기인 학생이 신청 가능
나) 차기 학기가 7번째 이상 학기인 학생은 신청 불가

2. 제적사유

다) 1개 학기만 이수한 학생은 신청 불가 (단, 편입한 학생은 1학기 이수 후 신청 가능)

가. 자퇴 허가를 받은 자

라) 현재 휴학 중이나 차기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가능

나.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3) 총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다.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신청 기간까지 취득한 총 누적 평균평점이 3.0 이상

라. 학력부실(학사경고 3회, 전 과목 과락) 또는 1개월 이상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한 자

나) 융합자유전공학부, (융복합/공과대학)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은 성적 제한 없음

마.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나. 전부·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해 가능 : (공과대학/융복합/융합/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와 융합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부․전과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바.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사. 타교에 입학한 자
아. 재학연한(16학기) 내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전부·전과의 제한

가. 사범대학 학과는 전부·전과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부·전과 신청 가능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전부·전과 불가
1) 예체능계열 학부(과) 입학자
2) 미래인재개발대학 입학자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과)로의 전부·전과는 허가)
4) 특기자 전형 입학자
5) 편입학자 단, (융복합/공과대학/융합/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로 편입학한 자의 전부·전과는 허가

나. 아래 학부(과)로의 전부·전과 불가
1) 예체능계열 학부(과)
2) 미래인재개발대학 내의 학부(과)
3) 주·야간 동일 학부(과)
4) 융합자유전공학부, (융복합/공과대학/융합/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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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입학
1. 재입학이란 ?

가. 재입학 제도는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지원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다시 소속했던
학부(과)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

나. 재입학을 하게 되면 제적 전 재학하면서 취득했던 성적, 등록, 이수학기를 모두 인정. 재입학 후 졸업에 필요한 잔여 학기를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
2. 재입학 지원 대상

가. 제적생은 재입학 지원 가능 : 자퇴, 학사경고3회, 전과목낙제,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신청에 의한 제적
나. 재입학 제한 대상
1) 재학연한 초과(16학기 초과)의 사유로 제적된 자
2) 학칙56조1항(성행이 불량하여 개정의 가망이 없어 징계)의 사유로 징계퇴학한 제적자
3) 기존에 재입학 허가를 2회 받은 자

5. 재입학 전형 절차

가. 재입학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학부(과)장 면담/결재 ⇨ 교무팀 제출 ⇨ 재입학심사위원회 심의 ⇨ 재입학 허가 ⇨
합격자 발표 ⇨ 학습코칭, 수강 신청, 등록금 납부

나. 학사일정에 정해진 재입학 전형기간에 지원 가능
6. 유의사항

가. 재입학 가능 횟수 : 재입학은 제적된 학부(과)에 2회에 한하여 허가 가능
나. 재입학 심사 :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합격자를 선발
다. 재입학 시 소속 학부(과)
1) 재입학은 재적했던 학부(과)로 허가
2) 재적했던 학과(부) 또는 전공이 통합 및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나 전공으로 재입학이 허가되며,
폐지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타 학부(과) 또는 전공으로 허가

라. 재입학 합격자의 등록 및 수강신청
1) 재입학 합격 후에는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재입학 모집 인원 : 재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석 내에서 모집

나. 재입학 여석
1) 재입학 여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의거하여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산출하며, 주/야간,
정원내/외로 구분하여 모집

2) 재입학 등록 시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

마. 기존 학점 및 등록 횟수 인정
1) 제적 전에 이수했던 학점과 등록 횟수는 재입학 후 인정
2) 전과목과락으로 제적된 학생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과목 과락학기 포기원」을 작성하여 재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조정 가능

2)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은 「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 규정」에 따라 학과별, 학년별 여석 범위 내에서 모집
3) 재입학 여석은 매학기 상이
4. 재입학 지원 방법

가. 재입학원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고 학부(과)장의 상담 및 결재를 받은 후 교무팀에 제출하여 지원

1. 개요

나. 제출서류

가. 결석이란 ?

1) 재입학원서 1부, 보호자 연서 서약서 1부, 학적부 1부, 성적증명서 1부
2) 전과목과락학기 포기원 (전과목과락 제적자로 해당 학기 포기를 희망할 경우에 한함)
3) 재직증명서 (미래인재개발대학 제적자에 한함)

다. 본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 (위임자 대리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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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석조치

정규수업시간(특강 및 학교행사 포함)에 강의도중 퇴실하거나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지각이란 ?
수업시간 2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고,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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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고결석
아래에 명시된 사유와 기간의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정기간 중 중간공휴일은 포함됨

4. 교원자격증 및 기타 자격
1.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1.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승인학과(2020학년도 입학자)

2. 교직이수 및 자격증 취득 절차

3. 유고 결석자 조치
위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사유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2주 이내에
전산시스템(웹 종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입력
4. 출석성적기산일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편입, 재입학, 전과 및 복학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수강신청과목 중 변경한 과목은 변경 이전일 까지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5.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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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제1전공)

4.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제1전공)

가. 교직과목

가. 사범대학 학과 : 사범대학 학과 학생은 입학과 함께 전원 이수자격을 취득
나. 비사범계
1) 교직과정 설치 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2학년 2학기(3학기 또는 4학기차)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희망자는 소정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은 이수한 성적과 교직 적ㆍ인성고사에 의하여 승인 인원 내에서 선발한다.
(세부적인 선발방법은 별도 공고)
3) 편입학생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자중 전적대학에서 동일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임이
확인되고 해당 표시과목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인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1) 학칙에 의거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수예정자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중도에 전공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과(부)로 전부(과)를 한 경우에는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격을 상실한다.
5. 교직 복수전공

나. 전공과목

가. 허용학과ㆍ전공 및 인원(2021학년도 입학자)

주) ① 학점기준은 모두 기준이상을 이수해야 함
② “교원자격 종별/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분야)”현황은 매학기 수강신청안내 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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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수 허용 범위
1) 사범대학 학과 또는 비사범계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전공 학생으로서 제1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라야 한다.

다. 전공 과목 이수 학점

7. 교육봉사활동

가. 교육봉사활동은 입학시부터 졸업직전학기까지 2학점 60시간 이상(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실시한 후 졸업 최종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고 봉사활동기관장이 발행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소정기간에 교학2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자는 매 학기 중 소정기간에 “교육봉사활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교육봉사활동기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교육봉사활동은 여러 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번 실시하는 봉사기관이 다를 경우 매번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교육봉사활동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마. 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등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 제출

가. 대상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확정된 자
나.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복수전공 이수자는 각각 제출)
다. 제출기간 : 졸업 최종학기 소정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출력본을 교학2팀에 제출
라. 합격기준

6. 학교현장실습

가.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교직복수전공자로서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는 제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과운영상 제1전공으로
실습이 불가피 할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 등은 실습생이 부담하며, 실습비 미납자는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교현장실습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성적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기 납부한 실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 학교현장실습과목은 수강신청 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신청자는 실습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는 실습학교장이 평가한다.
사. 실습평가는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5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9. 기타

가.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를 발급일로 하며, 해당 교학2팀에서 배부한다.
나. 본교 제반규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거나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교학2팀 : 경천관 105호 ☎ 031-280-3441~4
■ 교학2팀 교직안내 홈페이지 : http://education.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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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원자격증 종별/표시과목관련 기본이수 과목(분야) 현황- 2021학년도 기준

◎ 교육학과는 제1전공 이수 시 기본이수 교과목 명 앞부분에 ◆표시된 교과목은 교직필수과목으로 7과목 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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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안내
1. 이수대상
전 학부(과)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가. 신청대상 : 전 학부(과) 학위취득예정자중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
나. 신청시기 : 졸업 최종학기 소정기간 내
다.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 신청서, 기본증명서(특정), 성적증명서

2. 교과목이수

라. 제출처 : 교학2팀

가.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교과목 중 필수 15학점을 포함하여 2급은 30학점, 3급은 21학점 이상을

마. 발급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이여야 하며 평생교육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나. 평생교육사 관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과목 편성현황

5. 기타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학2팀으로 문의 바람(☎ 031-280-3444)

3.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안내
1. 이수대상
전 학부(과)
2. 2021학년도 입학자 적용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3.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 평생교육사 필수과목 중 평생교육실습 외에 4과목을 모두 이수한자로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나.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은 사전교육 4주와 현장실습 4주, 결과보고 및 평가 2주는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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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1.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 학적부 정정
가. 학적부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상이하여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적부 정정을 신청
나. 학적부 정정원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학적-학적부정정에서 다운로드
2. 학적부 정정 신청 방법

가. 방문 신청 : 학적부 정정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무팀 내방
나. 우편 신청 : 학적부 정정원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3. 학적부 정정 증빙 서류

3. 보육실습

가.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나. 수강신청 방법 : 선 실습 후 수강신청(수강학기 직전 방학중 실습완료)
다. 보육실습 교과목은 유아교육론,영유아발달과교육,놀이지도,유아교사론,유아교육과정 선이수자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 및 발급

4. 학적부 정정 처리 소요 기간

가. 방문 신청 : 학적부 정정원서 제출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나. 우편 신청 : 교무팀에서 우편을 수령한 당일에 처리 완료
다. 학적부 정정 처리 완료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정정 후 내용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

가. 신청대상 : 전 학부(과) 학위취득예정자중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
나. 신청시기 : 졸업 최종학기 소정기간 내
다. 제출서류 : 보육교사자격증발급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증명사진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라. 제 출 처 : 교학2팀
마. 발 급 처 : 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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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서 발급
1. 대 상
본교에 재적 사실이 있는 자(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2. 증명서 종류 및 발급 기준

3. 증명서 발급 방법

가. 온라인 발급 : 학교 홈페이지-자주 찾는 서비스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신청 후 개인용 프린터로 출력
나. 창구 발급 (학교 내방)
1) 증명서자동발급기(샬롬관1층)
2) 교학1팀(샬롬관1층) : 복지융합대학, 경영관리대학
3) 교학2팀(경천관1층) : 글로벌인재대학, ICT건설복지융합대학, 사범대학
4) 교무팀(본관1층)

다. FAX 민원 신청 및 발급 : 가까운 행정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 읍, 면, 동 등 민원접수기관)에서 FAX민원 신청 →
G4C 신청 민원 접수(자동접수) → 신청 증명서를 행정기관으로 FAX 송부 (자동 전산 처리)
4. 제증명 유의사항

가. 영문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입력된 경우만 가능
나. 개명자는 학적부 정정 신청 후 증명서 발급 신청

3. 교학팀 안내
1. 각 교학팀 위치 및 연락처

※ 학칙 제46조(학년의 수료)
- 1학년 수료 :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1이상 이수
- 2학년 수료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2이상 이수
- 3학년 수료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의 4분의 3이상 이수

2. 교학팀 운영 시간

가. 학기 중 : 오전 9:00 ~ 오후 5:30 (교학1팀은 22:00까지 운영)
나. 방학 중 운영 시간은 변동 가능

- 4학년 수료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학점 이상 이수
3. 교학팀 업무

가. 증명서 발급 : 각종 증명서 발급
나. 학사상담 : 휴학, 복학, 학사일정, 학점이수, 수강신청, 성적관리, 졸업, 자격증 등 학사에 관련된 상담
다. 학생증 발급 지원 : 학생증 발급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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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Academic English R&W” 교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 성적에 의하여

6. 수강신청 안내

4단계 수준별(intro,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로 반을 편성하여 수강 신청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다.
또한 2학기에 “Academic English L&S”는 1학기와 동일한 반으로 배정된다.

1. 수강신청 기간
2021. 2. 26(금) 13:00 ~ 24:00

자.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과 수업시간, 강의건물, 강의실은 반드시 메모를 하였다가, 3월 2일(월)부터 실시되는
정상수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차.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변경기간[2021. 3. 2(화)～3. 8(월)까지] 중에 직접 전산으로
2. 강의시간표
홈페이지 학사공지 업로드 파일 참고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Academic English” 등 자동배정된 기초교양은 변경할 수 없다.

카. 기타 수강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1-1학기 강의시간표 책자’내에 수록된 유의사항과 금일 설명한 내용을 참조한다.
타. 수강신청에 관한 의문사항은 아래 교학팀이나 학부(과)장 문의

3.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 방법 설명에 의거 신입생 개인별로 본교 홈페이지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5. 졸업학점 : 130학점
- p.23 2021학년도 입학자의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 기준 참조
6. 필수 이수 교과목

4.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위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3월 2일부터 실시하는 수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업에 참여하여도
그 학점과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수강신청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될 수 있다.
라. 수강 신청 시에는 강의시간표 책자(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2021-1학기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숙지한 후 금일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마. 1학기에 개설되는 기초교양 과목 중“글쓰기”,“채플Ⅰ”,“Academic English R&W”, “기독교와현대사회”,
“컴퓨터프로그래밍”교과목은 소속 학부(과)에 따라 자동 배정됩니다.

바. "인성과학문"과 균형교양, 일반교양 및 자유선택 과목, 학부(과) 전공기초 과목 등은 선택하여 수강신청 가능하고
"인성과학문"은 소속 학부(과)에 개설된 강좌(교수별 개설) 중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경영관리자율전공학부 학생의 경우 글로벌경영학부(야) 또는 정경학부(야)에서 수강 가능

사. 1학기 소속 학부(과)에 개설되지 않은 기초교양 교과목은 2학기에 개설되니 2학기에 수강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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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학년도 기초교양 수강신청

2021학년도 신입학자(2021학번) 교육과정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길잡이
1. 2021학년도 신입학자(2021학번) 전공 이수학점

2. 2021학년도 신입학자(2021학번)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주1) 심화전공과 일반전공 중 선택(1-1학기부터 신청하며 매학기 전공이수 신청기간에 변경 가능)

※ 위 과목은 졸업 때까지 반드시 이수

주2) 제1전공을 심화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1개 이상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제1전공을 일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1개 이상의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사범대학(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중등특수교육과) 및 기독교학과 비사범계 교직 이수 대상자는‘교직 이수’시
심화전공의 부전공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단, 교직 포기자는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주3) 채플Ⅰ/Ⅱ/Ⅲ/Ⅳ와 인성과학문Ⅰ/Ⅱ/Ⅲ/Ⅳ는 학점은 없고 Pass/Fail로 운영(1/2학기 관계없이 4회 이수)
주4) 균형교양은 5개 영역(역사와철학, 언어와문학, 복지기술과 미래사회, 자연과과학, 문화와예술)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위 균형교양 학점(5개 영역 15학점)은 최소이수 학점으로 이를 초과하여 이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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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학년도 신입학자(2021학번) 단과대학별 교양 최소(필수) 이수 학점

4. 단과대학별 1학년 권장 수강신청 교과목 및 학점
[1-1학기]

※ 한 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19학점)에서 필수 이수학점을 뺀 잔여 학점을 전공기초와 균형교양에서 선택
[1-2학기]

※ 균형교양은 5개 영역별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15학점)
※ 위 균형교양 학점(15학점)은 최소이수 학점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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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역량
강화 교육 및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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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대 핵심역량 정의

1.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기반 교육
1. 역량 정의
학부 교육 이수를 통해 갖추어야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종합체이며, 성숙한 미래 사회 시민으로
자아실현과 공동체 목표 구현에 필수적인 자질

2.강남대학교 6대 핵심역량

4. 역량기반 교육의 필요성
가. 학생들마다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별 능력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역량은 보완하고
잘하는 영역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역량 기반 교육 시행

나. 학생 개개인마다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다르기에 학생들이 졸업 후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

5. 학생 역량강화 교육 내용
가. 전공 역량강화 교육
1)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별로 진로, 직무별 역량 교육
2) 전공 교육을 통한 학생 역량 교육은 학부(과) 전공별로 시행

나. 교양 핵심역량강화 교육
1) 6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양으로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을 주역량, 부역량으로 구분
2) 학생들은 역량분석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수강

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
1) 6대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학년도 및 학기별로 운영되는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을 주역량, 부역량 으로 구분
2) 학생들은 역량분석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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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역량강화 교육 참여 방법
가. 학생 개인 역량진단

2. 학생 학습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

1) 역량진단은 왜 해야 할까요?
가) 학습자마다 각기 다른 능력(지식, 기능, 가치·태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온라인 역량 진단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도전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에 기초하여 부족한 역량 함양
나) 학습자별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 환경을 고려한 진로 실현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1. 다층구조의 학습지원 실현을 위한 “강남 ABA 교육”
가. 3단계 맞춤형 상담 및 솔루션 제공의 “강남 ABA 교육”

실천적 역량의 함양을 위해 필요
다)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대학 교육 실현
2) 역량진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하단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 “KNU 참인재 시스템” 접속 역량진단하기
3) 역량진단은 언제 하나요? 매년 1회 필수 실시
수강신청 시에 직전학기 역량진단 미 시행 학생은 진단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학기 중에 미리 시행하는 것을 권장
4) 역량진단 결과는 어떻게 활용 할까요?
가) 인성과학문 및 진로지도상담 시 담당교수님과 진단 결과를 공유하여 진로 및 학습에 대한 상담 시행에 활용
나) 학생 진로분야별 필요 핵심역량에 대한 학생 개인이 성취도를 파악하고 진로에 맞춘 역량 함양에 활용
다) 진단 시행 후 수강신청 전에 핵심역량별 교양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현황 참조
라)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시 필수적으로 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진단 결과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해당
프로그램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역량진단 시행자에 대한 혜택
가) 매년 역량진단 시행 시 “KNU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 증명서”에 진단 사항 명시
나) 사회가 요구하는 6대 핵심역량별 학생의 성취도 파악

나. 역량진단 결과 확인 후 교양 교과목별 핵심역량을 확인하고 학생 개인별 부족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교양 교과목별 핵심역량은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

다. 역량진단 결과를 확인 후 비교과 프로그램별 핵심역량을 확인하고 학생 개인별 부족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

라. 재학 중 4회 이상 교양 교과목수강,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후 역량 증가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7. 학생 역량강화 교육 시행 시 인센티브
가. 학생 역량강화 교육 참여 독려를 위해서 “KNU 참인재 마일리지 제도” 시행
1) 비교과 프로그램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이수 후 마일리지 적립

나. “강남 ABA 교육” 개념
1) 목적 : 모든 재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학생의 필요, 수준에
따른 다층(Multi-tiered) 구조의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
2) 내용 : 모든 재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적 요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3단계의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1단계 :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과), 대학차원에서 제공되는 보편적(universal) 교육 제공
- 2단계 : 1단계 수준의 교육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관심지도 대상)으로 단기간의 보다
집중적인 예방교육 지원 제공
- 3단계 : 2단계 수준의 교육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중점지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집중교육 지원 제공
3) 적용원칙 :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접근을 활용하여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대상 학생의
진보과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교육적 결정 실시
4) 기대효과 : 학습부진학생 및 학사경고자 감소, 교육수요자의 교육 만족도 증가, 양질의 대학 교육체제 구축

2) 적립된 마일리지는 학년별로 마일리지 적립 우수학생을 학기별로 30명씩 선발 1인당 소정의 장학금 지급
- 2020학년도(1학기, 2학기) 60명 선발 6,000,000원 장학금 지급
3) 학기당 기준 마일리지 1,000점 이상 적립자 대상으로 선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권 지급
나 . “KNU 참인재 비교과 활동 증명서“ 발급을 통한 학생 취업 시 활용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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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강남 ABA 교육 체계

2. “강남 ABA 교육” 체계 운영을 위한 연계 장학제도 안내
가. 해당 장학금은 학생역량강화 장학금으로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범위 제한 없이 지급
나. 다만,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역량강화 장학금 내 이중수혜는 일부 제한하며 해당 내용은
장학금 지급 공지 시 별도 안내

다. 장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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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서 인증제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계획
1) 학기별 독서보고서 승인 받은 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지급인원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20명

독서인증기준을 통과한 학생 중 독서보고서 우수자를 선발

1인당 100,000원

1학기*10명

2) 학년별 독서 인증 기준을 통과한 경우 성적표처럼 학년도 학기별로 인증받은 책 제목과 인증 여부를 기재하여
독서 인증 기록부를 증명으로 발급함
“독서 인증” 기록부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 선발·지급
학부(과):

3. KNU 참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인증” 제도 시행 안내

전공:

학년도

학기

2020

1

인증 도서명

가. “독서인증” 제도
(꿈을 이루는 학생, 꿈을 이루도록 돕는 학교)

학번:
교양
영역

학년도

이름:
학기

인증 도서명

교양
영역

역사와
철학

- 기초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교양 권장도서 100권을 활용한 독서인증
3) 졸업 시 독서 인증서 수여

나. 제도 시행 목적
1) 4년간 교양 권장 도서 50권 읽기를 통한 기초 학습역량 강화

제 0000 -00호

2) 독서 50권 읽기를 통한 창의성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 도모
3) 독서를 통한 종합적인 판단력과 비판적인 사고력 향상

독서 인증서

4) 평생학습을 위한 잠재역량 함양
5)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30% 이상 독서 인증서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이름:
생년월일:
소속 학부(과):
졸업년월일:

6) 타 계열의 추천 교양 도서 읽기를 통한 학문의 융복합 영역 이해도 증진

다. 독서 인증제 시행 내용
1) 독서인증제 시행 프로세스
시행 단계

시행 단계

시행 단계

비고

1단계

학생

- 교양 권장도서 100권을 학년별 독서 로드맵 학년도 학기별 권장 독서
권수에 따라 읽고 독서록을 전산 시스템에서 작성
- 독서록 작성 후 지도교수 지정 및 검토 요청

-

2단계

지도교수

- 학생 검토 요청 독서록 검토/승인
-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학생 재작성 요청

-

3단계

학생

- 지도 결과 확인
- 수정 요청된 독서록은 수정 후 재검토 요청

-

4단계

지도교수

- 3단계에서 수정 제출된 독서록 검토/승인

-

5단계

독서인증제
관리 부서

- 학생 개인별 승인 완료 독서록 모니터링
- 졸업 시 독서인증 완료 학생 인증서 수여

-

상기인은 본교 졸업(재학)생으로서 본교 재학 중 교양 권장도서 100권 중 50권 독서를 통하여
경천애인(敬天愛人) 실천을 위한 기본 인성소양과 대학생으로서의 기초 교양을 연마하고
江南人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창의성, 문제해결, 의소통능력)과
종합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독서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강 남 대 학 교 총장

4) 졸업 시 독서인증 수여자 중 단과대학별 우수자를 1명씩 선발하여 총 5명에게 총장상 수여
- 단과대학별 우수자 없을 경우 미수여

※ 독서 로드맵: 학기별 최소 독서 권수는 권장사항이므로 4년간 최종 50권 독서 시 인증이 완료됨

92

93

2021학년도 KNU 신·편입생 고고고 (알고, 준비하고, 적응하고)

마. 학생 교양 권장도서 100권 중 50권 독서 후 독서록 작성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2)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메뉴 중 “KNU 참인재 시스템” 클릭 후 접속 →
3) “KNU 참인재 시스템” 상담 “KNU Dream Book 50” 메뉴 클릭 후 독서 인증제 시행 안내문 참조 →
4) 독서록 등재 클릭후 읽은 영역별 도서별 독서록 등록

바. 독서록 작성 내용: 아래 1)-7) 까지의 7가지 사항 정리 입력후 제출 버튼 클릭 저장
1) 책의 내용 요약(200자 이상)
2) 인상적인 구절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200자 이상)

4.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통한 학습능력 함양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해당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안내는 개강 이후 학교 홈페이지 및 CTL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내되며,
각 프로그램 참여 후 이수 시 비교과 마일리지가 적립됨
가 . CTL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더체인지(새로운 시작)

학생 스스로 계획한 학습일정에 따라 설정한 자율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모니터링단의 서포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학습공동체

공통의 학습 주제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튜터링

특정과목 및 전반적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해당 과목 성적우수자를 연결하여 지도하게 하는 프로그램

CTL 학습서포터즈

교수학습지원센터 홍보 및 CTL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

ABA-Learning + 학습코칭

학생들의 개인별 학습특성을 분석하고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상담을 통해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학습법특강 및 워크숍

역량(기초/학습/전공/매체) 증진을 위해 본교 졸업생 및 저명한 강사 초빙과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특강 프로그램

KCB

활동 주제에 따라 팀을 구성해 UCC나 1인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 실습, 제작하는 프로그램

KC 그랑프리

우수학습법을 주제로 한 발표 및 가이드북 제작 경진대회 진행하여 수상내용을
온라인 강의와 가이드북으로 제작, 배포하는 프로그램

글쓰기상담

학습자 중심의 1:1 맞춤형 글쓰기상담 및 첨삭지도를 제공하는 글쓰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KNU 장원급제

능동적 사고력 확장을 위한 글쓰기 공모전 프로그램

KNU 토론배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설명하고 타인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팀별 토론 대항전 프로그램

학습후기 공모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과목 수강,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에 대한
소감 및 활용방안을 공유하여 우수 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

집중학습지원

직전 학기 제적 유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업 우수자를 연결하여
학점관리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게 하는 프로그램

3) 책을 읽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200자 이상)
4)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질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200자 이상)
5) 책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200자 이상)
6) 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체크(5점 척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불만족)
7) 간단 리뷰(100자 이내)

사 . 독서록 지도교수 지도 결과 보기
1) 독서록 등록에서 읽고 독서록을 등록한 도서 하단 “독서록 수정” 버튼 클릭
2) 해당 도서 상단에 “승인처리”로 표시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가 완료되어 해당 도서의
최종 독서가 인정된 상태
3) 해당 도서 상단에 “수정 필요”로 표시되는 경우 우측에 지도교수 첨삭 내용과 간단 리뷰 확인후 지도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후 독서록 재 제출
4) 재 제출된 독서록은 지도교수가 지도 완료 후 승인처리
5) 졸업 전까지 최종 독서 완료를 50권 승인 받으면 독서인증제도 이수가 완료됨

아 . 독서인증 달성 및 독서 로드맵 달성 현황 확인 방법
1) 독서록 작성 완료 후 담당 지도교수 최종 승인이 완료되어야 독서인증 달성 현황에 읽은 도서로 처리됨
2) 독서 로드맵은 권장사항이므로 학년도 학기별 지정된 도서를 독서 완료하지 않고 졸업 시까지
50권을 완료하면 독서인증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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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교류센터를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나. CTL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로드맵
당신은 CTL의 빛과 소금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

글로벌역량강화캠프(캐나다)

재학생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자매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1개월, 1년 2회 파견)

글로벌역량강화캠프(영국)

재학생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자매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3주)

글로벌역량강화캠프(중국)

재학생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하여해외 자매대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국어 어학능력 향상 프로그램(1개월)

러시아/CIS 글로벌챌린저

재학생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 자매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러시아/CIS 문화탐방 프로그램(2주)

멕시코 익투스 글로벌챌린저

재학생 대상 해외 문화 탐방 및 해외 자매기관(멕시코 익투스학교)에서의
봉사 프로그램 시행(2주)

외국인유학생 문화체험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 적응, 학교에 대한 만족도 향상, 한국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학기별 1~2회, 학기별 장소 변동)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KC 그랑프리, CTL학습서포터즈, 튜터링(튜터)

Y

집중학습지원도 있어요!

나는 내 학습역량을
많은 학생과
공유하고 싶다
N

당신은 고독한 학점헌터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글쓰기상담, KNU장원급제

Y
나는 혼자 학습하고 싶다

당신은 잠재적 협력가

N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Y

CTL
(교수학습지원센터)

KNU 토론배틀

나는 대학 학습에
자신이 있다

당신은 마이웨이 학습자

N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개인
학습동기 부여가 어렵고
시간관리가 힘들다
Y

더체인지
글쓰기 초보자를 위한 글쓰기 상담도 있어요!

팀

나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N

외국인유학생의 학습 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6차(진로맞춤형
자기설계로드맵 & 비교과프로그램을 활용한 역량강화특강)

당신은 준비된 협업러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CTL 학습공동체, 튜터링(튜티)

외국인유학생의 생활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5차(양성평등교육: 응답하라 썸남썸녀!)

당신은 CTL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생활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4차(취업지원: 한국기업 취업준비 꿀tip)

아래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ABA-Learning + 학습코칭, 학습법특강
꼭!

외국인유학생 학습 및
생활적응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외국인유학생의 생활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3차(외국인체류자격)

다. 교수학습지원센터 위치 및 이용 안내 : 인사관 105호
※ 학습코칭, 학습진단, 학습전략 등 학습에 대한 모든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이용

외국인유학생의 생활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3차(외국인체류자격)

외국인유학생의 학습 적응 지원관리 프로그램-1차(전공이수 및 졸업요건 안내)

글로벌라운지 국제학생단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을 주관하는
국제학생단(학기별 12명) 선발 및 버디멘토링 운영

글로벌라운지 버디멘토링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한국인 재학생과의 1:1매칭하여
매주 1회 2시간 이상 한국어 연습 및 교류 시간 운영

모의 토익, HSK 지원사업

한국인 재학생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한 어학(영어, 중국어) 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6. 이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 및 프로그램 확인 방법
가. 학생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부서는 단과대학 및 학부(과)등이 있음
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정보는 “KNU 참인재 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에서 확인 가능
다. 매년 3-4월 “KNU 참인재 양성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작성 년도별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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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U 참인재 시스템” 사용 방법

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

가. 홈페이지 로그인 → 나. 홈페이지 중간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중 해당 시스템 클릭” → 다. “마이페이지”에서
세부 운영 시스템 클릭 후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관리 시행

1. 개인 맞춤형 학생역량 통합관리를 위한 “KNU 참인재 시스템” 운영
가. “KNU 참인재 시스템”이란?
1) 맞춤형 학생역량 강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부 시스템(역량(능력)관리,
진로 맞춤형 i-로드맵 관리, Advisory(통합상담) 관리, 비교과 관리, 독서 인증 관리, 현장실습 관리,
진로 및 취/창업 관리, 커뮤니티)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2) 재학 중 학사시스템(학적관리, 성적관리, 수강관리, 증명관리 등)과 “KNU 참인재 시스템”을 통한
역량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비교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스템

나. “KNU 참인재 시스템” 내 세부 시스템
1) 역량(능력) 관리 : KNU 참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에 대한 6대 핵심역량(창의융합, 전문성, 자기계발,
리더십, 글로벌, 사회공헌) 및 전공능력을 진단·분석하고 학습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2) 진로 맞춤형 i-로드맵 관리 :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하여 졸업 후 진출
진로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3. 인성과학문 및 진로지도상담을 통한 1:1 지도교수 제도 시행
가. 1,2학년 전체 재학생 인성과학문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
1) 인성과학문 운영 지침에 따른 규정 제정(2003)후 매 상담일적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 상담 실적의
통합적 관리 시행
2) 학생 소속 학부(과) 기준으로 1:1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 관리
3) 1,2학년 진로 선택 및 진로형 역량 기반 교육 지도

나. 3,4학년 전체 재학생 진로지도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지도
1) 진로지도상담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른 규정 제정(2009)후 매 상담일적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
상담 실적의 통합적 관리 시행
2) 학생 소속 학부(과) 기준으로 1:1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화 관리
3) 3,4학년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지도
4) 현장 맞춤형 교육 지도

3) Advisory(통합상담)관리 : Academic Advisor와 1:1 전담 지도교수의 상담 실적, 심리상담 실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 학생 상담 실적 등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상담에 대한 모든 실적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
4) 비교과 관리 : 교과 이외에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성과분석 및 개선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5) 독서 인증 관리 : 교양 권장 도서 100권에 대한 독서 인증을 관리하는 시스템
6) 현장실습 관리 : 학부(과)ㆍ전공과 연계한 기업 및 기관 현장실습을 관리하는 시스템
7) 진로 및 취/창업 관리 : 진로·채용·기업정보 탐색 및 진로 연계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준비 진단, 직업
심리검사, 구직 수요조사, 졸업생 취업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
8) 커뮤니티 : 학생역량 강화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시스템

다. “KNU 참인재 시스템” 활용의 장점
1) 정규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학사시스템과 비교과를 관리하는 총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학생들의
전인적 측면에서의 역량관리를 할 수 있음
2) 비교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므로 재학 중 학습자의 역량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상담 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3) 진로 분야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따른 교양, 비교과 추천이 시행되므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줌
4)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하고 역량 향상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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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 적응, 진로상담, 심리상담으로 세분화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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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마음나눔센터 설치 운영
가 . 위치： 인사관 2층

운영부서

프로그램명

비교과 세부 구분

마음나눔센터

찾아가는 상담실 및 마음약국

학교적응

마음나눔센터

편입생 적응 및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적응

마음나눔센터

신입생 실태조사

학교적응

마음나눔센터

개인상담 및 집단 활동 참여 수기공모전

학교적응

마음나눔센터

중도탈락 예방 프로그램

학교적응

나 . 주요 내용: 상시 진로 지도상담 및 진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장학복지팀

신입생 동기부여 프로그램

학교적응

다 . 상 담 실: 상담교수 연구실(상담실) / 인사관 및 샬롬관 연구실(상담실) 위치 확인

입학전형관리팀

전공상담기부멘토단

학교적응

라 . 진로취창업센터상담지침(2019.07.25.개정)에 따라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의 진로,

입학전형관리팀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학교적응

글로컬사회공헌센터

단기/중기 해외봉사단

학교적응

마 . KNU참인재시스템을 통해 상담 신청 후 담당 교수 연구실에서 상담 진행

글로컬사회공헌센터

하계/동계 Share the Vision 해외봉사 프로그램

학교적응

바 . 진로, 취업, 창업 관련 추가 상담 및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진로취창업센터 방문 가능

글로컬사회공헌센터

건강마사지 봉사프로그램

학교적응

사 . KNU참인재시스템을 통한 상담신청 방법 안내

글로컬사회공헌센터

디자인 나눔 봉사프로그램

학교적응

글로컬사회공헌센터

교내 벽화 봉사프로그램

학교적응

글로컬사회공헌센터

교내 봉사동아리 연계 봉사

학교적응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학업 및 교내활동 멘토링 ‘같이의 가치’

학교적응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커뮤니티정착화-워크샵

학교적응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커뮤니티정착화-스터디그룹운영

학교적응

장애학생지원센터

수화통역사, 속기사 자격증대비반 운영

학교적응

교무팀

신입생 고고고(알고, 준비하고,적응하고)

학교적응

교무팀

인성과학문

학교적응

창의융합교육센터

진로맞춤형 i-로드맵 설계

진로상담

창의융합교육센터

Wel-tech 동아리

진로상담

마음나눔센터

신입생을 위한 진로디자인(성격5요인검사) 프로그램

진로상담

마음나눔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진로상담

마음나눔센터

진로탐색을 통한 자아찾기

진로상담

강남특성화사업단

Wel-tech 동아리

진로상담

장학복지팀

중앙동아리 활동비 및 우수동아리

진로상담

교무팀

진로지도상담

진로상담

마음나눔센터

강남 Empathy 프로그램

심리상담

마음나눔센터

강남 Harmony 프로그램

심리상담

마음나눔센터

개인상담

심리상담

마음나눔센터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심리상담

진로취창업센터

강남 서포트 솔루션

진로상담

진로취창업센터

KNU-CDP(진로설계)

진로설계

진로취창업센터

책행진(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

진로설계

진로취창업센터

Check-up장학금(진로실행계획서 공모전)

진로설계

진로취창업센터

꿈JOB GO(찾아가는 선배특강)

진로탐색

진로취창업센터

릴레이 진로탐색 특강

진로탐색

진로취창업센터

진로콘서트

진로탐색

나 . 주요 내용： 진로 및 심리상담, 성격5요인 검사, 인적성검사,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등

6. 진로취창업센터 진로 상담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 위치: 인사관 1층 학생성공센터 진로취창업센터

진학, 취업, 창업 상담을 학부(과)별로 진행

- KNU참인재시스템 로그인
- [Advisor상담]
바로가기 클릭

- Advisor상담 > 상담신청
- [진로 및 적성], [진학],[창업], [취업] 중 택1하고
부서 확인 후(진로취창업센터) 신청버튼 클릭
- 상담 신청서 최초 1회 작성(기 작성시 스킵가능)

- [상담자 및 시간선택] 옆 돋보기 클릭
- [상담자 검색] 팝업창 생성
- 상담교수 선택 후 시간표에
상담가능 시간(초록색)선택, (파란색으로 변경)
- 필요시 [상담요청내용]에 학생 본인 이메일,
- 연락처 기재가능
- 하단 신청버튼 클릭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학생) [상담현황]에서
신청한 내역 확인
- [진로상담/교수명/회기] 클릭 후 상담시간 변경
및 상담취소 가능
- 신청시간에 담당교수연구실 방문하여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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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4. 학생 취.창업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

가. 신입생부터 졸업예정자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년별, 직무별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교과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1. 진로 맞춤형 교육 시행을 위한 “진로 맞춤형 i-로드맵” 설계 및 지원 사항
가. 1,2학년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통하여 진로 맞춤형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 인성과학문과 연계한
“교과-비교과 연계 자기설계 로드맵” 의무 설계 제도를 시행하여 입학부터 졸업 까지 학생 역량 강화 체계화 시행

나. 입학시점부터 자기설계를 통한 “진로 탐색 → 진로 선택 → 진로 설계”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졸업 시

다. 학년별 성취해야하는 목표와 수준 제시 및 상담 기반 맞춤형 진로/취업/창업 로드맵 제시
구분

대상

탐색

진로 맞춤형 인재 양성

1학년
·
2학년

다. 진로지도 및 상담 체계화를 위한 자기설계 로드맵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활동의 전체적인 결과를 졸업 시
e-포트폴리오로 제공하여 학생역량 강화 교육의 실질적 증빙자료로 활용

설계

라. 진로 맞춤형 i-로드맵 지원 사항
구분

대상(선발)자

대상(선발)
인원

1인당
지원사항

비고

설계자 지원
비교과 마일리지

i-로드맵 설계 및 지도교수 상담 완료자 중
만족도 조사 완료자

대상자
전원

비교과
마일리지
100 점

교육성과센터 마일리지
일괄 부여
(1학기-7월, 2학기-1월)

학부(과)

i-로드맵 설계 및 지도교수 상담 완료자 중
지도교수 추천 받은자

60명

100,000원

단과대학

학부(과) 설계우수자 선발자

15명

100,000원

최우수

i-로드맵 설계 및 상담 완료자 >
i-로드맵 교과목 5개 이상 설계자 >
비교과 프로그램 4개 이상 설계자

5명

200,000원

10명

150,000원

설계우수자
상금

이행우수자
상금

우수

강화
3학년
·
4학년

실행

관리

시기

교과목

연계 프로그램 추천

1·2학기

자기이해와미래설계

1학기

진로분석과 미래설계

2학기

기업운영과 직무의 이해

1·2학기

취업과진로

1학기

NCS 취업전형의
이해와 실전

2학기

취업실전전략

1·2학기

취업실무(단기, 장기)

방학 중

현장실습 단기

1·2학기

현장실습 장기

- KNU-CDP(진로설계)
- 책행진(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로)
- Check-up장학금

- 강남커리어솔루션/강남스피드솔루션
- 청년고용정책지원특강
- 기업분석/산업분석 성공전략
- NCS기반 인적성 모의시험
- 해외취업설명회

- 실습학기제 현장실습(단기)
- 실습학기제 현장실습(장기)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청해진대학(K-Move스쿨과정)

i-로드맵 설계 현황에
따라 변동 할 수 있음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본교는 (예비)학생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둘째, 창업휴학제
첫째,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란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또는 창업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학생이 필수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를 진로취창업센터에 방문 제출할 경우, 자격 심의를 통해 해당 재학생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이 아래의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학기 말에 필수 제출 자료 등을 제출할 시, 심의를 통해 수강신청 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재학생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재학생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입니다.

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1)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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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설학기

학점

성적처리

비고

현장실습창업형(단기)

매학기

3학점

P/F

창업동아리 활동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

매학기

3~12학점

P/F

창업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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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3) 성적 인정 및 제출서류

교과목명

자격대상

현장실습창업형(단기)

창업교과목 최소 2학점 이상 이수
직전 학기 창업동아리 중간평가 결과 ‘유지’
판정을 받은 창업동아리 회원이 현 학기
현장실습창업형(단기)를 신청하고 해당 학기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경우에만 성적 처리 가능

현장실습창업형
(장기)Ⅰ,Ⅱ,Ⅲ,Ⅳ

2학년 수료(4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 학점의
2/4 이상 수료)한 재학생
창업교과목 최소 4학점 이상 취득
사업자등록을 필한 창업자(공동대표자 포함)
- 단, 일부 업종 제외 : 별표2. ‘창업현장실습 예외
업종’ 참조
신청 학생의 전공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주 업종 기준으로 심의

비고
재학생 1인의 신청 제한을 1회로 함
현장실습창업형(단기) 기 신청자도
현장실습창업형(장기) 신청 가능
신청자격 충족 시, 현장실습창업형(단기)와
현장실습형(장기) 동시 신청 가능

재학생 1인의 신청 제한을 1회로 함
현장실습창업형(장기)Ⅰ,Ⅱ,Ⅲ,Ⅳ 전부를
신청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Ⅰ,Ⅱ를 기
신청하고 다음 학기에 Ⅲ,Ⅳ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신청자격 충족 시, 현장실습창업형(단기)와
현장실습형(장기) 동시 신청 가능

가) 제출기간 : 보강주간
나) 제출방법 :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진로취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4) 처리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위원회 자격심의

- 실습생 자격 통보
- 교수팀 및 학부(과) 통보

지도교수

필수 제출 서류
방문 제출

진로취창업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자격심의)

심의 결과 ‘인정’ 판정을 받은
재학생 명단 통보

보강 주 內 필수 제출
서류 방문 제출

진로취창업센터
(본관103호)

가) 제출서류
교과목명

제출서류

현장실습창업형
(단기)

별지 제4호 서식. 창업동아리실습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성적표조회(전체) 내역 출력물
창업동아리 활동 내역 증명서(진로취창업센터 발급)

현장실습창업형
(장기)Ⅰ,Ⅱ,Ⅲ,Ⅳ

별지 제5호 서식. 창업현장실습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성적표조회(전체) 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고

나. 창업 휴학제
창업휴학제란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창업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학생이 필수 작성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를 진
로취창업센터에 방문 제출할 경우, 자격 심의를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심의 결과 ‘인정’ 판정을 받은 학생이
휴학신청 기간 동안 휴학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교 구성원휴학 예정자 및 휴학 연장 요구자)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

※ 별표 및 별지 서식 : 첨부파일 참조

나) 기타사항 : 별지 서식 및 관련 규정 검색 방법

진로취창업센터
(본관103호)

고 창업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입니다.
1) 휴학기간 : 1회 신청 시, 최대 1년(두 학기) 가능
2) 신청횟수 : 총 2회(최대 2년, 네 학기) 가능
3) 특이사항 : 일반 휴학 신청 기간에 창업휴학 신청을 받으나 창업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되지 않음
4)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자
가)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나) 신청일 기준, 현재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신청 학생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공동대표 포함)
다) 창업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매출 증빙이 가능한 자)

로그인

대학소개

학교현황

규정집

규정명에 ‘창업교육학사제도’ 입력 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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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4. 취·창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방법 : 필수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진로취창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바) 기타사항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발급 방법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자주 찾는 서비스

인터넷증명발급

5)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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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서류접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위원회 자격심의

심의결과 통보

- 필수 제출 서류 방문 제출
- 진로취창업센터(본관103호)

- 진로취창업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자격심의)

- 심의 결과 ‘인정’ 판정을
받은 재학생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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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시행
1. 학생 중심 교육 환류
가. 재학생 만족도 조사
1) 재학생 통합 만족도 조사는 년 1회 2학기 중 시행
2) 만족도 조사 시행시 해당 사이트 접속하여 응답 (별도 공지)
3)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기여
4)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학부(과) 운영 및 전공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 참여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시행되며, 프로그램 종료 전에 시행
2) 비교과 프로그램별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조사 참여
3)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차기년도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및 신규 개발시 참고 자료로 활용
4)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다. 교육환경개선피드백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 의견 제시
1) 강의실, 실습실, 부대시설(도서관,휴게실,기숙사), 복지매장(식당,매점), 편의시설(셔틀버스,복사실),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참인재시스템, 기타환경 등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 결과를 피드백 시행 (소요기간 10일이내)
2) (홈페이지:로그인) → (웹종합정보시스템:접속) → (수업관리:선택) → (교육환경개선피드백:의견작성)

라. 학생 중심 교육 환류를 위한 KNU 참인재 학생 모니터링단 운영
1) 학생의견 반영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에 대한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행
2) 행정부서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선 시행
3) 학생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질 관리를 시행토록 함

2.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환류
가. 학생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체, 학부모, 졸업생, 지역사회 등 요구 반영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나.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및 요구 반영을 위해 년 1회 통합만족도 조사 및 분석 시행 : 재학생, 기업체, 학부모, 졸업생,
고교교사, 지역사회 주민,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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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나눔
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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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나눔센터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를 전공한 전문가가 상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끌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학생생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성희롱. 성폭력 상담
1) 성희롱이란?
대학 구성원이 언어적・신체적・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성희롱 사건의 신고 및 처리
가) 신고는 누가?
성희롱은 사건당사자(피해자, 행위자) / 제3자(목격자, 대리인포함) / 사건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학내기관

1. 상담안내

나) 처리과정은?
인지 및 접수 단계(양성평등상담부) - 조사단계(조사위원회) - 심의단계(심의위원회) - 종결단계

가. 개인상담
1) 전문상담사와 정기적인 일대일 대면상담을 통하여 생활 속 어려움과 불편감을 해소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상담사와 함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2. 운영 프로그램 안내

2) 어려움과 불편감을 느끼는 모든 주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인관계, 성격,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진로 및 학습, 위기 및 중독 등)
3) 회 50분씩 대화형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상담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심리검사
1)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적응상태, 적성, 능력, 잠재력 등을 측정하여

가. 강남 Empathy(또래상담자) 활동
1) 또래상담자 활동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진 학생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른 또래 및 후배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반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주 1회 또래상담자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월 2회 또래상담자 소그룹 교육을 진행합니다.

※심리검사 종류

3) 매 학기 서류 및 면접 과정을 통해 또래상담자를 선발합니다.

나. 강남 Harmony 프로그램(심리검사 워크숍, 양성평등 교육, 대인관계기술 교육 등)
- 각 학부(과)별 신청을 통해 재학생들의 건강・심리・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적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습관・자기이해・폭력예방・정신건강・대인관계 등을 주제로 특강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집단 상담
1)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자기이해를 도모하며, 나아가 태도 및 행동의 변화,
문제 해결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는 상담으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2) 매 학기 기획되어 다양한 주제로 운영됩니다.
(발표력 향상 집단상담, 진로탐색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 집단상담,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미술치료 집단상담 등)
- 전문상담원의 지도아래 주 1회씩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라. 찾아가는 상담실(성문화 축제, 생명사랑 축제, 문화다양성 축제 등)
2학기 백양체전 기간동안 교내에 안전하고 즐거운 성문화 형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외국인 유학생의 소속감 및
친밀감 도모를 위해 야외 부스를 설치하여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마. 마음약국 이동상담실
1학기 목양축제 기간 동안 야외 부스를 설치하여 재학생들의 접근을 높여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 마음나눔센터 이용 수기공모전
1) 매 학기 마음나눔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각종 프로그램 및 특강 등)에
참여한 재학생들에 한해 자기성장의 계기에 대한 소감을 에세이 형태로 작성 후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 공모전 선정작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학생생활연구지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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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입생 진로디자인(성격 5요인 검사) 온라인 실시 안내
가. 검사 목적

4. 신입생 학교생활 적응도 기초조사 안내
가. 조사 목적

본 검사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을 탐색 및 이해하고, 진로방향을

신입생들의 기본 특성 및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욕구 파악을 통한 맞춤 대학생활 적응 지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설정하도록 돕고, 학업 및 학교생활 전반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차별화된 학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 1학년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향후 [인성과학문],[진로지도상담] 교과에서 진행되는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자료로 활용 등 개별 맞춤상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 신입생 전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검사 내용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학업성취, 학습방법, 생활에서의 만족감,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나. 조사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정환경, 입시 관련, 대학생활 등

다. 실시 방법
학기 초 해당 학부(과)를 통해 오프라인 설문 진행 안내 예정

알아봅니다.

다. 실시 안내
1)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는 진로디자인(성격5요인검사)를 진행하는 담당기관으로서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개별적인 온라인 검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검사는 한국가이던스에서 카운트를 구매한 후 인증코드를
개별 전송하여 온라인 검사로 진행합니다.
2) 본 검사 진행 방식에 미동의하는 경우, 2021년 2월 18일까지 마음나눔센터에 미동의 의사를 표해주시 바라며,
개별 온라인 검사에 미동의한 학생들은 추후 본교 전산실에서 일괄 참석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문의처: 031-899-7200,7201,7202,7205, Email: knucc@kangnam.ac.kr
3) 기한 내에 미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개별 온라인 검사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 인증코드를
발송하여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 온라인(인증코드) 검사 실시 방법
1) 인증코드 발송 문자 확인 : 강남대학교 <마음나눔센터>에서 SMS 발송한 인증코드를 확인합니다.
2)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KNU참인재시스템 접속하여 한국가이던스에서 실시
3) 온라인 검사 실시 :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하단 →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KNU참인재시스템” →
학습자 특성진단 (성격5요인검사) → 한국가이던스 링크(http://www.guidance.co.kr) →
하단 중앙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란에서 [인증코드 입력창]에 전송받은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검사시행을 위한 성명,
성별 등의 개인정보 입력 후 검사 시행합니다.
가) 검사 도중 중단한 경우, 중단된 지점부터 다시 시행가능 : [인증코드] 입력하고, [검사 실시]를 클릭합니다.
나) 소요시간 : 135문항, 20~30분 소요
다) 실시기간 : 2021.02.23.(화) ~ 2021.03.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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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지원

센터 안내 및
학습전략 검사
실시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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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코칭 안내
1) 학습코칭(학습상담)이란?
상담선생님과 1:1로 학업 관련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학습 습관과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합한 학습목표와 전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계획과 과정을 점검하고, 학습 방해요인을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1. 센터 안내
본 센터는‘잘 가르치는 좋은 대학’이라는 교육 비전을 가지고 본교 교육 목표에 따른 KNU 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학습전략검사(MLST-II) 안내

2) 학습코칭 유형
학습검사 해석상담은 학습 전략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 상담을 받고 싶지만 자신의 학습에

1) 검사 목적 및 내용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경우, 검사 결과를 통해 스스로의 학습 특성을 알아보고 싶은 경우라면 학습검사 해석상담을

학습전략검사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 등에 대한 측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관련

받아보세요. 전략별 학습코칭은 나누고 싶은 학습고민을 이야기하고,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 코칭 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학습전략검사 결과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 관리, 집중력 향상, 학업 적응, 학점 관리, 학습 동기 향상, 학업에 대한 부담 완화 등 학습에 관한 고민 전반에 걸쳐

학습자 분석에 따른 맞춤형 학습코칭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칭을 제공합니다.

본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학습자 개인 1:1 상담은 2021학년도 학기 내 상시 진행되므로 추후 심화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2) 실시 방법
 ➀

① KNU 참인재 시스템 접속 개인 학번과 패스워드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➁

②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학습자 특성진단”두 번째 “학습 전략 검사” 실시하기를 클릭합니다.

 ➂

③ 강남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온라인 심리 검사 팝업창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체크 후 실시 가능한 검사를
확인하여 MLST-Ⅱ 학습전략검사 검사 실시 버튼을 누릅니다.
④ 다음 창에 나타나는 기본 인적 사항 기입 후 검사 실시 안내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➄

⑤ 검사 진행 중간에 [중간저장] 진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항 검사 완료 후 상단에 위치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3) 실시 결과
 ➀

① “온라인 검사 MLST-Ⅱ 학습전략검사(대학용) 원격온라인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메세지를 확인하시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➁

② 실시 결과에 따른 해석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유선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 유형별 필요 학습전략 안내 및 CTL 연계 프로그램 안내)

4) 주의 사항
① 본 검사는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학생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오니,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➃

②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③ 검사의 진행이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031-899-7212~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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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창업

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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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창업센터는 지식정보와 사회의 채용변화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 및 취․ 창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진로‧ 취업(해외취업)‧ 창업 교과목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돕고 진로와 취․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설정, 그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진로 및 취‧ 창업 준비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가능하도록 진로지도 및 취 창업 지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센터 소개

2. 진로/취·창업 지도 운영 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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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육원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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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어학교육원

부서명
위

치

2. 교내 모의토익

정문 앞 우성메디피아 6층 / 천은관 213호

연락처

031) 275-4245 / 281-5361

강남대학교 재학생의 공인어학성적 취득을 위해 학기 중 정기적인 교내모의토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어학시험 학습에 도
움을 주고 영어인증을 대체하기 위한 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어학교육원에서는 강남대학교 재학생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학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교육 과정을 소개합니다.

가. 대상
- 본교 재학생

나. 신청

1. ALL CARE 장학 환급 프로그램
강남대학교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수료조건을 충족 했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가. 개요
1) 공인영어시험과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입생 영어특별과정

1) 어학교육원 방문 신청 : 정문 앞 우성메디피아 6층
2)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다. 진행
1) 학기별 4회 시험 진행
2) 교내 지정 강의실

2) 봄, 여름, 가을학기 3학기 학습 과정을 통해 TOEIC 목표 점수 달성
3) 야나두와의 제휴로 야나두 영어회화 학습 온라인 강좌 제공

나. 대상
- 신입생 중 신청자 (200명 선착순 모집) / 어학교육원 문의

다. 학습 방법
1) 레벨테스트를 통한 레벨별 반편성
2) 학기 중 공강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현장 학습 진행
3) 부가 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좌 1년 제공
4) 방학 중 집중 학습 과정으로 학습 또는 온라인 강좌 활용 학습 진행

라. 장학 혜택
1) 수료 장학금 : 출석 우수자 학기별 5만원 장학금 지급, 총 15만원 지급
2) 공인영어시험 응시료 지원
3) 성적 우수 장학금 : 공인시험 목표 달성자에게 30만원 장학금 지급

마. 신청
1)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 참조
2) 문의 : 031-28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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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인증 영어몰입프로그램
가. 강의개요
영어몰입프로그램은 졸업인증규정에 따라 영어대체인증을 기간 내 이수하지 못 한 학생을 위한 영어 대체인증 프로그램으로,
어학시험 성적으로 영어인증을 취득하지 못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수업 4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인증을 부여함.

나. 신청대상
졸업 직전학기(8학기 졸업자의 경우 7학기) 이전의 매 학기말 시험 개시 1주일 전까지 영어인증을 취득하지 못 한
재학생 및 미비자

다. 강의일정
방학 중 3주간 진행

라. 강의 특징
각 학부(과)의 영어졸업인증 기준 점수 및 개인별 어학점수(정규 토익 또는 본교 모의토익 점수 기준)에 따라 레벨별 반편성하여
오프라인 몰입교육으로 진행되며 3회의 평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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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로 맞춤형

i-로드맵

설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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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로드맵이란
학부(과)에서 제공한 전공 진출 분야 맞춤형 통합표준학습로드맵에 근거하여 전공 이수 목표나 계획에 따라 본인의 전공, 타전공,

4. 운영절차 및 추진일정
가. 운영절차

교양교과 이수 계획 및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설계함으로써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요되는 역량을 습득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로드맵

i-로드맵
시행 품의 및
홍보 진행

i-로드맵 수립
및 수정,보완
지도교수 상담

비교과 마일리지
대상자 확정 및
설계우수자 심사

사업계획

i-로드맵 교과목
예비수강신청시스템 연동
및 예비수강신청

i-로드맵
이행 우수자 평가 및 환류
사업종결

사업진행
나. 추진일정

2. 필요성
5. 로드맵 설계 및 지도 방법
가. 1학년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활동, 2학년의 전공탐색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3학년의 전공심화 및 진로
목표 확정을 위한 지원, 4학년의 졸업 후,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상담의 체계적 지원 필요

가. i-로드맵 설계 프로세스

나. 모집 단위 광역화로 인하여 일부 명확한 진로나 전공에 대한 결정 없이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적성과 역량에 적합한 진로 탐색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필요

3. 목적
가. 저학년부터 진출 분야별 통합(전공+타전공+교양+비교과)표준학습로드맵을 기반한 종합적인 자기 설계를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역량 및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나. 수강신청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설계 로드맵의 활용도 및 이행률 향상
다. i-로드맵 우수 설계 및 이행 장학제도를 통한 로드맵 작성 독려
라.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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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로드맵 설계 방법 (학생)
i-로드맵 설계 준비

6. 기대효과

i-로드맵 설계 단계 (1~5단계)

학교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가. 전체 학생 대비 진로 맞춤형 i-로드맵 설계 비율 유지

전공선택
- 제1전공, 타전공 중 택1

STEP 1

나. 저학년부터 진로 탐색 설계를 진행하여 진로 분야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
다. 진로 설계 후 이행 독려를 위한 장학제도 및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VERIUS 참인재시스템
(주요 사이트 바로가기)

STEP 2

i-로드맵 생성 방식 선택
- 로드맵 선택 후 변경, 자기주도적 설계 중 택1

i-로드맵 → i-로드맵 수립

STEP 3

i-로드맵 수립
- 로드맵명/목표 설정
- 전공, 타전공, 교양,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진단검사
(역량진단, 진로검사)

STEP 4

교육성과 목표 수립
- 성적 등 교육성과 목표 선택
- 1~5점 중 목표점수 선택

i-로드맵 목록
→ 로드맵 추가

STEP 5

지도교수 선택
- i-로드맵 상담 받을 지도교수 선택하여 신청

7. 기타사항
가. i-로드맵 문의 : 창의융합교육센터(후생관 1층) 031-280-3193
나. 통합표준학습로드맵 문의 : 각 학부(과) 사무실
다. 비교과 프로그램 문의 : 교육성과센터(본관 1층) 031-280-3158

1) 학생 자신의 i-로드맵을 스스로 작성, 점섬, 조절하면서 학습계획 수립과 목표 성취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2) 학생은 지도교수와의 단계별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을 반영하고 진로 분야에 적합한 최적의 i-로드맵을 설계
3) 진로 맞춤형 i-로드맵 설계를 위해 자기 진단의 일환으로 학생역량진단,
진로검사(직무 흥미, 직무 가치관, 직무능력검사) 등을실시
※ 해당 검사 중 필수 시행 검사는 입학년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학생은 설계하고자 하는 로드맵 전공과 생성방식을 선택하여 전공, 교양, 비교과 각 영역별 로드맵을 설계
※ 로드맵 수립 시, 로드맵 명칭(진출 분야 기재 예)소프트웨어 개발자)과 로드맵 목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5) 설계된 로드맵의 교육성과 목표 및 지도교수를 선택함

다. i -로드맵 설계 지도 방법 (지도교수)

i-로드맵 수립
(1~5단계)

상담의견
입력

i-로드맵
수정 및 보완

i-로드맵
총평 입력

i-로드맵
추천여부 체크

학생

지도교수

학생

지도교수

지도교수

1) 지도교수는 학생이 희망하는 직무설정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단계별 상담을 해야 함
2) 지도교수는 i -로드맵 설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수강 및 학생의 역량개발 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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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로드맵 설계 수립(예시)]

대

학

학년/학번
로드맵명

134

글로벌인재대학

학부(과)

기독교학과

2학년/2019*****

이 름

김**

기독교 실버산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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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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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교과목

1. 교목실

기독교 정신과 본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기독교 교과목(기독교와 현대사회)을 1학년 대상의 2학점 교양필수과목으로 개설
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 영성과 올바른 삶의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앙과 대학생활

3. 교내 예배
창학이념 구현과 강남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직원예배, 성탄축하예배, 신년예배, 교직원연수 개회예배 등
우원관 207호

위치

- 교목실장 : 윤승태 목사(교양학부)
-교

목 : 백용기 목사(기독교학과), 박노식 목사(기독교학과), 윤성민 목사(교양교수부)

강남대학교 교목실은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인 하나님사랑(敬天), 이웃사랑(愛人)의 실천을 위해 신앙과 학문, 이성(理性)과

영성(靈性)이 조화를 이루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목실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채플, 강의, 상담, 세미나, 봉사,

교내 예배를 운영하고 있다.
4. 봉사활동

설립자 우원(友園) 이호빈 목사와 창립자 심전(心田)윤도한 장로의 뜻에 따라 각 학기 방학기간을 통해 경천애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내･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신앙교육 등을 통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천애인의 기독교적 신앙과 사상의 기초를 정립시켜 모든 강남인들이 사회에

5. 기독동아리 지도

나가 기독교적 영성과 지성, 덕성을 갖춘 전문인, 교양인, 봉사인으로서 한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내 5개 기독교 동아리를 지도, 지원하고 창학정신 구현을 위한 일에 협력한다.
♣ 에코찬양선교단(ECHO), 예수전도단(YWAM), 학생신앙운동(SFC), 한국기독학생회(IVF),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학생채플
학생채플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과목으로 1, 2학년의 교양필수 과목이다. 정해진 일자의 시간에 각 학과(학부)

6. 기독동아리 리더 연합 ‘좋은밭’

학년별로 참여하고 졸업 시까지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전통예배 형식, 특별강연, 찬양, 연극, 무용, 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주제와

기독동아리 리더들로 구성된 연합회로서 캠퍼스 사역을 위한 현장 사역자들을 육성한다. 각 학기별 연합예배, 기도회,

방법으로 실시한다.

연합행사(사랑나누기) 등 학원선교 사업에 앞장선다.

가. 학기·학년별 개설 현황

7. 사랑의 띠 운동-강남문화운동

1학기 - 채플(인성교육)Ⅰ <1학년-신입생 자동신청>, 채플(공동체리더십)Ⅲ <2학년>

창학정신구현과 강남대학교 기독교문화 정착 을 목적으로 학내ㆍ외에 강남문화운동(절약하기, 청결하기, 친절하기, 약속지키기),

2학기 - 채플(이웃사랑)Ⅱ <1학년>, 채플(행복나눔)Ⅳ <2학년>

인사나누기운동, 금연운동, 학교사랑운동 등 문화, 윤리, 정의, 구제, 봉사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며, 강남대학의 독특한
기독교적 문화와 정체성을 계발하여 정착시킨다.

시간 및 장소
8. 채플 사역팀
채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식의 채플을 통하여 기독교를 이해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채플 사역을 함께하는 팀이다.
찬양팀, 방송팀, 스텝팀으로 구성되며 (부설)강남대학교회 선교장학금 혜택과 교목실 신앙인증을 받을 수 있다.
9. 학원선교위원회
특별채플

교목실의 정책자문 및 실무협력기구로서 창학이념과 기독교 정체성의 구현, 각 단과대학과 각 학과(학부)의 인성과 신앙지도,
각종 채플, 예배, 학원선교를 위한 집회, 강남문화운동, 기타 교목실 사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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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2021학년도 1학기 채플 일정표 -

※ 개강채플(수강신청 변경기간 포함)부터 출석 확인. 지정좌석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는 채플이 없음.
※ 야간채플은 1,2학년 합동 수강.
※ 타 단과대학(학부ㆍ학과) 채플 수강 시 인정되지 않음(학과 지정된 일정표에 따라 수강).
편입생 3,4학년은 소속 학부(과) 채플 신청.
※ 수강신청 시 ‘채플(인성교육)Ⅰ’ ‘채플(공동체리더십)Ⅲ’ 교과코드 분반번호 확인.
(1학년 1학기에 한해 신입생오리엔테이션기간 일괄 자동신청 됨, 1학년 2학기부터 본인 수강신청 필)
※ 문의 - 교목실(우원관 207호. 031-280-3625,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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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동아리 현황

2. 장학복지팀
장학제도 및 동아리 안내
구분

세부내용

위치

인문사회관 1층 학생성공센터 내 위치

담당별
내선번호

업무총괄

031 - 280 - 3553

국가장학금

031 - 280 - 3552

교내장학금

031 - 280 -3551

국가근로장학금, 복지시설

031 - 280 -3547

장학복지팀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등)를 시행하여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편의 시설(복지매장, 무료 순환버스)을 갖추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성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업 이외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장학제도

인문사회관 5층 516호

가입문의

페이스북 : 강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인스타 : @knusone_202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강남대학교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명

분야

활동 및 소개

더씨

밴드

음악에 대한 넘치는 열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동아리

스콥스

대중가요

실용음악 동아리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시내터

모던락

사람사랑, 음악사랑을 신조로 음악을 즐기는 모임

아르니아

클래식기타

고전기타의 보급 및 지도, 정기연주회

올클리어

댄스

춤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외침

힙합

흑인음악동아리

메이화

치어리딩

치어리딩 공연 등 치어리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플로우데블러

힙합

흑인음악동아리

산악부

등산

산악등반, 장비전시, 등반강습, 등반회지 발간

아타락시아

만화

시사만화 연구

Filos

스키

친목도모 및 스키동아리

한아름

사진

야외촬영, 정기전시회, 사진강좌 및 예술성 고취

구분

세부내용

GG

게임

E-sports 동아리

장학ㆍ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장학ㆍ학자금대출

굿네이버스

봉사

아이들이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아리

장학금FAQ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장학금FAQ

사랑의손

봉사

스포츠 마사지를 통합 봉사활동

젊은새이웃

봉사

정기적인 봉사활동, 회지발간,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

로타랙트

봉사

신갈로타리클럽에서 후원하는 봉사활동 동아리

Won

봉사

복지관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동아리

한반도

역사기행

역사토론, 역사기행, 대장정, 농활 등 활동

레드맥스

증권투자

미래의 금융전문가를 지향하는 증권투자 동아리

사회복지연구회

학술

복지연구세미나, 기관방문 및 봉사활동 동아리

코아시스

학술

공모전 참가 및 학술 활동 동아리

타키온즈

야구

아마 야구대회 대최 및 참가

비고

2. 학생복지 시설
구분

내용

순환버스

강남대학교 ↔ 기흥역(4번출구)
※시간표 확인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캠퍼스 안내 → 무료셔틀 이용안내

비고

샬롬관

학생식당(b107호), GS편의점(b107호), 카페(b102호)

인문사회관

구내서점문구(101호), 복사실(400호)

경천관

CU편의점(b101호)

파닥파닥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천은관

카페(b114호)

햇귀

탁구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심전생활관

이마트24편의점(심전 제2관 b105호)
심전생활관 학생식당(심전 제2관 L103호)

KSC

축구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동아리

SNAP

농구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애코

종교

기독교정신을 향한 전문 찬양동아리

예수전도단

종교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예배와 중보기도 활동

IVF(한국기독교학생회)

종교

캠퍼스 복음화 기독 학사 운동

CCC(한국대학교선교단체)

종교

학원선교, 신앙활동, 봉사활동

복지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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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취창업센터 단계별 운영체계 및 대표 프로그램

3. 진로취창업센터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로취창업센터 상담 및 프로그램 안내

가. 진로취창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원 상담형 교원
구분

진로취창업센터
산학협력중점교원
상담형 교원

교원명

학부(과)

김현지

사범대학, 기독교학과,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글로벌학부, 음악학부

양기종

글로벌경영학부, 경제세무학과, 공공인재학과

오애란

실버산업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부

이윤정

소프트웨어응용학부, IOT전자공학과,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부동산건설학부

※ 상담 방법은 신입생(편입생) 고고고 책자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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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람실 이용시 주의사항

4. 중앙도서관

가. 열람실내에서는 항상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휴대폰 및 노트북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의
학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열람실 자리맡기 행위(사석화) 적발시 도서관 출입을 금함.

도서관 길라잡이

다. 도서관 열람실내에서는 음식물을 반입 금지. 단, 뚜껑이 있는 생수병(음료병),
텀블러는 반입 가능(자료실에는 생수병,텀블러를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 금지임에 유의)

1. 개관시간
학기중

방학중

6. 대출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평일

토ㆍ일, 공휴일

평일

토ㆍ일, 공휴일

자료실

09:00 ~ 20:30

휴일

09:00 ~ 17:30

휴일

제 1열람실, 제 2열람실

09:00 ~ 23:00

휴일

휴일

휴일

제 3열람실

24시간

24시간

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소장자료검색’에서 자료 검색(대출가능 여부 및 소장처, 청구기호 확인)
나. 도서관 자료는 자가대출반납기(도서관 2층)에서 이용자가 직접 대출 가능.
단, 딸림자료가 있는 자료는 안내데스크에서 대출 가능.

다. 대출은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
라. 이용자별로 대출가능한 책수와 기간이 다르며, 이중 신분일 경우 하나의 신분증만 사용 가능
마. 도서대출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중앙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이용(대출 포함) 제한

2. 층별안내

바.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등은 관내 열람자료로서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하며, 대출되지 않음.
5층

옥상정원

4층

시청각자료실, 학위논문실, 한실문고, 제 1ㆍ2열람실

3층

정기간행물실, 참고자료실, 강의지정도서실

2층
1층

7. 신분별 대출권수 및 기간
신분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직원

시간강사

특별열람증
소지자

일반자료실, 특수자료실, 그룹스터디룸

권수(권)

5

10

20

10

5

3

제 3열람실(24시간), 북카페

기간(일)

15

30

90

30

30

15

3. 출입

8. 예약

가. 도서관 출입시에는 반드시 신분증(학생증, 모바일 이용증 등)을 소지하여야 함.

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자료를 예약하여 반납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대출

나. 도서관 정문 출입관리시스템에 학생증의 RF/IC Chip이나 모바일 이용증의 QR Code를 인식시켜 출입함.

나. 예약책수는 1인당 2책, 동일자료는 1책만 예약 가능

다. 도서관 출입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중앙도서관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이용(대출 포함) 제한 등의

다. 예약자료의 대기일수는 3일이며, 3일이 지나면 다음순위 예약자에게 통보되거나 예약이 취소됨.

불이익을 받게 됨.

라. 예약자료가 반납되면 예약자에게 예약자료 통보문자 메시지(SMS)로 안내
마. 예약자는 메시지 확인 후, 신분증을 지침하여 정보봉사실(도서관 2층)에서 해당 도서를 대출

4. 열람실 이용

바. 중앙도서관에서 대출가능한 일반단행본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음.

가. 열람실 좌석은 모바일의 ‘열람실이용’ 또는 좌석발급기(도서관 1층·4층)를 이용하여 좌석배정 후 이용
나. 모바일의 ‘열람실이용’을 통하여 가예약한 경우, 20분 내 열람실에 입실하여 모바일의 ‘비콘 인증’ 처리하여야 하며
20분이 초과될 경우 좌석 배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다. 열람실 이용 후 모바일의 ‘배정취소’ 처리를 통해 반드시 좌석을 반납하여야 함. 좌석을 반납하지 않아 1학기동안
3회 자동반납 및 강제반납 처리된 경우에는 이후 해당 학기동안 열람실의 이용 제한

라. 열람실 이용시간은 중앙도서관에서 정한 시험(예비)기간에는 1회 4시간, 1회 연장이며, 이외 기간에는 1회 6시간,
2회 연장 가능(이용 연장은 종료시간 한 시간 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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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장

13. 도서관 모바일 이용 안내

가. 반납예정일 이전에 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도서연기를 신청

모바일 어플 설치방법

나. 대출한 자료는 1책당 1회(대출기간 1/2) 연장
도서관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강남대 도서관’으로 검색하여 설치하시고,
부여된 통합로그인의 ID, Password를 통하여 로그인 후 설치과정에서 ‘예’, ‘확인’으로 완료바람.

다. 대출자료 연장시 연장한 날로부터 해당 기간만큼만 연장되므로 반납일을 확인바람.
라. 연체중인 자료가 있거나 연체료가 미납되어 있으면 대출연장 불가
마. 예약자료는 대출연장 불가

가. 도서관 모바일을 통한 열람실 이용
◎ 어플 내 하단 녹색 아이콘에서 ‘열람실이용’ 클릭!

10. 반납

열람실 이용 유의사항

가. 대출한 자료는 자료실 개관시간중 정보봉사실에서 직접 반납 또는 자가대출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설정에서 반드시 ‘WiFi’, ‘블루투스’ 및 ‘위치 서비스’를 켜고 이용해야 함.

자료실 개관시간이외에는 무인자동반납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음.

나. 무인자동반납기는 중앙도서관 1층, 샬롬관 1층, 심전생활관 1층에 배치

1) 도서관 밖에서 가배정시

다. 무인자동반납기는 한 번에 한 권씩만 반납 처리되므로 강제로 여러 권의 책을 넣지 않도록 유의

① ‘열람실이용’ 아이콘 클릭

라. 무인자동반납기에서는 딸림자료가 있는 자료, 예약자료, 지정자료는 반납 불가

② 희망하는 열람실 선택(열람실 별 총좌석수와 현재 이용좌석수가 표기됨)

마. 자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료의 반납예정일을 꼭 확인하고 자료 반납 시 홈페이지에서 반납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③ 희망하는 빈좌석 선택(녹색 표시)

바. 반납증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반납내역을 확인

④ ‘가배정(입실 확인 필요)’ 버튼 클릭 및 확인
⑤ 도서관에 20분내에 와서 녹색 아이콘 ‘비콘인증’이나 ‘WiFi인증’ 클릭하여 인증 후 이용

11. 연체료

가. 대출자료(딸림자료 포함)를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1책 1일 50원의 연체료 징수(토.일.공휴일 포함)
나. 연체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자료대출 중지
다. 30일 이상 장기연체 시, 연체료 납부와 별도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방학기간 제외).
12. 대출자료 훼손 및 분실

가. 대출자료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규정’에 따라 변상
나.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함.
다. 동일자료로 변상 할 수 없을 경우에 원본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도서관에서 지정한 유사한 자료로
대물변상하여야 함. 유사자료란 같은 주제의 자료로서 최신간으로 원본보다 면수가 많은 것에 한함.

(20분이 넘으면 자동 취소와 패널티 부여)
⑥ ‘WiFi’는 반드시 KNU를 선택하여야 함(비밀번호 : officenet1)
2) 도서관 안에서 직접 배정시
① ‘열람실이용’ 아이콘 클릭
② 희망하는 열람실 선택(열람실 별 총좌석수와 현재 이용좌석수가 표기됨)
③ 희망하는 빈좌석 선택(녹색 표시)
④ ‘배정’ 버튼 클릭 및 확인, 닫기
⑤ 초기화면 상단에 배정현황 표기 참조
3) 연장하기
① 초기화면 상단 배정현황에서 만료시간 1시간전부터 연장 가능
② 연장은 도서관 내에서만 가능(도서관 밖에서는 연장 불가)
③ 배정만료시간 이후 연장 불가(배정만료시간 이후에는 좌석 반납으로 타 이용자가 예약하게 됨을 유의)
4) 반납하기(=배정취소)
① 열람실 이용 후 반드시 좌석을 반납해야 함. 반납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 적용
② 초기화면 상단 배정현황에서 ‘배정취소’ 버튼 클릭
③ ‘[알림]좌석배정을 취소하시겠습니까?’에서 ‘확인’ 클릭
④ ‘반납’은 도서관 밖에서도 어플을 통해 가능하니 배정만료시간 이전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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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서관 모바일을 통한 스터디룸 이용

6) 교내 스터디룸 안내

◎ 어플 내 하단 녹색 아이콘에서 ‘스터디룸이용’ 클릭!
스터디룸 이용 유의사항
최소 이용 인원을 지켜주세요.
8인실(4명 이상) / 6인실(3명 이상) / 4인실(2명 이상) / 12인실(6명 이상)
1) 예약하기(7일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가능)
① ‘스터디룸이용’ 아이콘 클릭
② 희망하는 날자 클릭
③ 희망하는 스터디룸 및 빈 시간 선택(녹색 표시)
이용시간은 최대 2시간
④ 이용인원, 모임명, 기타(전달사항)을 기재하고 대표 예약자외 최소이용인원만큼 이용자의 학번 및 성명을 입력하여
⑤ ‘이용자 등록’ 후 ‘예약’버튼 클릭
2) 예약후 당일 이용하기
① 대표 예약자는 당일 예약시간부터 30분이내 어플내 ‘QR코드인증’을 눌러 스터디룸 앞에 있는 ‘QR코드’를 인식 후 이용
② 예약시간 30분 초과시 예약이 자동 취소됨.
3) 연장하기
① 해당 스터디룸의 이후 예약자가 없을 시 종료 1시간 전부터 ‘1시간 연장’ 클릭
4) 반납하기
① 이용 후 반드시 ‘예약취소’ 클릭
5) 유의사항
① 이용 후 반드시 이용자를 위하여 정리 후 퇴실바랍니다.
② 예약했더라도 최소이용인원일 경우는 이용할 수 없으며(혼자서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없음),
③ 반드시 예약 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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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환학생

5. 대외교류센터

1) 프로그램 개요 : 재학기간 중 자매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수학한 후 학점과 이수학기를 인정받는 제도
2) 파견기간 : 1학기~1년

국제교류 안내

3) 지원자격:
가)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해당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어학능력 및 자격을 갖춘 자
나) 1학년이상(편입생은 1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다) 졸업 최종학기가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자
라)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자
마) 학칙에 의거 징계 사실이 없는 자

가. 복수학위
1) 프로그램개요 : 본교 2년+자매교 2년~3년 이수 후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파견기간 : 4학기 이상 최대 3년
3) 세부내용

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기타 선발요건을 갖춘 자(군 미필자는 병무청 유학허가원 요)
4) 세부내용
가) 영어권
파견대학
/국가

Edge Hill University /
영국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KUC) / 캐나다

Ham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독일

파견인원

0명

4명

7명

파견기간

1학기

1학기

1학기 ~ 1년

해당전공

양교공통개설전공

캐나다학전공 1명
타전공 3명(양교 공통개설전공)

사회복지관련 및 상징계열 전공
(공과대학)

선발기준

해당전공

비용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학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필요에 따라 면접 실시 가능)
TOEIC 785(Listening 400,
Reading 385, Speaking 160,
Writing 150) 또는
iBT 76이상
( L:17, R:18, S:20, W:17)
또는
IELTS 6.0이상

TOEIC 700 이상 또는
iBT 80이상
(L:16, R:15, S:17, W:15이상)
또는
IELTS 6.0이상
(모든 섹션 5.5이상)

ㆍ학비 : 상대대학에 납부
ㆍ(본교 학비 전액 면제)
※본교 학비 전액면제 시 기타 ※자매대 수업료 면제, 본교 등록금 납부
※장학금(성적장학금 등)은
ㆍ기숙사비 : 자비부담
※수혜불가
ㆍ식비 및 기타비용 : 자비부담
ㆍ기숙사비 : 자비부담
ㆍ식비 및 기타비용 : 자비부담

영어수업이 가능한
어학능력 소지자
(iBT 80 또는 IELTS6.5이상
우선선발)

ㆍ학비 : 본교에 납부 후
ㆍ파견대학 면제
ㆍ기숙사비 : 자비부담
ㆍ식비 및 기타비용 : 자비부담

※ 상기 내용은 양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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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다. 어학연수프로그램(글로벌역량강화캠프)
1) 프로그램개요 : 해외 자매교 또는 부설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어학연수과정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강료 할인 또는 장학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연수기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2) 세부내용

과정명

방학 중 단기어학연수과정

파견대학/국가

중국 및 영미권 자매대학 ※ 파견여부 및 파견대학은 방학 전 1~3개월 전에 확정, 공지

파견인원

학기별 상이

파견기간

4~6주

지원자격

재학생
① 이수구분: 자유선택
② 표기과목명: 어학연수(2과목 이상 시 연번호 부여)
③ 총 평점평균 미포함 PASS/FAIL 표기
- 외국대학 회화 관련 이수과목만 산출인정
- 외국대학 이수학점이 실점수일 경우: 60점이상 PASS/60점미만 FAIL
④ 1과목 2학점(최대 4과목 8학점 인정)
⑤ 단기어학연수: 4주~12주 - 2학점(1과목)

다) 중국
학점인정
파견대학
(소재지)

연태대학교
(산동성 연태)

린이대학
(산동성 린이)

양주대학
(강소성 양주)

길림재경대학
(길림성 장춘)

길림외국어대학
(길림성 장춘)

산동사범대학교
(산동성 제남)

파견인원

4명

2명

1명

6명

2명

중국어전공 1명

파견기간

1학기

1학기

1년

1년

1학기

1년

해당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양교공통
개설전공

언어자격

한어수평고시(HSK) 소지자 또는 HSK에 상응하는 중국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선발기준

평균평점, 학업계획서, 어학능력점수 심사

비용

· 학비: 본교납부 후 파견대학 면제 · 기숙사비: 자비부담 · 기타비용: 자비부담

비용

· 일체경비는 자비부담

· 소정의 수업료 할인 또는 장학금 지원 혜택 제공

* 학교 주관 단기어학연수과정 이외에 학생 개별 어학연수과정은 본교 "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제 3장,
제 1절 어학연수 지침에 따름

라. WEST프로그램
1) WEST프로그램 개요
가) 2008년8월 한ㆍ 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해외 연수 기회를 확보하고자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라) 카자흐스탄 / 러시아

연계한 프로그램

파견대학
(소재지)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orkyt Ata Kyzylorda State University
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 (러시아국립사회대),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극동국립대)

파견인원

0명

파견기간

1년/6개월

해당전공

양교공통개설전공

언어자격

카작어/러시아어 관련 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선발기준
비용

최대 18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 가능
다) 기존 어학연수와 달리 초기 어학연수 기간 중 취업활동 및 유급 인턴으로 체재비용의 일부 충당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학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필요에 따라 면접 실시 가능)
· 학비: 본교에 납부 후 파견대학 면제 · 기숙사비: 전액 면제

나) 연간 최대 100명의 한국대학생을 목표로 어학연수 4개월, 인턴취업 6~13개월(조정가능), 관광 1개월 등의 과정을 통해

· 식비 및 기타비용: 자비부담

대

상

영어능력
성적평점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TOEIC 800점 이상 또는 NEAT(듣기/읽기) 138점 이상이고 TOEIC 스피킹 5등급(110점) 이상
3.375/4.5이상

※ 상기 내용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추후 상대 국가나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각 프로그램선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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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가) WEST 프로그램 신청은 www.worldjob.or.kr 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6. 글로컬사회공헌센터

나) 본교의 별도 공지에 따라 공인 영어성적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후 최종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총장 명의 공문으로 추천함
4) 세부 프로그램 신청 내역 및 기간 : 확정 시 추후 별도 공지
5) 선발방법 : 공인영어 및 학교성적, 참가계획서, 영어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마. Global Challenger
  

1) Global Challenger 목적
가)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소양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형 인재 양성

글로컬사회공헌센터 안내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경천애인”의 창학이념과 “봉사인 양성”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환경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재학생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한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사회봉사 활동 지원, 국내·외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외부 봉사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사회봉사인증 졸업인증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테마탐방을 통하여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워 미래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게 함
다) 본교 협력대학 및 기관 방문을 통해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현지봉사 활동, 문화교류를 연계함

위치

샬롬관 B106호
지역사회 협력/기여 총괄 관리 및 지원

2) 프로그램 개요
탐방팀별로 인원을 구성하여 지정된 국가 및 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각 팀이 정한 주제에

담당별 내선번호

봉사영역 개발 및 관리,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사회봉사 실적 관리 및 결과 조사 분석
교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사전조사를 한 후 탐방기간 중 주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경험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탐방보고서를 제출

031)899-7178
031)899-7177
031)280-3931

1. 사회봉사인증 졸업인증제 Q&A

3) 탐방국가 및 대상: 본교 협력대학 및 기관

Q1. 졸업인증제 시행 대상은 누구인가요?

4) 탐방기간: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A1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모든 학생이 '사회봉사인증'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5) 세부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기간 : 확정 시 추후 별도 공지

단,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인 경우 학생이 '사회봉사인증' 이수여부를 선택 가능

6)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선택여부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종합정보시스템상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졸업에 문제없음)
※ 졸업인증제 제외 대상
· 군위탁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및 체육특기자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애학생(장애인 등 대상자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우로 등록한 자)
· 외국인 학생(외국인 신입생, 복수학위생)
· 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 파견자
· 편입학생(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한 자)
· 기타 졸업인증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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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졸업인증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 1) 사회봉사인증특강 2회 이상 수강

7. 장애학생지원센터

- 이러닝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강좌 4개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사회봉사인증특강 이수 여부 확인 방법
· 기존 e-학습도우미 수강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 이러닝캠퍼스(2019-1학기부터 시행) 수강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사회봉사인증특강 수강 방법 : 이러닝캠퍼스 – 비교과강좌 – 수강신청
http://ecampus.kangnam.ac.kr/mod/ubboard/article.php?id=1&bwid=276
2)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학생 입학년월 이후의 봉사활동만 인정 (ex. 2019학번의 경우 입학일자 2019.03.04.부터 가능)
- 봉사활동 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365 또는 VMS에서 발급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가능
- 위 기관 외의 확인서는 담당자 판단 하에 VMS에 실적을 등록한 후, 학생이 재업로드하여 처리

위치

샬롬관 B101호

연락처

031)280-3932, 031)899-7175

1. 교수·학습 지원
구 분
우선수강신청 제도

학점등록 제도

학생 신청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왼쪽 상단 ‘졸업인증제 관리’ →‘사회봉사인증신청’ → 신규신청’ →
봉사일자, 봉사시간, 봉사장소, 봉사내역 입력 → 봉사활동확인서 첨부파일 업로드
< https://jb.kangnam.ac.kr/notice/view.jsp?writ_numb=103&pageNum=1&reff_cont=1111&keyfield >
2. 사회봉사의 실천 교과목
Q1. 사회봉사의실천 PASS 기준을 알고 싶어요.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Q2. ‘교과목인정신청’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장애대학생 수업 지원

봉사내역 입력 → 봉사활동확인서 첨부파일 업로드 → 저장
< http://ecampus.kangnam.ac.kr/mod/ubboard/article.php?id=842&bwid=4500>
<사회봉사인증특강 수강 방법> 이러닝캠퍼스 – 비교과강좌 – 수강신청
http://ecampus.kangnam.ac.kr/mod/ubboard/article.php?id=1&bwid=276

※ 신청방법
수강신청(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학점등록신청서 작성(장애학생지원센터 제출)
→ 등록고지서 발행(인터넷 출력) → 등록금납부(은행 납부)
노트북, 휠체어, 확대기 등 각종 기자재 대여
- 일반 교육지원인력 : 강의실 이동 보조 및 수업 내용 대필, 생활지원
- 전문 교육지원인력 : 수화통역 및 속기 지원

A1 : 교과목인정처리 기준 : OT 1회 필참 +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 사회봉사인증특강 2회 이상 이수

A2 :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왼쪽 상단‘수업관리’ → ‘교과목인정신청’ → ‘신규신청’ → 봉사일자, 봉사시간, 봉사장소,

개인의 장애특성, 강의실의 수강편의 및 수강예정과목 등을 고려하여 비장애학생보다
먼저 지정된 일정에 수강신청 가능
수강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으로 등록 가능

Q3. 졸업인증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 지원시기 : 매 학기 방학 중(1~2월, 7~8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 수강신청 완료 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서와 시간표 제출
- 장애학생 지정좌석 지원 : 장애학생 지정석 표시 가능한 스티커 배부.
필요 시 개별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
- 강의실 변경 지원

중앙도서관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 운영

중앙도서관 1층에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을 배정하여 편리한 이용 가능

매 학기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신청
3. 봉사활동 기관 소개
Q1.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는 기관이 없어요.
A1 : ① VMS 홈페이지 → ‘봉사활동처 조회’ 클릭 → 활동지역별 검색

장애학우장학금 제도

<https://www.vms.or.kr/partspace/inquiry.do>
② 1365 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 → ‘모집중인 자원봉사’ 클릭 → 활동지역별 검색
<https://www.1365.go.kr/vols/1572247904127/partcptn/timeCptn.do
장애학생
상대평가 예외 적용

※ 신청자격
- 학생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해당학기에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0 이상 취득 및 교내 타 장학금 수혜가 없는 자
- 해당자가 신입 또는 편입생인 경우 성적 적용 제외
- 신청제한 : 정규학기 초과자, 미등록자, 휴학자, 학점등록자, 장학금 기수혜 대체등록자
장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장애학생 중 수강신청 시 상대평가 예외 대상자로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158

159

2021학년도 KNU 신·편입생 고고고 (알고, 준비하고, 적응하고)

2. 편의시설 및 이동도움차량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4. 그 외 기타 지원사업

교내생활에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 이동도움차량(곰두리차량) 운행
학내 이동차량
지원 서비스 제도

※ 이용방법
- 전용 전화번호(010-8877-4087) 곰두리 전담직원에게 연락
- 운행시간 : 주간(08:40~17:30) / 야간(17:30~20:00)

기숙사 우선배정

기숙사(심전생활관) 입실을 희망할 경우 장애학생실에 배정

3. 장애학생 활동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장애학생 관련행사 지원

다양한 장애학생 관련행사 지원
ex) 장애인의 날,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취업특강 등

강남대장애학우학생회
(강장회)

- 교내 장애학생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학생+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단체
-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진행
ex)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 MT, 종강모임 등

구 분

주요 내용

청각장애학생
문자통역서비스
지원사업

청각장애학생들이 속기사 및 수어통역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교내외 특강 및 대외 활동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문자통역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학생의 요청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장애학생 학업 및
교내활동 멘토링 사업
‘같이의 가치’

강남대학교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기존 장애대학생도우미
지원사업에서 한계가 있었던 학습코칭, 교내·외 특강 및 공모전 등 강의 외 활동, 정서지원 등
을 멘토링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장애학생 학업 및 교내활동 멘토링 사업 ‘같이의 가치’를 운영

5. 장애학생지원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

가. 위치 : 샬롬관 B101호
나. 운영시간 : 평일 09:00 ~ 17:30
다. 전화번호 : 031)280-3932, 031)899-7175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 이동 보조, 대필 보조, 생활 지원 등
- 장애학생 학업 및 교내활동 멘토링 ‘같이의 가치’
- 장애인식개선 교육 : 매 학기 인성과학문 수업 시간 중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 장애학생 스터디그룹 : 학기 중 스터디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나눔 및 주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스터디 진행
- 장애학생 취업역량 증진 프로그램 : 토익(TOEIC)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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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직장예비군 교육훈련

8. 대학직장예비군연대

가. 교육훈련 세부과목 및 시간
1) 학생 및 교원 : 방침일부 보류자로써,안보교육(2H),개인화기사격 및 사격술(2H)
과제훈련(4H)등 8시간

대학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안내

2) 직원 : 지역 예비군과 동일(예비군 연차에 따라 32H~20H)

나. 교육훈련 시 준수사항
위치

승리관 102호

연락처

- 전화 : 교내 3595~6, 교외 031-280-3595~6
- FAX : 031-280-3597

1) 훈련복장 : 군복, 군화, 전투모 요대, 고무링 등 예비군 복장 착용
2)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지참
3) 훈련 입소시간 : 해당일 09:00까지(입소시간 경과 시 귀가 조치)
4) 훈련장 위치 : 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

1. 대학직장예비군이란?
대학에 소속된 학생 및 교직원(교원) 중 예비군 대원은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함으로써 수업권 보장 및 학사일정을 보장하고

다.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는 교육훈련 소집일7일전 (전달일 및 훈련일 포함 9일전)까지 대

국가관 확립 및 안보의식 제고

학직장예비군연대(승리관102호)에서 E-mail로 개별통지

가. 편성대상자

단, 2차보충훈련 대상자는 훈련 9일전까지 본인이 직접 수령

1)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라. 교육훈련 연기 : 교육훈련의 연기는 질병,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 구속, 시험(국가

*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초과자, 졸업연기자, 유급자등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기관 주관)등의 사유발생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천재지변 등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유선에 의한 신고 후 조치 가능)

2)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3. 직장민방위대원 민방위 신고

나. 의무
대학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중 예비군 대원은 전원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야 하며 대원의 선택에 따라 지역예비군에

가. 신고대상 : 대학에 근무중인 교직원 및 교원 중 2021년에 만20세(2001년생)부터 40세
(1981년)까지 되는 대한민국 남자

임의 편성할 수 없다.

나.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 중 교직원 및 교원은 인사팀의 협조를 받아 X-1년 12월 중

다. 편성절차

예비군연대에서 기흥구청으로 일괄 편성 신고한다.
입학, 편입, 복학, 재입학 수속 절차를 마친 후
4. 행정안내

- 복학자를 제외한 예비군 대상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서 양식을 교부 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예비군 연대본부에 제출한다.(전역증 지참)
- 복학생은 복학신청 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서 제출
* 단, 예비군 편성대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신고서 등록화면이 없어 편성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복학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직장예비군연대본부에서 편성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증명 발급
- 대학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 교육훈련 확인서   

나. 대학직장예비군 연락처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40(구갈동) 강남대학교 승리관 102호 (우:16979)
- 전화 : 교내 3595~6, 교외 031-280-3595~6

- 제출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서는 대학직장예비군연대 본부에서 확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전입조치 및 관리한다.
(단,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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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사 안내

3. 재학생 입영취소원 처리
현역 입영 기일 연기제도는 대학에 재학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것을 유예하여 졸업 시 까지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1. 징병검사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 연령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가. 대상

가. 입영원 취소사유

1) 그 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대학원

대학

2)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사람

타 대학 편입

3)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폐교(과)

나. 징병검사 장소
1) 상설 징병서(지방 병무청)

유학

2) 이동 징병서(원거리,시,군)

장학생 선발

학교장 확인서

본인 질병

다. 징병검사 구분
1) 신체검사

부모 병간호

2) 적성검사

학비조달 가능

3) 병종부여

군 지원
기타 상당한 사유로 지방 병무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항

라. 징병검사 기일연기
연기대상

처리절차

참고사항

질병 또는 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기말 시험·교내 주요 행사 등

징병검사 5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기일연기 원서를 제출

기일 연기사유가 해소된 후
징병검사 실시

본인, 친권자 사실 확인서

4. 학적 변동자 처리
재학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 발생일로 14일내에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통보되어 재학생 입영 연기가 취소된다.
- 휴학, 퇴학, 제적·정학, 성적 불량으로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불가능한 자

5. 재학생 입영 희망원 출원 및 군입영 절차

마. 국가 기술 또는 면허를 취득한 자는 징병검사 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지참.

가. 재학생 징병검사 및 입영이 연기 중인 자로서 입영을 원하는 자는 재학중 입영 희망원서를 제출토록한다.
2. 재학생 입영 연기

1) 출원 대상 : 재학생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자

학적 보유자 명부가 본적지 지방 병무청에 접수되기 이전에 현역 입영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증명서(합격증,

2) 출원 기간 : 연중 언제든지 출원 가능 다만, 19세자는 20세에 입영되므로 8월1일 이후 출원

등록금,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장에게 연기원을 출원(우편가능)하면 우선 기일 연기처리 후 학적 보유자

3) 출원 관서 : 현역 입영대상자(신체등위 1,2급) : 주소지 구·시·읍·면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하여 연기가 확정되게 된다.

4) 출원 서류 : 재학생 입영희망원서 1부(출원 관서에 비치

가. 학교별 제한연령
학교별
제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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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영 희망원 출원자 처리(병무청 발행 병역 의무 이행절차에서 발취)
전문대학

대학

1) 징병검사 대상자는 입영 희망원 출원 시 징병검사 통지서를 즉석에서 교부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2년제

5-6년제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 입영 희망원 출원자는 1개월 이내, 거주지 출원자는 2개월 이내에 징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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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우 및 특전

9. 학군단 행정실

가. 장학금 지급
1) 봉사 장학금 (년2회) : 60∼85만원 (14명)
2) 단기 복무장려금(3학년 1회) : 400만원(전원)

학군단 및 학군장교(ROTC) 양성 안내

3)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대학생 선발 시 재학 중 전액 국비지원 (남/여 대학 1,2, 3, 4학년때 선발)

나. 전공학과를 고려한 병과 부여
위치

승리관 403호

1) 병과 부여 시 전공학과 및 개인 희망지원 분야, 특기 등을 고려 부여

연락처

- 전화 : 031-899-7180~3
- 팩스 : 031-899-7188
- 메일 : rotc205@kangnam.ac.kr

2) 군 복무기간 개인의 전공을 더욱 발전시키는 교육의 연장으로 가능

다. 석/박사 학위 취득기회 (장기복무자)
1) 임관 후 국내·외 민간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가능

1. 개요
1961년에 창설된 학생군사교육단(ROTC,학군단)은 졸업 후 군과 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2) 위탁선발 시 학비전액 국비로 지원

라. 후보생 생활과정 군사학 학점 취득으로 졸업학점에 포함

있으며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 왔다. 강남대학교에는 2005년 창설되었으며 자유로운

1) 3, 4학년 기간 12학점 취득(학기당 3학점)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며 학기 중 리더십과 관리 분야 및 군사학 교육을 받고 3, 4학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2주의 군사교육을

2) 절제된 후보생 생활로 학점 향상 (훈육관에 의한 전담지도)

이수하면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을 장교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

마. 전역 시 생활 자금 마련
1) 월 급여 저축, 군인 공제회, 퇴직금 등

2. ROTC 란?
대학 1, 2학년 때 학군장교(ROTC)후보생으로 선발되면 3, 4학년 기간 동안 교내교육 (군사학) 및 12주의 입영훈련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로서 병사들을 선두 지휘하는 리더십을 경험으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 전공과목에 따른 병과부여로
군복무기간 동안 전공과목을 응용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통해 전문가의 역량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소대원을 지휘하면서 체득한
지휘 통솔능력(리더십)을 바탕으로 2년 4개월간 지휘자로서의 경력을 통해 탁월한 리더쉽을 구비, 전역 후 취업에 유리,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모집시기

가. 매년 3월 지원서 접수, 4~5월 필기/면접평가
나. 6월 신체검사/신원조회
다. 8월 최종선발

2) 합리적인 후보생 생활 (안보현장 견학, 초빙강연, 봉사활동 등)

바. 장교로 복무기간 복지혜택
1) 생활 필수품 및 복지시설 염가 이용
2) 주택 특별 분양 (군인 공제회, 국민주택 : 장기복무자)
3) 휴가 및 출장 시 휴양시설 이용
4) 군자녀 교육비 지원(장기복무자)
5)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사. 전역 시 일반기업체 취업알선
1) 일반대학 졸업 후 취업률 보다 10~20%이상
2) 대기업, 국영업체 장교출신 선호

아. 야전근무 시 혜택
4. 후보생 생활과 교육과정

1) 일과 후 독신숙소 (BOQ)이용

ROTC후보생들은 학기 중에 학과 공부에 충실하면서 초급간부가 갖추어야 할 군사교육을 받는다.

2) 휴무일 보장 및 개인발전을 위한 자격증 취득 가능

가. 교육과정
1) 교육내용 : ROTC 후보생의 군사지식 함양, 학기당 3학점 취득(총 4학기 12학점)
2) 입영훈련 : 3,4학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기초 군사 훈련(총 12주)

나. 교내 교육내용
1) 주당 4~6시간, 학기당 40시간 내외의 이론교육으로 지휘통솔, 정훈(교관능력 구비),
체력단련 등 기초군사지식 위주로 실시
2) 초급 간부로서의 리더쉽과 관리능력 배양, 전인교육 실시

다. 입영훈련
1) 2학년 동계(4주) 및 3,4학년 하계(각 4주)의 병영 훈련 이수 : 기초 전술 전기를 연마
2) 군인정신, 간부 자질 함양(리더쉽과 협동심,인내력 등), 체력단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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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대학생

7.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가. 모집시기 : 매년 3월 ~10월(대학 1, 2, 3, 4학년 지원, 발표 : 11월 중)

가. 모집시기 : 매년 4월 ~ 11월
나. 자 격

* 모집일정은 육군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 남/여

나. 자 격
1)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 남 / 여

2) 대학 1,2,3학년 재학생

2) 군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결격사유 없는 자

3) 군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결격사유 없는 자

3) 전학년 매학기 평점 C학점(백분율 70%)이상인자

다. 선발요소 : 필기평가(40%), 대학성적(10%), 면접(30%), 체력검정(20%)인성/신체검사,

4) 재정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사람.

라. 특 전

다. 선발요소 : 필기평가(40%), 대학성적(10%), 면접(30%), 체력검정(20%)인성/신체검사, 신원조회

1)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전문 분야 활용

라. 특 전

2) 국내 민간대학원 취학, 우방국 유학 가능
3) 계급에 상응한 각종 복지

1) 대학 졸업 시까지 매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전역 후 일반기업체 및 예비군지휘관등 군관련 직위로 채용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체

신원조회

경력사원 우대

4) 병역문제 해결로 대학생활 안정 및 군 관련분야 취업 진출 유리

6. 학사사관

8. 학군단 행정실 위치 및 연락처

가. 모집시기 : 매년 4월 ~ 11월

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40(구갈동) 강남대학교 승리관 403호

나. 자 격

나. 연락처

1)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이하 남/여 (국가고시-29세 이하, 예비역-30세 이하)

1) 전화 : 031-899-7180~3

2)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2) 팩스 : 031-899-7188

3) 군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결격사유 없는 자

3) 메일 : rotc205@kangnam.ac.kr

다. 선발요소 : 필기평가(40%), 대학성적(10%), 면접(30%), 체력검정(20%)인성/신체검사, 신원조회
라. 특 전
1) 임관 후 전공학과와 연계된 병과 근무
2) 장기복무 시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가능
3) 전역 시 일반 기업체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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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생활관 편의시설 안내

10. 심전생활관
기숙사 이용 안내
편의점

기숙사 이용 안내
2021학년도 심전생활관(기숙사) 안내

무인택배함

세탁실

건강헬스센터

심전생활관 관생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1. 소방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2. 응급처치 관련 유자격자 상시 근무
3. 전 자동 중앙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호실 관리
4. 입/출입 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제한
5.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담당자 상시 근무
6. 심야시간 안전한 귀사를 위한 사각지역 상시 순찰
7.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한 24시간 관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심전생활관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
1. 재학 중 통학시간 및 교통비 대비 저렴한 생활관비
2. 시간활용의 용이성[통학을 위한 이동시간을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다.]
3. 인근 원룸대비 경제적[인근 원룸 및 오피스텔 비용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수준]
4.원만한 교우관계 가능[사회성 향상에 도움]
5. 다양한 관생 복지 프로그램 및 교내 근로장학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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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 1관(구관)

심전 2관(신관)

-4인 1실
-수련원 형태
-공동샤워실 / 화장실
-재학생/유학생 호실
-1학기 632,000원
-선발: 신입생 거리 우선
(2학기: 성적+거리 종합)
-리모델링 예정

-2인 1실
-콘도 형태
-개별샤워실 / 화장실
-재학생 전용호실
-1학기 1,162,000원
-선발: 신입생 거리 우선
(2학기: 성적+거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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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TEL : 031-280-3542~4 / FAX : 031-280-3549
www.kangnam.ac.kr

디자인 / 제작
총괄: 고계원 센터장. 책임: 국민지 책임학생연구원(18학번) . 최서희 책임학생연구원(17학번), 양현정 책임학생연구원(18학번),
김혜진 선임학생연구원(19학번), 이지원 선임학생연구원(19학번), 이소정 학생연구원(20학번), 임다희 학생연구원(2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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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TEL : 031-280-3542~4 / FAX : 031-280-3549
www.kang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