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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적용년도

교양�교과목�이수방법 유의사항

2017학년도

◦교양�이수학점� :� 36학점�이상� 학과별로�지정한�최소� 교양학점� ~� 42학점까지

◦공통기초교양(8학점)� :� 필수이수

� � -�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 -� 글로벌영어1,� 글로벌영어2,� 글로벌영어3,� 글로벌영어4� :� 학점은�유의사항�참고

◦핵심교양(9학점� 이상)� :� 교양� 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

상�필수� 이수

◦전문기초교양� :� 학과에서�전문기초교양을�지정시�필수�이수

◦일반교양� :� 공통기초교양,�핵심교양,�전문기초교양을�포함하여� 42학점�이내에서�이수

◦인문학관련�교양교과목� :� 8학점�이상�필수� 이수

� � -� 기초글쓰기(2학점)과� 지정된�인문학�관련�교과목� 6학점�이상�필수� 이수

◦SW�관련�교과목� :�교양� SW지정과목�또는�전공� SW지정과목� 1과목�이상�필수�이수

※�인문학�및� SW�관련�교과목은�교양(공교,�핵교,�전교,�일교)과�중복�인정함

◦교양과목� 42학점�초과�이수� 학점과�글로벌영어(Global� English)� 1,2� 과목의�이수학점은�졸업사

정시�졸업학점으로�인정하지�않음(단,� 수료학점에는�포함)

◦주전공�주관학과의�교양교과목� :� 수강신청�불가

� � -� ex)� 한국어문학(국어국문학과�주관교과목)은�국어국문학과�학생은�수강� 불가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 1,� 2,� 3,� 4� 이수� 안내�및�유의사항

� � -� 글로벌영어는�입학� 전� 영어능력진단검사�결과에�따라�수준별�배치(1,2,3,4)

� � -�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적용년도� 대상� 학생은�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입학� 후�

1년�이내�제출한�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 � -� 영어능력�진단평가�기준점수별�수강판정단계�및� 이수�절차

진단평가
기준점수

수강
단계

수강�교과목명 이수�절차

800이상 면제 - 핵심교양�또는�일반교양�중� 4학점

700이상 4단계 Global� English4
Global� English� 4,�
핵심교양�또는�일반교양�중� 2학점

600이상 3단계 Global� English3,4 Global� English� 3� →� 4

450이상 2단계 Global� English2,3,4 Global� English� 2� →� 3� →� 4

450미만 1단계 Global� English1,2,3,4 Global� English� 1� →� 2� →� 3� →� 4

◦교양�교육� 6대� 역량(핵심교양�역량)

� � -� 창의·융합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외국인전형입학생의�교양이수

� � -� 글로벌영어� 1,2,3,4� 교과목�이수를�면제

� � -�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 1,2,� 한국어1,2는� 반드시�이수하여야�함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교양�이수학점� :� 36학점�이상� 학과별로�지정한�최소� 교양학점� ~� 42학점까지

◦공통기초교양(8학점)� :� 필수�이수

� � -�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 -� 글로벌영어1,� 글로벌영어2,� 글로벌영어3,� 글로벌영어4� :� 학점은�유의사항�참고

◦핵심교양(9학점� 이상)� :� 교양� 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

상�필수� 이수

◦전문기초교양� :� 학과에서�전문기초교양을�지정시�필수�이수

◦일반교양� :� 공통기초교양,�핵심교양,�전문기초교양을�포함하여� 42학점�이내에서�이수

2014학년도

◦교양�이수학점� :� 24학점�이상�학과별로�지정학�최소�교양학점� ~� 42학점

◦공통기초교양(8학점)� :� 필수�이수

� � -�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 -� 글로벌영어1,� 글로벌영어2,� 글로벌영어3,� 글로벌영어4� :� 학점은�유의사항�참고

◦핵심교양(9학점� 이상)� :� 교양� 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

상�필수� 이수

◦일반교양� :� 공통기초교양,�핵심교양,�전문기초교양을�포함하여� 42학점�이내에서�이수



교육과정
적용년도

교양�교과목�이수방법 유의사항

2013학년도

◦교양�졸업이수학점� :� 24학점� 이상�학과별로�지정한�최소�교양학점� ~� 42학점

◦영어�관련�교과목� :� 6학점�이상� 이수

◦국어작문�관련�교과목� :� 3학점�이상�이수

◦나머지�졸업에�필요한�교양학점은� 5개� 영역에�관계없이�이수

◦교양과목� 42학점� 초과�이수�학점은�졸업사정시�졸업학점으로�인정하지�않음

※�교양학점제한이� 36학점이었으나� 42학점으로�변경�됨

◦영어관련�교과목:� 영어영문학과에서�제공하는�교양�교과목

◦국어작문관련�교과목:� 국어국문학과에서�제공하는�교양� 교과목(단,� 한국어1,2� 기초글쓰기�제외)

2012학년도

이전�입학자

◦교양�졸업이수학점� :� 24학점� 이상�학과별로�지정한�최소�교양학점� ~� 제한�없음

◦영어�관련�교과목� :� 6학점�이상� 이수

◦국어작문�관련�교과목� :� 3학점�이상�이수

◦나머지�졸업에�필요한�교양학점은� 5개� 영역에�관계없이�이수

◦영어관련�교과목:� 영어영문학과에서�제공하는�모든�교과목

◦국어작문관련�교과목:� 국어국문학과에서�제공하는�모든� 교과목(단,� 한국어1,2� 기초글쓰기�제외)

◦2005학년도�이전� 교책인�수학,� 컴퓨터는�영어관련�교과목으로�대체하여�인정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