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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2학기 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     부     내     용

8월

1 2 3 4  8월 1일(수) ∼ 9월  1일(토)
 8월 13일(월) ∼ 8월 16일(목)
 8월 22일(수) ∼ 8월 27일(월)
 8월 29일(수) ∼ 8월 30일(목)

제2학기 복학
제2학기 수강신청
제2학기 등록
탈락자 수강신청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1  9월  1일(토)
 9월  6일(목) ∼  9월  7일(금)
 9월 14일(금) ∼  9월 15일(토)
 9월 17일(월) ∼  9월 15일(토)

제2학기 개강
제2학기 수강정정
정정탈락자 수강신청
제2학기 수강취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0월

1 2 3 4 5 6

 10월 20일(토) ∼  10월 26일(금) 제2학기 중간시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12월 10일(월) ∼ 12월 17일(월)
12월 18일(화) ∼ 12월 24일(월)
12월 25일(화) ∼  2월 28일(목)

제2학기 보강일
제2학기 기말시험
동계방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의사항]
❚ 수강신청 및 정정, 취소시 수강확정 된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내용(교과목번호, 분반, 

재수강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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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제2학기 보강기간 안내 ]

❚ 2018.12.10.(월) ~ 2018.12.17.(월) 보강기간에는 공휴일 휴강에 대한 보강 외에 일반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공휴일 휴강에 대한 보강수업은 날짜(요일)만 변경되며, 교시 및 강의실은 동일하게 운영 됩니다.
    (예시) 개천절 2018. 10. 3.(수) 3~5교시 수업의 경우 2018. 12. 17.(월) 3~5교시에 기존 강의실에서 

수업 진행

※ 자체보강: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보강일을 지정하지 않고 교강사가 학기 중 자율적으로 보강 실시

월 기         간 비      고

9월

 9. 1. ~  9. 7. (1주)
 9. 8. ~  9.14. (2주)
 9.15. ~  9.21. (3주)
 9.22. ~  9.28. (4주)
 9.29. ~  10. 5. (5주)

10월

 10. 6. ~  10.12. (6주)
10.13. ~ 10.19. (7주)
10.20. ~ 10.26. (8주) 중간시험
10.27. ~ 11. 2. (9주)

11월

 11. 3. ~  11. 9. (10주)
 11.10. ~  11.16. (11주)
 11.17 ~  11.23. (12주)
 11.24. ~ 11.30. (13주)

12월
 12.1. ~  12. 7. (14주)

 12. 10. ~  12.17. 보강기간
 12.18. ~  12.24. (15주) 기말시험

공휴일 보강일
2018.9.24.(월)

추석연휴
2018.12.10.(월)

2018.9.25.(화) 2018.12.11.(화)
2018.9.26.(수) 대체공휴일 2018.12.12.(수)
2018.10.3.(수) 개천절 2018.12.14.(금)
2018.10.9.(화) 한글날 2018.12.17.(월)
2018.11.1.(목) 개교기념일 2018.1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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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강신청 안내
※ 재학생으로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되오니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20조 2항 참조)

1. 수강신청·정정 및 취소일정
1) 수강신청 일정

구  분 기       간 기타사항 장 소
수강신청

(교과목 담기) 2018. 8.13.(월) 13:00 ~ 8.16.(목) 23:50 재학생 및 복학생
( 희망과목 신청 / 선착순 아님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장소

수강신청 후
확정여부 확인 2018. 8.28.(화) 14:00 이후 학생본인이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탈락자

수강신청 2018. 8.29.(수) 13:00 ~ 8.30.(목) 23:50 탈락자 및 미수강신청자
( 선착순 )

수강정정 
(교과목 담기) 2018. 9. 6.(목) 13:00 ~ 9. 7.(금) 23:50 재학생

( 희망과목 정정 / 선착순 아님 )
수강정정 후

확정여부 확인 2018. 9.13.(화)  10:00이후 학생본인이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정정탈락자
수강신청 2018. 9.14.(금)  9:00 ~  9.15.(토) 23:50 정정 후 탈락자 및 미수강신청자

( 선착순 )
수강취소 2018. 9.17.(월) 09:00 ~  9.18.(화) 23:50

※�신청된 교과목의 취소만 가능
추가 수강신청 및 정정은

일절 불허함
※�참고사항: 스마트폰으로 수강신청 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꼭 PC나 수강신청확인서 등으로 최종 확인 필요

2) 수강신청 방법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http://www.donga.ac.kr) → 학사안내(http://intra.donga.ac.kr)

 → 수강신청 안내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 로그인 → 수강신청
3)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학사안내)를 통해 어디서든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4) 인원 제한이 있는 강좌의 경우 수강확정 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자가 확정되므로, 확인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확정/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강 정정한 강좌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5) 1과목이라도 탈락과목이 있을 경우 또는 수강신청기간 내 수강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자 

수강신청기간에 교과목의 신규 신청, 정정, 삭제가 모두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수강 확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바로 확정됩니다.

6) 수강신청 내역 미저장, 수강탈락 미확인, 분반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은 

최종 수강확정 및 수강 취소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 6 -

7) 수강 확정 기준
이수구분 교     양 전     공

세부영역
교양필수
토대교양
공학교양

기초과학 및 수학
평생교육

중점교양
기본소양
교직과목
자유선택

학과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확
정
기
준

1순위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4학년 F학점 재수강자

2순위 학년순(1→4→2→3)
야간강좌에 한해 야간학생 우선 소속학과 제1전공자 소속학과 제1전공자

3순위 직전 학기 다(多) 학점 이수자 학년순(4→1→2→3)
야간강좌에 한해 야간학생 우선 복수․부․연계․융합전공자

4순위 랜덤(Random) 확정 직전학기 다(多)학점 이수자 학년순(4→1→2→3)
야간강좌에 한해 야간학생 우선

5순위 - 랜덤(Random) 확정 직전학기 다(多)학점 이수자

6순위 - - 랜덤(Random) 확정
※�참고사항
  1. 동일순위의 확정기준자가 많아 수강확정이 불가할 경우, 다음 순위의 확정기준으로 적용
  2. 야간학생 우선기준은 야간강좌일 경우에만 해당함
  3. e-러닝 강좌(DAU, GeLC, 영호남 4개 대학)의 경우 수강 확정 기준이 상이함(Ⅹ. e-러닝 교과목 수강 안내 참고)

2. 학부(과) 연락처
￭ 수강신청 관련사항은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 사무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의 수강 제한인원 및 증원 관련사항은 해당 교과목의 개설학과(p.7)로 문의 바랍니다.

￭ 교양교과목(교양필수, 중점교양, 토대교양, 자유선택)의 경우 개설부서는 기초교양대학이며, 

제한인원 및 수강 관련사항은 주관학과(p.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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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연락처 대학 학부(과) 연락처

인문
과학
대학

행정지원실 200-7003

공
과
대
학

행정지원실 200-7603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인간환경
융합

공학부

건축공학과 7606
사학과 7060 토목공학과 7620
고고미술사학과 7151 환경공학과 7674
한국어문학과 7019 에너지·자원공학과 7763
영어영문학과 7036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

전기공학과 7732
독어독문학과 7091 전자공학과 7701, 7730
프랑스문화학과 7117 컴퓨터공학과 7776
중국어학과 7128 기계․

산업경영
공학부

기계공학과 7659
교육학과 7074 산업경영공학과 7686
아동학과 7306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7787

자연
과학
대학

행정지원실 200-7203 신소재
화학

공학부

화학공학과 7717
수학과 7206 신소재공학과 7747

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7539신소재물리학과 7221

디자인
환경
대학

행정지원실 200-5902화학과 7240
건축학과(5년제) 7618생명과학과 7260
산업디자인학과 7980

사회
과학
대학

행정지원실 200-8603
패션디자인학과 7328정치외교학과 8605
도시계획공학과 7662행정학과 8628

사회학과 8638 조경학과 7571
사회복지학과 8666

예술
체육
대학

행정지원실 (예) 200-1702
(체) 200- 7803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8645

미술학과 1720,1740경제학과 8615
음악학과 1758,1760금융학과 8661
체육학과 7806

경영
대학

행정지원실 200-7403
태권도학과 7856경영학과 7406

건강
과학
대학

행정지원실 200-7902~3국제관광학과 7426
식품영양학과 7317국제무역학과 7436
의약생명공학과 7561경영정보학과 7463
건강관리학과 7528지식서비스경영학과 7496

의과
대학

행정지원실 240-2903~4
생명
자원
과학
대학

행정지원실 200-7503
분자유전공학과 7598 의예과 2944
응용생물공학과 7595 의학과 2796
생명공학과 7596 간호학과 2947
생명자원산업학과 7590 글로벌비즈니스

대학
행정지원실 200-8705

∙기초교양대학 행정실: 200-6432
∙교수학습개발센터(e-러닝, 가상대학): 200-6293~4
∙부산․울산․경남권역대학이러닝지원센터: 055-772-0641

글로벌비즈니스학과 8706

중국․일본학부
행정지원실 200-8702~3
중국학전공 8727
일본학전공 8707

석당인재학부 200-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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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과목(교양필수, 토대교양, 중점교양, 자유선택) 주관학과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GEN005 Talking English 2A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외국인교수실) 6089
GEN006 Talking English 2B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외국인교수실) 6089
GEN007 인문학적사고와자기표현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 6432~3
GEN008 무도와인성(태권도) 교양필수 태권도학과 7856
GEN009 무도와인성(유도) 교양필수 체육학과 7038
GEN011 Communication English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외국인교수실) 6089
GEN012 창의적자기설계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 6432~3
GEN013 봉사와헌신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 6432~3
GEN014 계열별명저읽기와세미나 교양필수 기초교양대학 6432~3
BAS100 이해와커뮤니케이션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200 논리와사유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300 컴퓨터적사고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400 수학의세계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401 생명의이해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402 인간과에너지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403 화학의이해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BAS404 기초통계 토대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GEN123 한국사의이해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24 유물이말하는우리역사 중점교양 고고미술사학과 7151
GEN125 인생과철학의테마들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26 윤리의식과사회문제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27 소통과협력의동아시아사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28 인권의역사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29 도덕적사고와인성함양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30 행복한삶과윤리적삶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31 일상생활논리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32 도시의역사와문화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33 동양고전의지혜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134 한국미술사의이해 중점교양 고고미술사학과 7151
GEN135 시네마속의인문학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136 동양사상으로배우는삶의길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137 세계속의한국사중심과주변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40 문화와함께하는세계화속의세계사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142 동남아시아의역사와문화 증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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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GEN201 로컬문화의이해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02 독서, 책에길을묻다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03 설득의수사학 중점교양 독어독문학과 7091
GEN204 21세기중국인문키워드 중점교양 중국어학과 7128
GEN205 중국인문기행 중점교양 중국어학과 7128
GEN206 서지학개론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07 문학과광기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08 언어와문화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09 글로벌시대의한국문학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10 책과미디어로읽는인문학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211 소설과신화적상상력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333 동서문화의만남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334 영미사회와영어권문화여행 중점교양 영어영문학과 7036
GEN335 영화로읽는동서문학 중점교양 영어영문학과 7036
GEN336 유럽도시와문화 중점교양 프랑스문화학과 7117
GEN337 신체활동과재활의이해 중점교양 체육학과 7853
GEN338 운동과학과환경 중점교양 태권도학과 7856
GEN339 새로운문화속의음악

(바하에서K-POP까지) 중점교양 음악학과 1760
GEN340 대중문화와한국미술탐사 중점교양 미술학과 1720
GEN361 평생건강체력만들기 중점교양 체육학과 7853
GEN362 음악기초이론 중점교양 음악학과 1760
GEN363 가상현실시대의대중문화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364 이미지로만나는미술기행 중점교양 고고미술사학과 7151
GEN365 영어제대로듣고발음하기 중점교양 영어영문학과 7036
GEN366 한국의역사와인물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367 실용영문법의이해 중점교양 영어영문학과 7036
GEN368 철학사상의이해와전개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369 고전문학새로읽기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370 언어의이해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371 프랑스문화산책 중점교양 프랑스문화학과 7117
GEN372 영화속중국이야기 중점교양 중국어학과 7128
GEN373 현대문학의감상과이해 중점교양 한국어문학과 7019
GEN374 행복한대인관계심리 중점교양 아동학과 7306
GEN375 패션을말하다 중점교양 패션디자인학과 7328
GEN404 경제학원론 중점교양 경제학과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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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GEN408 경제수학 중점교양 경제학과 8615
GEN414 관광학의이해 중점교양 국제관광학과 7490
GEN415 경영학의기초 중점교양 경영학과 7406
GEN416 회계의이해 중점교양 경영학과 7406
GEN417 경영수학의이해 중점교양 경영학과 7406
GEN418 경제원리 중점교양 경제학과 8615
GEN419 경영통계학의이해 중점교양 경영학과 7406
GEN420 무역학의이해 중점교양 국제무역학과 7436
GEN500 법과시민윤리 중점교양 법학전문대학원 8536
GEN501 동북공정과독도문제 중점교양 사학과 7060
GEN502 동북아의평화와인권 중점교양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8727
GEN513 서양정치사 중점교양 정치외교학과 8605
GEN517 행정학원서강독 중점교양 행정학과 8628
GEN520 현대사회와광고 중점교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8645
GEN521 문화인류학의이해 중점교양 사회학과 8638
GEN522 현대사회와정부 중점교양 행정학과 8628
GEN523 생활속의생명윤리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524 현대정치의이해 중점교양 정치외교학과 8605
GEN525 직업세계의이해 중점교양 사회학과 8638
GEN526 정보사회의커뮤니케이션 중점교양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8645
GEN527 행복한삶과복지의이해 중점교양 사회복지학과 8666
GEN528 민법의이해 중점교양 국제무역학과 7406
GEN600 미래생명산업과식량 중점교양 분자유전공학과 7598
GEN601 스마트사회와IT 중점교양 경영정보학과 7463
GEN615 생애주기별인체변화와질병관리 중점교양 건강관리학과 7528
GEN616 수학입문 중점교양 수학과 7206
GEN617 생명의이해 중점교양 응용생물공학과 7595
GEN618 알기쉬운영유아발달 중점교양 아동학과 7306
GEN619 알기쉬운식품과다이어트 중점교양 식품영양학과 7317
GEN620 현대인의레저와헬스케어 중점교양 건강관리학과 7528
GEN621 바른걷기와건강디자인 중점교양 건강관리학과 7528
GEN700 인간과환경 중점교양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GEN701 디자인과수학 중점교양 수학과 7206
GEN702 생명윤리 중점교양 생명과학과 7260
GEN703 음식과문화 중점교양 국제관광학과 7426
GEN704 행복의과학적탐구 중점교양 태권도학과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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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GEN705 공공미술과도시환경 중점교양 미술학과 1720
GEN706 디자인과융합기술 중점교양 산업디자인학과 7980
GEN707 부산의역사와건축문화 중점교양 건축학과 7618
GEN708 거대한전환 중점교양 기초교양대학 6432~3
GEN709 법과영화 중점교양 법학전문대학원 8536
GEN710 유럽문화관광 중점교양 프랑스문화학과 7117
FRE003 식품과건강 자유선택 식품영양학과 7317
FRE004 행복한결혼과가족 자유선택 아동학과 7306
FRE005 생활속의회계와세무 자유선택 경영학과 7406
FRE008 취업경력개발및진로설정 자유선택 취업지원실 6222
FRE009 인터넷창업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011 창업실무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012 청년창업의사업화전략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020 영어발표및토론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외국인강사실) 6089
FRE022 군사학Ⅰ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023 군사학Ⅱ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024 미래학 자유선택 사회학과 8638
FRE025 산업기술과윤리 자유선택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7006
FRE026 현대사회와생명공학 자유선택 생명공학과 7596
FRE033 생활원예 자유선택 분자생명공학과 7598
FRE035 교양독서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169
FRE037 새내기레벨업 자유선택 입학사정관실 6305
FRE038 사회봉사Ⅰ 자유선택 학생복지과 6202
FRE039 사회봉사Ⅱ 자유선택 학생복지과 6202
FRE040 사회봉사Ⅲ 자유선택 학생복지과 6202
FRE041 TOEIC(초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2 TOEIC(중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3 TOEIC(고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4 TOEICSPEAKING(초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5 TOEICSPEAKING(중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6 TOEICSPEAKING(고급)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47 군사학Ⅲ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048 군사학Ⅳ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049 니하오  중국어(기초) 자유선택 공자아카데미 1958
FRE050 니하오  중국어(중급) 자유선택 공자아카데미 1958
FRE052 창의적  프레젠테이션 스킬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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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FRE058 항만․물류  IT창업실무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059 기초물리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60 기초화학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61 석당박물관에서만나는명품 자유선택 고고미술사학과 7151
FRE062 생활안전과응급처치법 자유선택 건강관리학과 7528
FRE063 정보화사회와법 자유선택 법학전문대학원 8536
FRE064 연극과영화의이해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019
FRE066 몸의현대적이해와실천 자유선택 체육학과 7038
FRE068 비주얼보고서작성의기술 자유선택 미술학과 1720
FRE070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71 미리보는통일 자유선택 국제전문대학원 8402
FRE072 함께하는통일 자유선택 국제전문대학원 8402
FRE073 인간행동과심리학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FRE074 인성과가치의이해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FRE075 변화를이끄는창의적리더십 자유선택 행정학과 8628
FRE077 실용한자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019
FRE078 아시아청년문화감상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019
FRE079 영어독해및작문 자유선택 영어영문학과 7036
FRE080 실용비즈니스영어 자유선택 영어영문학과 7036
FRE081 한국사회와다문화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FRE082 중국어입문 자유선택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8727
FRE083 일본어입문 자유선택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 8707
FRE084 지식재산권의이해와활용 자유선택 법학전문대학원 8536
FRE085 ‘놀이하는인간’,문화그리고예술 자유선택 사학과 7060
FRE086 발표와토론의기술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019
FRE087 갈등과협상전략 자유선택 독어독문학과 7091
FRE088 자연과응용통계 자유선택 수학과 7206
FRE090 경영의이해와활용 자유선택 경영학과 7406
FRE091 디지털정보활용 자유선택 컴퓨터공학과 7776
FRE092 디자인과창의적사고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093 진로와자기계발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FRE094 클릭부산의하루 자유선택 행정학과 8628
FRE095 세상의문을여는논술 자유선택 한국어문학과 7019
FRE097 에너지의기초 자유선택 신소재물리학과 7221
FRE098 서양사이야기 자유선택 사학과 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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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FRE100 환경과미래 자유선택 환경공학과 7674
FRE101 해양과부산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102 대학한국어Ⅰ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03 한국어발표와작문Ⅰ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04 대학한국어Ⅱ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05 한국어발표와작문Ⅱ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06 창업과지식재산 자유선택 공학교육혁신센터 6566
FRE107 특허분석과발명출원 자유선택 공학교육혁신센터 6566
FRE108 창의발명프로젝트 자유선택 공학교육혁신센터 6566
FRE110 나의향료와화장품 자유선택 화학과 7240
FRE113 손자병법을통한경영학의이해 자유선택 국제전문대학원 8402
FRE115 경영기초영어Ⅰ 자유선택 경영학과 7402~4
FRE116 경영기초영어Ⅱ 자유선택 경영학과 7402~4
FRE117 그림으로보는신화이야기 자유선택 미술학과 1720
FRE118 매채를통한한국어Ⅰ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19 매채를통한한국어Ⅱ 자유선택 국제교류과 1492
FRE120 창업실습Ⅰ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121 창업실습Ⅱ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122 창업현장실습Ⅰ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124 창업현장실습Ⅱ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125 도전과실패를통한성공 자유선택 국제무역학과 7436
FRE126 인간관계와커뮤니케이션스킬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FRE129 중남미한인디아스포라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130 영화와함께하는죽음학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132 북한학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133 전쟁사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134 미국에서살아남기1A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외국인강사실) 6089
FRE135 미국에서살아남기1B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외국인강사실) 6089
FRE138 알쓸소송(알아두면쓸모있는소송) 자유선택 법학전문대학원 8536
FRE139 사진이미지(사진기에서휴대폰) 자유선택 미술학과 1720
FRE140 프랑스어첫걸음 자유선택 프랑스문화학과 7117
FRE141 스타트업실전창업 자유선택 창업지원단 6465
FRE142 DAU자기관리학습번 자유선택 교수학습개발센터 6299
FRE143 리더십 자유선택 학생군사교육단 6578
FRE144 합리적의심:세상똑바로보기 자유선택 교육학과 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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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주관학과 연락처
FRE150 지중해문명교류사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151 해양개척과항해의세계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FRE152 해양문화로의초대 자유선택 기초교양대학 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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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5분제 수업 안내
※ 3학점 이론 3시간 교과목은 75분제 수업을 실시합니다.

1) 개 요
내실있는 강의 운영과 수강생의 집중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기존 3학점 이론의 3시간 - 150분 수업 

(50분 ×3시간)을 75분 수업 2회로 요일을 달리하여 강의시간이 편성됩니다.

2) 75분제 수업의 강의 및 휴식시간 안내
구  분 교 시 시   간 비    고

주간
수업

3 ~ 5 09:00 ~ 10:15 75분
휴식 10:15 ~ 10:30 15분

6 ~ 8 10:30 ~ 11:45 75분
휴식 11:45 ~ 12:00 15분

9 ~ 11 12:00 ~ 13:15 75분
휴식 13:15 ~ 13:30 15분

12 ~ 14 13:30 ~ 14:45 75분
휴식 14:45 ~ 15:00 15분

15 ~ 17 15:00 ~ 16:15 75분
휴식 16:15 ~ 16:30 15분

18 ~ 20 16:30 ~ 17:45 75분
휴식 17:45 ~ 18:00 15분

야간
수업

21 ~ 23 18:00 ~ 19:10 70분
휴식 19:10 ~ 19:15 5분

24 ~ 26 19:15 ~ 20:25 70분
휴식 20:25 ~ 20:30 5분

27 ~ 29 20:30 ~ 21:40 70분

3) 50분제 수업과 75분제 수업의 강의 및 휴식시간 비교

교 시 3교시(09:00~09:30) 4교시(09:30~10:00) 5교시(10:00~10:30) 6교시(10:30~11:00) 7교시(11:00~11:30) 8교시(11:30~12:00)
50분제 수업(50) 휴식(10) 수업(50) 휴식(10) 수업(50) 휴식(10)
75분제 수업(75) 휴식(15) 수업(75) 휴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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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교시 표기형식 변경안내
1) 2010학년도 제1학기부터 강의교시 표기형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수업시간 교 시 수업시간 교 시 교시

시작시각 종료시각 50분제 시작시각 종료시각 50분제 75분제
- - - 8:00 08:30 1교시

8:30 09:00 2교시
9:00 10:00 1교시 9:00 09:30 3교시 3교시

9:30 10:00 4교시 4교시
10:00 11:00 2교시 10:00 10:30 5교시 5교시

10:30 11:00 6교시 6교시
11:00 12:00 3교시 11:00 11:30 7교시 7교시

11:30 12:00 8교시 8교시
12:00 13:00 4교시 12:00 12:30 9교시 9교시

12:30 13:00 10교시 10교시
13:00 14:00 5교시 13:00 13:30 11교시 11교시

13:30 14:00 12교시 12교시
14:00 15:00 6교시 14:00 14:30 13교시 13교시

14:30 15:00 14교시 14교시
15:00 16:00 7교시 15:00 15:30 15교시 15교시

15:30 16:00 16교시 16교시
16:00 17:00 8교시 16:00 16:30 17교시 17교시

16:30 17:00 18교시 18교시
17:00 18:00 9교시 17:00 17:30 19교시 19교시

17:30 18:00 20교시 20교시
18:00 18:50 10교시 18:00 18:25 21교시 21교시

18:25 18:50 22교시 22교시
18:50 19:40 11교시 18:50 19:15 23교시 23교시

19:15 19:40 24교시 24교시
19:40 20:30 12교시 19:40 20:05 25교시 25교시

20:05 20:30 26교시 26교시
20:30 21:20 13교시 20:30 20:55 27교시 27교시

20:55 21:20 28교시 28교시
21:20 22:10 14교시 21:20 21:45 29교시 29교시

21:45 22:10 30교시 30교시

2) 야간강의는 교시당 25분이며 75분 수업은 70분 수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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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강신청 방법(Web)
1) 홈페이지(www.donga.ac.kr) 접속 → 학사안내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 학부생 수강신청 로그인
2)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설명┃ 학번(학번 생성 전에는 수험번호)과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생년월일) 

+ 휴대폰 뒷4자리)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로그인 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강의시간표 조회

   

   ┃설명┃ [강의시간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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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시간표 상세조회
※ 교과목명을 클릭하면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계획서 미입력 또는 내용 관련 사항은 개설 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가) 단과대학, 학과, 세부 전공을 지정하여 교과목 조회 가능

나) 이수구분을 지정하여 이수구분별 교과목 조회 가능

다) 교과목번호 또는 교과목명으로 교과목 조회 가능

┃설명┃ 단과대학 및 학과,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및 교과목명 등 원하는 검색 조건을 지정하여 
수강할 교과목 및 강의시간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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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의시간표 출력

┃설명┃ 원하는 경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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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신청 버튼 클릭

┃설명┃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7) 수강 교과목 입력

  

┃설명┃ 수강신청 입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목번호와 분반을 입력한 후 [신청]버튼을 클릭
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저장된 교과목이 아래에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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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강신청 교과목 삭제

┃설명┃ 수강신청 한 과목 중 삭제하고자 하는 과목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수강신청 확인서 조회

┃설명┃ 수강신청 종료 후에는 학사안내–수업–수강신청확인서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청한 강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수강신청확인서]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바로가기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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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강신청 확인서 출력

┃설명┃ 수강신청확인서에서 신청한 교과목번호와 교과목명 및 분반, 재수강 내역, 확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설명┃ 최종확정 후 과목명과 분반, 재수강내역에 모두 이상이 없는 경우 프린트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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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의평가 결과 조회

  

┃설명┃ 수강신청 기간 중에는 지난  2017학년도 동일 학기 교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수업계획서 조회: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교과목명을 클릭하면 수업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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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수강신청 방법(Web)
1) 재수강 신청의 일반원칙

￭ 신청대상 교과목
-. 2014학번 이전:  기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학업성적이 B+등급(평점 3.5)이하 등급(B+, B, 

C+, C, D+, D, F)인 교과목에 한해 가능
-. 2015학번 이후: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평점2.5) 등급 이하(C+, C, D+, D, F)의 교과

목에 한하여 재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성적은 A등
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 가능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입니다(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6학점).

￭ 성적의 처리
재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수강취소기간까지 모두 종료되어 재수강신청이 확정되면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 처리됩니다(이전에 취득한 성적과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나중에 취득
한 성적만 기재됨).

￭ 재수강 후 취득한 성적 ‘R’ (Retake) 표기(2017학번부터 적용)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 상 해당교과목에 ‘R’(Retake)이 표기됩니다. 

2) 재수강 목적으로 입력한 과목이 기 취득한 과목과 명칭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며 재수강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3) 교과목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 및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은 우선 
수강신청 하고 난 뒤, 해당 교과목의 오른쪽 끝에 있는 [재수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합니다(클릭하지 않을 경우 재수강 처리 되지 않고 이전성적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것).

   ※ 유사 및 대체교과목은 학사안내 → 교과과정 →  유사 및 대체교과목 안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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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수강]버튼을 클릭하면 기 취득교과목 중에서 재수강에 해당하는 교과목 전부를 나타내어 
주는데, 재수강 신청하고자 하는 유사 및 대체 교과목을 선택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2개 이상의 교과목이 동일한 하나의 교과목으로 유사 및 대체된 경우, 한 과목으로 이전에 들었던 과목을 
2개까지 재수강하여 삭제 가능함)

5) 재수강신청 후, 반드시 수강신청 조회  및 수강신청확인서 출력을 통해 재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수강내역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과목의 재수강신청이 정상처리 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 후 재수강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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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신청학점 및 제한학점
1) 최대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공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21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석당인재학부는 24학점까지 신청가능).
2) 각종 장학생 선발기준에 규정된 소정의 학점에 미달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

니다(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과 장학팀(200-6212)으로 문의).
3) 최대수강신청학점보다 적게 수강신청 한 경우, 잔여학점이 2학점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학점이월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34 
참고).

4) 학사경고를 통산 2회째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이 제한됩니다.
5)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학점

이월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학점이월제가 
적용됩니다.

6) 복수(부)전공과 교직과정(연계전공 교직과정자 포함)을 동시 이수하는 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일 경우, 3학년부터 매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2016학년도부터 야간강좌 학생도 주간강좌를 최대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수강신
청 할 수 있습니다.

7.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1) 교과목 신청 인원이 제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 일부 학생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탈

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탈락된 과목이 1강좌라도 있는 경우에만 탈락자 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개설 강좌 중 타 학부(과) 수강불가로 지정된 교과목은 해당 학부(과) 소속 학생 외에는 수강신
청 할 수 없으며, 수강을 원할 경우 개설학과로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06~13학번의 필수교양(공통교양) 과목인 실용영어회화(100001, GEN001)는 2014학년도
부터 TOEIC 초․중․고급(FRE041~043)으로 유사 및 대체됩니다(자세한 안내는 p.39 교양필
수 이수방법을 참고)

4) 06~11학번의 핵심교양, 선택교양 이수 안내는 p.36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교양은 중점
교양, 학과교양 또는 균형교양 교과목을 이수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5) 12~16학번의 경우 중점교양 및 균형교양 이수시 영역의 구분없이 총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17학번부터는 중점교양 이수시 1,2영역을 각각 3학점씩 이수하고, 남은 학점을 3∼7영역에
서 중복되지 않게 분산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6) 동일교과목이 2강좌 이상 분반되어 개설된 경우는 소속 학부(과)에 문의하여 지정된 분반으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7) ‘학년개방’이 ‘Y’로 표시된 교과목은 수강대상학년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8) 수강신청과 수강정정 확정 발표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동일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수강신청한 분반이 아닌 타 분반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성적 및 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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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강신청교과목 정정
1)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이 된 경우
   ￭ 수강신청한 강좌가 분반이 변경되거나 합반이 된 경우
   ￭ 강의시간의 변경 혹은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2)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정(삭제 및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기간 내에 변경해야  

합니다.
3) 수강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전혀 하지 못한 미수강신청자 및 복학생은 수강정정기간을 이용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을 일절 불허합니다.
9. 수강신청교과목 취소

1) 수강정정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후, 신청했던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과목이 발생한 경우는 지정된 기간(매학기 3월 말, 9월 말)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수강취소기간에는 수강을 취소한 교과목 대신 다른 교과목으로 신청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3) 본인이 취소한 과목은 다시 수강신청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취소시 신중을 기하고, 취소 후에
는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정확히 취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수강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특정 장학금 수혜 학점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수강을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취소한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6) 재수강으로 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경우, 기 취득한 이전 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10. 재수강신청
1) 재수강 신청 기준
  가) 2014학번 이전 신입생 적용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B+(평점3.5) 등급 이하(B+, B, C+, C, D+, D, F)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나) 2015학번 이후 신입생 적용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평점2.5) 등급 이하(C+, C, D+, D, F)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재수강으로 취득가능한 성적은 A등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 가능 학점
은 학기당  6학점 이내입니다(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6학점).

2) 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에서 재수강신청내역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재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수강취소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 기 취득한 성적이 삭제 처리되며, 

이때 성적조회를 통해 이전 성적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R’(Retake)이 표기 됩니다.(2017학번부터적용)

   ※ 추가재수강신청(2014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
수강신청시 유사대체교과목의 재수강버튼을 클릭하지 못하고 이수하여 성적표에 두 과목이 각각 
기재된 경우, 매학기 초(3월, 9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안내를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중에 
추가재수강을 신청함으로써 이전에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처리(삭제)할 수 있습니다(201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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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사항
1) 졸업학점의 이수

￭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이 충족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취득학점의 총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더라도 교과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이 미달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2) 교양교과목의 폐강기준(단, Communication English, TOEIC Speaking, 영어발표및토론은 10명 
미만)

￭ 주간강좌 : 20명 미만인 경우
￭ 야간강좌 : 10명 미만인 경우

3) ROTC(학군단)학생은 군사학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군사학 교과목의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되며,  ROTC 학생이 아닌 경우 아래 과목의 

수강 및 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년 학점 학기 성적평가 

방법
2018-2학기 개설 시간표

교과목 강의요일(시간)
군사학Ⅰ FRE022 3 2 1학기 P/NP FRE023

군사학Ⅱ
수(18:50~20:30)
목(18:50~20:30)군사학Ⅱ FRE023 3 2 2학기 P/NP

군사학Ⅲ FRE047 4 2 1학기 P/NP FRE048
군사학Ⅳ

수(18:50~20:30)
목(18:50~20:30)군사학Ⅳ FRE048 4 2 2학기 P/NP

4) 유사 및 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이전의 교과목과 학년, 학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학점인정 관련사항
1) 사회봉사학점

￭ 학기 중 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회봉사학점은 학기 당 최대 2학점, 전체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입니다.

   ※  2011학번까지: 졸업사정 시 이전 이수구분인 “핵심교양”으로 인정 가능
    <기 취득자 추가이수>
    • 2012년까지 이미 사회봉사학점으로 2학점을 취득한 학생 

: 사회봉사Ⅰ 교과(1학점)만 추가로 이수 가능. 

    • 2013년 이후로 사회봉사 Ⅰ을 이수한 학생
: 사회봉사 Ⅱ,Ⅲ만 추가로 이수 가능.

    • 2013년 이후로 사회봉사 Ⅰ,Ⅱ를 이수한 학생
: 사회봉사 Ⅲ만 추가로 이수 가능. 

         (사회봉사 학점은 매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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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성적표상에는 P(Pass)로 표기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시키되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절차 : 사회봉사학점 온라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 학생복지과 홈페이지(http://stu.donga.ac.kr) → 온라인서비스 → 봉사학점신청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 학점인정신청 → 사회봉사학점

※ 신청 전(前) 봉사활동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 서류 제출기한 내 봉사기관에서 24시간(1학점) 또는 48시간(2학점) 이상 활동한 확인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봉사활동 인정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
구분 1학기 2학기

봉사활동 인정기간 전년도 12월 1일∼해당년도 5월 31일 해당년도 6월 1일∼해당년도 11월 30일
확인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해당년도 6월 8일 해당년도 12월 7일

￭ 봉사활동 기간 안내 및 서식(확인서, 보고서) 다운로드
:  ｢학생복지과 홈페이지 → 알아두기 → 봉사학점｣

￭ 성적확인: 성적확정 이후로 ｢학생정보서비스→성적조회｣를 통해 확인
￭ 문의처: 학생복지과 학생복지팀(200-6202∼4, http://stu.donga.ac.kr)

2)  공인된 어학성적 및 기초교양대학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특별학점)
▲ 인정 교과목

졸업적용 기준 인정과목 이수구분
2011학번 이전 실용영어회화(2학점), 영어독해 및 작문(2학점),

정보처리개론(2학점), 실용한자(1학점) 공통교양
2012,2013학번 실용영어회화(3학점) 교양필수
2014~2016학번 Talking English 1A,1B,2A,2B(각1학점/ 총4학점) 교양필수

2017학번 Talking English 1A,1B,2A 또는 2B(각1학점/ 총3학점) 교양필수  

▲ 공통사항
￭ 이미 교과목을 이수하여  C+ 이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재수강 신청 가능하며, 특별학점으로 인

정받으려면 당해학기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매학기(1학기: 5월 중,  2학기: 11월 중) 학사안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 후 특별학
점 인정신청서를 출력하여 어학성적표 혹은 자격증 사본과 함께 소속 학과로 제출합니다. 

￭ 취득학점은 매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성적표상에는 P(Pass)로 표기하여 학
점은 인정하되 등급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과목별 인정자격 기준 조회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점인정신청 → 특별학점 인정 안내
￭ 문의처 :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4), 학적팀(200-6126)

￭ 특별시험에 관한 문의 : 기초교양대학(200-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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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복무 중 취득학점의 인정
￭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및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의 이수 

학점을 복학 후 별도의 신청을 통해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 학점인정대상
- 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교과목 중 총장이 지정한 교과목
- 군 교육 및 훈련과정 중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받은 교과목

￭ 수강신청(군복무자만 신청가능함)

군 복무 중 소정의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국방부 나라사랑포털(http://www.narasarang.or.kr)을 
통해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나라사랑포털사
이트를 통하여 처리합니다.

￭ 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가) 취득한 학점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인정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학기의 성적확정일 이후부터 성적조회가 가능하며, 성적은 ‘P(Pass)’로 표기되고 취득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단, 평점평균 환산시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가) 학기 중(5월,11월)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를 잘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기간 내 ‘군 복무 중 학점인정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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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적처리 안내
1. 성적처리 사항

1) 성적처리 일정
구  분 기       간 기타사항 장 소

성적세부점수 및 
등급 입력

2018.12.25.(화) 09:00 ~ 
2019.1.2.(수) 23:50 각 교과목 교강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장소

성적세부점수 및  
등급 공시 및 정정

2019.1.3.(목) 09:00 ~  
2019.1.9.(수) 23:50

학생본인이 성적입력 조회 후 
담당교강사에게 이의제기

성적확정 2019.1.10.(목) 14:00 성적확정
성적정정원에

의한 정정 2019.1.11.(금) 09:00 ~ 1.17.(목) 교강사의 성적착오 또는
추가시험일 경우만 인정

※�참고사항: e-러닝 수업의 성적입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수업을 주관하는 기관[부산·울산·경남권역 이러
닝 지원센터, 영호남 3개 대학(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영남대학교)] 에 직접문의 

2)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 세부점수 및 등급을 입력하고, 학생들은 
입력된 사항을 성적공시 및 정정 기간인 7일 동안 직접 열람을 하여야 합니다.

3) 성적 공시기간 내에 담당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공시기간 및 정정 기간 종료 후 
성적이 확정됩니다. 그 후 7일 동안 성적착오(입력착오, 오기 또는 누락) 및 추가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정정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가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성적의 분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합니다. 
※ NP(Non-Pass)는 성적표에 미표기, 평점평균 및 학점(신청 및 취득)에 미산입

등급 평점
 A+ 4.5
A 4.0

 B+ 3.5
B 3.0

 C+ 2.5
C 2.0

 D+ 1.5
D 1.0
F 0.0

P(Pass)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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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의 평점평균(학기 및 누계)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림합니다. (※ F등급은 포함하고 P등급은 제외합니다.)

(교과목별 평점 × 학점수)의 합계
수강신청 총 학점수

6) 성적의 백분율 산출은 아래의 산식을 이용합니다. 단,  평점평균은 소수점 다섯 자리까지 인정하
여 계산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백분율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고 셋째 자리부터 반올
림합니다.  

백분율점수 = {(평점평균 X 100) - 100 } X 0.114286 + 60

2. 성적의 평가
1)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아래와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급 분포 비율
전공 교양 교직

A+ ~ A  30% 이하 30% 이하 50% 이하
A+ ~ B  70% 이하 60% 이하 90% 이하
C+ ~ F  30% 이상 40% 이상 10% 이상

2) 제한된 절대평가 교과목: A등급(A+~A)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가가능
￭ 영어강의 교과목: 강의 시간표에 영어수업이라고 표기된 교과목
￭ 실습교과목: 이론 강의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 실험, 실습, 설계 및 실기 교과목
￭ 평생교육사 교과목: 이수구분이 평교로 표기된 교과목
￭ 의예과·의학과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을 제외한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교과목

     3)  P/F, P/NP교과목의 경우 출석, 과제, 중간시험, 기말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Pass를 부여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Fail 또는 Non-Pass를 부여합니다.

     4) 문의사항
    ￭ 기타 세부사항 : 홈페이지 → 학사안내→ 성적 → 성적관리기준 및 성적조회 
    ￭ 문의처 : 학사관리과 학적팀(200-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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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공 프로그램 이수 안내

1. 전공 프로그램이란 ?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실용적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과별로 특성화된 전공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2015학년도 교과과정부터 적용). 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전공선택 교과목 
중 관련 교과목들을 선정하여 구성됩니다. 

2.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은 학과마다 1개 이상 3개 이하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1개인 학과 프로그램이 2개인 학과 프로그램이 3개인 학과

     2) 프로그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프로그램 교과목은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편성된 
공통교과목( )과 프로그램별로 편성된 독립교과목( )으로 구성됩니다. 

     3)  프로그램 구성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선택입니다.   

3.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학사안내→ 교과과정 → 전공프로그램 안내

4. 이수방법
     1) 프로그램 지정과목의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며,  2학년 2학기에 전공 프로그램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소정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졸업시 총장명의의 프로그램 이수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됩니다.

3) 1인당 신청 및 이수 가능한 프로그램의 수는 소속학과 내 3개, 복수전공학과의 프로그램 신청 시 
소속학과 및 복수전공학과 프로그램 각 1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4) 의과대학,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전공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5) 타 학부(과) ․ 전공의 프로그램 이수는 불가하나, 복수전공하는 학과의 프로그램은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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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점이월제 안내

학점이월제는 학기별 최대취득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학점이 적어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목의 학점단위로 인해 잔여학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강신청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잔여학점
1) 잔여학점 = 학기당 최대취득학점 – 직전학기 수강정정 완료 후(수강취소 전)의 신청학점 수
2) 잔여학점이 3학점 이상인  경우 본인의 자의적 선택의 결과로 간주하여 이월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이월학점 적용 예시(최대 취득학점을 19학점으로 가정했을 경우)

직전학기 수강신청 학점 잔여학점 이월가능 여부 이월불가 사유
16 3 불가 잔여학점 기준 초과
17 2 가능
18 1 가능

2. 이월학점의 산정
1) 직전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학점을 산정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시 최대취득

학점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8학년도 1학기에 휴학이나 국내외 학점교류, 인턴십 등의 과정으로 본교에서 개설된 과목

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사유발생 직전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잔여학점을 
산정합니다. 

3) 수강취소기간(매학기 3월, 9월 말)에 취소한 학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수강정정기간 완료 
후 시점으로 잔여학점이 산정됩니다.

3. 이월학점의 확인
수강신청페이지에서 학점이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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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제외
조기졸업대상자, 학·석사 연계과정자 등과 같이 학점이월과는 별도로 초과취득이 가능한 자는 학점이
월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5. 이월학점 소멸 및 제한
1) 이월된 학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소멸합니다.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남은 이월학점이 

다음 학기로 재이월 되지 않습니다.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인 학생이 직전학기에서 1학점이 이월되어 20학점이 신청가능해진 

경우 → 다시 18학점만 신청하게 되면 한번 이월된 1학점은 소멸되고, 다시 19학점을 기준으로 
1학점만 이월됨.    

2)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합니다. 즉, 8학기 의무등록 학생이 8학기째 잔여
학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학기인 9학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자퇴나 제적시에도 이월학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4) 학사경고 2회째로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3학점을 제한받는 경우, 이월학점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기는 잔여학점의 산정기준인 직전학기로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6. 참고사항
1) 휴학이나 전과시에도 잔여학점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를 휴학 후 2018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 휴학하기 직전의 
최종학기인 2017학년도 2학기를 직전 학기로 보고 잔여학점을 산정 후 복학학기인 2018학년도 
2학기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최대수강신청학점이 19학점인 학생이 직전학기에 잔여학점 2학점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학기에 
기계공학과로 전과한 경우 → 전과를 하더라도 이월학점은 소멸되지 않고 공과대학 최대취득
학점(21)+이월학점(2)으로 총 23학점까지 신청가능

2) 봉사활동 학점, 특별학점, 고교-대학 연계 학점, 군복무 중 취득학점 등과 같이 수강신청과 무관
하게 학기말에 별도로 인정되는 학점은 이월학점 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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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교과이수 안내

1. 학번별 교과 이수 안내
1) 2006~2014학년도 신입생
구분 2006~2011학년도 신입생 적용 2012~2014학년도 신입생 적용 비고 

이수구분 

공통교양
(10학점)

신입생강좌(1), 실용영어회화(2), 
영어독해 및 작문(2), 정보처리개
론(2), 글쓰기(2), 실용한자(1) 

교양필수
2012
~2013

실용영어회화(3), 
사고와표현(3) 6학점

2014 Talking English(4), 
사고와표현(3) 7학점

핵심교양 
(10학점)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10학점 충족

중점교양
(9학점)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9학점 
충족 공대제외 

학문기초교양 (6 - 18학점) 학과교양 (12 �18학점)
소속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공대제외 

선택교양 
(4-14학점)

공통교양, 핵심교양 및 
학문기초교양에서 남은 학점 ㅡ

신설 균형교양
(9-15학점)

▪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 중점교양에서 남은 학점도 인정가능
공대제외 

전공기본 (36학점) 전공필수 (36학점) 공대,법대, 
의대제외 

전공심화 (36학점) 전공선택 (36학점) 공대,법대, 
의대제외

타 학부(과) 
전공학점 
인정 범위  

1) 동일계열 내 18학점까지 전공심화로 인정
(스포츠과학대학,예술대학,의과대학제외)

2) 복수,연계전공 이수포기자의 경우 : 계열에 
관계없이 18학점까지 전공심화로 인정(단, 
자기설계,융합,부전공은 해당 없음)

1)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학과에서 지정하는 
5개 이내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

2) 다전공 포기시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단, 학과에서 지정하는 5개 이내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주전공(교양, 전공기본전체) + 복수전공 전공
기본 

주전공(교양, 전공필수전체, 전공선택 9학점)
+ 복수전공 전공교과(전공필수, 전공선택 9학점)

p.39
참고

부전공 주전공(교양, 전공기본전체) + 부전공 전공기
본 중 18학점 

주전공(교양, 전공필수전체, 전공선택30학점)
+ 부전공 전공교과(전공필수 18학점)

p.40
참고

연계전공 주전공(교양, 전공기본전체) +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중 36학점 

주전공(교양, 전공필수전체, 전공선택 9학점)
+ 연계전공 개설교과목 45학점
(단, GLP는 36학점 이수)

p.42
참고

자기설계
연계전공

주전공(교양, 전공기본 전체) + 자기설계연계
전공 개설 교과목 45학점

주전공(교양, 전공필수전체, 전공선택 9학점) + 
자기설계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45학점

p.43
참고

융합전공 주전공(교양) + 융합전공(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54학점)

주전공(교양 및 자유선택) + 융합전공(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54학점)

p.4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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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2017학년도  신입생
구분 2015~2017학년도 신입생 적용 비고 

이수구분

교양

교양
필수

2015~2016 Talking English(4), 사고와표현(3) 7학점

2017 Talking English(3), 인문학적사고와자기표현(3), 
무도와인성(1) 7학점

중점
교양

2015~2016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공대제외 

2017 1,2영역은 반드시 3학점씩 이수하고, 잔여학점은 
3∼7영역에서 중복되지 않게 분산 이수 공대제외 

학과교양 소속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공대제외 
균형
교양

2015~2016
▪ 영역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 중점교양에서 남은 학점도 인정됨 공대제외 

2017 해당 없음 해당없음

전공
전공필수 

(6-18학점) 소속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공대,의대제외 

전공선택 
(54-66학점) 소속 학과별로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 공대,의대제외

타 학부(과) 
전공학점 
인정 범위  

1)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학과에서 지정하는  4개 이내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
으로 인정

2) 다전공 포기시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단, 학과에서 지정하는 4개 이내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복수전공 주전공(교양, 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45학점)
+ 복수전공 전공교과(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45학점)

p.39
참고

부전공 주전공(교양, 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66학점)
+ 부전공 전공교과(전공필수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18학점)

p.40
참고

연계전공 주전공(교양, 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45학점)
+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45학점 (※�단, GLP는 36학점)

p.42
참고

자기설계연계전공 주전공(교양, 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한 전공 교과 45학점)
+ 자기설계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45학점

p.43
참고

융합전공 주전공(교양) + 융합전공(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54학점) p.45
참고

3) 학번별 공통교양 및 교양필수 이수과목이 서로 상이하므로 다음 페이지의 이수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졸업전까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역별 이수구분 변경사항
1) 핵심교양 또는 중점교양(융합형교과, 전략교과)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중점교양을 이수하되, 영역

별 이수 요건은 없어졌으므로, 중점교양에서 영역구분 없이 지정된 학점만큼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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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교양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중점교양, 소속학과 학과교양이나 균형교양(타학과의 학과교양) 

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존에 선택교양으로 인정되던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강좌는 협약 종료
로 인해 개설되지 않습니다.

3) 공통교양, 핵심교양, 학문기초교양에서 각각 초과한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인정되며, 선택교양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3. 2012~2016학번 균형교양 이수방법
1) 균형교양을 영역별로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은 2017년 후기 졸업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부터 

폐지되었으며, 이제는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학점만 충족하면 됩니다.(동일영역 중복 인정)

2) 또한, 2017년 후기 졸업예정자(2018년 8월 졸업예정)부터 중점교양에서 초과한 학점은 균형교양
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족한 균형교양 학점만큼을 중점교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도 됩니다.

4. 2006~2017학번 교양필수(공통교양) 이수방법
1) 반드시 해당 학번 교과과정상의 교양필수(공통교양)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유사 및 대체교과목을 검색하여 이수 또는 재수강해야 합니다.

※ 13학번 이전의 입학생이 14학번 교양필수인 Talking English 1A,1B,2A,2B를 수강할 경우, 교양필수가 
아닌 자유선택으로 인정되므로 주의

2) 유사 및 대체교과목의 검색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과과정 → 유사 및 대체교과목 안내 
3) 교양필수(공통교양) 교과목의 이수

교양과정 개편으로 교양필수(공통교양) 교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교양필수(공통교양) 교과목을 아
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아래와 같이 대체과목을 통해 졸업전까지 이수하기 바랍니다.

2006학년도 ~ 2011학년도 입학생 적용 2014학년도 이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정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유사 및 대체교과목 이수구분
100001 실용영어회화 공통교양 FRE041~043 TOEIC 초․중․고급(택일) 자유선택
100002 영어독해 및 작문 공통교양 FRE079 영어독해 및 작문 자유선택
100003 정보처리개론 공통교양 FRE091 디지털 정보 활용 자유선택

100004 신입생강좌 공통교양
FRE093 진로와 자기계발 자유선택
FRE073 인간행동과심리학 자유선택
FRE074 인성과가치의이해 자유선택

100005 글쓰기 공통교양 GEN007 인문학적사고와자기표현 교양필수
100006 실용한자 공통교양 FRE077 실용한자 자유선택

2012학년도 ~ 2013학년도 입학생 적용 2018학년도 이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정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유사 및 대체교과목 이수구분
GEN001 실용영어회화 교양필수 FRE041~043 TOEIC 초․중․고급(택일) 자유선택
GEN002 사고와 표현 교양필수 GEN007 인문학적사고와자기표현 교양필수



201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 39 -

2014학년도 ~ 2016학년도 입학생 적용 2018학년도 이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정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유사 및 대체교과목 이수구분
GEN003 Talking English1A 교양필수 FRE134 미국에서살아남기1A 자유선택
GEN004 Talking English1B 교양필수 FRE135 미국에서살아남기1B 자유선택
GEN005 Talking English2A 교양필수 GEN005 Talking English2A 교양필수
GEN006 Talking English2B 교양필수 GEN006 Talking English2B 교양필수
GEN002 사고와 표현 교양필수 GEN007 인문학적사고와자기표현 교양필수

2017학년도 입학생 적용 2018학년도 이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정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유사 및 대체교과목 이수구분
GEN003 Talking English1A 교양필수 FRE134 미국에서살아남기1A 자유선택
GEN004 Talking English1B 교양필수 FRE135 미국에서살아남기1B 자유선택

※실용영어회화, 정보처리개론, 신입생강좌, 글쓰기처럼 기존 과목과 명칭이 다른 대체과목으로  재수
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시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영어독해 및 작문, 실용한자 
등과 같이 명칭이 완전 동일한 과목은 수강 신청시 자동으로 재수강 처리됩니다.

※ 교양필수 과목 중 Communication English는 2018학번 신입생들이 이수하는 교양필수과목입니
다. 따라서 2017학번 이전 학생들에게는 교양필수가 아니므로 반드시 Talking English 교과목 혹은 
이에 대한 대체과목으로 교양필수를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공통교양(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주의사항
1) 2014학년도부터 실용영어회화(100001, GEN001)가  TOEIC 초․중․고급(FRE041~043)으로 대체

되었으므로, 실용영어회화의 이수 및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TOEIC 초․중․고급 중 한 과목을 선택
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2) 2006~2011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공통교양 총 6개 교과목(실용영
어회화, 영어독해 및 작문, 정보처리개론, 글쓰기, 실용한자 및 신입생강좌)을, 2012~2013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양필수 총 2개 교과목(사고와표현, 실용영어회화)을, 2014∼2016
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양필수 총5개 교과목(사고와표현, Talking English 
1A,1B,2A,2B)을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3) 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대체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4) 2006~2011학년도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기존 1,2학점의 공통교양 과목이 3학점으로 변경

되었거나 3학점 과목으로 대체지정된 과목을 통해 재수강하는 경우 3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공통교
양 영역에서 초과한 학점은 선택교양으로, 선택교양에서 초과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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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전공(복수,부,연계,융합전공 등) 및 조기졸업 
안내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다전공 안내 참조)

1. 복수전공
1) 신청자격 :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표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복수전공 대상범위: 본교에 편제된 학부(과)·전공[단, 교육학과,  건축학과(5년제), 의과대학 제외]

3) 적용학년도별 이수방법
  가) 2015~2017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소속학과의 전공교과 45학점, 복수전공 학과에서 
전공교과 45학점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를 이수할 때는 반드시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
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 45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과
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전체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 경영학과

전공필수 전체
경영학과
전공선택 + 자유선택

40학점 18학점 27학점 18학점 27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45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45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영어영문학과 졸업기준
학점에서 좌측 학점들
을 차감하고 남은 학점
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복수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  2015∼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5∼2017학년도 교과과정을 따르는 학생이 인문학 계열 학과․
전공(교육학과, 아동학과를 제외한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중국․일본학부 소속 전공)을 복
수전공하는 경우, 중점교양교과 중 1~2영역 교과를 추가로 이수하면  6학점까지 복수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12~2014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9학

점을, 복수전공 학과에서는 복수전공필수 전체와 복수전공선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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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4학번 수학과 소속 학생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경우

수학과
교양교과 + 수학과

전공필수 전체
수학과

전공선택 + 기계공학과
전공필수 전체

기계공학과
전공선택 + 자유선택

40학점 36학점 9학점 39학점 9학점 -3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균형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수학과 졸업기준학점에
서 좌측 학점들을 차감
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복수전공에서 총 48학점 이수 130-40-45-48=-3

  다) 공통 적용사항
￭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

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 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교과목이 복수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그 학점만큼 복수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복수전공자는 학칙  제48조에 의한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 전공을 
복수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 에 따릅
니다.

4) 신청방법
￭ 매학년도 1월 및 7월(연 2회) 다전공 모집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간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5) 중도포기
￭ 매 학년도 12월 및 6월(연 2회) 다전공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포기희망자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부전공
1) 신청자격 :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표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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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부전공 대상범위: 본교에 편제된 학부(과)·전공[단, 교육학과,  건축학과(5년제), 의과대학 제외]

3) 적용학년도별 이수방법
  가) 2015~2017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과에서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를 이수할 때는 반드시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이
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전체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 유전공학과

전공필수 전체
유전공학과
전공선택 + 자유선택

40학점 18학점 48학점 12학점 6학점 6학점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66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18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영어영문학과 졸업기준
학점에서 좌측 학점들을 
차감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66학점 이수 부전공에서 총 18학점 이수 130-40-66-18=6

  나) 2012~2014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30학

점을, 부전공 학과에서는 전공필수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
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4학번 수학과 소속 학생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부전공 하는 경우
수학과

교양교과 + 수학과
전공필수 전체

수학과
전공선택 + 기계공학과

전공필수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36학점 30학점 18학점 6학점

교양필수
중점교양
균형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
공필수 기준

수학과 졸업기준학점에서 좌
측 학점들을 차감하고 남은 학
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66학점 이수 부전공필수 18학점 이수 130-40-66-18=6

  다) 공통적용
￭ 졸업시, 부전공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부전공 이수 포기로 간주하며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
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 학부(과)·전공에서 취득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이 부전공의 전공필수교과목과 중복되
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할 경우 원소속학과의 전공과 겹치지 
않도록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 전공을 부
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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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년도 1월 및 7월(연 2회) 다전공 모집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간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5) 중도포기
￭ 매 학년도 12월 및 6월(연 2회) 다전공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포기희망자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 부전공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학위증과 학적부에 부전공 이수를 별도 표기합니다.

3. 연계전공
둘 이상의 학부(과)가 연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함으로써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보다 폭넓은 전공 선택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통한 실용전문인 양성을 위한 복수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표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적용학년도별 이수방법
  가) 2015~2017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소속학과의 전공교과 45학점, 연계전공에서 전공
교과 45학점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를 이수할 때는 소속학과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
여 이수해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 45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과
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항공비즈니스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전체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 항공비즈니스

연계전공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18학점 27학점 45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45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영어영문학과 졸업기준
학점에서 좌측 학점들을 
차감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  2015∼2016학년도 신입생 및 2015∼2016학년도 교과과정을 따르는 학생이 인문학 계열 학과․
전공(교육학과, 아동학과를 제외한 인문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중국․일본학부 소속 전공)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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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과인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중점교양교과 중 1~2영역 교과를 추가로 이수하면  6학점
까지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12~2014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9학

점을, 연계전공 학과에서는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
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4학번 수학과 소속 학생이 동북아인문프론티어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
수학과

교양교과 + 수학과
전공필수 전체

수학과
전공선택 + 동북아인문프론티어

연계전공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36학점 9학점 45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균형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수학과 졸업기준학점에
서 좌측 학점들을 차감
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다) 공통적용
￭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으

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전공자는【학칙】제48조에 의한 연계전공의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매학년도 1월 및 7월(연 2회) 다전공 모집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간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4) 중도포기
￭ 매 학년도 12월 및 6월(연 2회) 다전공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포기희망자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자기설계연계전공이수 안내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

과과정을 설계 및 이수하는 자기주도적 연계전공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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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적용학년도별 이수방법
  가) 2015~2017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소속학과의 전공교과 45학점, 본인이 직접 설계한 
연계전공에서 45학점을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를 이수할 때는 소속학과의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전공교과 45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
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을 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전체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

연계전공 과목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18학점 27학점 45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45학점에서 전

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

스스로 편성한 연계전공과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수

영어영문학과 졸업기

준학점에서 좌측 학점

들을 차감하고 남은 학

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나) 2012~2014학번 적용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9학

점을, 본인이 직접 설계한 연계전공에서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2014학번 수학과 소속 학생이 소비자심리통계전공전공(가칭) 하는 경우
수학과

교양교과 +
수학과

전공필수 전체

수학과

전공선택 +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

연계전공 과목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36학점 9학점 45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균형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공필수 기준

스스로 편성한 연계전공과목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수

수학과 졸업기준학점에

서 좌측 학점들을 차감

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다) 공통적용
￭ 자기설계연계전공 교과과정의 편성은 두 개 이상 학과들의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를 차용하여 69학점 이내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 총 45학점을 이수합니다.

￭ 소속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 이중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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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중복되는 학점만큼 연계전공 교과목 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기설계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설계연계전공자는 연계전공의 졸업논문대체 어학성적(토익 700점 이상)을 졸업예정학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매학년도 1월 및 7월(연 2회) 자기설계연계전공 모집기간을 통해 방문 접수합니다.

￭ 희망자는 자기설계 연계전공 이수신청서를 평생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면담(필수)과정을 거친 
후 승인심사결과서를 함께 학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간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4) 중도포기
￭ 매 학년도 12월 및 6월(연 2회) 다전공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포기희망자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융합전공이수 안내
둘 이상의 학부(과)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공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 1학년 수료 기준학점표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이수방법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융합
전공에 편성된 전공필수 18학점과 전공선택 54학점을 이수하여 융합전공에서 총 72학점을 이수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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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실내공간디자인 융합전공을 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 +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전공필수 전체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전공선택 +
자유선택

40학점 이수불필요 18학점 54학점 18학점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영어영문학과 졸업기

준학점에서 좌측 학

점들을 차감하고 남

은 학점만큼

융합전공에서 총 72학점 이수 130-40-72=18

￭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은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융합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속

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융합전공자는 융합전공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논문기준을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매학년도 1월 및 7월(연 2회) 다전공 모집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간은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4) 중도포기
￭ 매 학년도 12월 및 6월(연 2회) 다전공 포기신청 기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포기신청이 불가하므로, 포기희망자는 
반드시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포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 조기졸업에 관한 안내
1) 조기졸업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칙 제35조에 의하여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로 조기에 졸

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조기졸업 신청시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3학점까지 초과
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졸업 지원자격은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 과목평점 3.0이상인 학생에게 주어집
니다(희망자는 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 수강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 단, 편입
생 및 의학과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졸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조기졸업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합니다(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

4)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이 매학기 이수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미만, 교과목 평점 3.0(계
절학기 포함, P등급 제외)에 미달될 때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5) 조기졸업 대상자는 최대취득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으며 학점이월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학점이월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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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도전학기제 운영 안내

개인 또는 그룹이 한 학기 동안 수행 할 특정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과제 수
행으로 학점 인정 및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자기주도형 학습 설계 프로그램

1. 신청과제
  1) 각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도전 할 수 있는 과제
  2) 3학점 기준 주당 8~10시간 활동 할 수 있는 과제
2. 신청대상
  1) 2학년(1학년 수료)이상 재학생(단, 졸업예정자 및 직전학기 평점 2.5미만 자 제외)
  2) 개인 또는 2~4명의 그룹단위(학과 무관)
3. 신청기간: 이수학기 개강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방법: 신청서, 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 후 학사관리과 제출
5. 학점인정
  1)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3학점 단위로 3~1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졸업까지 최대 12

학점 인정
  2) 자유선택 원칙, 소속 학부(과) 승인 통해 전공선택 인정 가능
  3) 성적평가는 이수(P) 또는 미이수(NP)로 표기
6. 장학금 지원: Pass학점 취득 시 1학점 당 50,000원 지급
7. 도전학기제 이수자 의무사항
  1) 매월 월별보고서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 받음
  2) 최종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최종 평가 받음
8. 문의처: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



201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 49 -

Ⅷ. 연구학점제 운영 안내

강의실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한 학기 동안 연구(실험)실에서 경험하는 연구활동으로 보다 심
화된 전공 실습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1.  신청대상
  1) 2학년 이상 재학생
  2) 연구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과) 소속 학부생
2. 신청기간: 이수학기 개강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신청방법: 개별 학부(과) 모집 공지에 따라 신청 
4. 학점인정
  1) 전공선택으로 한 과정 당 3학점, 졸업까지 최대 6학점 인정
  2) 신청학점은 해당 학기의 최대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3) 성적평가는 이수(P) 또는 미이수(NP)로 표기
5. 연구학점제 이수자 의무사항
  1) 선발된 연구(실험)실에서 계획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주당 6시간 이상의 연구활동을 

수행. 연구활동기록부를 작성하여 매주 지도교수에게 확인
  2) 최종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최종 평가 받음
6. 문의처: 학사관리과 수업팀(20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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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자유선택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1. 자유선택 교과목
교양교과목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기초학력 증진 및 취업을 대비한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기여
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과목입니다(각 이수구분에서 남은 학점도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2. 수강신청
매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선택 교과목은 소속 대학(개설대학)에 관계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성적평가
1) P(Pass) / NP(Non-Pass)로 성적평가하여 P(Pass)시 학점만 인정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시키되 

평점 평균 환산에는 제외됩니다(NP일 경우,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음). 

단, 아래 교과목은 등급제(A+  ~  F)로 성적이 평가됩니다.

2) 등급제 성적평가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FRE003 식품과 건강 3 3 -
FRE024 미래학 3 3 -
FRE025 산업 기술과 윤리 3 3 -
FRE026 현대사회와 생명공학 3 3 -
FRE033 생활원예 2 2 -
FRE049 니하오 중국어(기초) 3 3 -
FRE050 니하오 중국어(중급) 3 3 -
FRE052 창의적 프레젠테이션 스킬 3 3 -
FRE061 석당박물관에서 만나는 명품 3 3 -
FRE063 정보화사회와 법 3 3 -
FRE064 연극과영화의이해 3 3 -
FRE066 몸의현대적이해와실천 3 3 -
FRE068 비주얼보고서작성의기술 3 3 -
FRE070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3 3 -
FRE071 미리보는통일 3 3 -
FRE072 함께하는통일 3 3 -
FRE073 인간행동과심리학 3 3 -
FRE074 인성과가치의이해 3 3 -
FRE075 변화를이끄는창의적리더십 3 3 -
FRE077 실용한자 3 3 -
FRE078 아시아청년문화감상 3 3 -
FRE079 영어독해및작문 3 3 -
FRE080 실용비즈니스영어 3 3 -
FRE081 한국사회와다문화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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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론 실습
FRE082 중국어입문 3 3 -
FRE083 일본어입문 3 3 -
FRE084 지식재산권의이해와활용 3 3 -
FRE085 ‘놀이하는인간’, 문화그리고예술 3 3 -
FRE086 발표와토론의기술 3 3 -
FRE087 갈등과협상전략 3 3 -
FRE088 자연과응용통계 3 3 -
FRE090 경영의이해와활용 3 3 -
FRE091 디지털정보활용 3 3 -
FRE092 디자인과창의적사고 3 3 -
FRE093 진로와자기계발 3 3 -
FRE094 클릭부산의하루 3 3 -
FRE095 세상의문을여는논술 3 3 -
FRE097 에너지의기초 3 3 -
FRE098 서양사이야기 3 3 -
FRE100 환경과미래 3 3 -
FRE101 해양과부산 3 3 -
FRE102 대학한국어Ⅰ 3 3 -
FRE103 한국어발표와작문Ⅰ 3 3 -
FRE104 대학한국어Ⅱ 3 3 -
FRE105 한국어발표와작문Ⅱ 3 3 -
FRE106 창업과지식재산 3 3 -
FRE107 특허분석과발명출원 3 3 -
FRE108 창의발명프로젝트 2 - 4
FRE110 나의향료와화장품 3 3 -
FRE113 손자병법을통한경영학의이해 3 3 -
FRE117 그림으로보는신화이야기 3 3 -
FRE118 매체를통한한국어Ⅰ 2 2 -
FRE119 매체를통한한국어Ⅱ 2 2 -
FRE125 도전과실패를통한성공 3 3 -
FRE126 인간관계와커뮤니케이션스킬 3 3 -
FRE129 중남미한인디아스포라 3 3 -
FRE130 영화와함께하는죽음학 3 3 -
FRE132 북한학 3 3 -
FRE133 전쟁사 3 3 -
FRE138 알쓸소송(알아두면쓸모있는소송) 3 3 -
FRE128 사진이미지(사진기에서휴대폰) 3 3 -
FRE140 프랑스어첫걸음 3 3 -
FRE143 리더십 3 3 -
FRE144 합리적의심:세상똑바로보기 3 3 -
FRE145 해양탐사와수중기술(삭제) 3 3 -
FRE150 지중해문명교류사 3 3 -
FRE151 해양개척과항해의세계 3 3 -
FRE152 해양문화로의초대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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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설 현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 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 간이론 실습 이론 실습

FRE002 식품과건강 3 3 FRE084 지식재산권의이해와활용 3 3
FRE004 행복한 결혼과 가족 3 3 FRE085 ‘놀이하는인간’,문화그리고예술 3 3
FRE005 생활속의 회계와 세무 3 3 FRE086 발표와토론의기술 3 3
FRE008 취업경력개발 및 진로설정 3 3 FRE087 갈등과협상전략 3 3
FRE009 인터넷창업 3 3 FRE088 자연과응용통계 3 3
FRE011 창업실무 3 3 FRE090 경영의이해와활용 3 3
FRE012 청년창업의 사업화전략 3 3 FRE091 디지털정보활용 3 3
FRE020 영어발표및토론 3 3 FRE092 디자인과창의적사고 3 3
FRE022 군사학Ⅰ 2 4 FRE093 진로와자기계발 3 3
FRE023 군사학Ⅱ 2 4 FRE094 클릭부산의하루 3 3
FRE024 미래학 3 3 FRE095 세상의문을여는논술 3 3
FRE025 산업기술과 윤리 3 3 FRE097 에너지의기초 3 3
FRE026 현대사회와 생명공학 3 3 FRE098 서양사이야기 3 3
FRE033 생활원예 2 2 FRE100 환경과미래 3 3
FRE034 직장체험인턴십 1 1 FRE101 해양과부산 3 3
FRE035 교양독서 2 2 FRE102 대학한국어Ⅰ 3 3
FRE037 새내기레벨업 2 2 FRE103 한국어발표와작문Ⅰ 3 3
FRE038 사회봉사Ⅰ 1 1 FRE104 대학한국어Ⅱ 3 3
FRE039 사회봉사Ⅱ 1 1 FRE105 한국어발표와작문Ⅱ 3 3
FRE040 사회봉사Ⅲ 1 1 FRE106 창업과지식재산 3 3
FRE041 TOEIC(초급) 3 3 FRE107 특허분석과발명출원 3 3
FRE042 TOEIC(중급) 3 3 FRE108 창의발명프로젝트 2 4
FRE043 TOEIC(고급) 3 3 FRE110 나의향료와화장품 3 3
FRE044 TOEIC SPEAKING(초급) 3 3 FRE113 손자병법을통한경영학의이해 3 3
FRE045 TOEIC SPEAKING(중급) 3 3 FRE115 경영기초영어Ⅰ 1 3
FRE046 TOEIC SPEAKING(고급) 3 3 FRE116 경영기초영어Ⅱ 1 3
FRE047 군사학Ⅲ 2 4 FRE117 그림으로보는신화이야기 1 3
FRE048 군사학Ⅳ 2 4 FRE118 매체를통한한국어Ⅰ 2 2
FRE049 니하오중국어(기초) 3 3 FRE119 매체를통한한국어Ⅱ 2 2
FRE050 니하오중국어(중급) 3 3 FRE120 창업실습Ⅰ 3 6
FRE052 창의적 프레젠테이션 스킬 3 3 FRE121 창업실습Ⅱ 3 6
FRE058 항만․물류 IT창업실무 3 3 FRE122 창업현장실습Ⅰ 3 6
FRE059 기초물리 1 1 FRE122 창업현장실습Ⅱ 3 6



201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 53 -

* 음영 표시된 과목은 등급제(A+ ~ F)로 성적이 부여되며, 음영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은 P/NP로 부여됩
니다.

* e-러닝 교과목(자유선택) 개설현황은 p.56에서 확인바랍니다.

5. 참고사항
1) 자유선택 교과목 개요는 「1학년용 수강신청 안내」 책자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FRE003, FRE004,  FRE073, FRE083, FRE091, FRE093, FRE126의 야간강좌는 1학기에 승학캠퍼

스, 2학기에는 부민캠퍼스에서 개설되며  FRE041~FRE046(영어관련 강좌)의 야간강좌는 사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승학캠퍼스와 부민캠퍼스에서 개설됩니다.

3) FRE059(기초물리), FRE060(기초화학)은 수강신청지정자(기초교양대학 주관 기초학력증진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한 수업에서 PASS한 자) 외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4) FRE037(새내기레벨업)은 입학사정관실 주관으로 입학사정관전형 예비입학생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됩니다.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 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 간이론 실습 이론 실습
FRE060 기초화학 1 1 FRE125 도전과실패를통한성공 3 3
FRE061 석당박물관에서만나는명품 3 3 FRE126 인간관계와커뮤니케이션스킬 3 3
FRE062 생활안전과응급처치법 1 2 FRE129 중남미한인디아스포라 3 3
FRE063 정보화사회와법 3 3 FRE130 영화와함께하는죽음학 3 3
FRE064 연극과영화의이해 3 3 FRE132 북한학 3 3
FRE066 몸의현대적이해와실천 3 3 FRE133 전쟁사 3 3
FRE068 비주얼보고서작성의기술 3 3 FRE134 미국에서살아남기1A 1 1
FRE070 대학생을위한실용금융 3 3 FRE135 미국에서살아남기1B 1 1
FRE071 미리보는통일 3 3 FRE138 알쓸소송(알아두면쓸모있는소송) 3 3
FRE072 함께하는통일 3 3 FRE128 사진이미지(사진기에서휴대폰) 3 3
FRE073 인간행동과심리학 3 3 FRE140 프랑스어첫걸음 3 3
FRE074 인성과가치의이해 3 3 FRE141 스타트업창업실전 3 3
FRE075 변화를이끄는창의적리더십 3 3 FRE142 DAU자기관리학습법 1 1
FRE077 실용한자 3 3 FRE143 리더십 3 3
FRE078 아시아청년문화감상 3 3 FRE144 합리적의심:세상똑바로보기 3 3
FRE079 영어독해및작문 3 3 FRE150 지중해문명교류사 3 3
FRE080 실용비즈니스영어 3 3 FRE151 해양개척과항해의세계 3 3
FRE081 한국사회와다문화 3 3 FRE152 해양문화로의초대 3 3
FRE082 중국어입문 3 3
FRE083 일본어입문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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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유사 및 대체교과목 수강 안내

1. 유사 및 대체교과목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폐지되어 해당 과목을 재수강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유사한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양필수 교과목의 유사 및 대체교과목 안내는 p.38 <교양필수(공통교양) 이수방법>을 
참고)

2. 유사 및 대체교과목의 검색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과과정 → 유사 및 대체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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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유사 및 대체교과목 조회는 과목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교과목번호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과목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및 대체 지정은 두 과목에만 국한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확장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시) 2014학년도에 A과목을 B과목으로 대체지정하고, 2016학년도에 B과목을 다시 C과목으로 대
체지정 하더라도  A과목이 C과목으로 유사 및 대체가 자동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 유사 및 대체 교과목은 대체 지정된 연도 이후로 수강한 경우 대체가 인정됩니다.

예시) 2014학년도부터 GEN001[실용영어회화] → FRE041[TOEIC(초급)] 유사 및 대체가 지정되었으
므로, 2014학년도 이전(2013학년도까지)에 FRE041[TOEIC(초급)]을 수강한 경우는 GEN001 

[실용영어회화]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유사 및 대체교과목으로 재수강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시 오른쪽의 재수강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고, 

수강신청확인서에서 재수강내역이 기재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수강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경우, 개별 수강이 되어 두 과목이 모두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안내

- 56 -

Ⅺ. e-러닝 교과목 수강 안내

1. e-러닝 교과목이란
학습자가 인터넷, 웹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강의(수업, 토론, 과제, 시험 등)를 들을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2. e-러닝 개설 교과목 (개설 e-러닝 교과목은 매학기 변동)
2018학년도 2학기에는  22개  e-러닝 교과목이 개설됩니다.

1) DAU(동아대학교) e-러닝 교과목
     본교 가상대학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과목
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강사명 학점
1 자유선택 E00001 01 대학생을위한사회봉사의이해 문영주 3
2 자유선택 E00003 01 숨바꼭질심리학 이승희 3
3 자유선택 E00005 01 역사로보는미국사회와문화 최영승 3
4 자유선택 E00006 01 글로벌스포츠산업의이해 오응수 3
5 자유선택 E00008 01 인체와의료기기 정동근 3
6 자유선택 E00009 01 아동과육아의이해 이경님 3
7 자유선택 E00010 01 한국언어문화의이해 이길원 3
8 자유선택 E00011 01 패션이미지업 이선희 3
9 자유선택 E00016 01 힐링심리학콘서트 김종운 3
10 자유선택 E00018 01 올바른약복용법 김동현 3
11 자유선택 E00021 01 주제로본미국법과주요사건 김대중 3

※ 상기 e-러닝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개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GeLC(부산·울산·경남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교과목
GeLC와의 협약을 통해 GeLC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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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개설대학 교강사명 학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1 자유선택 G0008 01 숲과인간생활 신라대학교 김동균 2 2018.10.25(목) 

21:00
2018.12.13(목) 

21:00

3 자유선택 G00010 01 웰리스와 자기관리 경남대학교 최옥진 2 2018.10.30(화) 18:00 2018.12.18(화) 18:00
2 자유선택 G00017 01 그리스로마신화의이해 경상대학교 이영석 2 2018.10.25(목) 19:00 2018.12.13(목) 19:00
4 자유선택 G00020 01 고사와성어의탐구 경상대학교 황의열 2 2018.10.27(토) 14:00 2018.12.15(토) 14:00
5 자유선택 G00022 01 행복한인생설계재무설계 동의대학교 박광수 2 2018.10.24(수) 

19:00
2018.12.12(수) 

19:00

  ※ GeLC e-러닝 교과목은 미리 공지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을 확인 후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영호남 4개 대학(영남대, 조선대, 원광대)간 교류 e-러닝 교과목
영호남 4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각 대학 가상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과목 

[영남대학교]
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강사명 학점
1 자유선택 Y00006 01 엑셀의이해 강용호 3
2 자유선택 Y00012 01 미국드라마로배우는영어표현 윤규철 3

[조선대학교]
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강사명 학점
1 자유선택 Y00013 01 한국사,뿌리깊은이야기 박진철 3
2 자유선택 Y00014 01 글로벌리더를위한글로벌매너 사희만 3

[원광대학교]
연번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강사명 학점
1 자유선택 Y00004 01 미래사회와정보기술 한성국 3
2 자유선택 Y00011 01 생활과한의학 임규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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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러닝 교과목 수강절차와 세부사항
수강신청 → ID발급 → 교과목 수강

※2학기 개강 : 
DAU: 2018.9.1(토)
GeLC: 2018.9.3(월)
영남대: 2018.9.3(월)
조선대: 2018.9.3(월)

  원광대:2018.8.27(월)

※수업기간 : 15주

→ 성적평가
※수강신청방법: 본교에서만 수강

신청 (본교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동일, 동일 교과목명 중복 수강 불
가, GeLC 및 타대학에서 직접 수
강신청 불가) 

※최대신청학점: 매 학기 3학점까
지(최대 수강신청 범위 내)

※수강인원제한: 과목별 수강인원 
제한, 수강신청 시 탈락가능

※수강정정: 본교 수강정정 기간 및 
방법 동일

※수강취소:  불가

※수강신청 명단
을 GeLC,영남
대,조선대,원광
대로 통보한 후 
아이디를 일괄 
발급

※성적공시 및 정정: 
수강한 대학의 가상대학
에서  등급  또는  총점으로 
확인

※최종성적확인:
본교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성적 부여기준(60
점 이상 Pass)따라 
Pass/Non-Pass 부여, 
Pass 시에만  학점 인정

구분 DAU e-러닝 교과목 GeLC e-러닝 교과목 영호남 4개 대학 e-러닝 교과목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개강 2018.9.1(토) 2018.9.3(월) 2018.9.3(월) 2018.9.3(월) 2018.8.27(월)

수강 본교 가상대학 
홈페이지

http://cyber.donga.ac.kr

부산울산경남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gelc.or.kr

영남대학교 
강의포털시스템

 홈페이지
http://lms.yu.ac.kr

조선대학교 
사이버캠퍼스 

홈페이지
http://clc.chosun.ac.kr

원광대학교 
e-class 홈페이지
http://wvu.wku.ac.kr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 동아대학교학번
￭ 비밀번호: 기존비밀번호

￭ 아이디: 동아대학교학번
￭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아이디: Y401 
(대학식별코드)+
동아대학교학번

￭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 아이디: 
da(대학식별코드)+동아대학교학번

￭ 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

접속가능일시
개강전 확정자 2018. 9. 1(토) 00:00 ~ (각 학교의 개강일정에 따름)
정정후확정자 정정일로부터 3~5일 이내

출석

￭ 출석인정기간: 
4주차까지 
9.1토요일 00:00 ~ 10.5 
금요일 23:59까지
5주차 이후:  
토요일 00:00 ∼�2주 후 금요
일 23:59까지

￭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인
정시간을 초과하여 수강해
야 출석 완료됨

￭ 출석인정기간이 지나면 출
석인정은 되지 않으나, 복습
은 가능

￭ 출석인정기간:
매주  수요일 00:00∼다음 
주 화요일 23:59까지

(개강 후 GeLC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에서 출석인정기간 확인 
필수)

￭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인정
시간을 초과하여 수강해야 
출석 완료됨

￭ 출석인정기간이 지나면 출석
인정은 되지 않으나, 복습은 
가능

￭ 전체 차시의 1/4 초과하여 결
석할 경우 NP 부여

￭ 출석인정기간: 
4주차까지 
9.3월요일

 00:00 ~9.28
 금요일 23:59까지
5주차 이후: 
매주 토요일

 00:00∼�다음 주 금
요일 23:59까지

￭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인정시간을 초
과하여 수강해야 출
석 완료됨

￭출석인정기간이 지
나면 출석인정은 되
지 않으나, 복습은 
가능

￭출석인정기간: 
매주 금요일

  00:00 ∼�2주 후 목
요일 23:59까지

￭출석인정기간 내에 
출석인정시간을 초
과하여 수강해야 
출석 완료됨

￭출석인정기간이 지
나면 출석인정은 
되지 않으나, 복습
은 가능

￭출석인정기간: 
매주  월요일

  00:00 ∼�다음 주  일
요일 23:59까지

￭출석은 담당교수자
의 공지사항을 꼭 확
인 후 출석

￭출석자료는 출석근
거자료로 활용되며 
점수산정은 교수자
의 재량임

￭출석인정기간이 지
나면 출석인정은 되
지 않으나, 복습은 가
능

시험기간 (교과목별로 일정 상이)
￭ 공지된 교과목별 시험시간에 

반드시 응시
￭ 시험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신청 할 것
(교과목별로 일정 상이)

문의처 동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051-200-6293~4 

부산울산경남권역 
대학이러닝지원센터
 055-772-0636,

0641

영남대학교
교육개발센터

053-810-1124
조선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062-230-6058  

원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063-850-5027

동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051-200-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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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최초 로그인 후 변경하시고, 원활한 수강을 위해 연락처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 GeLC,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e-러닝 교과목 신청학생은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

정보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GeLC,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의 개강, 종강, 시험기간, 성적처리 및 이의신청 기간

은 본교 학사일정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GeLC,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의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e-러닝 교과목 수강 확정 기준
해당교과목

⇨

수강 확정 기준
DAU
GeLC

영호남 4개 대학

1. 학년순(4→3→2→1)
2. 직전학기 다(多)학점 수강자

3. 랜덤(Random) 확정
※ 참고사항

온라인 교과목의 경우 인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수강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e-러닝 교과목 개요
1) DAU  e-러닝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E00001 대학생을위한사회봉사의이해

본 교과는 이러닝교과로 누구나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
히 사회봉사와 자원봉사의 차이점, 대학 사회봉사의 특성과 목적, 대학 사회
봉사의 활동대상과 활동분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수강생 자신의 전공 교과 
관련 사회봉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전
공을 기초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탐색함으로써 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을 지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00003 숨바꼭질심리학
대중매체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현상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학적
인 복합기제들을 밝히고,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재구성하여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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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E00005 역사로보는미국사회와문화

이 강좌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미국사회와 그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역
사적 사건이 사회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지역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역점을 둔 미국문
화와 지역학 학습과정이다.

E00006 글로벌스포츠산업의이해

현대사회는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스포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점차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
은 스포츠 관련 전공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
들에게도 스포츠를 산업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00008 인체와의료기기 인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물리 및 다양한 의료기기의 기본적인 원
리를 학습한다.  

E00009 아동과육아의이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심리학적, 교
육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양육기법과 육아방식을 익히도록 하여 미래의 부모
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발달의 의미와 다
양한 발달 이론을 학습하고 태내발달, 출산과 신생아, 영유아와 아동기의 신
체, 운동, 인지, 사회정서발달을 이해하며 양육환경과 육아기법을 고찰한다. 

E00010 한국언어문화의이해
한국인의 생활언어와 관련된 한국어 기초문형을 익힌다. 그리고 한국인도 꼭 
알아야 할 한국어 규범을 학습하고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도
록 한다.  

E00011 패션이미지업
의생활과 패션산업에 대해 학습하고, 상황에 맞는 자기 이미지를 연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표현방법 익혀 개인의 사회활동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
을 주고자 한다.

E00016 힐링심리학콘서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심리
학의 제 이론(정신분석적 관점, 인지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힐링심리학의 최근동향)을 학습한다. 

E00018 올바른약복용법 강의 목표는 이러한 약들의 작용 원리, 부작용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수강생들이 실생활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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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LC(부산·울산·경남권역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e-러닝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E00021 주제로본미국법과주요사건

사회의 변화는 법을 통해 반영된다. 미국법은 글로벌화 시대에 정치, 경제, 사
회, 문화를 보여주는 문명화된 사회의 한 기준으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축적
된 미국 특유의 판례법은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발전 양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미국 주요 법 분야를 개관하고 이들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 봄으로
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사회를 새롭게 되돌아본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G0008 숲과인간생활

본 교과목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숲이란 무엇이며 숲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를 학습한다. 둘째, 우리 숲의 역사와 복구과정 및 특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셋째, 숲과 인류문
명 발달, 숲과 생태계, 숲의 생물다양성, 열대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넷째, 환경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서 숲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학습한
다. 마지막으로 숲과 녹색문화, 숲 체험하기, 숲으로 돌아가기, 숲과 에코캠퍼스 가꾸기에 대하
여 학습한다. 수강생들은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있
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를 사는 지식인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많은 정보와 지식
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G00010 웰리스와자기관리
웰리스와 자기관리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형성능력과 기초생활능력
에 대해서 다룬다. 학생들은 균형교양에서 인간이해와 생활과 관련한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인간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게 되며 또한 복잡
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G00017 그리스로마신화의이해

유럽 문화의 근간으로 헬레니즘(그리스로마문화)과 헤브라이즘 (기독교정신)은 세계화 시대 현대 
인류의 문화적 원형으로 자리해 있다. 이러한 유럽문화 나아가서 현대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나아가서 서양의 문학예
술의 원천이 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양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
인 사항이다. 이 강의는 유럽문화의 한 뿌리로서 그리스 로마신화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늘의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과 잔재로서 문학 및 예술품을 감상해 보고자 한
다. 

G00020 고사와성어의
탐구

고사성어는 우리의 언어생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고사성어를 많이 익힘
으로 해서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함과 동시에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 한문에 대한 
독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 고가성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것이 활용되는 모습을 찾아보며, 그 출전인 원전을 직접 강독함으로 해서 수강생들의 한문 
독해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집된 고사성어 교재에 따라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에 속하는 
성어를 먼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어진 시간에 강독하기에 적절한 몇몇 성어를 골라 그 출
정의 내용을 강독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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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호남 4개 대학 e-러닝 교과목: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영남대학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Y00006 엑셀의이해
 본 과목은 과학분야와 공학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 또는 취업을 
돕기 위하여  Excel 함수, 피벗테이블, 매크로 및 Visual Basic Programming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Y00012 미국드라마로배
우는영어표현

 선별된 다수의 미국드라마에 나타난 여러 영어 표현들을 공부하고 익혀 영어로 
대화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조선대학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Y00013 한국사,뿌리
깊은이야기

 이 강좌는 한국사의 발전 과정에서 전개된 민족 역량과 문화적 능력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더 나아가  이 강좌는 한국의 고유한 것을 인식하
는 한국사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교양인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Y00014 글로벌리더를위
한글로벌매너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간의 인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활예절과 관행을 교육함으로써 세련된 매너와 국제 감각을 갖추게 한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G00022 행복한인생설계재무설계

본 과목은 대학생으로서 현금관리, 카드사용 등 기본적인 자금관리 뿐 아니라 취업이후의 사회
생활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투자, 부동산, 세금, 상속 등 개인의 다양한 재무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능동적인 미래 인생설계와 대학인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지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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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 개요

Y00004 미래사회와
정보기술

 정보 기술이 사회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웹,  스마트폰, 태블랫PC 등 정
보기술의 지속적인 진화는 새로운 세계 문명을 창조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 기
술의 본질과 실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혁을 조
명하는 것은 사회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지극히 필요한 사항이다.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본질과 실체를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고, 핵심 정보기
술의 내용과 이에 의한 미래 사회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통해서 수강학생들이 폭넓은 사고와 인지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사회의 주체로서 패러당임적 역량
을 강화하는데 있다.

Y00011 생활과한의학

생활과한의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미병상태나 건강상태들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는 양생을 학습하는 교양교과목이다. 이를 위해서 육체적 관점,  사회
적관점,  정신적관점 그리고 영적관점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학습을 
구성하였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거나 자주 접하는 예시를 많이 활용하여 일반
학생들도 한의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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Ⅻ. 교직과정 이수 안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전공)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자신의 전공에 해당되는 표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직과정이 설치된 타 학부(과)의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에 해당되는 표시과
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학과, 간호학과 제외)

1. 교직과정 이수 신청(지원자격 및 선발)
1) 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학년 말(4학기까지 수료학점 취득)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 전공 교직과정 이수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로서 인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2학년까지의 성적순으로 소속 학과에서 선발합니다. (단, 2학년 중 실시하는 교직 적성·인성 검사 
후 “적격” 판정자에 한해 선발)

2)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우선 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되어야 하며, 복수전공
이수규정에 의한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 중 복수전공 교직이수정원 범위 내에서 교직부에서 선
발합니다.

2. 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활동 포함)  및 산업체현장실습
1) 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이

수하고자 하는 자는 3학년 2학기 중(12월 말경)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기간 안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실습은 매년 4학년 1
학기 5월 첫째주 월요일부터 4주간 실시됩니다. 

2) 공업계 표시과목(건설,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하는 교직과정 이수예
정자는 3학년 하계 방학 중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4주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 전
공에서 이수하는 현장실습을 중복 인정할 수 있음.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교육봉사활동은 재학중의 교육봉사 활동만 인정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직

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졸업 직전 학기까지 교육 봉사활동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졸업 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완료 후, 서류 제출 시 인정함.

5)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교직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6)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가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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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한함.

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라. 봉사활동기관은 교직이수자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 대학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교직 적성·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선발시 실시한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제외)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연도별 1회)를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교직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졸업예정 학기말(매년 6, 12월 말경)에 교직과정별(전공 및 

복수전공 교직과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 양식)를 제출해야만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
으며,  교원자격증은 졸업식 당일에 교부합니다.

5. 교직과정 이수 시 유의사항
1)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및 복수전공 교직과정에 해당되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로 지정·개설된 기본이수과목 모
두, 그리고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본인의 전공 교과목 50학점 이상(※ 표
시과목 국어, 역사 53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교직과목 11개 과목(22학점)【※2013학년도 이후 입
학자 및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선발을 같이 하는 자는 12개 과목(24학점)】도 반드시 이수해
야 합니다.

2) 복수전공 교직과정자는 복수전공 해당의 기본이수과목 모두 및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논리 및 논술)을 포함하여 복수전공의 교과목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국어, 역사 5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교직과정별로 별도로 실시하며, 검정기준은 교직과목 전체 평균 80점 
이상, 전공과목 전체 평균 75점 이상입니다.

4) 교직과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점차적으로 
교직과목 이수를 권장합니다.  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육실습영역을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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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평생교육사(2급) 과정 이수 안내

전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학 기간 중 평생교육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평생교육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재학 기간 중에 다음의 10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
  - 선택(5): 청소년교육론, 교육복지론, 노인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인적자원개발론

2. 평생교육실습
1)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주간의 평생교육실습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실습은 4학년 2학기 중에 실시하며,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서류 제출 및 수강신청기간에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 평생교육실습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2급) 과정의 필수 교과목 중 ‘평생교육실습’을 제외한 4개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신청
평생교육사(2급) 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소정의 기간(매년 2, 8월 예정)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 양식) 및 관련 구비서류(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
해야만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은 졸업 후에 배부됩니다.

4. 평생교육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시 유의사항
1) 평생교육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평교

과목을 이수하되,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육과정 상의 10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교과목 전체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평생교육 교과목은 졸업 사정 시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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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 수강신청 안내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실제적인 한국어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를 이해함으로
써 전공교육의 학습을 위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자유선택 교과목입니다.

1. 수강대상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학생

2. 수강신청
우리 대학교의 타 교과목 수강신청과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동일하며, 매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 범
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출석점수 및  2회의 평가점수 평균으로  등급제(A+  ~  F)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매체를 통한 한국
어Ⅱ는 P/NP로 성적을 부여합니다.

4. 강의시간표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시간 담당교수 요일/교시/강의실
자유선택 FRE104 30 대학한국어Ⅱ 3.0/3 권경희 월 3~5(B04(C)-B107)

화 6~8(B04(C)-B107)
자유선택 FRE104 31 대학한국어Ⅱ 3.0/3 권경희 월 21~23(B06-0201)

화 21~23(B06-0201)
자유선택 FRE105 30 한국어 발표와 작문Ⅱ 3.0/3 미정 목 3~5(B04(C)-B112)

금 3~5(B04(C)-B112)
자유선택 FRE106 31 한국어 발표와 작문Ⅱ 3.0/3 백재파 목 21~23(B06-0201)

금 21~23(B06-0201)
자유선택 FRE119 30 매체를 통한 한국어Ⅱ 2.0/2 백재파 화 24~25(B06-0201)

목 24~25(B06-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