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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징

 교기

 학교 인재상

 교표

가운데 자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16개씩 잎이 달린 두 줄기의 월계수를 수 놓았고 두개의 펜촉을 
교차시켜 이를 받치고 있다. 자는 대학과 충남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두 개의 펜촉은 
학문연구와 문화창조라는 대학의 사명을 담고 있으며 월계수는 학교에 무궁한 발전과 승리와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창의

創創意意
개발

開開發發
봉사

奉奉仕仕
 교시

• 창의적 사고, 적극적 실천, 봉사정신
•  저마다 타고난 창의력을 유감없이 개발하고 발휘하여 그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탐구하고 실천한다.

자기관리
Self

Management

S
의사소통
Talk with

T
대인관계

Relationship

R
창의융합
Originality

Convergence

O
인성

Nature

N
글로벌
Globa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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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상징물

 교화 : 철쭉

철쭉꽃은 활착력과 번식력이 좋고 아름다우며 꽃말은 “사랑의 기쁨”으로 봄이면 캠퍼스 

전역에 만개하여 면학분위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교목 :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수형이 웅장하고 미관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명이 길어 충남대학교의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는 수목으로써 학교와 연륜을 같이 하고 있다.

 백마상

충남대학교의 상징동물인 백마는 지성과 야망과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충남대인의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충대석탑

백제시대의 정림사지 5층탑을 재현시켜 도서관 앞에 건립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문화

창조 정신을 계승시킨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금자탑

개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금자탑,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 명문대학으로서의 

넘쳐나는 생명력 표출,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충남대인의 기상과 마음을 담고 있다.

 교시탑

충남대학교 교시인 창의·개발·봉사의 뜻을 새긴 3개의 기둥을 세워 만들었으며, 

학생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중앙도서관 옆에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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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과정

 대덕캠퍼스 기공식(1977.6.)

 제1회 개교기념식(198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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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 63주년 기념식

 제18대 총장 오덕성 박사 취임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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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충남대학교 학사일정

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부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사일정은 별도 운영

2016

3

2.29 1 2 3 4 5 (2.29.)
2

2~8
2~15
2~31

15
28

(2016학년도 입학식)

제1학기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졸업연기 신청 철회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소속 변경

폐강과목 결정(최종)

제1학기 수업일수 1/4선

(2.29.)
2

2~4
7~25

14~18
15
28

28~31

(2016학년도 입학식)

제1학기 개강

전공시험 원서접수/지도교수제청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실시

폐강과목 결정(최종)

제1학기 수업일수 1/4선

논문지도위원회 구성(3학기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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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2 4~7

5

5~11

13

25

조기졸업 신청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수강신청 취소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1학기 수업일수 1/2선

4~6
5

5~11
13

18~20
25

25~5.13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수강신청 취소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제1학기 수업일수 1/2선

석·박사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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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2 3 4 5 6 7

12

9~11

23

25

제1학기 수업일수 2/3선

하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1학기 수업일수 3/4선

개교 64주년 기념일

6~6.3

12

23

25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본 심사

제1학기 수업일수 2/3선

제1학기 수업일수 3/4선

개교 64주년 기념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1 2 3 4

8~13

21

21~7.15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하기방학

하기 계절학기

10

21

27~7.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하기방학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원문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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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 2 8
8~13

18
19~22

21
25~29

제1학기 성적발표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접수

교직과정 이수자 확정 발표

복수(부)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 신청

하기 계절학기 성적발표

졸업연기 신청

4~5

8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제1학기 성적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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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 2 3 4 5 6 1~5

1~31

25

25~31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휴(복)학원 제출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

1~5

25

25~31

제2학기 수강신청 기간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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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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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학기 ※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부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사일정은 별도 운영

9

1 2 3 1

1~7

1~13

1~30

13

30

제2학기 개강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졸업연기 신청 철회

교육과정 적용년도 및 소속 변경

폐강과목 결정(최종)

제2학기 수업일수 1/4선

1

1~5

5~23

13

19~23

26~30

30

제2학기 개강

전공시험 원서접수/지도교수제청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

폐강과목 결정(최종)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실시

논문지도위원회 구성(3학기 이상자)

제2학기 수업일수 1/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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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
4~7

11

11~17

28

조기졸업 신청

제2학기 수업일수 1/3선

수강신청 취소

제2학기 수업일수 1/2선

5~7

11

11~17

17~19

24~11.11

28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제2학기 수업일수 1/3 

수강신청 취소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부

석·박사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제2학기 수업일수 1/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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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 2 3 4 5

7~9

15

24

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2학기 수업일수 2/3선

제2학기 수업일수 3/4선

7~12.2

15

24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본 심사

제2학기 수업일수 2/3선

제2학기 수업일수 3/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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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2 3

8~13

21

22~1.16

정기휴업일 수업결손 보충강의

동기방학

동기 계절학기

9

21

26~1.3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동기방학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원문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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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 2 3 4 5 6 7

10

11~17

23

23~31

제2학기 성적발표

복수(부)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신청

동기 계절학기 성적발표

졸업연기 신청

4~6

10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제2학기 성적발표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1 2 3 4 1~7

1~28

24

22~28

28

201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

휴(복)학원 제출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2017학년도 입학식

1~7

24

22~28

28

201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기간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2017학년도 입학식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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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학기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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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학칙

1963. 6.14. 훈령 제1호

문개정     2006.03.01.  규정 제1269호

제1차  개정  2006.05.01.  규정 제1283호      

제2차  개정  2006.06.28.  규정 제1292호

제3차  개정  2006.12.07.  규정 제1311호

제4차  개정  2007.05.14.  규정 제1327호

제5차  개정  2007.12.06.  규정 제1345호

제6차  개정  2008.02.29.  규정 제1352호

제7차  개정  2008.06.20.  규정 제1367호

제8차  개정  2008.08.21.  규정 제1376호

제9차  개정  2008.10.07.  규정 제1380호

제10차 개정  2009. 2.23.  규정 제1387호

제11차 개정  2009.07.01.  규정 제1416호

제12차 개정  2009.09.14.  규정 제1422호

제13차 개정  2009.12.07.  규정 제1427호

제14차 개정  2010.02.26.  규정 제1437호

제15차 개정  2010.06.14.  규정 제1450호

제16차 개정  2010.07.27.  규정 제1454호

제17차 개정  2010.12.29.  규정 제1464호

제18차 개정  2011.02.22.  규정 제1469호

제19차 개정  2011.03.15.  규정 제1471호

제20차 개정  2011.05.17.  규정 제1476호

제21차 개정  2011.05.31.  규정 제1478호

제22차 개정  2011.11.25.  규정 제1492호

제23차 개정  2011.12.12.  규정 제1494호

제24차 개정  2011.12.28.  규정 제1497호

제25차 개정  2012.01.30.  규정 제1506호

제26차 개정  2012.02.27.  규정 제1509호

제27차 개정  2012.04.13.  규정 제1517호

제28차 개정  2012.06.26.  규정 제1525호

제29차 개정  2012.07.16.  규정 제1528호

제30차 개정  2012.08.08.  규정 제1530호

제31차 개정  2012.11.27.  규정 제1538호

제32차 개정  2012.12.20.  규정 제1544호

제33차 개정  2012.12.28.  규정 제1548호

제34차 개정  2013.02.22.  규정 제1557호

제35차 개정  2013.05.24.  규정 제1583호

제36차 개정  2013.07.30.  규정 제1588호

제37차 개정  2013.08.12.  규정 제1590호

제38차 개정  2013.11.25.  규정 제1602호

제39차 개정  2013.12.30.  규정 제1611호

제40차 개정  2014.01.15.  규정 제1614호

제41차 개정  2014.02.17.  규정 제1616호

제42차 개정  2014.02.28.  규정 제1624호

제43차 개정  2014.03.31.  규정 제1627호

제44차 개정  2014.04.11.  규정 제1631호

제45차 개정  2014.05.26.  규정 제1633호

제46차 개정  2014.06.25.  규정 제1639호

제47차 개정  2014. 8.28.  규정 제1643호

제48차 개정  2014.12.05.  규정 제1655호

제49차 개정  2014.12.16.  규정 제1661호

제50차 개정  2015.01.19.  규정 제1672호

제51차 개정  2015.02.16.  규정 제1677호

제52차 개정  2015.03.31.  규정 제1685호

제53차 개정  2015.04.14.  규정 제1686호

제54차 개정  2015.06.30.  규정 제1702호

제55차 개정  2015.07.23.  규정 제1712호

제56차 개정  2015.09.11.  규정 제1716호

제57차 개정  2016.02.19.  규정 제17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학칙은 충남 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조직과 학사 운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 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창의․개발․ 사 정신이 풍부한 인격과 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하며, 각 학원의 교육 목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조   직

제1   총장․부총장

제3조(총장)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표한다. 

(개정 2012.8.8)

  ②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2012.8.8)  

제3조의2(부총장· 학원장)
[제목개정 2014.1.15]

 ①총장을 보좌하기 하여 교학부총장과 외 력부총장을 둔다. 

(개정 2012.2.27)

 ②교학부총장은 교무처, 학생처, 입학본부, 기 교양교육원  안 리본부 련 업무를 장

하고, 외 력부총장은 기획처, 산학연구본부  국제교류본부 련 업무를 장하며, 학원

장은 일반 학원, 문 학원(법학 문 학원·의학 문 학원 제외)  특수 학원 련 업무

를 장한다.(개정 2012.2.27, 2013.2.22, 2014.1.15, 2015.6.30)

 ③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외 력부총장, 학원

장 순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2012.2.27, 2014.1.15)

제2   교육 조직

제4조(단과 학) 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과 학  직할학부(이하 “ 학”이라 한다)를 둔

다. (개정 2009.2.23, 2014.2.17, 2014.3.31)

   1. 인문 학

   2. 사회과학 학

   3. 자연과학 학

   4. 경상 학

   5. 공과 학

   6. 농업생명과학 학

   7. 법과 학

   8. 약학 학



   9. 의과 학

   10. 생활과학 학

   11. 술 학

   12. 수의과 학

   13. 사범 학

   14. 간호 학

   15. 생명시스템과학 학

   16. 자유 공학부

   17. 군사학부

제5조( 학원) 본교에 그 주된 교육 목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 학원, 문 학원  

특수 학원(이하 “ 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2.6, 2009.2.23, 2014.2.17.)

   1. 일반 학원

   2. 문 학원

     가. 법학 문 학원 (신설 2009.2.23)

     나. 의학 문 학원 (신설 2009.2.23)

     다. 분석과학기술 학원 (신설 2009.2.23)

     라. 에 지과학기술 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마. 신약 문 학원 (신설 2010.2.26)

   3. 특수 학원

     가. 경 학원

     나. 교육 학원

     다. 행정 학원

     라. 보건 학원

     마. 산업 학원

     바. 특허법무 학원

     사. 평화안보 학원

     아. 국가정책 학원 (신설 2013.2.22)

제6조(학부, 학과․ 공) ① 학, 학원에 별표 2의 학부, 학과․ 공을 둔다.

  ② 학, 학원, 학부, 학과에 장을, 공에 공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학  학원의 장은 교수 는 부교수로, 학부와 학과의 장  공주임교수는 교수, 부

교수 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일반 학원장은 학원장이 겸보하며, 특수 학원의 장은 

련 학의 장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④ 학원과정의 교육  학사업무는 학원장이 각 학장과 일반 학원장, 문 학원장, 특수

학원장에게 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5)

제6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운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

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는 학과와 산업교육특별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사과정  석․박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운 , 학생선발의 기   방법, 학생정원, 학생의 

수업료, 학기  수업일수, 설치․운 기간  운 원회 등에 한 사항, 설치․운 기간이 

만료되기 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한 세부사항 등

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0.7.28)  

제7조( 임교수 등) ① 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각 학의 학과 

는 학부  문 학원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특수 학원, 부속시설 등에 임교수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2012.8.8)

  ②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교수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③ 임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문연구 는 산학 력

을 으로 담할 수 있다.(신설 2011.12.28) 

  ④ 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 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시간 

운 에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7)

  ⑤ 임교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임교수 외에 교육, 연구 는 산학 력을 담당하게 하기 하여 석좌교수, 명 교수, 연구

교수, 겸임교원, 빙교원, 산학 력 교수, 기 교원, 시간강사, 외래강사, 박사후연구원 등

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28)

  ⑦ 임교수, 제6항의 각종 교수요원  조교의 임용 등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1.12.28)

제3   교수회 

제8조(교수회) ①본교에 임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의 구성과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단과 학· 문 학원 교수회) ①단과 학· 문 학원의 운 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

기 하여 단과 학· 문 학원 교수회를 둔다. (개정 2009.2.23)

  ②단과 학· 문 학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문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

원회의 심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 학원교수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단서 신설 2009.2.23)

   1. 교수, 연구  교과 과정에 한 사항

   2. 학칙  제반 규정의 제정  개폐에 한 발의

   3. 학과(부)  학부 공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4. 입학, 수료  졸업, 과에 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상벌에 한 사항



   6. 단과 학· 문 학원의 산  결산에 한 사항 (개정 2009.2.23)

   7. 기타 단과 학· 문 학원의 운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2.23)

  ③필요한 경우 학과(부)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 교수회) ①본교의 운 에 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교교수회를 둔다.

  ② 교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회 규정의 제정  개정

   2. 본교의 운 에 한 주요사항

   3. 기타 교수회의 운 에 한 사항

  ③필요한 경우 교 교수회에 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   학평의원회

제11조( 학평의원회) ①본교의 발 과 교육에 한 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학평의원회

를 둔다.

  ② 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   부속시설 등

제12조(부속시설 등) ①본교에 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이하 “부속

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연구시설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20, 단서 신설 2009.2.23, 2014.4.11)

  ②부속시설 등에는 각각의 장을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장은 련 학, 문 학원, 학과  

학부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

부장, 정부재정지원사업총 추진단장,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장, 학부교육선도 학육성사

업단장, 총장실장, 략기획단장  안 리본부장은 교수 는 부교수로, 입시 문 원실장

은 부교수 는 조교수로  보하며, 부속시설 운 을 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외부 인사를 입하는 등 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09.2.23, 2009.7.1, 

2012.2.27, 2013.2.22, 2013.11.25, 2014.8.28, 2015.6.30)

  ③정부재정지원사업총 추진단장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계 사업

단․ 을 총 ․조정한다.(신설 2014.8.28)

  ④산학연구본부에 연구지원과․산학 력 과 연구 리 을, 입학본부에 입학과와 입시 문

원실을, 국제교류본부에 국제교류 ․국제언어교육센터와 지역선도 학 로벌사업 을, 총장

실에 비서 을, 도서 에 수서정리과와 자료운 과를 두며, 각 과( )  원(실)별 사무분장

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2.23, 개정 2009.7.1, 개정 2010.2.26, 개정 2011.5.31, 2012.2.27, 

2013.12.30, 2014.4.11, 2014.8.28, 2014.12.16)

  ⑤제4항에 규정된 각 과장은 서기 ·기술서기  는 행정사무 ·사서사무 ·공업사무 ·시설



사무 으로, 각 장은 행정사무 ·사서사무 ·공업사무  는 시설사무 으로 보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4.8.28)

  ⑥연구시설과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하여는 매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 실

을 평가하여 존속 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시설  공통 부속시설의 운  등 평가에 

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4.8.28)

  ⑦「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 력단을 두며, 산학 력

단 운 에 한 사항은 정 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2014.8.28)

  ⑧「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별표 4와 

같이 학교기업을 두며, 이의 운 과 보상 의 지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

정 2014.8.28)

  ⑨부속시설 등의 설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20, 

2014.8.28)

제6   행정조직  학무회의

제13조(행정조직) ①총장의 보조기 으로서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

은 교수 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사지원과를, 학생처에 학생과와 취업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평가과와 

외 력 을, 사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며, 각 과별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

다. (개정 2008.2.29, 2008.8.21, 2009.2.23. 2011.2.22, 2012.2.27)

  ③ 학(원)에 별표 6과 같이 행정실을 두고,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2.23, 2009.9.14)

  ④ (삭제 2009.2.23) 

  ⑤정보화 정책의 효율 인 수립․시행을 하여 정보화책임 을 두고, 정보화책임 은 정보통

신원장이 겸보하되, 이의 임무와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14)

  ⑥제2항에 규정된 각 과장은 서기 ·기술서기  는 행정사무 ·공업사무 ·시설사무 ·사서

사무 으로 보한다. (신설 2009.2.23) 

  ⑦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행정조직 등의 설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1, 개정 2009.2.23)

제14조(학무회의) ①본교 운 에 한 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하여 학무회의를 둔다.

  ②학무회의는 총장, 교학부총장, 외 력부총장, 일반 학원장, 법학 문 학원장, 의학 문

학원장, 각 학장(직할학부장 제외), 각 처장, 사무국장, 각 본부장(안 리본부장 제외), 정

부재정지원사업총 추진단장,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장  기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하

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09.2.23, 2009.7.1, 2012.2.27, 2012.6.26, 2013.2.22, 2014.3.31, 

2014.8.28, 2015.9.11)

  ③학무회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학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 학원, 학과, 학부, 공  부속시설 등의 설치와 폐지에 한 사항 (개정 2008.6.20)

   2. 학생 정원에 한 사항

   3. 학칙과 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한 사항

   4. 입학, 수료  졸업에 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학무회의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학무회의 의장은 긴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⑦학무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   원회

제15조( 외 력추진 원회) ①본교 발 의 외 력에 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한 

외 력추진 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외 력추진 원회는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과 총장이 임명․ 하는 

37인 이내의 학내․외 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개정 2012.2.27, 2012.8.8, 2014.5.26, 2014.8.28)

  1. 외 력사업 개발  추진에 한 사항

  2. 지역사회  동문 력 련 정책 수립  추진에 한 사항

  3. 그 밖에 외 력에 한 요 사항

  ③ 외 력추진 원회의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7)

제15조의2( 학윤리 원회) ①본교 교직원의 공직윤리 반행 를 극 으로 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하여 학윤리 원회를 둔다.(신설 2012.2.27)

  ② 학윤리 원회는 교무처장, 사무국장과 본교 교직원 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의 원

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2.2.27)

  ③ 학윤리 원회의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 2.27)

제16조(교육공무원인사 원회) ①「교육공무원법」제5조와 「교육공무원인사 원회 규정」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임용에 한 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본교에 교육공무원인사

원회(이하 “인사 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2.27)

  ②인사 원회는 교학부총장, 일반 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법학 문 학원장, 

의학 문 학원장,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1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임교수로 구성하

고, 교학부총장이 원장이 된다. 다만, 원의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 임교수로 한다.(개

정 2012.2.27, 2012.4.13)

  ③인사 원회의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7)

제17조( 학원 원회) ① 학원에 한 요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각 학원별로 학원

원회를 둔다. 다만, 문 학원의 경우에는 문 학원 교수회가 학원 원회를 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3)

  ② 학원 원회는 당해 학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원으로 구성하고 학원장이 원장

이 된다.

  ③ 학원 원회의 임명직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원의 임기는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학원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문 학원의 경우에는 문 학원 

교수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학원 원회의 심의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2.23)

   1. 입학, 수료  학 수여에 한 사항

   2. 학과( 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한 사항

   3. 교육 과정에 한 사항

   4. 연구 과정  공개강좌의 설치․운 에 한 사항

   5. 학원에 한 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한 사항

   6. 기타 학원 운 에 한 요 사항

  ⑤ 학원 원회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의2(등록 심의 원회) ①본교 등록 의 합리  책정을 하여 등록 심의 원회를 둔다.

(신설 2010.12.29)

  ②등록 심의 원회의 조직과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17조의3( 학원장 원회) ①일반 학원, 문 학원  특수 학원간에 의 는 조정해야 

할 요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학원장 원회를 둔다.

  ② 학원장 원회는 일반 학원장, 문 학원장(법학 문 학원․의학 문 학원 제외)  

특수 학원장으로 구성하고 일반 학원장이 원장이 된다.

  ③ 학원장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원간 요 정책에 한 사항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학원장 원회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3.2.22)

제17조의4(재정 원회) ①「국립 학의 회계 설치  재정 운 에 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의 재정  회계의 운 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하여 재정 원회

를 둔다.

  ②재정 원회의 조직과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5.6.30)

제18조(기타 원회) 학  학원의 운 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3장  학․ 학원 학사일반

제1   학생정원  학 과정

제19조(학생정원 등) ① 학  학원의 모집단 별 입학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고등

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학 과정) ①본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학 과정을 두며, 일반 학원의 각 학 과정에는 

일반과정, 학과간 동과정, 학연산 동과정을 둔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1.12.28, 

2014.2.17.)

  1. 학사과정 : 각 학

  2. 석사학 과정 : 일반 학원, 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각 특수 학원 (개

정 2014.2.17)

  3. 문석사학 과정 : 법학 문 학원, 의학 문 학원, 신약 문 학원

  4. 박사학 과정 : 일반 학원, 의학 문 학원, 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신약 문 학원 (개정 2014.2.17)

  5. 문박사학 과정 : 법학 문 학원

  ②일반 학원, 의학 문 학원, 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신약 문 학원

에 석사학 과정과 박사학 과정을 통합한 과정(이하 “석·박사학 통합과정”이라 하되, 의학

문 학원 의학과의 통합과정은“복합학 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4.2.17.)

  ③ 학원에 학 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21조(학 과정의 연계운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 과정과 

일반 학원, 문 학원(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신약 문 학원) 석사학

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 할 수 있으며,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개정 2011.5.31, 2014.2.17.)

제21조의2(학 과정의 통합) ①「고등교육법」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학원을 둔 

학에 학사학   석사학 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학․석사학  통합과정”이라 한다)

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석사학  통합과정의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12.11.27)

제22조(학 종류  종별) ①본교에서 수여하는 학 는 학사, 석사, 문 석사, 박사, 문박사 

 명 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2.23, 2011.12.28)

  ②학 종별은 별표 10과 같다.

  ③명 박사학 의 학 종별은 박사학 의 학 종별에 따른다. 다만, 일반 학원에 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학문분야의 학 종별은 일반 학원의 학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



반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2   입학과 등록

제23조(입학 차  시기) ①입학 형에 합격한 자는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학사 리  

수학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  분할납부자의 입학허가에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09.9.14, 개정 2011.3.15)

  ②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③입학 시기는 학기  30일 이내로 한다.

제24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1.3.15)

  ②학생은 매 학기에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3   수 업

제25조(학년․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두 학기로 나 다. 다만, 학사운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하기  동기 방학기간 에 계 학기를 둘 수 있으며,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수업일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은 학무회의 심

의를 거쳐 2주의 범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제27조(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에 학(원)에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아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업방법)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 수업, 원격수업, 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29조(휴업  방학) ①정기 휴업일은 「 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개

교기념일로 하고 하기  동기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②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   시험과 성

제30조(시험) ①교과목별로 학업성 을 평가하기 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교

과목 담당교수(비 임교원을 포함한다)가 정한다. (개정 2009.2.23, 2009.7.1)

  ②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

한 제  이상의 성 평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8.28, 2015.4.14)

  ③교과목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 입 휴학과 임신․출

산․육아를 하여 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창업을 하여 휴학(이하 “창업

휴학”이라 한다)한 경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시험개시일 이 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2014.8.28, 2015.4.14)

제31조(성 평가) ①학업성 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 , 과제물성 ,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 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학업성 은 각 학원과 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

이 분류하며, 학은 Do  이상을, 학원은 Co이상을 제 으로 한다. 다만, 의학 문 학원

의 의학과  법학 문 학원의 문석사 과정은 Do이상을 제 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9.2.23, 개정 2011.5.17)

등  실  평  등  실  평  

A+ 95 ~ 100 4.5 C+ 75 ~ 79 2.5

Ao 90 ~  94 4.0 Co 70 ~ 74 2.0

B+ 85 ~  89 3.5 D+ 65 ~ 69 1.5

Bo 80 ~  84 3.0 Do 60 ~ 64 1.0

F 60  미만
  

  ③성 의 평 평균과 등 은 각 학원의 성 평 평균과 등 에 하여 각 학원과 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 에 따른다. 다만, 학원의 평 평균이 1.75

미만의 성 에 한 등 은 D로 한다. (신설 2009. 9.14)

등  평  평균 등  평  평균

A+     4.25이상 C0 1.75이상 ~ 2.25미만

A0 3.75이상 ~ 4.25미만 D+ 1.25이상 ~ 1.75미만

B+ 3.25이상 ~ 3.75미만 D0 0.75이상 ~ 1.25미만

B0 2.75이상 ~ 3.25미만 F     0.75미만

C+ 2.25이상 ~ 2.75미만

  ④제3항의 성 평 평균은 이수한 교과목별 학 수에 제2항에서 정한 등 별 평 을 곱하여 

합산한 후 수강신청 학 수로 나 어 산출하되, 소수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09.9.14)

  ⑤ 학(원)의 성 평 평균에 한 실 (백분율 수)환산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9.14)



제5   수업연한  재학연한

제32조( 학의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수의과 학 수의 과는 2년, 공과 학 건축학과는 5년, 약학 학은 6년(다른 학과 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 ·소양교육은 2년으로, 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2.23, 2011.5.31, 2013.2.22)

  ②약학 학에서의 공교육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되, 학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한다. 

(신설 2013.2.22)

  ③졸업소요학 을 조기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교과목 이수성  평균평 이 

4.0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1년의 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④학․석사연계과정자로서 졸업소요학 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교과목 이

수성  평균평 이 3.75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5.31, 개정 2013.2.22)

  ⑤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10.7, 2013.2.22)

  ⑥ 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과 이 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13.2.22)

  ⑦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2)

제33조( 학원의 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학원의 학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09.2.23, 2010.2.26, 단서신설 2011.5.31, 개정 2014.2.17, 2015.6.30, 2016.2.19.)

   1. 일반 학원

     가. 석사학 과정 2년

     나. 박사학 과정 2년

   2. 문 학원

     가. 법학 문 학원 석사학 과정 3년, 문박사학 과정 2년 (개정 2011.12.28)

     나. 의학 문 학원 의학과 석사학 과정 4년

     다. (삭제 2010.2.26)

     라. (삭제 2010.2.26)

     마. 분석과학기술 학원 석사학 과정 2년 (신설 2009.2.23)

     바. 분석과학기술 학원 박사학 과정 2년 (신설 2009.2.23)

     사. 에 지과학기술 학원 석사학 과정 2년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아. 에 지과학기술 학원 박사학 과정 2년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자. 신약 문 학원 문석사학 과정 2년 (신설 2010.2.26)

     차. 신약 문 학원 박사학 과정 2년 (신설 2010.2.26)  

   3. 특수 학원 석사학 과정은 2년으로 하되, 2년을 과하는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목

과 같다. (개정 2006.12.7, 2009.2.23, 2009.12.7, 2012.11.27, 2014.2.17.)

     가. 교육 학원 석사학 과정 수업연한 2년 6월 (신설 2012.11.27)



     나. 행정 학원 무논문학 과정 2년 6월 (신설 2012.11.27) 

     다. 산업 학원 무논문학 과정 2년 6월 (신설 2012.11.27)

     라. 평화안보 학원 무논문학 과정 2년 6월 (신설 2013.2.22)

     마. 국가정책 학원 무논문학 과정 2년 6월 (신설 2014.2.17.)

     바. 특허법무 학원 무논문학 과정 2년 6월 (신설 2015.1.19.)

   4. 석·박사학 통합과정  복합학 과정

     가. 석·박사학 통합과정은 4년(개정 2009.2.23., 2016.2.19.)

     나. 의학 문 학원 복합학 과정은 7년(각각 문석사학 과정(제1, 2학년), 학술박사학

과정(제3, 4, 5학년), 문석사학 과정(제6, 7학년)을 순서 로 이수하여야 함) (개정 

2009.2.23, 2009.7.1, 2010.2.26)

  ②학․석사연계과정은 6개월 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③석․박사학 통합과정은  교과목 이수성  평 평균이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5.6.30)

  ④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 과정을 연계 운 하는 경우에는 석사학 과정의 수업연한은 

따로 정한다.(항개정 2015.6.30)

  ⑤ 학원의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 학원의 석사학 과정은 3년, 

박사학 과정은 5년, 법학 문 학원의 문석사학 과정과 문박사학 과정은 각각 5년, 의

학 문 학원의 문석사학 과정  복합학 과정은 수업연한의 1.5배로 한다. (개정 

2009.2.23, 개정 2011.5.17, 2011.12.28, 항개정 2015.6.30)

  ⑥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항개정 2015.6.30)

제34조(장애인 학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하여는 수업연한  재학연한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   휴․복학, 제 , 자퇴 (개정 2009.7.1)

제35조(휴학)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09.7.1, 개정 2014.8.28)

  ②휴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2개 학기를 과할 수 없으며, 

재학  통산하여 학은 6개 학기를, 학원은 4개 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

문 학원 의학과 문석사학 과정은 6개 학기, 의학 문 학원 복합학 과정은 9개 학기)

를 과할 수 없다. 다만, 의 과  수의 과는 통산하여 2개 학기를 과 할 수 없으며, 후

기(8월말)에 수료하는 자에 하여는 다음 학기를 휴학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③국비장학생 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역 입 비

를 하여 입 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한 국내외 보 등의 기간도 제2항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7.30)

  ④ 학(원)생의 육아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정일 3개월 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6세가 되기 이 에, 창업휴학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 후 3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1년의 범 에서 휴학할 수 있

고, 1년의 범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12.20, 면개정 2013.7.30)

제36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차에 따라 정해진 기

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복무자는 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제35조 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 이라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있

을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8.28)

제37조(제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  된다.(개정 2007.12.6)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 한 자

   2.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 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2011.3.15)

   3. 문 학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완료하지 아니 한 자

      (개정 2009.2.23, 2009.7.1)

   4. 학과 문 학원의 경우에는 본교 이외의 다른 학교의 학 을 가진 자(개정 2009.2.23, 

2009.7.1)

   5. (삭제 2013.2.22)

   6. 재학연한을 과한 자

   7. 의과 학·의학 문 학원 의학과의 경우 통산 5개 학기 유 자 (신설 2007. 12.6, 개정 

2009.2.23)

   8. 법학 문 학원의 경우 통산 2회 유 되거나 연속하여 3회 성 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11.5.17)

제38조(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7   등록   장학

제39조(등록 ) ①재학생은 매 학기 등록 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등록 은 정해진 연액을 2개 학기로 나 어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3.15)

  ③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제2항의 등록 과 함께 징수하거나 는 그 때마다 

따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3.15)

  ④유 자는 유 된 학년의 등록 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⑤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 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과 시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3.15)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 ) ①납입기한 이 에 휴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 을 납

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15)

  ②복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기의 정해진 등록 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15)

  ③등록 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2분의 1선 경과 에 휴학한 자의 등록 은 유효하다. (개정 



2009.2.23, 2011.3.15)

  ④제3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하여 휴학한 자(당해 학기의 성 을 취득한 

휴학자는 제외한다)의 등록 은 유효하다. (신설 2009.2.23, 2011. 3.15)

제41조(결석자 등의 등록 ) 등록 은 결석, 출석정지 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제42조(등록 의 반환) ①등록 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액을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등록 을 반환한

다.(개정 2011.3.15)

   1.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

게 된 경우

  ③등록 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기 에 의한다. (개정 2011.3.15)

제43조(등록  감면) ①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국학교와의 복수학  과정에 재학하는 자  기타 법령에 납입  

감면 상자로 규정된 자에 하여는 등록 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1.3.15)

  ②등록  감면의 범 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제44조(신청 학  수에 의한 등록 )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시간제 등록생과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학생의 등록 은 모집단 별 학기당 등록 을 기 으로 당해 학기 신청

한 학  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되,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5)

제45조(장학  지 ) 학업성 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  사정이 곤란한 자에 하여

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 을 지 할 수 있다.

제8   정원 외 학생  공개강좌

제46조(정원외 학생) 제1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정원외 학생의 입학 형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47조(공개강좌) ①「고등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외의 자를 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 수강생에 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학 학사운

제1   입학(재․편입학 포함)자격  입학 형

제48조(입학자격) ①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약학 학은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1.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약학 학은 3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는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2011.2.22, 개정 2013.2.22))

제49조(재․편입학) ①자퇴 는 제 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총 정원에 여석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차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여석여부와 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7.1)

  ②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

  ③정원 내 일반편입학은 다른 학교에서 제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문 학졸업자  이와 동

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당해 학년도 모집단 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

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3.2.22, 2014.12.16)

  ④정원 외 편입학은 학사편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편입학, 학과 문 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편입학  특성화 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산업체 재직자 편입학 등

이 있으며, 지원 자격  정원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7.1, 2011.2.22, 2012.12.20, 2014.12.16)

  ⑤편입학 학년은 제3학년(의과 학 의학과  수의과 학 수의학과는 제1학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편입학 학년은 제2학년 는 제3학년으로 할 수 있다.(조신

설 2014.12.16)

  ⑥재․편입학생의 선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16)

제50조(입학 형) ①입학 형은 일반 형 는 특별 형에 의한다.

  ②의과 학  약학 학은 「지방 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한 법률」제15조 제1항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   모집비율은 다음

과 같다.(조신설 2014.12.16)

지역의 범 모집 비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이상

  ③입학 형시행계획은 매 입학연도의 직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4.12.16)



  ④입학 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16)

제50조의2( 학 입학 형 선행학습 향평가) ① 학 입학 형에서 학별고사(논술 등 필답

고사, 면 ․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 을 하여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한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1)

  ② 선행학습 향평가에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31)

제2   공(학과)배정  과

제51조(소속 공의 배정) ①2개 이상의 학과 는 공을 둔 모집단 에 입학한 학생의 학과 

는 공의 배정은 2개 학기를 이수한 때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학과 는 공의 배정기   방법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 과) ①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2학년 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

의 다른 모집단 로 옮기는 것(이하 “ 과”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른 학과에서 옮겨

오는 입과 다른 학과로 옮겨가는 출로 구분한다..(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② 과를 지원하는 자는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평 이 2.5  이상이고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직  학년의 수료인정학 을 취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3.5.24)

  ③제2학년 과자는 신설된 지 2년 이하인 학과( 공), 제3학년 과자는 신설된지 3년 이하

인 학과( 공)에 입할 수 없다, 학과( 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신설 2013.5.24)

  ④ 출은 해당학년의 학과( 공)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범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입 인원은 해당학과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

는 모집단 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 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 를 과할 수 없다.(신설 

2013.5.24)

  ⑤ 과는 재학  1회에 한하며, 과허가 시기는 매 학년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 

5.24)

  ⑥편입학한 자에게는 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24) 

  ⑦ 학 는 모집단 (학과, 공 포함)가 통합, 개편, 폐지로 인하여 입학 당시와 다르게 변

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  제4항(단서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를 허용하

며, 제5항의 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 2012.12.20, 2013.5.24)

  ⑧ 과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5.24)

제3   교육과정

제53조(교육과정의 구분
[제목개정 2015.2.16.]

) ① 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공과정,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운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교과목 이수단 는 학 으로 하고, 1학 은 학기당 15시간(평가시험시간을 포함)이상을 원

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체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1학 은 30시간 이상

으로 한다. 다만, 음악분야의 공실기 교과목과 수업일수를 단축하 거나 휴업하 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육성을 하여 교육과정을 따로 운 할 수 있다.

  ④학생의 실무 응력을 높이기 하여 국내외의 산업체, 학교기   학교기업 등에서 학

으로 인정받는 사회체험활동의 교과목을 운 할 수 있다.

  ⑤이 학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54조( 역별 소요학   이수학
[제목개정 2015.2.16.]

) ①교양 과정의 졸업소요학  배 기 은 36학  이상으

로 한다. 다만,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  사범 학, 약학 학, 의과 학 의학과, 수의과

학 수의학과, 자유 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 공(야간과정)은 36학  미만으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5.2.16.)

  ②교양과정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의2(기 과정) (삭제 2015.2.16)

제55조( 공과목) 공과정의 졸업소요학 은 당해 학과 는 공의 졸업소요학 의 100분의 

6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56조(융복합창의 공
[재목개정 2016.2.19.]

) ①학생은 자신의 주 공을 이수하는 방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 공 외의 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공과정을 이수하는 공(이하 복수 공 이라 한다)(개

정 2016.2.19.)

  2. 2이상의 학과 는 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공(이하 연계 공 이라 한다)(개정 

2009.7.1)

  3.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장 는 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공(이하 자

기설계 공 이라 한다)

  4. 2이상의 학과(부)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공(이하 산학융복합 공“이

라 한다) (신설 2016.2.19.)

  5.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공과정을 일정 학  수 이상 체계 으로 이수하는 공

(이하 부 공 이라 한다) (신설 2016.2.19.)

  ②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공의 졸업소요학 은 각 39학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5.2.16., 2016.2.19.)

  ③제1항 제5호 공의 졸업소요학 은 24학  이상으로 하며, 주 공의 졸업소요학 은 54학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6.2.19.)

  ④제1항 각 호 공의 이수자격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항 변경 2016.2.19.)

제57조(부 공) (삭제 2016.2.19)

제58조(국내 학  외국 학과의 학 과정  교육과정 공동 운 ) 국내 학  외국 학과 

공동으로 복수학 과정 는 교육과정을 설치․운 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2012.2.27)

제58조의2(학생군사교육단 사 후보생과정) ①학생군사교육단  사 후보생에 한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하여 학생군사교육단 사 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12.2.27)

  ②학생군사교육단 사 후보생과정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7)

제4   졸업  수료학

제59조(졸업  수료 소요학 ) ① 학의 졸업소요학 은 130학 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

우는 별도로 한다.

학명 학 련 학과( 공)

사범 학

140 국어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142 수학교육과

150
어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간호 학 140 간호학과

공과 학 166 건축학 공(5년제)

약학 학
160 약학부

168 약학과, 제약학과

수의과 학 160 수의학과

   (개정 2009.7.1, 2009.9.14, 2011.2.22, 2011.3.15, 2011.5.31, 2011.12.28. 2013.5.24, 2014.2.28)

  ②의 과  수의 과 수료에 필요한 학 은 72학  이상으로 한다.

  ③학생은 이수한 체 교과목(복수 공․부 공을 포함한다) 성 의 평 평균이 1.75이상이

고, 따로 정하는 미래설계 상담제 련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는 수료할 수 있

다. (개정 2009.2.23, 2009.7.1)

  ④공학교육심화과정 등 인증제를 운 하는 학과( 공)의 학생과 산학 력 선도 학 육성사업

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 이수  별도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7, 2009.9.14, 2012.8.8, 2012.11.27)

  ⑤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 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약학 학은 1학년부터 4학년

까지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용한다. (개정 2009.7.1, 2011. 2.22, 2013.2.22, 2013.5.24)



수료학년

졸업소요 학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제5학년

130학 33학 65학 98학 130학

140학 35학 70학 105학 140학

142학 36학 71학 107학 142학

150학 37학 75학 112학 150학

160학
(162.5)

40학
(41학 )

80학
(82학 )

120학
(122학 )

160학
(162.5학 )

164학 33학 66학 99학 132학 164학

168학 42학 84학 126학 168학

의(수의) 과 36학 72학

  ⑥수료한 자에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   학  이수  인정

제60조(이수학 의 범 ) ①학생이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 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②계 학기 이수학 은 매 학기당 6학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이수학 은 제1항의 학기별 이

수학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학 이수 범 는 다음과 같다.

   1. 군사학을 이수한 경우는 8학  이내

   2.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20학  이내

   3.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체험활동을 한 경우는 36학  이내

   4. 총장이 인정하는 사회 사활동을 한 경우는 2학  이내

   5. (삭제 2012.11.27)

   6.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 교육 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는 21학  이내 (신설 2012.8.8)

  ④제3항의 학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이미 이수한 과목도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이미 이수하거나 인정된 학 이라도 부정행  는 과오 등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61조(학 의 인정) ①제3 의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수학 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소정의 차를 거쳐 과정을 이수 한 경우 

   2.「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지원에 의하여 입  는 복무 인 경우 해당 기 에서 제

공하는 교육․훈련과정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

정을 이수한 경우(개정 2012.12.28)

   3. 입학 후「병역법」제73조 제2항에 따른 입  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인 자가 방송·통



신 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 을 취득한 경우

   4. (삭제 2012.12.28)

   5. 국내·외의 고등학교( · 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에 재학  학과목을 선이수한 경우. 다만, 학 인정은 이수 후 5년 이내로 입학학년도

에 한한다. (개정 2009.7.1)

   6.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부장 으로부터 학 을 인정받고 본교와 약

을 체결한 국가기 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설 2015.4.14)

  ②제1항  제1호․제2호  제6호에 해당하는 학 은 졸업소요학 의 2분의 1 범 에서, 제3

호에 해당하는 학 은 학기당 6학 , 연간 12학  범 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학 은 18학  

범 에서 인정한다. (개정 2009.7.1, 2012.12.28, 2014.6.25, 2015.4.14)

제62조(재입학자의 학 ) 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 은 취득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63조(편입학자의 학 ) 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 은 

편입당시 당해 학과( 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②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학한 자에 한 제2학년까지의 수료학 은 당해 학과

(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3, 4학년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학 은 당해 학과(부)의 교육과정표에 따라 제3, 4학년에 배정된 교과목 에서 역별 이

수기 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7.12.6, 단서삭제 2009.7.1)

  ③국가고시 는 자격취득 등을 하여 학과(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2학년에 배정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추가 이수한 학 은 일반선택과목의 이수로 본다.

  ④정원외 외국인 편입학자의 학  사정은 제1항  제2항에 의하되 학년 정은 제59조를 따

른다.(신설 2012.12.20)

제64조( 과한 자의 학 ) 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 은 당해 학과( 공)의 교육과정에 따

라 사정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9.7.1)

제65조(학 인정시기) 학 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성 경고) ①매 학기 성 평균평 ( 학원 수강신청 학 은 제외)이 1.75에 미달되는 학

생에게는 성 경고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2.22)

    1. 의과 학 의학과 학생 (신설 2013.2.22)

    2. 제1학기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재학  각각 6학  이하 수강신청자(국

내․외 학 교류자 포함) (신설 2013.2.22)

    3. 정기학기 이외 수강신청자 (신설 2013.2.22)

    4. 휴학  국외 학 교류자 (신설 2013.2.22)

  ②성 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신청 학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유 ) ①의과 학 의학과는 각 학기에 배정된 공과목의 학 을 취득하지 못하 을 경

우에는 학기말에 유 시키고, 학년성  평균평 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 시킨다.



  ② 수의과 학 수의학과는 각 학년 성  평균평 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 시킨

다.(신설 2014.2.17.)

  ③유 자는 유 된 해당 학기 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2009.7.1. 2014.2.17)

  

제6   졸업논문  학 수여

제68조(졸업논문) ①졸업 정자는 졸업논문(실험․실습․설계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

을 포함한다)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②복수 공을 이수하는 자는 당해 복수 공의 졸업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졸업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 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  

학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0.7.28)

  ⑤졸업논문 심사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학 수여)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재학생  수료생에게 별

표 10에서 정한 당해 학사학 (별지 제2호 서식, 제4호 서식)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

에게는 문학 증(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09.2.23, 개정 2012.12.20)

  ②학 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③복수 공을 이수한 자에 하여는 공별로 각각 학 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 수여 시기

는 각 공을 모두 이수한 때로 한다.

  ④학 를 받은 자가 해당 학 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 원회 심의를 거

쳐 학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16)

제70조(학 인정 등에 의한 학 수여)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한 자에 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 를 수여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졸업학력 

140학  이상을 취득하고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

으로부터 학 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09.2.23, 2015.4.14)

   2.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 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

에서 84학  이상을 취득한 자

   3.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학사학 를 취득한 자로서 

다른 공의 학사학 를 취득하려는 경우 본교에서 해당 공분야의 공학  48학  이

상을 취득한 자한 자(신설 2012.2.27)  

제70조의2(졸업의 연기) ①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   제69조의 학 수여 요건을 충



족한 자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 에서 1학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졸업연기 는 추가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

게 졸업(추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졸업(추가)연기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신설 2009.7.1)

제71조(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제60조제6항에 따른 이수학  취소로 인하여 졸업요건에 결

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 를 박탈한다. (개정 2009.7.1)

제7   시간제 등록생

제72조(시간제 등록생) ①제48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본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은 수업연한  제학연한을 용받지 아니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은 매학기별로 본교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이하 “통

합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

(이하 “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이라 한다)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9.2.23)

  ④통합반 시간제 등록생(별도반 시간제 등록생 포함) 은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  안으로 하며, 선발에 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2012.2.27)

  ⑤별도반 시간제 등록생에 한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장실습수

업  주말 등을 통한 집 학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시수는 1학 당 

15시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⑥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2.23, 개정 

2015.6.30)

제73조(시간제 등록생의 학  신청 등) ①시간제 등록생이 매 학기 신청 할 수 있는 학 은 제

60조제1항에서 규정한 매 학기 12학   연간 24학 을 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23)

  ②시간제 등록생에 하여는 학사경고를 용하지 아니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74조(시간제 등록생의 학 수여) ①시간제 등록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학 이 84학  이상이

고, 당해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  이상을 인정받은 때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논문

을 심사에서 합격하면 학사학 를 수여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의 학 인정  학 수여 등의 상담을 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운 할 수 

있다.



제5장  학원 학사운

제1   입학(재입학 포함)자격  입학 형

제75조(입학자격) ① 학원의 석사학 과정과 의학 문 학원 복합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1. 학사학 를 소지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학원의 박사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 를 가지고 있는 자 는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2.23)

  ③ 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한다. (개정 2009.2.23., 2016.2.19.)

  ④교육 학원의 공통사회교육 공, 공통과학교육 공은 직 교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⑤법학 문 학원의 문박사학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야 한다. (신설 2011.12.28)

  1. 국내외 학의 법학 문석사학  소지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입학 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 문 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사학 이상 소지자

  3. 법학석사학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세부 공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는 실무경력을 

쌓아 수학능력을 갖춘 것으로 입학 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 문 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4.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이 우수하여 수학능력이 있다

고 입학 형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 문 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76조(재입학) ①자퇴 는 제 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는 경우

에는 외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재입학자가 종 에 이수한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 을 재 사정한다.

  ③재입학자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의2(편입학) ①다른 법학 문 학원( 한민국의 법학 문 학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학

문 학원을 포함한다)에 등록하 던 학생은 본교의 법학 문 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편입학하는 학생이 다른 법학 문 학원에서 취득한 학 은 15학 의 범  안에서 본교의 법

학 문 학원 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의학 문 학원 의학과는 편입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조신설 2009.2.23)

제77조(입학 형) ①입학 형은 일반 형 는 특별 형에 의한다.

  ②법학 문 학원  의학 문 학원은 「지방 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한 법률」제15

조 제1항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범   모집

비율은 다음과 같다.(조신설 2014.12.16)



지역의 범 모집 비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이상

  ③입학 형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4.12.16)

제2   공의 변경  과
[제목개정 2013.12.30]

제78조( 공의 변경) ①학생의 공 변경은 석․박사 학 과정의 과정별 소속 학과 내에서 가

능하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변경 후의 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

를 인정한다. (개정 2007.5.14)

  ② 공의 변경 시기는 첫째학기 이수 후 둘째학기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단서

삭제 2009.11.14)

  ③ 공의 변경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8조의2( 과) ①석․박사 학 과정  통합과정에서 과를 신청하는 자는 계열학사 원장

(학장)을 경유하여 과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의학 문

학원의 의학과  법학 문 학원의 법학과로의 과는 불허한다. 

  ② 과는 재학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해 필요한 경우에

는 외로 한다.  

  ③ 공 주임교수는 과한 자가 이미 이수한 학  가운데 변경된 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

는 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과 시기는 학기 개시 으로 한다. 다만, 계열학사 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 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⑤기타 과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   교육과정

제7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79조의2(국내 학(원)  외국 학(원)과의 학 과정  교육과정 공동운 ) 국내 학(원) 

 외국 학(원)과 공동으로 복수학 과정 는 교육과정을 설치․운 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7, 개정 2014.2.17.)

제4   졸업  수료학

제80조( 학원의 수료학 ) ① 학원의 학 과정별 수료학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23, 2010.2.26, 2012.11.27, 2014.2.17., 2016.2.19.)



   1. 일반 학원

     가. 석사학 과정 24학  이상

     나. 박사학 과정은 36학  이상

   2. 문 학원

     가. 법학 문 학원 석사학 과정 92학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1.12.28)

     나. 법학 문 학원 문박사학 과정 30학  이상(신설 2011.12.28)

     다. 의학 문 학원 의학과 석사학 과정 168학  이상 (신설 2009.2.23)

     라. (삭제 2010.2.26)

     마. (삭제 2010.2.26)

     바. 분석과학기술 학원 석사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1.12.28)

     사. 분석과학기술 학원 박사학 과정 36학  이상 (신설 2009.2.23)

     아. 에 지과학기술 학원 석사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2.2.27, 

2014.2.17)

     자. 에 지과학기술 학원 박사학 과정 36학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4.2.17.)

     차. 신약 문 학원 석사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0.2.26, 개정 2012.11.27)

     카. 신약 문 학원 박사학 과정 36학  이상 (신설 2010.2.26)

   3. 특수 학원 석사학 과정은 24학  이상으로 하되, 24학 을 과하는 과정별 수료학 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6.12.7, 2009.2.23, 2009. 12.7, 2012.11.27, 2014.2.17.)

     가. 경 학원 석사과정 36학  이상 (신설 2012.11.27)

     나. 교육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2.11.27, 개정 2013.2.22)

     다. 행정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2.11.27)

     라. 산업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2.11.27)

     마. 평화안보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3.2.22)

     바. 국가정책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4.2.17)

     사. 특허법무 학원 무논문학 과정 30학  이상 (신설 2015.1.19)

   4. 석·박사학 통합과정  복합학 과정

     가. 석·박사학 통합과정 60학  이상 (신설 2009.2.23., 개정 2016.2.19)

     나. 의학 문 학원 의학과 복합학 과정은 이미 이수한 석사 학  취득학 을 포함하여 

195학  이상 (신설 2009.2.23)

  ②교과목별 성  등 이 Co이상인 경우에만 학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한다. 다만, 의학 문

학원 의학과  법학 문 학원의 문석사학  과정은 교과목별 성 등 이 Do이상인 경

우에 학 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서 신설 2009.2.23)

  ③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일반 학원은 별지 제7호 서식, 문 학원은 별지 제12호 서식, 

특수 학원은 별지 제18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④수료학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   학  이수  인정

제81조(다른 학교의 학 인정)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학교(본교의 다른 학원 과정을 포함

한다)에서 소정의 차를 거쳐 이수한 학 은 수료학 의 2분의 1 범  내에서 이수학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82조(학 인정시기) 학 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이수학 ) 이수학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3조의2(성 경고  유 ) ①법학 문 학원의 성 경고  유 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5.17)

  ②의학 문 학원 의학과는 각 학기에 배정된 공과목의 학 을 취득하지 못하 을 경우에

는 학기말에 유 시키고, 학년성  평균평 이 2.0미만인 경우에는 학년말에 유 시킨다. (신

설 2009.2.23)

  ③의학 문 학원 의학과 유 자는 유 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3)

제6   졸업논문  학 수여

제84조(졸업논문) 학원 졸업논문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학 수여) 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원별로 정한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

생에게 별표 10에 의한 해당 학 를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국문학 기와 문학 기 모두를 

수여한다. (개정  단서신설 2009.2.23, 개정 2014.1.15, 2014.12.5)

구 분 학 서 식

일반 학원

석사
별지 제8호[국문 서식]

별지 제9호[ 문 서식]

박사
별지 제10호[국문 서식]

별지 제11호[ 문 서식]

문 학원

석사

별지 제13호[국문 서식(이학석사 등)]

별지 제14호[국문 서식(의무석사 등)]

별지 제15호[ 문 서식]

박사
별지 제16호[국문 서식]

별지 제17호[ 문 서식]

특수 학원 석사
별지 제19호[국문 서식]

별지 제20호[ 문 서식]

  ②학 는 학년말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말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85조의2(수료자의 등록 등) 총장의 승인을 받은 수료자  학 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

도의 수료자 등록을 한 후 학 취득에 필요한 학 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신설 2010.7.28) 

제86조(명 박사학 의 수여) ①학술, 문화, 사회에 지 한 공헌 는 공 이 있거나 학의 발



에 지 한 기여를 한 자에 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의 명 박사학 를 수여할 수 있다. (개

정 2009.2.23)

  ②명 박사학 수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7조(학 수여 취소) ①석사 는 박사학 를 받은 자가 당해 학 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7)

  ②명 박사학 를 받은 자가 명 를 손상한 경우에는 학원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수여

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활동  지도

제88조(교칙 수) 학생은 학칙  제 규정을 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89조(공결) ①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7.1)

  ②공결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90조(포상) ①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 이 우수한 자 는 선행 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 포상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학생자치기구) ①학풍을 새롭게 하고 학생자치능력을 기르기 하여 충남 학교학생회

(이하 학생회 라 한다)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학생회의 구성원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기타 학생단체 는 학생의 활동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업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09.7.1)

제93조(간행물) ①학과(부)  학의 학생회 등에서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에는 지도교수 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당해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②제1항 이외의 학생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4조( 지행 )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는 단체 행

와 기타 교육 목 에 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95조(징계)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학 교수회의 는 학

원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 처분은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칙 는 제 규칙을 반한 자

  ②제1항의 사유로 동일한 사안에 2개 학(원) 이상의 학생이 련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징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하고 당해 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③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 으로 구분한다.

  ④징계권자는 징계 상자를 교수회의, 학원 원회 는 징계 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징계 원회의 구성과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학칙개정 

제96조(학칙의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

를 10일 이상 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 을 요하는 경우나 상

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한 경우에는 고 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

다. (개정 2009.2.23)

제96조의2(제 규정의 개폐) 총장은 학칙 시행을 한 제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고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등 제반 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2.23)

   1. 학칙 등 상  법규의 개정 내용을 반 한 하 규정의 경미한 개정

   2. 자구 는 간단한 내용의 수정

제8장  보   칙 

제97조( 임사항) 이 학칙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9조 제1항  제4항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다른 학칙 등 폐지) ①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학원 학칙, 충남 학교 경

학원 학칙, 충남 학교 교육 학원 학칙, 충남 학교 행정 학원 학칙, 충남 학교 보건․바

이오산업기술 학원 학칙, 충남 학교 산업 학원 학칙, 충남 학교 특허법무 학원 학칙  

충남 학교 평화안보 학원 학칙을 폐지한다.

  ②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경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교육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행정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

교 보건․바이오산업기술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산업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특허법무 학원 학 수여 규정  충남 학교 평화안보 학원 학 수여 규정을 폐지한다.

  ③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학원 교무규정, 충남 학교 경 학원 교무규정, 충

남 학교 교육 학원 교무규정, 충남 학교 행정 학원 교무규정, 충남 학교 보건․바이오산

업기술 학원 교무규정, 충남 학교 산업 학원 교무규정, 충남 학교 특허법무 학원 교무규

정  충남 학교 평화안보 학원 교무규정을 폐지한다.

  ④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학생정원조정 원회 규정  충남 학교 학 취득특별

시험 시행규정을 폐지한다.



2006.2.28. 당시 재  학부  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건설계열학과군
(1999~2001학년도)

건축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 공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 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공

건축토목환경계열
학과군
(2002~2003학년도)

건축학과(5년)
건축학부

건축학 공

건축공학 공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 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공

토목․환경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 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공

기계공학부
(1996~1998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
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 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공

기계․선박․항공계열
학군
(1999~2003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
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 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 공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
학부

선박해양공학 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 공

기계․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계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
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 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 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생명과학연구원 규정 제3조 4항 

 충남 학교 나노․신소재공학원 규정 제4조 제4항  “신소재연구소”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학칙 통합에 따른 용 특례) 2005학년도 이  입학자에 하여는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

고 종  학칙(제2조의 폐지 학칙 포함)을 용할 수 있다. 다만, 학  변동으로 인하여 2006

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이 개정 학칙을 용할 

수 있다.

제5조(모집단 ․학부  공의 폐지와 신설,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모집단 ․학부  

공의 폐지에 따라 2005학년도 이  입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속을 변경하여 해당 학년에 재

하는 것으로 보며, 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연도별 공과 학 모집단 별 공배정지

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배정한다.



2006.2.28. 당시 재  학부  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항공우주․선박해양
공학과군
(2004~2005학년도)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선박해양공
학부

선박해양공학 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 공

재료공학부
(1996~1998학년도)

재료공학과 나노공학부 나노정보시스템공학 공

화학공학부
(1996~1998학년도)

화학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 공

고분자공학과 고분자바이오재료 공

정 공업화학과 정 응용화학 공

신소재공학부
(1999~2005학년도)

응용소재공학 공

나노공학부

나노소재공학 공

재료공학 공 나노정보시스템공학 공

화학공학 공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 공

고분자공학 공 고분자바이오재료 공

정 공업화학 공 정 응용화학 공

섬유공학 공 유기소재․섬유시스템
공

정보통신․컴퓨터
공학부
(1997~1998학년도)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기정보통신공학부

자 정보통신 공

컴퓨터공학 컴퓨터 공

기계열학과군
(1999학년도)

기공학과

기정보통신공학부

기공학 공

자공학과 자 정보통신 공

정보통신공학과 자 정보통신 공

공학과 자 정보통신 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공

정보통신공학부
(2000~2001학년도)

기 자 공
기정보통신공학부

자 정보통신 공

컴퓨터 공 컴퓨터 공

  ②2005학년도 이  입학생  2006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될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06.2.28. 당시 재  학부  공 2006.3.1. 이후 변경 학부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모집단 명 학과 공

공업교육계열
(1999~2003학년도)

건축․토목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 자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계․ 속공학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기술․화공교육학과군
(2004~2005학년도)

건축공학교육과

공업교육학부

건설공학교육 공

토목공학교육과 건설공학교육 공

기계공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 공

속공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 공

기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 공

자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 공

화학공학교육과 화공․섬유공학교육 공

기술교육과 기술교육 공

 

제6조(다른 규정과의 계) 이 학칙 시행당시 종 의 학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속시설과 각종 

원회는 이 학칙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학칙 시행 당시 종

의 학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학칙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학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283호, 2006.5.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92호, 2006.6.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11호, 200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별표2, 제19조의 별표9, 

제22조 제2항 별표10의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33조  제80조의 산업 학원 무논

문 학 신청자에 한 수업연한과 수료학 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학과 폐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의 과는 2006학년도 

이  입학자가 의학과로 진 할 때까지 의 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6학년도 이  입학자로서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학원의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

학과, 생화학과에 재 하는 자는 학 과정에 따라 이학석사, 이학박사를, 제약학과에 재 하는 

자는 학 과정에 따라 약학석사, 약학박사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

과,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자공학과,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속공학

과, 재료공학과에 재 하는 자는 학 과정에 따라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 를 각각 수여하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제3조(학부 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명칭이 변경된 공 소속 재

생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공의 해당 학년에 재 하는 것으로 본다. 



2007.2.28. 당시 재  학부( 공) 2007.3.1. 이후 변경 학부( 공)

공과 학
바이오응용화학부 생명화학공학 공

공과 학
바이오응용화학부 화학공학 공

바이오응용화학부 고분자바이오재료
공

바이오응용화학부 고분자공학 공

농업생명
과학 학

식물자원학부 작물생산과학 공
농업생명
과학 학

식물자원학부 작물과학 공

  ②이 학칙 시행당시 학 변동 등의 사유로 1학년을 수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과 

공과 학  농업생명과학 학의 공배정 원칙에 따라 각각 변경된 공으로 배정하며, 교육

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327호, 2007.5.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기획정보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과”를, “기획정보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과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345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9호의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2조 별표 1, 제5조, 제6조 제1항 별표 2, 제13조 제3항 별표 

6, 제19조 별표 9  제22조 별표 10의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제53조, 제54조의 2  

제63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 학원 바이오산업과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되는 보건 학원 바이오산업

과학과는 2007학년도 이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바이오산업과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보건 학원 바이오산업과학과에 재 하는 자에게는 개정  학칙에 따

라 학 를 수여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제3조( 학원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학과명칭이 변경되는 학

원 공업교육학과에 재 하는 자는 공업기술교육학과에 재 하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2008년 3월 1일부터 보건·바이오산업기술 학원 학사운 규정의 제명

을 보건 학원 학사운 규정으로, 제1조의 보건·바이오산업기술 학원을 보건 학원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352호, 2008.2.29)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67호, 2008.6.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76호, 2008.8.21)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사회조사센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규정 제1380호, 2008.10.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7호, 2009.2.23, 규정 제1528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문

학 증 수여는 2008학년도 기 졸업자부터, 별표 1, 별표 2,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제32조 제1항의 약학 학 입학자의 수업연한, 제59조 제3항의 미래

설계상담제 련 교과목 이수  제80조의 교육 학원의 교사자격증 미소지자에 한 수료학

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4조제14호  제15호의 간호 학  생명시스템과학 학의 설

립  이와 련된 개정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율화추진과제로 추진 인 「국립학

교 설치령」이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 학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약학 학에 재  인 

자  2008학년도 이  입학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의 수업연한은 제32조제1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학칙에 의한다. 다만, 재입학 학생  2009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경우에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②2010학년도 이  약학 학 약학부에 정원 내 는 정원 외로 편입학 하는 학생의 편입학 

학년은 제49조제3항  제4항의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3조(법학 문 학원․의학 문 학원 신설에 따른 법과 학․의과 학  소속 학과에 한 

경과조치) ①법과 학은 2018년 2월까지 조직과 명칭을 유지하며, 의과 학은 2008학년도 입

학자의 편제가 완성되는 2012년 2월까지 학 조직을 유지한다.(개정 2012.7.16)

  ②법과 학 법학부  의과 학 의학과는 2012년 3월 1일 이후에도 2008학년도 이  입학자

가 졸업할 때까지 법과 학 법학부  의과 학 의학과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3월 1일 이후 재 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의과 학 의학과 학생의 경우는 의학 문 학원 의학과 교육과정을 공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2008학년도 이 에 법과 학 법학부  의과 학 의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학사지도 등을 

하여 해당 학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법학 문 학원  의학 문 학원 소속 임교수가 

법과 학  의과 학 소속 임교수를 각각 겸무한다.

제4조(사범 학․간호 학․생명시스템과학 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 학 교육학과, 자연과학 학 체육교육과  공과 학 공업교육학부(건설공학교육 공, 

기계․ 속공학교육 공, 기․ 자․통신공학교육 공, 화공․섬유공학교육 공, 기술교육

공)는 학  학과( 공)의 명칭을 각각 사범 학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



계․ 속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로 변경한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 학 교육학과, 자연과학 학 체육교육과  공과 학 공업교육학부

(건설공학교육 공, 기계․ 속공학교육 공, 기․ 자․통신공학교육 공, 화공․섬유공학

교육 공, 기술교육 공), 의과 학 간호학과, 생명과학부에 소속된 학생(사범계학과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임교수 등은 각각 사범 학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

공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기술교육과

에, 간호 학 간호학과에, 생명시스템과학 학 생명과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생

의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인문 학 교육학과, 자연과학 학 체육교육과  공과 학 공업교육학부

(건설공학교육 공, 기계․ 속공학교육 공, 기․ 자․통신공학교육 공, 화공․섬유공학

교육 공, 기술교육 공)에 재 하는 학생이 사범 학으로 소속변경 는 졸업할 때까지 학과

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재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의 학사지도를 하여 사범 학 소속 

임교수가 겸무한다. 

제5조( 학의 모집단  변경, 학과․ 공 명칭변경  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

정당시의 모집단 ․ 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 ․ 공에 재 된 학생은 변

경된 모집단 ․ 공에 재 하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②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 를 계열 는 학부로 하여 이미 입학하 으나 공 배정을 받

지 못한 자  이미 공을 배정 받았지만 학사조직의 변경에 따라 새로 공이 분리되는 경

우에는 해당 학의 공 배정 원칙에 따라 공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

정을 용할 수 있다.

  ③이 학칙 시행당시 공과 학 건축학부 건축학 공에 재 인 학생의 수업연한은 이 개정 

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6조( 학원 학과․ 공의 통․폐합  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개정당시의 학

과․ 공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모집단 ․ 공에 재 된 학생은 변경된 모집단 ․

공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②2009학년도부터 공이 폐지되는 교육 학원의 농업교육 공(동물자원)은 2008학년도 이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고, 학 수여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16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과는 2011학년도 과부터, 제

70조의2의 졸업연기제도는 2009학년도 기졸업 상자부터, 제33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의학

문 학원 수업연한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의학 문 학원 복합학 과정에 2009학년도에 입학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하여 제33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용할 수 있다.



2009.2.28. 당시 재  학부(학과)  공 2010.3.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 명 학과명  공명 모집단 명 학과명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 공 수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 공 정보통계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천문우주과학부
물리학 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 공 천문우주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부
화학 공 화학과 화학과

생화학 공 생화학과 생화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지질환경과학 공 지질환경과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 공 해양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토목․환경공학부
토목공학 공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 공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
트로닉스공학부

기계공학 공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공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 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부      칙(규정 제1422호, 2009.9.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1조와 련하여 이 학칙 시행당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기별 성 평

평균과 등 은 다시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학년 성 평 평균과 등 의 산출은 이 개정

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27호, 2009.12.7)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37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  변경, 학과․ 공 명칭변경  공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9학년도 이  

입학한 자연과학 학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

학부, 공과 학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항공우주․선박해양

공학부, 나노공학부, 기정보통신공학부,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생활과학 학 생활과학계열, 생명시스

템과학 학 생명과학부 소속 학생으로서 공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학의 공배정 

원칙에 따라 공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②2009학년도 이  입학생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2009.2.28. 당시 재  학부(학과)  공 2010.3.1. 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 명 학과명  공명 모집단 명 학과명

항공우주․선박해양공
학부

항공우주공학 공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선박해양공학 공 선박해양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나노공학부
재료공학 공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나노소재공학 공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기정보통신공학부

기공학 공 기공학과 기공학과

컴퓨터 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 정보통신 공

자공학과 자공학과

공학과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식물자원학부
작물과학 공 응용식물학과 응용식물학과

원 학 공 원 학과 원 학과

환경임산자원학부
산림환경자원학 공 산림환경자원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임산공학 공 환경소재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생명과학 공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낙농산업과학 공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 공 지역환경토목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생물산업기계 공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생물학 공 응용생물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 공 생물환경화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 공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부
생물학 공 생물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 공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제3조( 학원 학과의 소속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010년 2월 28일 당시 의학 문

학원의 의과학과에 재 하는 학생은 2010년 3월 1일부터 학원 의과학과에 재 하는 것으로 

보며, 2010년 3월 1일부터 공 명칭이 변경 되는 스포츠과학과 건강 리  스포츠산업 공

에 재 하는 학생은 스포츠건강 공과 스포츠문화․산업 공에 각 각 재 하는 것으로 본다.

  ②2010학년도부터 공이 폐지되는 교육 학원의 정보․컴퓨터교육 공은 2009학년도 이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고, 학 수여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4조(졸업요건에 따른 수여 학 증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85조제1항 별지 제19호의2 서식

은 평화안보 학원에 하여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부      칙(규정 제1454호, 2010.7.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69호, 2011.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별표2, 제19조제1항 별표9  제22조제2항 별표10의 개정 학칙은 2011년 3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항 별표3, 제13조제2항  별표5 개정 학칙은 충남 학교 인

재개발원 규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 학 모집단  변경, 학과 폐지  학부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  입

학생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1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경 학부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2011.2.28. 당시 재  학과  2011.3.1. 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 명 학과명 모집단 명 학부명

경 학과 경 학과

경 학부 경 학부회계학과 회계학과

국제경 학과 국제경 학과

제3조(약학 학 모집단  변경, 학부( 공) 폐지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8학년도 

이  입학한 학생으로서 공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학의 공배정원칙에 따라 공

을 배정하고,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②2008학년도 이  신입학  2010학년도 이  편입학․재입학한 학생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소속을 변경한 학과의 교육과정을 용

할 수 있다.

2011.2.28. 당시 재  학부  공 2011.3.1.이후 변경 학과

모집단 명 공명 모집단 명 학과명

약학부
약학 공 약학과 약학과

제약학 공 제약학과 제약학과

 ③2010학년도 이  편입학․재입학자의 학년 정은 개정  학칙에 따른다.

 ④(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  신입학  2010학년도 이  편입학․재

입학자에게는 종  학칙에 따라 학 를 수여한다.

제4조( 학원 학과․ 공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  입학한 학생은 

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  입학생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이후에 변경

(신설)된 학과  공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구  분 2011.2.28. 당시 재  학과   공 
2011.3.1. 이후 변경(신설) 학과

  공

석사학 과정

○ 환경공학과

  

○ 환경공학과

  - 수질 리  상하수도공학 공

  - 기,폐기물,에 지공학 공

○ 자 정보통신공학과 

  - 제어 공

○ 자 정보통신공학과 

  - 제어  항법 공

박사학 과정
○ 자 정보통신공학과 

  - 제어 공

○ 자 정보통신공학과

 - 제어  항법 공

학과간 동과정 ○ 기록보존학과 ○ 기록학과

평화안보 학원

○ 평화안보학과

  - 평화안보학 공

  - 국가 략 공

  - 국제지역학 공

○ 국제학과

  - 국제지역  교류 력 공

  - 세계경제  국제통상 공

  - 어  국제문화 공

 

부      칙(규정 제1471호, 2011.3.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일반 학원  법학 문 학원,의

학 문 학원,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신약 문 학원,경 학원,교육 학

원,행정 학원,보건 학원,산업 학원,특허법무 학원,평화안보 학원 학사운 규정  “납입

”이라는 용어를 모두 “등록 ”으로 한다. (개정 2014.2.17)

제3조(경과조치)①제59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과정을  용한다.

  ②2011학년도 이  입학자는 종  학칙에 따른다.

부      칙(규정 제1476호, 2011.5.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78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2

년 3월 1일부터 용한다.

제2조(교육 학원 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부터 공이 폐지되는 독일어교육

공, 상업정보교육 공, 식물자원․조경교육 공, 농공교육 공, 철학교육 공, 공통사회교육

공, 공통과학교육 공은 2011학년도 이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2011학년도 이  입학자로서 201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공에 재 하는 자의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고, 학 수여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부      칙(규정 제1492호, 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4호, 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7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1항의 공과 학 컴퓨터공학

과  사범 학 수학교육과는 2012학년도 입학자(신입학, 2014학년도 편입학, 재입학은 2012

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학년 정을 받은 경우 포함)부터 용한다.

제2조(졸업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 학 컴퓨터공학과에 재 인 

학생의 졸업 소요학 은 개정  학칙에 의한다. 다만, 사범 학 수학교육과 2010학년도, 2011

학년도 입학자는 개정 학칙의 졸업 소요학 을 용한다.

제3조( 학원의 수료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법학 문 학원  분석과

학기술 학원에 재 인 학생의 졸업  수료학 은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4조( 학원 석사학  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  학원 무용학과 입학자

의 석사학  종별은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5조( 학원 학과․ 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일반 학원 일반과정의 법학과 석사과정, 

어 문학과( 어학 공, 문학 공) 석사과정,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박

사과정, 무역학과(국제경 공)의 석사과정과 학과간 동과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은 

2011학년도 이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과( 공)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11학년도 이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  

입학생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2012학년도 이후 신설(변경)된 학과( 공)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③2011학년도 이  일반 학원 학과간 동과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일

반 학원 법학과 지 재산권법 공과목을 수강한 경우 공학 으로 인정하며, 학과간 동과

정의 특허학과 석․박사과정 특허법무 공의 교육과정은 법학과 지 재산권법 공의 교육과

정과 통합하여 운 한다. 

부      칙(규정 제1506호, 2012.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09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  학칙 제12조 제1항 별표3의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는 

동 사업이 만료되는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 당시 충남 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충남 학교 비서홍보

실 규정, 충남 학교 정책기획단 규정  충남 학교 언어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517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과의 계) 2012. 3. 1자 개정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  지침에서 “경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과”를, “경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재무과장”을, “시설환경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과”를, “시설환경과장”을 인용한 경우에

는 “시설과장”을, “연구지원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산학연구본부”를, “연구지원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산학연구본부장”을, “입학 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본부”를, “입

학 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본부장”을, “입학 리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과”

를, “입학 리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입학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25호, 2012.6.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28호, 2012.7.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30호, 2012.8.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38호, 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0조제1항 신약 문 학원 석사학

과정 수료학 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행정 학원 무논문학 신청자에 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  입학자는 개정  학칙

을 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학칙을 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44호, 2012.12.20)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변경되는 학

년도부터 용하며, 평화안보 학원 공변경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

부터 용한다.

제2조(평화안보 학원 공변경에 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제학과의 ‘세계경제  국제통상

공’과 ‘ 어  국제문화 공’은 ‘국제통상  문화 공’으로, 군사학과의 ‘국방정책 공’은 ‘군

사학 공’으로 2013학년도 이후 변경된 공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48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제2항 개정학칙은 2013

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능력인정시험에 한 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의 공인

어능력인정시험의 학 인정에 하여는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개정  학칙을 용할 수 있

으며, 이에 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557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5호  별지 제6호 서식

의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 학 학년 조정에 따른 용례) 약학 학 학년 조정을 한 제32조제2항․제48조제2

항․제59조제5항의 개정 학칙에 따라 약학 학 2011학년도 입학자는 5학년으로, 2012학년도 

입학자는 4학년으로 각각 학년을 조정한다.

제3조(모집단   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자유 공학부 과학기술 공은 2012학년도 이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학 종별은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4조(교육 학원 공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육행정 공은 2012학년도 이  입학자가 졸업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   학 종별은 개정  학칙에 의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공을 용할 수 있다. 

제5조( 학원 학 종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 학원 무역학과 2012학년도 이  입학자의 

학  수여 시 학 종별은 개정  학칙에 의하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학 종별을 용할 수 있다. 

제6조(무논문학 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교육 학원의 2012학년도 후기 학 취득 정

자까지는 제8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학칙을 용한다.

  ②평화안보 학원의 2012학년도 이  입학자는 개정  학칙을 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학칙을 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83호, 2013.5.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범 학 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 졸업이수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입

학자부터 용하며, 2012학년도 이  입학자는 사범 학 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의 졸업이수

학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학칙을 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 학교 학사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표에서 “130학 ～140학 ”을 “130학 ～142학 ”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588호, 2013.7.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90호, 2013.8.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02호, 2013.1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1호, 2013.12.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4호, 2014.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16호, 2014.2.17,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녹색에 지기술 문 학원”을 인

용한 경우에는 “에 지과학기술 학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녹색에 지기술 문 학원 기 명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명칭 변

경 의 소속 재 생은 개정된 학칙으로 용한다.

제4조(수의과 학 유 제 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수의과 학의 유 제는 2014학년도 수의과

학 수의학과 1학년 진 자부터 용한다.

제5조( 학(원)의 모집단  변경, 학과  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목개정 2014.6.25]

) ①2014학년도 이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4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디자인창의학과의 교육과정을 용 할 수 있다. 

2014.02.28. 당시 재  학과  공 2014.03.01. 이후 변경 학과  공

모집단 명

(학과명)
공명

모집단 명

(학과명)
공명

산업미술학과

(시각디자인 공)
시각디자인 공

디자인창의학과

(시각·제품디자인 공)
시각·제품디자인 공

산업미술학과

(공 공)
공 공

디자인창의학과

(도자·섬유디자인 공)
도자·섬유디자인 공

  ②일반 학원 천문우주과학과  지질학과의 석․박사과정은 2013학년도 이  입학생이 졸업

할 때까지 학과․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6.25)

  ③2013학년도 이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

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4



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우주․지질학과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신설 2014.6.25)

2014.2.28. 당시 재  학과( 공) 2014.3.1. 이후 변경(신설) 학과( 공)

모집단  학과명 모집단  학과( 공)명

 천문우주과학과
 우주․지질학과

 지질학과

부      칙(규정 제1624호, 2014.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과 학 건축학과(5년제), 사범 학 교육학과는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하고, 공과 학 컴퓨터공학과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부      칙(규정 제1627호, 2014.3.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1호, 2014.4.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3호, 2014.5.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9호, 2014.6.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학과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  입학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

과정을 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  입학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소속 변경을 할 수 있으

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5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단, 

2015년 2월 졸업자에 한 학 명은 소속변경을 한 학생에 하여 변경된 학 명으로 수여한

다.

부      칙(규정 제1643호, 2014.8.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5조 제1

항  제36조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학생에 한 경과조치) ①2014학년도 이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  학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와 제35조 제3항에 의한 국비장학생 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을 하여 휴학 이거나 육아휴학, 창업휴학, 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한 국내외 보 등으로 인하여 2015년 2월말 재 휴학 인 자는 2016학년도 제1학기까지 

복학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학칙을 용하여 복학을 허가하고 출

석일수를 인정한다.



  ②2014학년도 이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  학칙 제35조 제3항에 의한 역 입 비를 

하여 입 할 학기에 휴학하는 자  병역복무를 하여 2015년 2월말 이 에 휴학 인 자

는 2017학년도 제2학기까지 복학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 학칙에도 불구하고 개정  학칙을 

용하여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

부      칙(규정 제1655호, 2014.1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61호, 2014.12.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2호, 2015.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법무 학원 무논문학  신청자에 한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  입학자는 개정  

학칙을 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된 학칙을 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677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개

정 학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사회과학 학·공과 학·농업생명과학 학·약학 학 모집단  변경, 학과 폐지  학과(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5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부)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2015. 2. 28. 당시 재  학과  2015. 3. 1.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 명 학과명 모집단 명 학과(부)명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공학과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정 응용화학과 정 응용화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제3조(연계 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기 의과학, 미국지역학, 교육공학, 

식물 론티어바이오, 유럽지역학, 환경조경학연계 공은 공에 재 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학 수여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4조( 학원 등의 학과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

육과정을 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5학년도 이후에 변경(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구  분 2015. 2. 28. 당시 재  학과 2015. 3. 1.이후 변경(신설) 학과

석사학 과정

○화학·생화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박사학 과정

○화학·생화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제5조(교육 학원 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부터 공이 폐지되는 교육 학원의 

랑스어교육 공, 도덕․윤리 공은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수료할 때까지 공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하고, 학 수여는 개정  학칙에 

의한다.

제6조( 공과정 개편에 따른 2014학년도 이  입학자에 한 경과조치)① 공 교육과정 개편

으로 기 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

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②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복수 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각 공의 졸업소요학 은 각 

48학  이상으로 한다.

  ③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부 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부 공의 졸업소요학 은 30학  

이상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1685호, 2015.3.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86호, 2015.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1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02호, 2015.6.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2호, 2015.7.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6호, 2015.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4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75조 제3

항  제80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개정 학칙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공과 학 모집단  변경, 학과 폐지  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  입학

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

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 는 2016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

과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2016. 2. 29. 당시 재  학과  2016. 3. 1.이후 변경 학부

모집단 명 학과명 모집단 명 학과명

 고분자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제3조( 학원 등의 학과신설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  입학한 학생은 입

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용한다. 다만, 2015학년도 이  입학생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은 학생 희망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학년도 이후에 변경

(신설)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용할 수 있다. 

구  분 2016. 2. 29. 당시 재  학과 2016. 3. 1.이후 변경(신설) 학과

 석사학 과정
 공업화학과

 응용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박사학 과정
 공업화학과

 응용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학원명 교   육   목   표

학원
학 교육의 목 을 일층 심오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문화발 에 공헌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법학 문

학원

풍부한 교양, 인간  사회에 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 을 바탕으로 건 한 직업윤리 과 복잡다기한 법  분쟁을 문 ,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의학 문

학원

1. 실력

 가. 일차 진료를 한 기본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나. 자기 개발에 충실하여 문성을 배양한다.

2. 사

 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선도한다.

 나. 의학을 통한 생명과학산업 발 에 기여한다.

3. 신뢰

 가. 올바른 윤리 과 생명 을 가진다.

 나.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다.

분석과학

기술 학원

분석과학 기술 분야의 실천  이론 용과 연구 개발을 통하여 분석 장비  기

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문 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에 지과학

기술 학원

에 지과학 기술 분야를 선도할 다학제  융합지식과 실천  창의성을 갖춘 로

벌 문인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신약 문

학원

신약과학 기술 분야의 이론  연구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경 학원

로벌 환경에서 경쟁 우 를 지니는 미래 로벌 경 리더의 양성, 정직과 윤

리를 바탕으로 투명경 과 기업의 사회  책임을 시하는 미래 윤리 경 리더

의 양성, 인 자본, 고객자본, 조직자본 등의 지 자본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미래 지식 경  리더의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별표 1](개정 2007.12.6, 2009.2.23, 2009.12.7, 2010.2.26, 2013.2.22, 2014.2.17.)

각 학원의 교육목표



학원명 교   육   목   표

교육 학원

교육이념을 지향하는 심오한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그 응용방법을 체계 으로 연

구하고 교육자 인 인격과 자질을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 에 공헌

할 수 있는 교육 문가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행정 학원
학문의 이론과 실 문제에 한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리자를 

육성 는 재교육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보건 학원

보건 분야의 학문  이론과 실무를 과학 으로 연구하고 창의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보건인력과 차세  산업인 바이오 산업계에서 추  역할을 수행

할 우수한 연구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발 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한

다.

산업 학원

산업 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 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창의

인 능력을 갖춘 고 기술인을 양성하여 지역 사회와 국가발 에 기여함을 교

육목표로 한다.

특허법무

학원

지 재산권법과 법 반의 심화된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특허

법무  일반법무 리자를 육성 는 재교육하고 우리나라 지식정보사회와 법

치사회의 건실한 발 에 이바지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평화안보

학원

평화와 안보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안보와 평화 구축  

유지를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 는 재교육하여 국가 발 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

로 한다.

국가정책

학원

국가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인재를 육성 

 재교육하여 국가발 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09.12.7, 2010.2.26, 2011.2.22, 2011.5.31, 

2011.12.28, 2012.12.20, 2013.2.22, 2014.2.17, 2014.6.25., 2015.2.16., 2016.2.19.)

학․ 학원의 학부․학과․ 공 설치 황

1. 학

학명 학과( 공) 비고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

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사학과, 고고학과, 철

학과

12개 학과

사회과학 학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

외교학과, 행정학부

1개 학부, 6개 학과

자연과학 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10개 학과

경상 학
경제학과, 경 학부, 무역학과, 

1개 학부, 2개 학과

공과 학

건축학과(5년제),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 메

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기공학과, 자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

학과, 유기재료공학과

1개 학부, 14개 학과

농업생명과학 학

식물자원학과, 원 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

과학부,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1개 학부, 10개 학과

법과 학
 법학부(법학 공)

1개 학부(1개 공)

약학 학
 약학과

1개 학과



학명 학과( 공) 비고

의과 학
 의 과, 의학과

2개 학과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식품 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3개 학과

술 학

 음악과(성악 공, 작곡 공, 피아노 공), 악과( 악 공, 악

공), 회화과(한국화 공, 서양화 공), 조소과, 디자인창의학과(도

자·섬유디자인 공, 시각·제품디자인 공)

5개 학과(9개 공)

수의과 학
 수의 과, 수의학과

2개 학과

사범 학

 국어교육과, 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과, 건설공

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

교육과, 기술교육과 

10개 학과

간호 학
 간호학과

1개 학과

생명시스템과학

학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2개 학과

자유 공학부

 자유 공학부(인문․사회과학 공,  리더십과 조직과학 공, 공공

안 학 공)

1개 학부(3개 공)

군사학부
 군사학부(육군학 공)

1개 학부(1개 공)

합계 7개 학부, 80개 학과(14개 공)



2. 학원

 ■ 일반 학원

  ○ 일반과정

석  사  학    과  정 박  사  학    과  정

계 열 학     과 계 열 학      과

인 문․

사 회

계 열

(26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

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과, 일어일문

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

과, 교육학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

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치행정학

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 학과, 회

계학과, 무역학과, 농업경제학과

인 문․

사 회

계 열

(27개

학과)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교육학

과, 언어학과, 고고학과, 사회학과, 문헌정보

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자

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경 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농

업경제학과, 법학과,

자 연

과 학

계 열

(24개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화

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

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생물학과, 축산학

과, 낙농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업기

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

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 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우주·지질학과

자 연

과 학

계 열

(23개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통계학과, 화

학과, 생화학과, 생명과학과, 농학과, 원

학과, 산림자원학과, 농생물학과, 축산학

과, 낙농학과, 농공학과, 농화학과, 농업기

계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약

학과, 간호학과, 의류학과, 식품 양학과, 

우주·지질학과

공 학 

계 열

(17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

공학과, 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

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

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

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 정

보통신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

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공 학

계 열

(17개

학과)

공업기술교육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

공학과, 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

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

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

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 정

보통신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응용화학공

학과, 건축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체능

계열

(7개

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미

술학과, 음악과, 악과, 디자인창의

학과

․체능

계 열

(4개

학과)

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무용학과, 디자인창의학과

의 학

계 열

(3개

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의 학 

계 열

(3개

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의과학과

5 계 열 77개 학과 5 계 열 74개 학과



  ○ 학과간 동과정

석  사  학    과  정 박  사  학    과  정

의공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약무임상약학

과, 기과학과, 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의공학과, 보건학과, 기록학과, 언어병리학과, 군사

학과, 과학수사학과, 약무임상약학과, 국제지

역학과, 국가정책학과

6개 과정 9개 과정

  ○ 학연산 동과정

석  사  학    과  정 박  사  학    과  정

연   구   소   (원) 연   구   소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자통신연구원, 한국

원자력안 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농 진흥청, (주)

KT산하연구원, 호남석유화학(주) 덕연구소,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

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자통신연구원, 한국

화학연구원, 한국표 과학연구원, 농 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

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개 연 구 소 13개 연 구 소

 ■ 문 학원

학원명 학과[ 공]

법학 문 학원  법학과

의학 문 학원  의학과

분석과학기술 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기 과학 공, 응용과학 공]

에 지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학과 [신에 지소재 공, 신에 지공정 공]

신약 문 학원  신약개발학과



 ■ 특수 학원

학원명 학과[ 공]

경 학원 경 학과[경 학 공]

교육 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정책 공, 교육심리  교육과정 공, 국어교육 공, 어교육

공, 랑스어교육 공
[삭제:2015.3.1.]

, 국어교육 공, 일본어교육 공, 일반사회교육 공, 역

사교육 공, 물리교육 공, 화학교육 공, 생물교육 공, 지구과학교육 공, 간

호교육 공, 수학교육 공, 기계․ 속교육 공, 화공․섬유교육 공, 건설교육

공, 기․ 자․통신교육 공, 기술교육 공, 체육교육 공, 가정교육 공, 

도덕․윤리교육 공
[삭제:2015.3.1.]

, 상담교육 공, 음악교육 공, 미술교육 공, 한문교육

공, 유아교육 공, 양교육 공, 한국어교육 공]

행정 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공, 자치행정학 공, 통일․북한학 공, 사회복지학 공]

보건 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공]

산업 학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자정보통신공학과, 산업공학과, 식품공

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원자력에 지학과, 신소재공학

과, 기 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외식산업학과

특허법무 학원
특허법무학과 [특허법무 공]

일반법무학과 [일반법무 공] 

평화안보 학원

국제학과 [국제지역  교류 력 공, 국제통상  문화 공]

군사학과 [군사학 공, 군수․획득 리 공, 군상담심리 공]

과학수사학과 [범죄수사학 공, 과학수사학 공]

국가정책 학원
국가정책학과[공공정책 공, 도시·환경정책 공, 과학기술정책 공, 농식품정책

공, 경제통상정책 공]



[별표 3] (개정 2006.6.28, 2006.12.7, 2007.5.14, 2007.12.6, 2008.6.20, 2008.8.21, 2009.2.23, 2009.12.7, 

2010.2.26. 2011.2.22, 2011.11.25, 2011.12.12, 2012.1.30., 2012.2.27, 2012.6.26, 2012.12.28, 

2013.2.22, 2013.11.25, 2014.4.11, 2014.8.28, 2015.2.16, 2015.6.30, 2015.7.23, 2015.9.11) 

부속시설 등

교사시설구분 소속 등 시설명

교육기본시설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학본부  그 

부 시설

공통 도서 , 학생회

지원시설

총장직속

산학연구본부, 입학본부, 국제교류본부, 정부재정지원사

업총 추진단,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 학부교육선

도 학육성사업단, 총장실, 기 교양교육원, 략기획단, 

안 리본부

공통
정보통신원, 학생생활 , 청룡 , 공동실험실습 , 신문방

송사, 보건진료소, 체육진흥센터

부속시설

공통

박물 , 자연사박물 , 평생교육원, 과학 재교육원, 산학

력단, 학교기업, 장애학생지원센터, 공자학원, 나노․신

소재공학원, 공동동물실험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여 생커리어개발센터, 인권센터, 장

실습지원센터, 체육 재교육원

인문 학 통역번역원, 한국어교육원, 언어치료센터

사회과학 학 심리성장과 자기조 센터

자연과학 학 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

공과 학 공학교육실습 , 공학교육 신센터

농업생명과학 학 농장, 학술림, 동물자원연구센터

약학 학 약 원

생활과학 학  여성인력종합교육센터

수의과 학 동물병원

사범 학
교직부, 경기지도자연수원, 임시 등학교교원양성소,

교육연수원

법학 문 학원 법률상담소



[별표 4]

학 교 기 업

기업명칭 사업종목 련 학부․학과 소  재  지 비고

CNU 

BIOTech

생물학  제제

제   조   업

o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o 동물자원과학부

o 농업경제학과

역시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 학교 내



[별표 5] (개정 2007.5.14, 2007.12.6, 2008.2.29, 2008.8.21, 2009.2.23, 2009.12.7, 2010.2.26, 2011.2.22, 

2011.3.15, 2012.2.27, 2012.12.28, 2013.2.22, 2014.8.28, 2015.4.14, 2015.6.30, 2015.7.23)

행정조직의 분장사무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교무처

교무과

1. 인 수(처 직인에 한함)

2. 단과 학, 학원, 학부, 학과, 과정의 설치  폐지

3. 학칙  교무 련 제 규정 제정, 개․폐

4. 임교수, 비 임 교수의 인사  복무 리

5. 조교의 인사  복무 리

6. 정년퇴임식(교원)

7. 학생의 정원 리

8. 교육과정의 편성  개정

9. 학사계획 수립

10. 교원업 평가에 한 반  사항

11. 공개강좌 개설  승인에 한 사항

12. 박물 , 자연사박물  리 지도

13. 처 소  회계 리

14. <삭제>

15. <삭제>

16. 처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사지원과

1. 인 수(민원업무용에 한함)

2. 입학․등록․ 공배정․휴학․복학․재입학․ 학․ 과․퇴학․제 ․졸업 

3. 학 조회  학 부 리

4. 학 수여  교원자격증 발

5. 종합민원서비스센터 운 (주차증 발   환수 업무 포함)

6. 수강신청, 가상강좌 운  등 수업 리

7. 성 리(졸업논문 포함)

8. 강사료 단가책정  지 확정

9. 계 학기 운  

10. 강의평가 업무에 한 사항

11. 학과목 선이수제 운

12. 평생교육원 리 지도

13. <삭제>

14. <삭제>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학생처

학생과

1. 인 수(처 직인에 한함)

2. 학생활동의 지도  지원

3. 학생 병사 리

4. 학생증 발

5. 학생 보건  후생에 한 사항

6. 학생회 , 임해수련원, 소비조합, 노천극장의 리

7. 학생생활 , 보건진료소, 체육진흥센터, 신문방송사,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여 생커리어개발센터, 인권센터 

리 지도

8.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 리

9. 장학 에 한 사항

10. 처 소  회계 리

11. 처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취업지원과

 1. 취업종합 책 수립

 2. 취업 경쟁력 강화 로그램 개발․운

 3. 진로  취업 상담

 4. 취업 추천

 5. 각종 경력 개발  리

 6. 각종 취업정보 제공  취업통계 조사

7. 취업교육  창업교육 운

8. <삭제>

9. <삭제>

10. 취업지원을 한 산학연 력체제 구축

11. 진로  취업교과목, 인턴십 과정 운

12. 청룡 , 장실습지원센터 리 지도

13. 기타 취업지원 련 업무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기획처

기획평가과

 1. 인 수(처 직인에 한함)

 2. 학발   재정운용에 한 종합계획 수립

 3. 학의 하부조직 신설  폐지에 한 사항(연구시설 제외)

 4. 자체평가에 한 사항

 5. 외평가에 한 사항

 6. 학 특성화 사업에 한 사항

 7. 산 집행에 한 심사분석  평가 

 8. 산편성 원회, 평가기획 원회  등록 심의 원회 운

 9.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리에 한 사항

 10. 도서 , 정보통신원 리 지도

 11. 기타 학발 을 한 계획에 한 사항

 12. 처 소  회계 리

 13. 처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외 력

1. 학 발 기  조성  리에 한 사항

2. 외부장학  모 에 한 사항

3. 외 력추진 원회 운

4. 외 력에 한 제반 사항 

5. 학 홍보정책 수립 등 홍보 리

6. 언론 보도  인터뷰 등 언론 리

7. 약식 행사계획 수립 등 행사 리

8. 기타 발 기 , 외부장학 , 외 력  홍보에 한 사항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사무국

총무과

1. 인 수 

2. 직원 인사 리에 한 사항

3. 직원 복무 리에 한 사항

4. 사무분장에 한 사항

5. 법령  규에 한 사항

6. 규정제정․개정  폐지에 한 사항

7. 감사에 한 사항

8. 문서․보안․당직․소방․차량  주차 리 

9. 비상계획․ 비군  민방 에 한 사항

10. 입학식․학 수여식․정년퇴임식․기타행사  회의

11. 연 ․의료보험 등 직원 복리 후생에 한 사항

12. 정심화국제문화회 의 리

13. 총장실 지원

14. 학윤리 원회 운

15. 기록  운 에 한 업무

16. 학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과

1. 인 수(회계직공무원 직인에 한함)

2. 세입․세출 산  결산에 한 사항

3. 학생 등록  결정․수납에 한 사항

4. 세입  징수에 한 사항

5. 자 리에 한 사항

6. 산 집행  지출에 한 사항

7. 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취 에 한 사항

8. 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한 사항

9. 물품 수 계획 수립 등 물품 리에 한 사항

10. 국유재산 리  운 에 한 사항

11. 원천징수에 한 사항

12. 재정 원회 운

시설과

 1. 시설공사 계획 수립  조정

2. 시설공사 리에 한 사항

3. 건축 의 등 시설 련 외기 과의 의에 한 사항

4. 시설․설비물의 리  유지보수에 한 사항

5. 시설․설비공사용 자재 리에 한 사항

6. 환경  폐기물 등에 한 사항

7. 캠퍼스 조경 리 업무 

8. 에 지 약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한 사항

9. 시설물안 리(건물구조, 외곽시설물, 가스, 기, ․배수시설)에 

한 사항



[별표 6] (개정 2007.12.6, 2008.2.29, 2009.2.23, 2010.2.26, 2010.3.22, 2012.2.27, 2013.2.22, 

2014.2.17.)

학(원)의 행정실

소    속 명     칭 분   장   사   무

 인문 학

 자유 공학부
인문 학․자유 공학부 행정실

인문 학·자유 공학부  부속시설 

업무

 사회과학 학 사회과학 학 행정실
사회과학 학․행정 학원  부속

시설 업무

 자연과학 학

 약학 학

 군사학부

자연과학 학․약학 학․군사학부 

행정실

자연과학 학․약학 학․군사학부․

평화안보 학원  부속시설 업무

 경상 학

 일반 학원
경상 학․일반 학원 행정실

경상 학․경 학원․일반 학원 

 부속시설 업무

 공과 학

 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공과 학․분석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기술 학원 행정실

공과 학․산업 학원․분석과학기

술 학원․에 지과학기술 학원  

부속시설 업무

 농업생명과학 학 농업생명과학 학 행정실 농업생명과학 학  부속시설 업무

 술 학

 사범 학
술 학․사범 학 행정실

술 학․사범 학․교육 학원  

부속시설 업무

 수의과 학

 생명시스템과학 학

 신약 문 학원

수의과 학․생명시스템과학 학․

신약 문 학원 행정실

수의과 학․생명시스템과학 학․

신약 문 학원  부속시설 업무

 법학 문 학원

 법과 학

 생활과학 학

법학 문 학원․생활과학 학 

행정실

법학 문 학원․특허법무 학원 ·법

과 학․생활과학 학․국가정책

학원  부속시설 업무

 의학 문 학원

 의과 학

 간호 학

의학 문 학원․간호 학 행정실
의학 문 학원․의과 학․간호

학·보건 학원  부속시설 업무

 ※ 행정실의 치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7](개정 2008.2.29, 2009.2.23., 2012.2.27., 2015.4.14)

학(원)의 분장사무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학(원) 행 정 실

1. 입학․졸업․학 수여에 한 사항

2. 학(원) 입시 형계획 수립  시행

3. 학 리  수업․성 ․교과과정에 한 사항

4. 교원 인사 리에 한 사항

5. 교직원 복무 리에 한 사항

6. 학생 병사사무에 한 사항

7. 학생활동 지도  보건․후생에 한 사항

8. 장학사업  취업지도에 한 사항

9. 보안․ 인 수․문서 리에 한 사항

10. 회계 리 

11. 재산(청사 포함)  물품 리

12. 교수회의에 한 사항

13. 학(원) 부속시설의 행정지원  운  감독

14. 제증명 발 (의과 학․의학 문 학원․간호 학에 한함)

15. 학술 진흥  산학연 력에 한 사항

16. 명 박사 학 에 한 사항( 학원에 한함)

17. 연구  교육 조교에 한 사항( 학원에 한함)

18. 기타 학  학원 행정지원에 한 사항

 



[별표 8] (개정 2008.2.29, 2008.8.21, 2009.2.23, 2009.7.1, 2010.2.26, 2010.12.29, 2011.5.31, 2012.2.27, 

2013.12.30, 2014.4.11, 2014.8.28, 2014.12.16, 2015.6.30)

부속시설  각 본부(실)  도서 의 하부조직과분장사무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산학연구

본    부

연구지원과

1. 산학연구본부 총무․인사에 한 사항
2. 산학연구본부 소  회계 리에 한 사항
3. R&D/학술 기획  통계에 한 사항
4. 연구윤리  연구비 감사에 한 사항
5. 기타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산학 력단 연구지원부 리 지도  업무지원

산학 력

 1. 산학 력에 한 계획 수립
 2. 지식재산권 리  
 3. 교수․학생 창업에 한 업무지원
 4. 계약학과 리  산학 약 지원
 5. 산학 력 수익화 사업에 한 업무지원
 6. 산학 력단 소속 센터 리
 7. 산학 력단 산학 력부 리 지도  업무지원
 8. 공동실험실습 , 과학 재교육원, 나노·신소재공학원,
   체육 재교육원, 학교기업 리 지도 

연구 리

1. 연구비 앙 리( 약, 정산) 
2. 교원 연구․사업비 리에 한 사항
3. 연구소(원) 지원  리
4. 산시스템 리  운
5. 연구 련 계약( 앙구매)  기자재심의 원회에 한 사항
6. 산학 력단 연구 리부 리 지도  업무지원
7. 공동동물실험센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리 지도 

입학본부

입학과

1. 학(원) 입학 형연구 결과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2. 학(원) 입학제도  형에 한 사항
3. 편입학 형에 한 사항
4. 재외국민  외국인 입학 형에 한 사항
5. 문 학원 형에 한 사항
6. 학(원) 입학홍보 기본계획 수립  홍보
7. 입학 형 련 원회 운 에 한 사항
8. 입시경비 산편성  집행에 한 사항
9. 특수 학원 입학 형 지도 감독
10. 학입학 형 결과분석․연구
11. 기타 학생선발에 한 사항

입시 문

원실

1. 입학사정 형 모형 연구․개발  학생선발
2. 입학사정 형 안내․홍보 로그램 개발  홍보
3. 고교 교육환경․교육과정 등 문 인 정보수집  리
4. 입학사정 형의 평가기 에 의한 서류평가
5. 입학사정 형 결과분석․연구
6. 입학사정 형 련 연구 원회 운 에 한 사항



구  분 명  칭 분  장  사  무

국제교류

본부

국제교류

1. 국제학술교류 추진을 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학술교류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3. 외국 학  기 과 국제학술교류 정 체결
4. 해외홍보, 학술정보의 수집  교환
5. 해외어학연수, 교환 로그램 운 , 해외유학안내 등
 각종 외국 학  기  련업무
6. 외국인 유학생 리
7. 공자학원 리 지도
8. 기타 총장이 정하는 국제교류 업무

국제언어

교육센터

1. 외국어 특수강좌 운
2. 교양 어회화 교육 지원
3. 외국어 탁교육 실시
4. 외국어  외국문화 교육에 한 연구와 교재 개발
5. 외국어 교육에 한 연수  상담
6. 충남 학교학사운 규정 제63조에 의한 어능력인정시험 운
7.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센터에 한 사항

지역선도 학

로벌사업

1. 연도별 사업 기본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2. 지역선도 학 로벌육성사업 련 각종 원회 운   지원
3. 컨소시엄 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력 방안  세부실행계획 수립
4. 지역선도 학 로벌육성사업 유학생 유치․ 리, 복지 리, 교육․취업 

로그램 리
5.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6. 사업비 집행 리  배정
7. 기타 지역선도 학 로벌육성사업 운 에 련된 제반 사항

총장실 비서
1. 총장실 운
2. 총장 일정계획 수립  총장 수행

도서

수서정리과

1. 보안  인 수
2. 문서 리
3. 회계  재산(청사  물품) 리
4. 도서선정  구입
5. 도서의 분류․정리  목록 작성
6. 도서  산업무
7. 도서  기획․홍보업무
8. 일반열람실 리  
9. 기타 내 다른 과의 주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료운 과

1. 도서  자료열람  출/반납 업무
2. 자료실 리  운
3. 자매체자료의 리  운
4. 고문헌 자료 정리  운
5. 도서 서비스(강의지원, 상호 차, 이용자교육) 실시
6.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
7. 분  운
8. 이용상담  안내



학명 모집단
입학정원

련 학과․ 공
2016 2015 2014 2013

편제
정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40 42 43 43 168

 어 문학과 79 83 86 86 334

 독어독문학과 39 40 43 43 165

 불어불문학과 31 31 34 34 130

 어 문학과 40 40 43 43 166

 일어일문학과 23 25 26 26 100

 한문학과 22 22 25 25 94

 언어학과 20 22 22 22 86

 국사학과 19 19 19 19 76

 사학과 32 35 35 35 137

 고고학과 18 18 18 18 72

 철학과 32 34 35 35 136

소계 395 411 429 429 1,664

사회과학
학

 사회학과 32 34 34 34 134

 문헌정보학과 26 26 26 26 104

 심리학과 32 34 34 34 134

 언론정보학과 31 31 34 34 130

 사회복지학과 24 24 26 26 100

 정치외교학과 32 34 34 34 134

 행정학과 - - 69 69 138

 자치행정학과 - - 34 34 68

 행정학부 93 98 - - 191 2015학년도 통합(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소계 270 281 291 291 1,133

자연과학
학

 수학과 81 91 96 96 364

 정보통계학과 30 35 38 38 141

 물리학과 62 67 75 75 279

 천문우주과학과 31 36 38 38 143

 화학과 73 76 80 80 309

[별표 9] (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09.9.14, 2010.2.26, 2011.2.22, 2011.12.28, 

2013.2.22, 2014.2.17. 2015.2.16, 2016.2.19.)

모집단 별 입학정원

1. 학



학명 모집단
입학정원

련 학과․ 공
2016 2015 2014 2013

편제
정원

 생화학과 30 32 34 34 130

 지질환경과학과 46 53 58 58 215

 해양환경과학과 30 34 39 39 142  

 스포츠과학과 40 44 45 45 174

 무용학과 23 23 27 27 100
무용학과
(한국무용 공, 무용 공, 발 공)

소계 446 491 530 530 1,997

경상
학

 경제학과 65 66 70 70 271

 경 학부 234 236 266 296 1,032

 무역학과 46 46 52 52 196

소계 345 348 388 418 1,499

공과 학

 건축학과(5년제) 29 32 32 32 125(32)  건축학과(5년제), (32)은 2012학년도 입학정원

 건축공학과 29 32 32 32 125  

 토목공학과 48 54 54 54 210

 환경공학과 39 40 44 44 167

 기계공학과 - - 65 65 130

 기계설계공학과 - - 50 50 100

 기계공학부 107 113 - - 220
2015학년도 통합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37 38 40 40 155

 선박해양공학과 35 39 39 39 152

 항공우주공학과 40 43 45 45 173

 기공학과 47 51 52 52 202

 자공학과 54 57 60 60 231

 공학과 - - 35 35 70

 정보통신공학과 - - 35 35 70

 정보통신공학과 65 66 - - 131
2015학년도 통합
(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21 123 137 137 518

 나노소재공학과 - - 43 43 86

 재료공학과 - - 42 42 84

 신소재공학과 79 83 - - 162
2015학년도 통합
(나노소재공학과, 재료공학과)

 고분자공학과 - 37 38 38 113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 48 50 50 148



학명 모집단
입학정원

련 학과․ 공
2016 2015 2014 2013

편제
정원

 유기재료공학과 82 - - - 82
2016학년도 통합(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과 - - 44 44 88

 정 응용화학과 - - 44 44 88

 응용화학공학과 81 85 - - 166
2015학년도 통합
(화학공학과, 정 응용화학과)

소계 893 941 981 981 3,828
※5년제 건축학과 (32)은 2012학년도 입학
  정원으로 합계에 포함

농업생명
과학 학

 식물자원학과 27 29 30 30 116

 원 학과 28 29 30 30 117

 산림환경자원학과 28 29 30 30 117

 환경소재공학과 24 24 25 25 98

 동물자원생명과학과 - - 31 31 62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 - 34 34 68

 동물자원과학부 60 63 - - 123
2015학년도 통합(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응용생물학과 27 28 30 30 115

 생물환경화학과 29 30 31 31 121

 식품공학과 27 29 30 30 116

 지역환경토목학과 28 29 30 30 117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8 30 31 31 120

 농업경제학과 31 32 34 34 131  

소계 337 352 366 366 1,421  

약학 학

 약학과 50 50 30 30 160 2015학년도 통합(약학과, 제약학과)

 제약학과 - - 20 20 40

소계 50 50 50 50 200

의과
학

 의 과 77 77 - - 154  2015학년도 신설

소계 77 77 - - 154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38 38 44 44 164

 식품 양학과 37 38 39 39 153

 소비자생활정보학과 26 27 27 27 107

소계 101 103 110 110 424

술 학

 음악과 40 42 43 43 168 음악과(성악 공, 작곡 공, 피아노 공)

 악과 29 30 30 30 119 악과( 악 공, 악 공)

 회화과 29 30 31 31 121 회화과(한국화 공, 서양화 공)

 조소과 15 15 15 15 60  



학명 모집단
입학정원

련 학과․ 공
2016 2015 2014 2013

편제
정원

 산업미술학과 - - - 27 27 산업미술학과(공 공, 시각디자인 공)

 디자인창의학과 25 27 27 - 79
디자인창의학과(도자·섬유디자인 공, 
시각·제품디자인 공)

소계 138 144 146 146 574

수의과 학

수의 과 54 54 - - 108

수의학과 [54] [54] [54] [54] [216]  [  ]은 수의학과 입학정원

소계
54
[54]

54
[54]

[54] [54]
108
[216]

 

사범 학

 국어교육과 13 13 13 13 52

 어교육과 13 13 13 13 52

 수학교육과 14 14 14 14 56

 교육학과 15 15 15 15 60

 체육교육과 20 20 20 20 80

 건설공학교육과 20 20 20 20 80

 기계․ 속공학교육과 30 30 30 30 120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30 30 30 30 120

 화학공학교육과 15 15 15 15 60

 기술교육과 30 30 30 30 120

소계 200 200 200 200 800

간호 학
 간호학과 90 90 90 90 360

소계 90 90 90 90 360

생명시스템
과학 학

 생물과학과 46 48 51 51 196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31 32 34 34 131

소계 77 80 85 85 327

자유
공

학부

 인문․사회과학 공 15 15 15 15 60

 리더십과 조직과학 공 15 15 15 15 60
※특성화고교졸 재직자특별 형인 리더십과 
  조직과학 공은 정원 30명으로 별도 운

 공공안 학 공 17 20 20 20 77

소계 47 50 50 50 197

군사학부
 육군학 공 30 30 30 - 90

소계 30 30 30 - 90

합계
3,550
[54]

3,702
[54]

3,746
[54]

3,746
[54]

14,776
[216]

※5년제 건축학과 (32)은 2012학년도 입학
정원으로 편제정원 합계에 포함

 



2. 학원

 ■ 일반 학원(총정원제)

  ○ 일반과정

구분
입학정원

2016 2015 계

석사학 과정 818 816 1,634

박사학 과정 385 386 771

계 1,203 1,202 2,405

  ○ 학과간 동과정

석사학  과정 박사학   과정

과   정   명
입학정원

과   정   명
입학정원

2016 2015 계 2016 2015 계

의공학과 4 4 8 의공학과 2 2 4

- - - 보건학과 5 5 10

기록학과 7 7 14 기록학과 1 1 2

언어병리학과 10 10 20 언어병리학과 4 4 8

- - - 군사학과 5 5 10

- - - 과학수사학과 3 3 6

약무임상약학과 8 8 16 약무임상약학과 3 3 6

- - - 국제지역학과 3 3 6

기과학과 5 5 10 - - -

- - - 국가정책학과 12 12 24

로벌문화콘텐츠학과 3 3 6 - - -

6개 과정 37 37 74 9개 과정 38 38 76



  ○ 학연산 동과정

석사학  과정 박사학  과정

연구소(원)
입학정원

연구소(원)
입학정원

2016 2015 계 2016 2015 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 6 1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4 8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8 8 16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2 2 4

한국원자력연구원 4 4 8 한국원자력연구원 4 4 8

한국 자통신연구원 1 1 2 한국 자통신연구원 3 3 6

KT&G R&D본부 0 0 0 KT&G R&D본부 0 0 0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1 1 2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0 0 0

한국화학연구원 6 6 12 한국화학연구원 2 2 4

한국표 과학연구원 4 4 8 한국표 과학연구원 2 2 4

한국기계연구원 2 2 4 한국기계연구원 0 0 0

농 진흥청 2 2 4 농 진흥청 2 2 4

(주)KT산하연구원 1 1 2 (주)KT산하연구원 0 0 0

한국해양연구원 0 0 0 한국해양연구원 0 0 0

호남석유화학(주) 덕연구소 1 1 2 호남석유화학(주) 덕연구소 0 0 0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1 1 2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0 0 0

애경산업(주) 앙연구소 0 0 0 애경산업(주) 앙연구소 0 0 0

식품의약품안 청 0 0 0 식품의약품안 청 0 0 0

한국천문연구원 1 1 2 한국천문연구원 0 0 0

한국식품연구원 1 1 2 한국식품연구원 1 1 2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1 1 2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1 1 2

국방과학연구소 1 1 2 국방과학연구소 2 2 4

자동차부품연구원 1 1 2 자동차부품연구원 0 0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 0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3 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2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2

농림수산검역감사본부 3 3 6 농림수산검역감사본부 2 2 4

24개 연구소 47 47 94 24개 연구소 29 29 58



학원별 석사학  과정 박사학  과정

학원명 학과명 2016 2015 2014 2013 계 2016 2015 2014 2013 계

법학 문 학원 법학과 100 100 100 - 300 12 12 - - 24

의학 문 학원 의학과 110 110 110 110 440 - - - - 0

분석과학기술

학원

분석과학

기술학과
22 22 - - 44 8 8 - - 16

에 지과학기술

학원

에 지과학

기술학과
23 23 - - 46 7 7 - - 14

신약 문 학원 신약개발학과 20 20 - - 40 5 5 - - 10

계 275 275 210 110 870 32 32 0 0 64

학원명
입학정원

2016 2015 2014 계

경 학원 93 93 - 186

교육 학원 245 245
245

(122)
612

행정 학원 65 65 - 130

보건 학원 37 37 - 74

산업 학원 83 83 - 166

특허법무 학원 35 35 - 70

평화안보 학원 63 63 - 126

국가정책 학원 40 40 - 80

계 661 661
245

(122)
1,444

 ■ 문 학원

 ■ 특수 학원



[별표 10] (개정 2006.12.7, 2007.12.6, 2009.2.23, 2010.2.26, 2011.2.22, 2011.12.28, 2013.2.22, 

2014.1.15, 2014.2.17. 2014.6.25, 2015.2.16)

학  종 별

1. 학

학 종별 졸업 학 학      과(부)

문 학 사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과, 일어일
문학과, 한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고고학과, 철학과

사회과학
    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범 학 국어교육과, 어교육과

자유 공학부 자유 공학부(인문․사회과학 공, 리더십과 조직과학 공)

 연계 공  공통사회, 도덕․윤리

교육학사 사범 학 교육학과

문헌정보
학    사

사회과학
    학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
 학   사

 사회과학
     학

사회복지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
    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지질환경과학
과, 해양환경과학과, 기 과학부, 수학․정보통계학부, 물리․천문우주과학부, 화
학․생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사범 학 수학교육과

 생명시스템
 과학 학

생명과학부, 생물과학과, 미생물 분자생명과학과

 자유 공학부 자유 공학부(과학기술 공)

 연계 공 생물정보학(삭제), 공통과학, 기 의과학
[삭제:2015.3.1.]

체육학사

자연과학
    학

스포츠과학과

사범 학 체육교육과

무용학사
자연과학
    학

무용학과

경제학사

경상 학 경제학과, 경제․무역학부(경제 공)

농업생명과학
학

농업경제학과

경 학사 경상 학 경 학부, 경 학과, 회계학과, 국제경 학과, 무역학과(‘08이  입학자) 

 무역학사
 경상 학  경제․무역학부(무역 공), 무역학과(‘09이후 입학자)

 연계 공  로벌이트 이드(삭제)

공 학 사

공과 학

건축공학과(4년),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공
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나노소재공학과, 재
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정 응용화
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기공학과, 자공학과, 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기정보통신공학부, 공업교육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 공), 나노공학부, 바이오응
용화학부, 토목․환경공학부,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항공우주․
선박해양공학부, 유기재료공학과

사범 학
건설공학교육과, 기계․ 속공학교육과, 기․ 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
과, 기술교육과



학 종별 졸업 학 학      과(부)

공학사

 농업생명
 과학 학

생물자원공학부, 지역환경토목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연계 공
나노기술(삭제), 의약화학(삭제), 목조건축 인테리어디자인, 감성인지소
트웨어 공, 국방무인시스템 공, 환경ICT 공

건축학사 공과 학 건축학부(건축학 공), 건축학과

농 학 사

농업생명
과학 학

식물자원학부, 환경임산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응용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원 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환경소재공학과, 
동물자원생명과학과,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응용생물학과, 생물환경화학과,

 식품공학과

연계 공 과채·특용작물 농창업 공

수의학사
수 의 과
    학

수의학과

법 학 사 법과 학 법학부

행정학사

사회과학
    학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행정학부

자유 공학부 자유 공학부(공공안 학 공)

정치학사 
사회과학
    학

정치외교학과

약 학 사
약학 학  약학부

약학 학 약학과, 제약학과

의 학 사 의과 학 의학과

간호학사 간호 학 간호학과

생활과학사 생활과학 학 의류학과, 식품 양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음악학사 술 학 음악과, 악과

미술학사 술 학 회화과, 조소과, 산업미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군사학사 군사학부 육군학 공

지역학사 연계 공 미국지역학
[삭제:2015.3.1.]

, 국통상, 유럽지역학
[삭제:2015.3.1.]

식물생명
공학사

연계 공 식물 론티어바이오
[삭제:2015.3.1.]

교육공학사 연계 공 교육공학
[삭제:2015.3.1.]

환경조경학사 연계 공 환경조경학
[삭제:2015.3.1.]

국제학사 연계 공 국제학

인문콘텐츠학사 연계 공 인문콘텐츠

아시아비즈니스
학사

연계 공 아시아비즈니스

의약생명학사 연계 공 의약생명학

스마트이트 이
드학사

연계 공 스마트이트 이드 공

정보공학사 연계 공 지식생태 공

언어공학사 연계 공 언어정보처리 공



2. 학원

 ■ 석사학  종별(후드색)

학  종 별 학          과 학  종 별 학          과

문학석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과

한 문 학  과

철   학   과

사   학   과

국 사 학  과

언 어 학  과

고 고 학  과

사 회 학  과

심 리 학  과

언론정보학과

일어일문학과

기록학과

로벌문화콘텐츠학과

공학석사

(주황색)

의 공 학 과

나노기술학과

산업 학원 각 학과

에 지과학기술학과

농학석사

(담황색)

농   학   과

축 산 학  과

식 품 공학과

원  학  과

산림자원학과

낙 농 학  과

농 생 물학과

농 화 학  과

임 산 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수의학석사(회색) 수 의 학  과

법학석사

(자주색)

법   학   과

특 허 학 과

특허법무 학원 각 학과

교육학석사

(하늘색)

교 육 학  과

공업기술교육학과

교육 학원 교육학과

법학 문석사

(자주색)
법학 문 학원 법학과

이학석사

(노랑색)

수   학   과

물 리 학  과

컴퓨터과학과

통 계 학  과

지 질 학  과

해 양 학  과

천문우주과학과

화학․생화학과

화   학   과

생 화 학  과

우주․지질학과

기과학과

생명과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기 과학 공)

의과학과

행정학석사

( 랑색)

행정학과

행정 학원 행정학과

 자치행정학석사

( 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책학석사

(자주색)
국가정책 학원 국가정책학과

정치학석사(남색) 정치외교학과

경 학석사

(연한밤색)

경  학  과

회 계 학  과

경 학원 경 학과

무역학석사

(연한밤색)
무 역 학  과

경제학석사

(붉은밤색)

경 제 학  과

농업경제학과

이학 문석사

(노랑색)
신약개발학과

의학석사( 록색)

의무석사( 록색)

의   학   과

의학 문 학원 의학과 

체육학석사

(진녹색)

체 육 학  과

스포츠과학과
간호학석사(살구색) 간 호 학  과



학  종 별 학          과 학  종 별 학          과

공학석사

(주황색)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토목공학과

기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 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약학석사

(진 록색)

약   학   과

약무임상약학과

생활과학석사

(노랑색)

식품 양학과

의류학과

소비자생활정보학과

음악학석사(분홍색) 음악과, 악과

미술학석사(밤색) 미술학과, 산업미술학과

디자인학석사(밤색) 디자인창의학과

무용학석사(주황색) 무용학과

문헌정보학석사

(흰색)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석사

(흰색)
사회복지학과

언어병리학석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공학석사

(주황색)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농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응용과학 공)

보건학석사(주황색) 보건 학원 보건학과

국제학석사(연녹색) 평화안보 학원 국제학과

군사학석사(연녹색) 평화안보 학원 군사학과

과학수사학석사

(연녹색)
평화안보 학원 과학수사학과



 ■ 박사학  종별(후드색)

학  종 별 학          과 학  종 별 학          과

문학박사

(흰색)

국어국문학과

어 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어 문학과

한 문  학 과

일어일문학과

언 어 학  과

사   학   과

국 사 학  과

고 고 학  과

사 회  학 과

심 리  학 과

기 록  학 과

공학박사

(주황색)

의공학과

나노기술학과

에 지과학기술학과  

농학박사

(담황색)

농   학   과

축  산 학 과

식 품 공학과

원  학  과

산림자원학과

낙 농 학  과

농 생 물학과

농 화 학  과

임 산 공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수의학박사

(회색)
수 의 학 과

철학박사

(진곤색)
철   학   과

법학박사

(자주색)

법   학   과

특 허 학 과

교육학박사

(하늘색)

교 육  학 과

공업기술교육학과

법학 문박사

(자주색)
법학 문 학원 법학과

이학박사

(노랑색)

수   학   과

물 리  학 과

컴퓨터과학과

통 계  학 과

지 질  학 과

천문우주과학과

해 양  학 과

화학․생화학과

화   학   과

생 화 학  과

우주․지질학과

생명과학과

식품 양학과

의 류  학 과

미생물 학 과

체 육  학 과

스포츠과학과

과학수사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기 과학 공)

의과학과

신약개발학과 

행정학박사

( 랑색)
행 정 학 과

 자치행정학박사

( 랑색)
자치행정학과

정책학박사

(자주색)
국가정책학과

정치학박사

(남색)
정치외교학과

경 학박사

(연한밤색)

경  학 과

회 계 학 과

무역학박사

(연한밤색)
무 역 학 과

경제학박사

(붉은밤색)

경 제 학 과

농업경제학과

의학박사

( 록색)
의  학  과

약학박사

(진 록색)

약   학  과

약무임상약학과

간호학박사

(살구색)
간 호 학 과



학  종 별 학          과 학  종 별 학          과

이학박사

( 록색)

의학 문 학원 의학과

(MD/PhD)

보건학박사

(주황색)
보 건 학 과

공학박사

(주황색)

유기소재․섬유시스템공학과

기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자 정보통신공학과

바이오응용화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농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융복합시스템공학과

분석과학기술학과

(응용과학 공)

언론학박사

(남색)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흰색)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흰색)
사회복지학과

언어병리학박사

(에머랄드색)
언어병리학과

군사학박사

(연녹색)
군사학과

미술학박사

(밤색)
산업미술학과

디자인학박사

(밤색)
디자인창의학과

무용학박사

(주황색)
무용학과

국제지역학박사

(노랑색)
국제지역학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8.12)

     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  ○ ○ 학과( 공) 제  학년을 수료하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 장   (직인)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8.12)

     제       호

학      증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 소정의 과정(         학  공,         학  공, 

         학  부 공)을 이수하고       학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장 (학 )  ○ ○ ○ (직인)

충남 학교○○ 학장 (학 )  ○ ○ ○ (직인)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   (직인)

학 등록번호 :                 



[별지 제3호 서식] [ 학, 복수 공]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No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문 이름

                    Date of Birth(Gender)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  문명칭

                      in  소속학과 문명칭

                      Bachelor of 학  문명칭

                      in  소속학과 문명칭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소속 학 문명)  (sign)             

     University Seal          Dean of (소속 학 문명)  (sign)                       

                                  President  (sign)           

    Diploma No. CNUY(B)-1(학 번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8.12)

제       호

학          증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 소정의 과정(      학 공     학부 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장 (학 )  ○  ○  ○ (직인)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  (직인) 

학 등록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 학]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No - 일련번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문 이름

                      Date of Birth(Gender)

                      the degree of

                      Bachelor of 학  문명칭

                      in  소속학과 문명칭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소속 학 문명)   (sign)       

  University Seal

                                             President  (sign)       

       Diploma No. CNUY(B)-1(학 번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3.2.22)

     제       호

학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공 :

            사람은 학  인정 등에 한 법률 제9조  학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평생교육원장 (학 )  ○  ○  ○  (직인)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 

학 등록번호 : 충남 -학 -년도-일련번호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3.8.12)

  수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 ○ 학 과정  ○  ○학과의  과정을 

수료하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원장 (학 )  ○   ○   ○  (직인)

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

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원장 (학 ) ○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일반 학원, 석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M – 일련번호

                   

THE degree of

 문 학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President (sign)     

[석사:은박무늬]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박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박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

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원장 (학 ) ○   ○   ○   ( )

 인정에 의하여  ○  ○학 박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박사: 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1호 서식] [일반 학원, 박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D – 일련번호

                   

THE degree of

 문 학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President (sign)     

[박사: 박무늬]         Diploma No. CNUY(D)-1(학 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5.6.30)

  수제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  ○ ○학 ○ ○학  과정의  과정을

         수료하 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문 학원장 (학 )  ○○○ (직인)  

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 이학석사, 공학석사 (개정 2010.2.26,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

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문 학원장  (직인)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직인)
(학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4호 서식] - 의무석사, 법학 문석사 (개정 2010.2.26, 2013.8.12, 2014.1.15,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

정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문 학원장  (직인)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직인)
(학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5호 서식] [ 문 학원, 석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M – 일련번호

                   

THE degree of

 문 학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President (sign)     

[석사:은박무늬]   Diploma No. CNUY(M)-1(학 번호)               



[별지 제16호 서식][ 문 학원, 박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박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박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

정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문 학원장  (직인)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직인)
(학  ) ○ ○ ○ 

`  인정에 의하여  ○  ○학박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직인)

[박사: 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7호 서식] [ 문 학원, 박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D – 일련번호

                   

THE degree of

 문 학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President (sign)     

[박사: 박무늬]   Diploma No. CNUY(D)-1(학 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5.6.30)

  

수    료    증    서

     ○     ○     ○      

                                               

              ○ ○ ○ ○

          .

   

충남 학교○○ 학원장 (학 )  ○○○ (직인)  

.

   

충남 학교총장 (학 )    ○○○ (직인)  



[별지 제19호 서식] - 특수 학원(교육 학원, 행정 학원, 보건 학원, 산업 학원, 특허법무

학원, 평화안보 학원, 국가정책 학원) (개정 2010.2.26, 2013.2.22, 

2013.8.12, 2014.1.15,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

정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학원장  (직인)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직인)
(학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의2 서식] - 특수 학원(산업 학원, 평화안보 학원, 행정 학원, 교육 학원, 국

가정책 학원, 특허법무 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2.11.27, 

2013.5.24, 2013.8.12, 2014.1.15, 2014.2.17, 2015.1.19,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학원장  ( )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 )
(학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직인)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의3 서식] - 특수 학원(경 학원) (신설 2010.2.26,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석제       호

학        기

○      ○      ○

                                      년     월     일생

      사람은 ○ ○ 학원의 석사학  과정(○○학과, ○○ 공)을 이수하고,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 학원장  ( )
(학 ) ○ ○ ○

충남 학교
       학원장 ( )
(학 ) ○ ○ ○ 

 인정에 의하여  ○  ○학석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 )

[석사:은박무늬]
                 학 등록번호 :             



[별지 제20호 서식] [특수 학원, 석사] (신설 2009.2.23, 개정 2013.8.12, 2014.1.15, 2015.6.30)

   M – 일련번호

                   

THE degree of

 문 학  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GIVEN THIS DAY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UNDER THE SEAL OF THE UNIVERSITY AND THE SIGNATURES OF ITS 

OFFICERS.

 학 수여 일자"

 Dean of Graduate School ○ ○ ○

     (sign)                   

      Dean of Graduate School

        (sign)               

                                        President (sign)     

[석사:은박무늬]
Diploma No. CNUY(M)-1(학 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3.8.12)

    명박제       호

학        증

○      ○      ○

                                                    년      월     일생

      분은  ○ ○ 에 기여한 공 이 하므로 학원 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

  ○ ○학 박사의 학 를 수여하고자 추천함.

    년      월      일

충남 학교 학원장 (학 )  (직인)

 추천에 의하여  명 ○ ○학박사의 학 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 학교총장 (학 )

  학 등록번호 :             



충남 학교 학사운 규정

2006. 03. 01  규정 제1270호

제1차 개정  2006. 08. 21  규정 제1302호

제2차 개정  2007. 02. 23  규정 제1320호

제3차 개정  2007. 06. 25  규정 제1334호

제4차 개정  2007. 12. 06  규정 제1346호

제5차 개정  2008. 02. 13  규정 제1349호

제6차 개정  2008. 07. 29  규정 제1368호

제7차 개정  2008. 10. 07  규정 제1381호

제8차 개정  2009. 02. 23  규정 제1392호

제9차 개정  2009. 07.  1  규정 제1417호

제10차 개정  2009. 09. 14  규정 제1423호

제11차 개정  2010. 02. 16  규정 제1432호

제12차 개정  2010. 11. 02  규정 제1462호

 제13차 개정  2011.  2. 22  규정 제1470호

 제14차 개정  2011.  5. 31  규정 제1479호

제15차 개정  2011.  7. 26  규정 제1486호

제16차 개정  2011.  9. 14  규정 제1489호

제17차 개정  2011. 12. 28  규정 제1498호

제18차 개정  2012.  2. 27  규정 제1511호

제19차 개정  2012.  8.  8  규정 제1531호

제20차 개정  2012. 11. 27  규정 제1540호

제21차 개정  2013.  1. 15  규정 제1551호

제22차 개정  2013.  2. 22  규정 제1558호 

제23차 개정  2013.  5. 24  규정 제1583호 

제24차 개정  2013.  5. 24  규정 제1584호 

제25차 개정  2013.  8. 27  규정 제1594호

제26차 개정  2014.  2. 17  규정 제1617호

제27차 개정  2014.  3. 31  규정 제1628호

제28차 개정  2014.  6. 25  규정 제1640호

제29차 개정  2014.  8. 28  규정 제1644호

제30차 개정  2014. 12. 16  규정 제1662호

제31차 개정  2015.  2. 16  규정 제1678호

제32차 개정  2015.  2. 27  규정 제1682호

제33차 개정  2015.  7. 10  규정 제1705호

제34차 개정  2015.  9. 11  규정 제1717호

제35차 개정  2016.  2. 19  규정 제17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 이 규정은 「충남 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칙」에서 임된 학사운 에 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2조(교육목표) ①교양과정은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② 공과정은 당해 공(이하 “주 공”이라 한다)의 학술연구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문

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7.1)

  ③기타 과정은 사회진출에 직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의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라 함은 학과 는 공을 말한다. 다만, 이규정에서 총장․학  장에 한 보고․제

정 차에서 사용되는 학과장은 학과장 는 학부장 등 모집단 의 장을 의미한다.

   2. “배정정원”이라 함은 모집단 가 학부 는 계열인 경우에 학부 는 계열 내의 학과 

는 공별로 배정된 입학정원을 말한다.

  (조신설 2009.7.1)



제3조(교육과정의 구분) ①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공과정, 일반선택과정의 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②일반선택과정은 교양과정, 주 공의 공과정을 제외한 과목을 말한다. 다만, 교양과정  

공과정 역의 최소소요학 을 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과정에 포함한다. (개정 

2009.7.1, 2015.2.16)

제4조( 역별 소요학   이수학 ) ①학과별 교육과정의 역별 최소소요학 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②이수학 에는 교양과정, 공과정(복수 공과정, 부 공과정, 연계 공과정, 자기설계 공과

정, 산학융복합 공과정 포함), 교직과정과 학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수 는 인정받은 

학 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5.2.16., 2016.2.19.)

  ③제2항에서 규정한 학  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 을 취득한 경우 당해 

학 을 이수학 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2장  교육과정

제1  교양과정

제5조(교양과정 편성) ①교양과정은 창의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으로서의 역량을 함양

하기 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②교양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09.7.1, 2014.2.17, 2015.2.16)

  1. 공통기 교양

  2. 핵심교양

  3. 문기 교양

  4. 일반교양

  5. 특별교양

  ③ 역별 교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양과정 이수방법) ①모든 학생은 공통기 교양에서 8학 , 핵심교양에서 9학  이상  

학과에서 지정한 문기 교양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 은 

핵심교양 는 일반교양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9.7.1, 2014.2.17, 2015.2.16)

  ②삭제 (개정 2007.12.6, 2014.2.17)

  ③삭제 (개정 2007.6.25, 2009.7.1, 2014.2.17)

  ④공통기 교양의 로벌 어(Global English)1,2 과목의 이수학 과 교양과목  42학  과 

이수학 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

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22, 개정 2014.2.17)

  ⑤교양과목 제공학과의 소속 학생은 해당 과목의 수강을 제한하며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신설 2014.2.17)

제2  공과정

제7조( 공과정 편성) ① 공과정은 학과에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②다른 학과의 공과정의 일부를 주 공의 공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3  복수 공

제8조(복수 공 이수 상 제한) ①다음 각 호의 학과를 복수 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1. 자연과학 학 의 과 (개정 2011.7.26)

  2. 공과 학 건축학과(5년제) (개정 2009.2.23)

  3. 법과 학 법학 공

  4. 약학 학 각 학과

  5. 의과 학 각 학과

  6. 술 학 회화과, 조소과  악과 (개정 2007.6.25, 2014.2.17)

  7. 수의과 학 수의 과  수의학과 (개정 2011.7.26)

  8. 생활과학 학 식품 양학과 (신설 2007.12.6)

  9. 간호 학 간호학과 (신설 2009.9.14)

  10. 군사학부 각 공 (신설 2014.2.17)

  ②제1항 각 호의 학과 학생은 다른 학과를 복수 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군사학부 각 

공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07.12.6, 개정 2014.2.17)

제9조(복수 공 이수방법) ①복수 공 학생은 제4조에 따로 정한 주 공  복수 공의 이수기

 학  수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주 공  복수 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하여 이수학 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직복수 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5학 의 범 에서 주 공  복수

공 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2.16)

  ③제2항의 복 과목 여부는 복수 공의 학과장이 정한다.

  ④복수 공의 이수를 취소한 경우에 복수 공 련 취득학 은 원칙 으로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하여 졸업취득학 에 포함하되, 학과장의 정에 의하여 공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5.2.16)

제10조(복수 공 신청  승인) ①복수 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수 공이수지

원서”를 주 공 학과장을 거쳐 복수 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 공 학과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이수를 한 복수 공의 경우는 사범계학과

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해당학과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며, 연계 공에 하여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5, 2009.7.1, 2013.5.24)

  ②복수 공 학과장은 복수 공 이수 승인여부를 결정하 을 때 지체없이 해당 학생에게 통보

하고, 소정의 “복수 공 승인 내역서”를 작성하여 당해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 공 변경  취소) ①복수 공 이수를 승인 받은 학생이 당해 복수 공을 변경 

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복수 공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복수 공을 변경 는 취소하는 경우의 신청  승인 차는 제10조를 용한다. (개정 

2009.7.1)

  ③복수 공의 변경은 재학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09.7.1)

제4  부 공

제12조(부 공 이수 상) ①부 공은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학과를 부 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②제8조 제1항 각 호의 학과 학생은 다른 학과를 부 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단, 군사학부 

각 공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6, 2014.2.17)

  ③사범계학과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를 한 부 공 이수를 허용하지 아

니하며, 부 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에 부 공 이수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④ (삭제 2012.11.27)

  ⑤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이하 “LINC사업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업단의 

교육과정을 부 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때 부 공명은 의약바이오 공, 융합공학 공으로 

한다. (신설 2012.8.8)

제13조(부 공 이수방법) ①부 공자는 제4조에서 따로 정한 주 공  부 공의 이수기  학

 수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부 공 이수자는 당해 부 공 학과의 공과목 에서 24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2.6, 2015.2.16) 

  ③기타 부 공 교육과정 이수와 련된 사항은 제10조를 용한다. (개정 2007.12.6)

제14조 (부 공 이수신청  승인 등) 부 공 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복수 공과 같다. 다만, 이

수 승인 인원은 제1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5  연계 공

제15조(연계 공의 설치) ①2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여 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

 학과를 정하여야 하며, 주  학과장은 별지 서식1의 “연계 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

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 2016.2.19.)



  ②연계 공의 설치 황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연계 공 주  학과장) ①연계 공 주  학과장은 연계 공을 주 하게 되는 학과장이 

겸한다. (개정 2009.7.1)

  ②연계 공 주  학과장은 연계 공 운 의 학사업무를 장하고,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이 

경우 주  학과장은 참여 학과의 임교수를 연계 공의 업무에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계 공 이수방법 등
제목변경(2016.2.19)

) ①학생은 주 공 이외에 연계 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8

조에서 정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군사학부 각 공 학생은 제외)은 연계 공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4.2.17)

  ②교직과정을 운 하는 연계 공은 참여 학과 학생에 한하여 복수 공  부 공 이수가 가

능하다. 다만,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발 할 수 없다.

  ③연계 공은 당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복수 공 는 부 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계 공의 이수방법은 제3   제4 의 복수 공 는 부 공 이수방법과 같다. (개정 

2009.7.1., 조 변경 2016.2.19.)

제6  자기설계 공

제18조(자기설계 공 이수방법 등) ①자기설계 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자기설

계 공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기설계 공의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변경 2016.2.19.]

제7  산학융복합과정

제19조(산학융복합 공의 설치) ① 2개 이상의 학과가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공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한 신청은 별지 서식2의 “산학융복합 공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2.19.)

  ② 산학융복합 공의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  신설: 2016.2.19]

제8  교직과정

제20조(교직과정 이수 등) ①사범 학 소속학과 학생  교직과정 이수 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등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해서는 교직과목 23학 이상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역과 련하여 지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평균 성 이 100 으로 환산하



여 공과목의 경우 평균 75  이상, 교직과목의 경우 평균 8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2.23., 2013.2.22., 2016.2.19.)

  ②재학  교직 성·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2회 이상 격 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2013.2.22)

  ③교직과정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3.2.22)

[  변경: 2016.2.19]

제9  평생교육사(2 )과정 

제21조(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등) ①평생교육사 과정의 이수는 학과,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다만, 평생교육의 시설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

다.

  ②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사 련 과목  필수과목과 장실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 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1. 2  : 30학  이상 (신설 2009.2.23)

  2. 3  : 21학  이상 (신설 2009.2.23)

  ③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변경: 2016.2.19]

제10  과목 설강  이수시기 등

제22조(설강) ①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이라도 설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 공과정은 학과별로 매 학기마다 54학 까지 설강한다. 다만, 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과하여 설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설강된 교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교양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공과

목  기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7.12.6, 2012.11.27)

  1. 학년별 재학인원이 20명 이하인 학과(부) 는 공으로서 공과목  기 과목 수강인원

이 학년별 재학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 2007.12.6, 2012.11.27)

  2. 연계 공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운 과 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교양 선택과목을 3개 이상의 반으로 분반하는 경우에는 임교수를 의무로 지정하여야 하

며, 임교수와 비 임교수의 비율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다만, 공학교육 신센터(MSC필수 

교과목 운 )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은 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13.8.27)

제23조(이수단 ) ①이론과목은 주당 1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 으로 편성하고, 실

험, 실습  실기 련 교과목은 주당 2시간(1학기 15주 이상 수업)을 1학 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외로 할 수 있다.

  ②교육과정의 교과목 학 단 는 3학 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교과목은 1학  

는 2학 으로 편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은 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수시기) 복수 공, 부 공, 연계 공, 자기설계 공, 산학융복합 공, 교직과정은 제2학

년 2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2.23., 2016.2.19)

제25조(과목이수 기본원칙) ①학생이 재학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입학학년도에 편성된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9.7.1)

  ②학 이 변동된 학생은 입학학년도 이후의 당해 학과의 교육과정을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되, 소정의 “교육과정 용연도 변경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소정의 “교육과정 용연도 변경자 명단”을 작성하여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③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복수 공 는 부 공을 같이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 공의 교과

과정 용 학년도와 달리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2009.7.1)

  ⑤학생이 당해 학과의 변경  교육과정과 변경후의 교육과정 에서 복되지 아니하게 공

교과목을 이수한 때에는 이를 공필수과목 는 공 선택과목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교양과목은 교양과목 

에서, 기 과목은 기 과목 에서, 공(선택)과목은 공(선택)과목 에서 학생 본인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재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7.1)

제26조(재이수)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 의 교과목에 한

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 표에서 삭제하고, 평

평균을 재산출 한다. (개정 2008. 2.13)

  ②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복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성 을 무효로 처

리한다. 다만, “F”로 평가받은 교과목에 하여 임의로 이수한 학생이 성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하여 처리하되 소정의 “낙제(F )교과목 재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  변경: 2016.2.19]

제11  이수학

제27조(이수기 학 ) ①학생이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기 학 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양과

정의 로벌 어(Global English)1,2 과목은 이수기 학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23, 2009.7.1, 2011.2.22, 2011.12.28, 2013.5.24, 2014.2.17)



졸업(수료)소요학 이수기 학 성 우수자 과이수 학
(직 학기 Ao 이상인자) 비고

130학  ～ 142학 18학  이내 21학  이내

150학  ～ 162.5학 21학  이내 24학  이내

164학  ～ 170학 18학  이내 21학  이내 약학 학 제외

168학 26학  이내 29학  이내 약학 학

72학 21학  이내 24학  이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수기  학 의 3학  범  내에서 과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의학과  수의학과

   2. 교육과정 개정으로 과이수가 불가피한 경우

  3. 약학 학 학과 (신설 2011.2.22)

  ③ (삭제 2012.11.27)

  ④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성  우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1항의 이수기 학

을 과하여 3학  범  내에서 LINC사업단에서 설강 는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과이수학 은 조기졸업 사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료학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8.8)

제28조(이수학 의 취소) 제27조의 규정을 반하여 학 을 과 이수하 을 때에는 본인이 선

택한 과목의 취득학 을 삭제한다. (개정 2009.7.1)

제29조(재․편입학 학생) ①재․편입학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 은 재․편입학하는 학과의 교

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재․편입학자 학 인정표”에 의하여 사정한다.

  ②재입학 학생이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성 평 평균이 1.75이상 이어야 학  사정에 의한 

인정학 과 인정과목으로 본다.

  ③편입학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 은 1개 학기에 18학 (150학  졸업 상학과는 20학

, 160학  졸업 상학과는 21학 )을 과할 수 없다.

  ④편입학 학생의 인정 학 이 편입학 학년의 기 학 에 미달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 반드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⑤재․편입학 학생의 학년 정 기 학 은 학칙 제59조제5항에서 정한 수료학 에 의한다.

제30조 (삭제 2009.7.1)

[  변경: 2016.2.19]

제3장  수업  학 리 등

제1  수업 리

제31조(교수시간 등) ① 임교수 등의 교수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각 학원 논문연구 교

과목은 교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7, 2013.8.27)



  ②부득이한 사유로 책임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임교수는 제2학기 시작 에 책임시간 미달에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정교수시간을 과하는 임교수 등은 소속 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29, 2012.11.27)

  ③제2항에 의하여 책임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임교수는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강의를 담당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7)

  ④총장은 교수시간에 미달하는 임교수에 하여 승진, 재임용, 업 평가 등에 반 하고, 소

속 학과에 하여는 시간강사 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개정 2008.7.29, 2012.11.27, 2013.8.27)

  ⑤ 임교수는 학사 운 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학으로 출강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2012.11.27)

제32조(강의 리) ①수업은 따로 정한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

한 때에는 주 학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보충강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보강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 학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 학(원) 학(원)장은 매월 보충강의 이행여부를 검․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③강의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는 매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격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 하며, 강의 상과목은 사 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33조(수강편람 제공  수강신청) ①총장은 매학기별로 설강과목,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

의실 등이 기재된 수강편람을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개시 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담당교수는 담당과목의 강의내용  평가방법 등을 기록한 강의계획서를 수강신청기간 개

시 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④이미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수강신청변경기간 에 변경하여야 

한다.

  ⑤복학, 재입학  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허가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한다.

제34조(수강취소) ①수강 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도에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

일정에서 정한 당해 학기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에 소정의 “수강신청취소신청서”를 작성하

여 담당교수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2009.7.1)

  ②수강취소는 학기별 2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09.2.23, 2009.7.1, 2009.9.14)

제34조의2(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강의 간평가와 강의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

며 이에 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2.19.)



  ②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성 공시 기간에 강의 기말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③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 간에 강의 간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 신설 2011.9.14, 개정 2015.2.16., 2016.2.19.]

제2  시험  성 리

제35조(시험) ①시험은 수시평가제로 하며, 담당교수는 시험의 기간을 정하고 시험의 시간표는 

시험 개시일 일주일 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2009.7.1)

  ②시험감독자는 주 학 학장이 담당교수와 소속 임교수 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7.1)

  ③추가시험은 본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성 평가) ①상 평가의 성 등 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 에 따른다. (개정 2009.7.1)

  

등  A등 B등 이상
(A등 +B등 ) C등  이하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②제1항의 기 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2.6, 2012.8.8)

  1. (삭제 2011.9.14)

  2. 이론강의를 병행하지 않는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과목

  3. 교직과목

  4. 평생교육사 과목

  5. 군사학과목

  6. (삭제 2012.11.27)

  7. LINC사업단의 과목 (신설 2012.8.8)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개정 2012.8.8)

  ③ (삭제 2009.7.1)

제37조(휴가자에 한 성 평가) 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수업실시 일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8.28)

제38조(부정행 자처리) ①시험  부정행 를 한 학생에 하여는 그 경 에 따라 발 당일

로부터 근신, 유기정학 는 무기정학으로 처분한다.

  ②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에 하여는 해당 과목의 성 을 F(0)로 처리하고, 유기정학 는 무

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하여는 해당 과목과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과목 모두의 성

을 F(0)로 처리한다.

제39조(성 제출) ①담당교수는 제36조에 의하여 학업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학기 수



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칙 제30조 제3

항에 의하여 별도의 시험을 시행하 을 경우에는 학장은 그 명단을 당해학기 수업 종료일까

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3)

  ②담당교수는 추가시험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성 을 제출할 수 없는 학생의 명단을 해당 

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담당교수가 착오나 락으로 인하여 제출된 성 평가표의 성 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 발표 후 5일 이내에 학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성 평 평균에 한 실 ) ① (삭제 2009.9.14)

  ② (삭제 2009.9.14)

  ③성 평 평균에 한 실 (백분율 수)환산은 별표 3의 실 환산기 표에 의거 산출한다.

제41조(성 발표) 총장은 매 학기 취득성 을 개인별 성 표에 의하여 다음 학기 등록개시 10

일 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제3  계 학기 운

제42조(수강 상) 계 학기 수강 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 생  제1학기  제2학기(이하 “정기학기”라 한다) 이외에 학 취득을 희망하는 학

생. 다만, 당해 학기 졸업을 목 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학생에 한한다. (개정 

2009.7.1, 2012.11.27)

  2. 본교와 학술교류 정을 체결한 다른 학교의 장이 승인한 학생 (개정 2009.7.1)

제43조(과목설강, 수강신청  수강료) ①교과목 설강은 수강신청 인원이 공과목의 경우 20명 

이상, 공과목 이외의 교양과목 등은 30명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2.11.27)

  ②수강 상 학생은 매 학기별  6학 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수강신청한 과목이 폐강된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

다. (개정 2009.7.1)

  ④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감액 

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반환하되, 

폐강과목과 계 학기 개강  수강신청취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2.23, 2009.6.23)

  1. 총 수업일수 3분의 1 경과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신설 2009. 2.23)

  2.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신설 2009. 2.23)

  3. 총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 : 수강료 반환 없음 (신설 2009.2.23)

  ⑤기타 계 학기 운 에 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수업시간  평가 리) ①수업은 4주 이상으로 편성하되, 학 당 15시간(실험, 실습과목

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 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 평가 방법은 제36조  

제40조의 규정을 용한다.

  ③계 학기에서 취득한 성 은 정기학기에서 취득한 성 과 달리 리한다.

제4  학 리

제45조(학 부 등 리) ①총장은 입학(재․편입학을 포함한다)허가 후 60일 이내에 소정의 

“학 부”를 작성하고 학 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학 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 부 기재사항 정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재입학  편입학 인원산정) 재입학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여석은 매 학년도 4월 

1일자( 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까지 재 생 변동사항)  10월 1일자(당해 연

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 생 변동사항)를 기 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

한다.

  1. 재입학할 수 있는 여석의 수는 재입학 허가 연도를 기 으로 직 학년도 총 제 자 수에서 

재․편입학자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교원  의료인력 양성과 련되는 재입학

의 경우에는 모집단 별로 인원을 산정한다. (개정 2007.12.6)

  2. 편입학할 수 있는 여석의 수는 모집단 별로 직 학년도의 제1, 2학년 제 자의 수로 한다. 

다만, 입학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다음해 입학으로 이월하여 선발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그 인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제47조(재입학 지원  승인) 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재

입학 지원 학과의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②학장은 재입학지원서와 함께 학 인정표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재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48조(편입학 지원)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 학 학과, 의 과, 수의 과, 의학과, 군사학부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7.1, 2011.2.22, 2014.2.17)

제49조 (삭제 2009.2.23)

제50조(입학허가 정자의 서류제출) 입학 형에 합격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는 따로 정한다.

제51조( 과 차) ① 과 학생의 선발은 학장이 인원  기 을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9.7.1)

  ② 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 과지원서”와 함께 성 증명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학장은 과지원 학생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과 련 학의 학장에게 계서류

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련 학의 학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 에 따라 격자를 선정한 후 소정의 “ 과지원자 



학 인정표”와 “ 과지원자 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휴학)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을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입학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한 경우(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09.7.1)

  ③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 에 소정의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일반휴학  병역의무를 하여 입 한 자는 입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 읍, 면장의 입

확인서 는 소속부 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⑤학칙 제35조제3항의 교환학생은 그 선발에 한 증빙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⑥ (삭제 2009.7.1)

제53조(복학) 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한 학생이 휴학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처리 한다. 다

만, 병역의무이행을 해 휴학한 학생은 역일 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 제 처리한다. (개정 2009.7.1)

제5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종합민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55조(증명서발 ) 증명서 발 에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5)

제5  공배정 

제56조( 공배정 원칙  상 학생) ⓛ 공의 배정은 제2학년 진  시 시행한다. (개정 

2013.1.15))

  ② 공배정은 해당 학생의 지망상황, 학과의 수용능력, 사회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모집단  역화 이  학과 입학정원을 기 으로 하여 최소인원은 50% 이상으로, 최 인원은 

120% 이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③ 공배정 상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9.2.23, 2013.1.15)

제57조( 공배정 계획 공고) 학장은 매 학년도 11월 첫째 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2010.2.16)

  1. 공배정 상 학생

  2. 공배정 일정

  3. 공배정 신청기간(11월 30일까지)  차 (개정 2009.7.1)

  4. 제출서류

  5. 공배정 반 요소별 배 과 방법



  6. 공별 배정인원의 범

  7. 공배정신청서 미제출 학생에 한 처리 방법

  8.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의 배정방법

  9.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 공배정 신청  차) ⓛ 공배정 상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 공

배정 신청서”를 모집단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모집단 의 장은 공배정 계획에 따라 당해 모집단 의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정하고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한다.

  ③모집단 의 장은 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의 공을 지망비율이 낮은 공

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④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특기분야의 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59조( 공배정 결과보고) 학장이 공배정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소정의 “ 공배정

황”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  졸업

제60조(졸업논문) ①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

이 가능한 학생을 그 상으로 한다. 

  ②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

여야 한다. 

  ③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과정과 합격자 결정 기  등을 시행일 이 에 해당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을 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⑤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 하여야 한다. 

제61조(졸업인정  학 수여) ①졸업사정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이 행한다.

  ②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소정의 “졸업사정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확정

한다.

  ③복수 공 는 부 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 증에 복수 공 는 부 공을 표시한다.

제61조의2(공학교육심화과정) ①학칙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

는 학과( 공)의 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신설 2007.6.25, 개정 

2008.10.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 부  각종 증명서 등에 심화과정 이수와 일반과정 이수를 구

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7)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화과정 이수  차 등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7)

제61조의3 (삭제 2012.11.27)

제61조의4(LINC사업단 교육 로그램) ①LINC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칙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LINC사업단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 부  각종 증명서 등에 LINC사업단과정 이수와 일반과정 이수

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LINC사업단 이수  차 등 운 에 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조 신설 2012.8.8)

제62조(명 졸업증서 수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 졸업증서를 수

여할 수 있다.

  1. 본교 학사과정 재학( )  국가와 국민을 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부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국가와 지역사회  본교의 명 와 상을 높인 자

  ②명 졸업증서 수여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정규 교육과정 외 학 인정 

제1  어능력 인정
제목 개정(2014.2.17)

제63조( 어능력인정) ①학생이 재학  공인 어능력인정시험(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실시하

는 모의토익 포함)에 일정기  이상의 수를 취득한 때에는 제6조에서 정한 교양과정 로

벌 어(Global English)1,2,3,4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한 사항은 따로 정한

다. 다만, 이수인정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 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12.11.27, 2013.1.15, 2014.2.17)

  ②공인 어능력인정시험의 인정범   성 기 은 별표4에 의한다.(개정 2009.7.1, 2013.1.15)

  ③삭제 (2013.1.15)

  ④삭제 (개정 2013.1.15, 2017.2.17)

  ⑤공인 어능력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성 증명서의 원본 는 사본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 증명서는 성 표의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9.7.1, 2013.1.15)

  ⑥ 어능력인정에 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5)

제64조(성 우수자) TOEIC 기  800  이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하여 우선권을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2. 취업추천

  3. 학술교류 정에 의한 교환학생 선발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  사회체험활동

제65조(사회체험활동의 구분) 사회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1)

   1. 백마인턴십 : 총장이 기 에 따라 선정된 국내 기업체 등 기 에 견하여 장실무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 해외체험활동

   가. 해외인턴십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체, 기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

   나. 해외어학연수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교육기 이나 어학기 에서 당해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활동 (개정 2009.7.1)

  3. 학교기업 참여 (개정 2009.7.1)

제66조(수강신청  학 인정 등) ①사회체험활동 이수 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

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소정의 납입 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에 

하여는 수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다만, 백마인턴십 계 제의 경우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입 체경비로 처리한다. (개정 2009.7.1)

  ②사회체험활동의 학 인정은 총 36학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18학 을, 해

외체험활동은 36학 을, 학교기업은 30학 을 각각 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1)

  ③사회체험활동의 이수학 을 공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사회체험활동의 성 은 합격(P), 불합격(F)으로 평가하여 표기한다.

  ⑤사회체험활동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증명서를 발 할 수 있으며, 이수기간 에 무단결근 

는 고의 인 업무방해 등으로 해를 끼쳐 학교로 통보된 자는 학 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백마인턴십과 해외체험활동의 정기학기제 이수 도  부득이한 사유로 포기하는 학생은 휴

학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67조(백마인턴십 과목  학 ) ①백마인턴십 과목은 계 제(인턴십Ⅰ-1, Ⅰ-2, Ⅰ-3), 학기제

(인턴십Ⅱ)  단기계 제(인턴십Ⅲ-1, Ⅲ-2, Ⅲ-3, Ⅲ-4)로 편성하며, 그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 2014.12.16)

  1. 계 제는 방학 에 7주(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이상의 실습으로 시행하며 6학 을 인정한

다.(개정 2013.5.24)

  2. 학기제는 정기 학기 에 15주(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이상의 실습으로 시행하며 18학 을 

인정한다. (개정 2009.7.1)

  3. 단기계 제는 방학 에 4주(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이상의 실습으로 시행하며 3학 을 인

정한다.(개정 2013.5.24)



  ②과목의 이수순서가 번호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백마인턴십 신청자격  선발) ①백마인턴십의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

로 한다. (개정 2013.5.24)

  ②백마인턴십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백마인턴십 이수지원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확인한 후 소속 학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7.1)

  ③학장은 따로 정한 선발기 에 의거 이수 상자를 선발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이수면제) 장실습을 공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과의 학생이 백마인턴십을 이수한 

경우에는 장실습의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09. 7.1) 

제70조(지도교수) ①백마인턴십의 지도교수는 학과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9.7.1)

  ②지도교수는 인턴십 기 을 방문하여 학생의 장실무  연구활동을 지도하여야 하고, 지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의 “백마인턴십 지도결과 보고서”를 학과장을 거쳐 소속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 2013.5.24)

  ③지도교수의 장방문 지도는 교수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산의 범  안에서 실비를 지

할 수 있다. 

제71조(성 제출) 백마인턴십 이수가 종료된 학생은 인턴십 기 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백마인

턴십 실습기  평가서”를 첨부하여 수행결과를 지체없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

교수는 백마인턴십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성 을 평가한 뒤 학과장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해외체험활동 과목  학 ) ①해외체험활동의 과목은 계 제와 학기제로 구분한다. (개

정 2009.7.1)

  ②계 제의 과목명  인정학 은 다음과 같고 1학  당 당해 방학 에 30시간 이상 이수하

여야 한다. (개정 2009.7.1)

과목명 학 과목명 학

 해외인턴십Ⅰ-1 3학  해외인턴십Ⅱ-3 6학

 해외인턴십Ⅰ-2 3학  해외어학연수Ⅰ-1 3학

 해외인턴십Ⅰ-3 3학  해외어학연수Ⅰ-2 3학

 해외인턴십Ⅰ-4 3학  해외어학연수Ⅰ-3 3학

 해외인턴십Ⅰ-5 3학  해외어학연수Ⅰ-4 3학

 해외인턴십Ⅰ-6 3학  해외어학연수Ⅰ-5 3학

 해외인턴십Ⅱ-1 6학  해외어학연수Ⅰ-6 3학

 해외인턴십Ⅱ-2 6학

  

  ③학기제의 과목명은 해외인턴십Ⅲ라 하고 18학 을 인정하며, 정기 학기 에 540시간 이상

을 이수하여 한다. (개정 2009.7.1)

  ④과목의 이수순서가 번호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해외체험활동 신청자격  이수 상 학생 확정) ①해외체험활동  해외인턴십의 신청

자격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따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어 는 당해 국

가의 언어 능력을 소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7.1)

  ②해외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해외체험활동 지원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확인한 후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해외체험활동의 용) 해외체험활동의 지도교수, 이수면제  성 제출 등에 한 사항

은 백마인턴십을 용한다. (개정 2009.7.1)

제75조(학교기업 이수 상 학생 등) 학교기업에서의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백마인턴십을 

용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9.7.1)

제3  의약바이오센터교육 로그램 (삭제 2012.11.27)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 (삭제 2012.11.27)

제4  LINC사업단 교육 로그램

제75조의5(참여학사조직) 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은 별표6과 같다.(조신설 

2012.8.8)

제75조의6(수강신청 자격) LINC사업단에서 설강하는 과목의 신청 자격은 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한다.  (조신설 2012.8.8)

제75조의7(수강신청  학 인정) ①LINC사업단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LINC사업단에서 설강 는 지정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수학 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신

설 2012.8.8)

제5장  학생교류와 학 인정

제1  다른 학 수학

제76조( 상  인원) ①다른 학(이 규정에서 다른 학은 다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수학한 

학 은 학술교류 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당해 학생의 취득학 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교

류 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학에서 수학한 학 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졸업학 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다른 학에 수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서 직  학기의 성 평균평 이 1.75이

상 이어야 한다. 다만, 총장이 따로 정한 차에 의하여 외국 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23)

  ③다른 학에 수학하는 인원은 매 학기 해당 학과의 모집정원 는 배정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계 학기, 원격강의, 외국 학(이 규정에서 외국 학은 외국의 다른 학교

를 말한다)에서 수학하는 경우와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9.2.23, 2009.7.1)

제77조(수학승인  기간) ①다른 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다른 학 수학신청

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이를 확인한 후 소속 학장을 거쳐 총장에

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다른 학과 의를 거쳐 수학 상자를 승인하고 그 명단을 다른 학에 송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학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내의 다른 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 학기는 수학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외국 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되, 외국 학과의 복수학  과정에 참가

하는 경우는 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와 학기 개시일이 상이하여 본교의 학기 간에 

외국 학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외국 학의 학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78조(과목이수  인정학 ) ①국내의 다른 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

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②외국 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공과목을 이수하여

야 한다. 다만, 학과장이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 에서 교양과목 는 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③다른 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학  수는 그 로 인정한다. 

  ④복수학  수여를 목 으로 외국 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 소속 학과에서 따로 

정한 이수기 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이수자는 학기별(계 학기 포함)로 수학결과증명서류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수강 정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학과장은 수학결과증명서류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되, 성 환산 방법이 본교와 다

른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

부에는 이수한 학의 과목명을 등재하되, 외국 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한   어로 병

기하고 “○○ 학교 수학 이수학 임”을 표기한다.

제79조(다른 학 수학 납입 ) 제77조에 의하여 수학 승인을 받은 학생은 수학기간에 속하는 

학기의 납입 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 학기인 경우와 정서에 따로 정한 경우

에는 달리 용할 수 있다.

제80조(학 수여) 외국 학과의 학술교류 정에 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 를 수여할 수 있다.



제2  본교 수학

제81조( 상  인원) ①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다른 학 학생은 본교와 학술교류 정을 

체결한 학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학술교류 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 정규 학의 학

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할 수 있다. (개정 2007.6.25)

  ②수학허가 인원은 당해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학과장이 정한다. 다만, 계 학기의 수

학허가 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2조(수학승인  기간) ①다른 학의 장은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명단을 수강

신청 개시일 1주 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 후 당해 다른 학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수학  본교의 학칙을 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수학이 허가된 학생은 본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④수학이 허가된 학생에 하여는 수학기간  신분증을 발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한 

학생은 본교의 도서 , 학생생활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83조(취득학 ) ①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  수는 당해 다른 학에서 정한 방법 는 

학술교류 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②학 의 평가  평정은 본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다른 학의 장

에게 통보한다.

제84조(본교 수학 납입 ) 수학이 허가된 학생의 납입 은 학술교류 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계 하기인 경우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5조(학 수여) 국내외 다른 학 학생이 본교에서 60학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술교류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 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제86조(공개강좌) ①각 학원 이외의 기 (부속시설)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설목

  2. 공개강좌 명칭

  3. 공개강좌 정원, 과목  강사

  4. 개설장소  개설시간

  5. 수강생 자격  선발기

  6. 수강료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공개강좌에 필요한 경비는 수강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는 학회계에 하여 

리한다. (개정 2016.2.19.)



  ③공개강좌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장  학사운 원회 (개정 2009.7.1)

제87조(구성 등) ①이 규정에 의한 학사운   리에 요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학사운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회는 당연직 원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 교양교육원장으로 하고, 각 학(직할

학부)장이 1인을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2.16, 2013.8.27)

  ③ 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임명직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회 내에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지명하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8조(기능) 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개설, 개편, 이수  운 에 한 요사항 (개정 2009.7.1)

  2. 사회체험활동에 한 요사항

  3. 학술교류에 한 요사항

  4. 학사학  취소에 한 사항 (신설 2015.2.16)

  5. 기타 원장이 학사운   리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2.16)

  ②교양 교과목의 개설, 개편, 이수  운 에 한 사항은 기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운 원

회의 심의를 거쳐 기 교양교육원장이 학사운 원회로 제출한다. (신설 2013.8.27)

제89조(회의) 원회는 재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보 칙

제90조(수업연한 과 학생의 납입 ) ①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 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한 등록 은 다음 각호의 기 에 따

라 등록 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31)

  1. 학사학  이하의 과정(학부)

    가. 1학 부터 3학 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 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 부터 6학 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 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 부터 9학 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 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 의 액

  2. 석사학  이상의 과정( 학원)

    가. 1학 부터 3학 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 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 의 액

  ②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학 을 기 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90조의2(졸업연기자의 납입 )①「충남 학교 학칙」제70조의2에 따라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의 등록 은 제90조의 규정을 용한다. 다만,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  수강을 신

청하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 심의 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5, 2015.2.27)

  ② 졸업연기를 허가 받은 학생은 휴학할 수 없고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등록 을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직권으로 취소하며, 당  졸업 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신

설 2013.1.15)

  ③ 졸업연기의 허가를 받고 등록 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

망, 군입  등으로 학과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제청에 의하

여 총장이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졸업연기 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

리한다. (신설 2013.1.15)

  ④ 졸업연기 취소에 따른 등록  반환은 「 학 등록 에 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3.1.15)

  (조신설 2011.5.31)

제91조(의학과운 ) ①의과 학 의학과의 운 을 하여 기 의학분야와 임상의학분야로 구분

하고, 각 분야에 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의과 학 의학과 각 교실의 주임은 의학 문 학원 의학과 각 교실의 주임이 겸무한다. (개

정 2009.2.23)

  ③ (삭제 2009.2.23)

제9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0호, 2006.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4조의 단서

규정  사범계학과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용하며,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부터 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충남 학교 교무규정, 충남 학교 공개강좌  

운 경비 리 규정, 충남 학교 계 학기 운 에 한 규정, 충남 학교 명 졸업증서 수여

규정, 충남 학교 복수 공  부 공 이수에 한 규정, 충남 학교 연계 공 이수에 한 

규정, 충남 학교 졸업논문 시행규정, 충남 학교 학생교류  학 인정에 한 규정, 충남

학교 백마인턴쉽 운 규정, 충남 학교 학생해외체험활동의 학 인정에 한 규정, 충남 학

교 교양과정운 원회 규정, 충남 학교 교육과정 원회 규정, 충남 학교 모집단 별로 입

학한 학생의 공배정에 한 지침을 폐지한다.

제3조(학사 련 규정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폐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2005학년도 이  입학자에 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규정을 용할 수 있다. 

다만, 학 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 선택에 의

하여 이 개정 규정을 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302호, 2006.8.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20호, 2007.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교직이

수를 한 이수신청은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며, 제40조 제3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2

학년도 제2학기 당시 재 생부터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34호, 2007.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악과의 복수

공 이수제한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단서조항은 부칙(규정 제1270호, 2006.2.28)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2007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46호,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자(편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2007학년도 이  입학자에 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재 하는 2007학년도 이

 입학자도 제12조  제13조의 학문  부 공을 이수할 수 있되, 이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

목의 기본이수 역 련 과목과 교과교육 역 2개 과목은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교직이수를 한 부 공 이수 제한에 따른 2007학년도 이  입학자  사범계학과 학생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 학생은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

라 교직이수를 한 부 공을 이수할 수 있되, 이 경우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역

련 과목과 교과교육 역 2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349호, 2008.2.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재․

편입학생 포함)부터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68호, 2008.7.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임교수의 교수시간 감면은 



2008학년도 제2학기 신규 임용자부터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381호, 2008.1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경

우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392호, 2009.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56조의 규정개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제8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1일부터, 제76조

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17호, 2009.7.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별표 4는 200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23호, 2009.9.14)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2호, 201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 에 학사운 원회 원으로 선임된 원의 임기는 본 규정

이 공포된 날 이 일까지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462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79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6호, 2011.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7호는 201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89호, 2011.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98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기 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공과 학 컴퓨터공학과에 재

인 학생(2011년도 이  신입학, 2013년도 이  편입학 , 재입학은 2011학년도 이  입학자

와 동일한 학년 정을 받은 경우 포함)의 학기별 이수 기 학 은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1511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 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되는 로벌이트 이드는 2011학년도 이  입학자

가 졸업할 때까지 로벌이트 이드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531호, 2012.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 인정) 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2012.5.31.종료)이 산학 력선도 학(LINC)

육성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학 은 

LINC사업단 부 공학 으로 인정한다.

부     칙 (규정 제1540호, 2012.11.27)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연구기여교수는 2013학년도 선정자부터 용

한다. 

부     칙 (규정 제1551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자유 공학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하되, 규정

개정으로 공배정시기를 지난 학생은 2013년 1월까지 공배정하며, 공배정시기를 지난 학

생  이 규정시행 당시 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 말에 공배정한다.

  ② 2012학년도 이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의 공인 어능력인정시험의 학 인정에 하

여는 제63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  규정을 용한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능

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58호, 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이  입학

자에 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실시하여 격 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규정 제1583호, 2013.5.24)(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충남 학교 학사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표에서 “130학 ～140학 ”을 “130학 ～142학 ”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584호, 2013.5.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94호, 2013.8.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

도 제1학기부터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617호, 2014.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27조,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제6조제4항의 교양과목 42학 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2013학년도 이  입학자에 한 경과조치) ① 교양과정 개편에 따

라 2013학년도 이  입학자는 어 련 교과목 에서 6학  이상, 국어작문 련 교과목 

에서 3학  이상 이수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 은 역에 계없이 졸업학  이상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공통기 교양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② 2013학년도 이  입학자(재·편입학자 포함)가 학 변동으로 인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학년도 이후로 교육과정 용년도를 변경하 을 경우 국어작문 련 교과목, 어 련 

교과목, 진로설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나머지 졸업에 필요한 교양 이수학 은 개

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교과목 이수 조건 정

기 쓰기
국어작문 련 교과목 2학  이상 이수 이수면제

국어작문 련 교과목 1학  미만 이수 는 미이수 기 쓰기 이수 상

로벌 어
(Global English)

1,2,3,4

어 련 교과목 6학  이상 이수 이수면제

어 련 교과목 3학 부터 5학 까지 이수 4단계 이수 상

어 련 교과목 2학  이하 이수 3단계 이수 상

진로설계1,2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진로설계1,2 이수 상

 ※ 2013학년도 입학자가 ‘ 어능력인정’을 받은 경우 어 련 교과목 3학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2013학년도 이  입학자가 공인 어능력인정시험의 일정기  이상 기 수를 취득하

을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정 제1628호, 2014.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직할학부에 한 사항은 2014학년도 제2학기

부터 용한다.

부     칙 (규정 제1640호, 2014.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44호, 2014.8.28)

이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62호, 2014.12.16)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78호,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6

조 제1항, 제9조 제2항․제4항, 제1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용한다.

제2조( 공과정 개편에 따른 2014학년도 이  입학자에 한 경과조치)

  ① 공 교육과정 개편으로 기 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과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②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복수 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주 공  복수 공의 교육과정

에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15학 의 범 에서 각각 인정할 수 있다.

  ③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부 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 공 학과의 공과목 

에서 부 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0학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2014학년도 이  입학자가 201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

․ 공(공통, 공, 공필수, 공선택)은 학과장의 정에 의하여 개정된 공( 공기 , 

공핵심, 공심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682호, 2015.2.27)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05호, 2015.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17호, 2015.9.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35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1항은 2012학번부터 용한다. 단, 시행일 당시 2학기 이상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학생은 교직과목 23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2학기 미만 남은 학생은 22학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6.8.21, 2007.6.25, 2009.02.23, 2009.9.14, 2012.2.27, 2013.2.22., 2015.2.16., 

2016.2.19)

연계 공 설치 황

연 계

공명
연계학과( 공) 주

연 계

공명
연계학과( 공) 주

목조건축 인

테리어

디자인

환경소재공학과,건축공학과
환경소재

공학과
국제학

어 문학과,고고학과,사회

학과,언론정보학과,정치외교

학과,자치행정학과,경 학부,

무역학과,법학부

정치외교

학과

도덕‧윤리

※교직운
철학과,교육학과 철학과 인문콘텐츠

국어국문학과,고고학과,철학

과,디자인창의학과
국어국문학과

공통사회

※교직운

사회학과,행정학과,경제학과, 사

학과
경제학과 아시아비즈니스

어 문학과, 어 문학과,

일어일문학과,경제학과,무역

학과

무역학과

공통과학

※교직운

화학과,물리학과,생물과학과,지질

환경과학과,해양환경과학과,응용생

물학과

해양환경

과학과
의약생명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동물자

원생명과학과,동물바이오시

스템과학과,약학과,제약학과,

수의학과,생물학과,미생물분

자생명과학과,의과학과( 학

원)

약학과

국통상 어 문학과,무역학과
어

문학과

언어정보처리

공
언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언어학과

스마트이트

이드 공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무역학과

국방

무인시스템

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

터공학과, 기계공학부, 항

공우주공학과, 선박해양공

학과, 기공학과, 정

보통신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지식생태 공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문헌

정보학과
환경ICT 공 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감성인지소

트웨어 공
심리학과,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과채·특용

작물 농창업

공

원 학과, 식물자원학과, 

응용식물학과, 생물환경화

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원 학과



임교수 등의 교수시간

구      분
책임

교수시간

한정

교수시간

부총장, 처(실)장, 학교병원장, 산학연구본부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

장, 교교수회장, 산학 력단장, 학원장, 정부재정지원사업총 추진단장,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단장, 총장실장, 기 교양교육원장

3 10

학장 　 　

 1. 학생 편제정원 1,600명이상, 교원 수 80명이상, 10개학과 이상 학  2개 조건 

충족 학장 

  [인문 학, 자연과학 학, 공과 학]

3 10

 2. 학생 편제정원 800명이상 1,600명 미만, 교원 수 40명이상 80명 미만, 5개학과 

이상 10개학과 미만 학장 

  [사회과학 학, 경상 학, 농업생명과학 학, 사범 학]

4 11

 3. 학생 편제정원 800명 미만, 교원 수 40명 미만, 5개학과 미만 학  2개조건 

충족 학장 

  [약학 학, 생활과학 학, 술 학, 수의과 학, 간호 학, 생명시스템과학 학, 

법과 학, 의과 학]

4.5 11.5

 4. 직할학부(자유 공학부, 군사학부) 6 12

문(특수) 학원장

 1. 법학 문 학원장, 의학 문 학원장 3 10

 2. 학생 입학정원 기  200명 이상, 300명 미만 학원 

   [교육 학원]
4 11

 3. 제1호～제2호 이외의 문·특수 학원장 5 12

부학(원)장

 1. 학(원)장의 책임시간이 3학 인 학(원) 

   [인문 학, 자연과학 학, 공과 학, 학원]
6 12

[별표 2] (개정 2006.8.21, 2007.2.23, 2007.6.25, 2008.7.29, 2009.2.23, 2009.7.1, 2010.2.16, 2011.7.26, 

2011.12.28, 2012.8.8, 2012.11.27, 2013.2.22, 2013.8.27, 2014.3.31, 2014.8.28, 2015.7.10, 

2015.9.11)



구      분
책임

교수시간

한정

교수시간

 2. 학(원)장의 책임시간이 4학  이상인 학(원) 

   [사회과학 학, 경상 학, 농업생명과학 학, 약학 학, 생활과학 학, 술 학, 

수의과 학, 간호 학, 사범 학, 생명시스템과학 학, 문(특수) 학원]

7 13

 3. 직할학부(자유 공학부, 군사학부) 8 14

도서 장 4 11

부처(실)장, 학본부 부속시설 등의 부본부장, 기 교양교육원 부원장, 정

보통신원장, 신문방송사주간, 교교수회 부회장, 산학 력선도 학육성사업

단 부단장, 산학 력 교수, 원로교수, 학생생활 장, 신임교수, 연구기여

교수, 법학 문 학원 임교수, 안 리본부장

6 12

박물 장, 보건진료소장, 공학교육실습 장, 부속농장장, 부속학술림장, 동물자

원연구센터장, 부속동물병원장, 체육부장, 공동실험실습 장, 평생교육원장, 교

직부장, 공학교육 신센터장, 나노․신소재공학원장, 공자학원장, 공학교육인증

사업단장, 과학 재교육원장, 소기업산학 력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공동동

물실험센터장, 국제교류본부국제언어교육센터장, 기 교양교육원의 센터장

7 13

부설연수원장, 학생생활  부 장, 학부장  계열부장, 학과장  공주

임, 도서 분 장, 학교병원의 진료처장·교육수련실장  기획조정실장, 

자연사박물 장, 공학교육 신센터 문 원, 과학 재교육원 지도교수

8 14

기타 임교수 9 21

시간강사 　 12

※1. 학기  보직 변경 시 후임 보직교수는 감면을 용하지 않는다.

  2. 산학 력 교수는 임교수  산학 력 교수로 지정(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3. 보직 등으로 인하여 복 감면 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하나만 용한다. 다만, 학장이 

련 학원장(특수․ 문 학원장 포함)을, 부학장이 련 학원 부원장을 겸보하거나 는 

학원장이 다른 학원장을 겸보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추가로 감면하되, 책임 교수시간의 감면

시간은 학(원)장은 6시간, 부학(원)장은 3시간을 과하지 못한다.

  4. 연구기여교수의 선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5. 원로교수는 만 64세(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 ) 이상인 교수를 말한다.

  6. 신임교수는 임용 후 최 학기에 한하여 용한다.



[별표 3] (개정 2007.2.23)

실  환 산 기  표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4.500 100

4.495～4.499 99.9 4.295～4.299 95.9 3.940～3.949 91.9 3.540～3.549 87.9

4.490～4.494 99.8 4.290～4.294 95.8 3.930～3.939 91.8 3.530～3.539 87.8

4.485～4.489 99.7 4.285～4.289 95.7 3.920～3.929 91.7 3.520～3.529 87.7

4.480～4.484 99.6 4.280～4.284 95.6 3.910～3.919 91.6 3.510～3.519 87.6

4.475～4.479 99.5 4.275～4.279 95.5 3.900～3.909 91.5 3.500～3.509 87.5

4.470～4.474 99.4 4.270～4.274 95.4 3.890～3.899 91.4 3.490～3.499 87.4

4.465～4.469 99.3 4.265～4.269 95.3 3.880～3.889 91.3 3.480～3.489 87.3

4.460～4.464 99.2 4.260～4.264 95.2 3.870～3.879 91.2 3.470～3.479 87.2

4.455～4.459 99.1 4.255～4.259 95.1 3.860～3.869 91.1 3.460～3.469 87.1

4.450～4.454 99.0 4.250～4.254 95.0 3.850～3.859 91.0 3.450～3.459 87.0

4.445～4.449 98.9 4.240～4.249 94.9 3.840～3.849 90.9 3.440～3.449 86.9

4.440～4.444 98.8 4.230～4.239 94.8 3.830～3.839 90.8 3.430～3.439 86.8

4.435～4.439 98.7 4.220～4.229 94.7 3.820～3.829 90.7 3.420～3.429 86.7

4.430～4.434 98.6 4.210～4.219 94.6 3.810～3.819 90.6 3.410～3.419 86.6

4.425～4.429 98.5 4.200～4.209 94.5 3.800～3.809 90.5 3.400～3.409 86.5

4.420～4.424 98.4 4.190～4.199 94.4 3.790～3.799 90.4 3.390～3.399 86.4

4.415～4.419 98.3 4.180～4.189 94.3 3.780～3.789 90.3 3.380～3.389 86.3

4.410～4.414 98.2 4.170～4.179 94.2 3.770～3.779 90.2 3.370～3.379 86.2

4.405～4.409 98.1 4.160～4.169 94.1 3.760～3.769 90.1 3.360～3.369 86.1

4.400～4.404 98.0 4.150～4.159 94.0 3.750～3.759 90.0 3.350～3.359 86.0

4.395～4.399 97.9 4.140～4.149 93.9 3.740～3.749 89.9 3.340～3.349 85.9

4.390～4.394 97.8 4.130～4.139 93.8 3.730～3.739 89.8 3.330～3.339 85.8

4.385～4.389 97.7 4.120～4.129 93.7 3.720～3.729 89.7 3.320～3.329 85.7

4.380～4.384 97.6 4.110～4.119 93.6 3.710～3.719 89.6 3.310～3.319 85.6

4.375～4.379 97.5 4.100～4.109 93.5 3.700～3.709 89.5 3.300～3.309 85.5

4.370～4.374 97.4 4.090～4.099 93.4 3.690～3.699 89.4 3.290～3.299 85.4

4.365～4.369 97.3 4.080～4.089 93.3 3.680～3.689 89.3 3.280～3.289 85.3

4.360～4.364 97.2 4.070～4.079 93.2 3.670～3.679 89.2 3.270～3.279 85.2

4.355～4.359 97.1 4.060～4.069 93.1 3.660～3.669 89.1 3.260～3.269 85.1

4.350～4.354 97.0 4.050～4.059 93.0 3.650～3.659 89.0 3.250～3.259 85.0

4.345～4.349 96.9 4.040～4.049 92.9 3.640～3.649 88.9 3.240～3.249 84.9

4.340～4.344 96.8 4.030～4.039 92.8 3.630～3.639 88.8 3.230～3.239 84.8

4.335～4.339 96.7 4.020～4.029 92.7 3.620～3.629 88.7 3.220～3.229 84.7

4.330～4.334 96.6 4.010～4.019 92.6 3.610～3.619 88.6 3.210～3.219 84.6

4.325～4.329 96.5 4.000～4.009 92.5 3.600～3.609 88.5 3.200～3.209 84.5

4.320～4.324 96.4 3.990～3.999 92.4 3.590～3.599 88.4 3.190～3.199 84.4

4.315～4.319 96.3 3.980～3.989 92.3 3.580～3.589 88.3 3.180～3.189 84.3

4.310～4.314 96.2 3.970～3.979 92.2 3.570～3.579 88.2 3.170～3.179 84.2

4.305～4.309 96.1 3.960～3.969 92.1 3.560～3.569 88.1 3.160～3.169 84.1

4.300～4.304 96.0 3.950～3.959 92.0 3.550～3.559 88.0 3.150～3.159 84.0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3.140～3.149 83.9 2.740～2.749 79.9 2.340～2.349 75.9 1.940～1.949 71.9

3.130～3.139 83.8 2.730～2.739 79.8 2.330～2.339 75.8 1.930～1.939 71.8

3.120～3.129 83.7 2.720～2.729 79.7 2.320～2.329 75.7 1.920～1.929 71.7

3.110～3.119 83.6 2.710～2.719 79.6 2.310～2.319 75.6 1.910～1.919 71.6

3.100～3.109 83.5 2.700～2.709 79.5 2.300～2.309 75.5 1.900～1.909 71.5

3.090～3.099 83.4 2.690～2.699 79.4 2.290～2.299 75.4 1.890～1.899 71.4

3.080～3.089 83.3 2.680～2.689 79.3 2.280～2.289 75.3 1.880～1.889 71.3

3.070～3.079 83.2 2.670～2.679 79.2 2.270～2.279 75.2 1.870～1.879 71.2

3.060～3.069 83.1 2.660～2.669 79.1 2.260～2.269 75.1 1.860～1.869 71.1

3.050～3.059 83.0 2.650～2.659 79.0 2.250～2.259 75.0 1.850～1.859 71.0

3.040～3.049 82.9 2.640～2.649 78.9 2.240～2.249 74.9 1.840～1.849 70.9

3.030～3.039 82.8 2.630～2.639 78.8 2.230～2.239 74.8 1.830～1.839 70.8

3.020～3.029 82.7 2.620～2.629 78.7 2.220～2.229 74.7 1.820～1.829 70.7

3.010～3.019 82.6 2.610～2.619 78.6 2.210～2.219 74.6 1.810～1.819 70.6

3.000～3.009 82.5 2.600～2.609 78.5 2.200～2.209 74.5 1.800～1.809 70.5

2.990～2.999 82.4 2.590～2.599 78.4 2.190～2.199 74.4 1.790～1.799 70.4

2.980～2.989 82.3 2.580～2.589 78.3 2.180～2.189 74.3 1.780～1.789 70.3

2.970～2.979 82.2 2.570～2.579 78.2 2.170～2.179 74.2 1.770～1.779 70.2

2.960～2.969 82.1 2.560～2.569 78.1 2.160～2.169 74.1 1.760～1.769 70.1

2.950～2.959 82.0 2.550～2.559 78.0 2.150～2.159 74.0 1.750～1.759 70.0

2.940～2.949 81.9 2.540～2.549 77.9 2.140～2.149 73.9 1.740～1.749 69.9

2.930～2.939 81.8 2.530～2.539 77.8 2.130～2.139 73.8 1.730～1.739 69.8

2.920～2.929 81.7 2.520～2.529 77.7 2.120～2.129 73.7 1.720～1.729 69.7

2.910～2.919 81.6 2.510～2.519 77.6 2.110～2.119 73.6 1.710～1.719 69.6

2.900～2.909 81.5 2.500～2.509 77.5 2.100～2.109 73.5 1.700～1.709 69.5

2.890～2.899 81.4 2.490～2.499 77.4 2.090～2.099 73.4 1.690～1.699 69.4

2.880～2.889 81.3 2.480～2.489 77.3 2.080～2.089 73.3 1.680～1.689 69.3

2.870～2.879 81.2 2.470～2.479 77.2 2.070～2.079 73.2 1.670～1.679 69.2

2.860～2.869 81.1 2.460～2.469 77.1 2.060～2.069 73.1 1.660～1.669 69.1

2.850～2.859 81.0 2.450～2.459 77.0 2.050～2.059 73.0 1.650～1.659 69.0

2.840～2.849 80.9 2.440～2.449 76..9 2.040～2.049 72.9 1.640～1.649 68.9

2.830～2.839 80.8 2.430～2.439 76.8 2.030～2.039 72.8 1.630～1.639 68.8

2.820～2.829 80.7 2.420～2.429 76.7 2.020～2.029 72.7 1.620～1.629 68.7

2.810～2.819 80.6 2.410～2.419 76.6 2.010～2.019 72.6 1.610～1.619 68.6

2.800～3.809 80.5 2.400～2.409 76.5 2.000～2.009 72.5 1.600～1.609 68.5

2.790～2.799 80.4 2.390～2.399 76.4 1.990～1.999 72.4 1.590～1.599 68.4

2.780～2.789 80.3 2.380～2.389 76.3 1.980～1.989 72.3 1.580～1.589 68.3

2.770～2.779 80.2 2.370～2.379 76.2 1.970～1.979 72.2 1.570～1.579 68.2

2.760～2.769 80.1 2.360～2.369 76.1 1.960～1.969 72.1 1.560～1.569 68.1

2.750～2.759 80.0 2.350～2.359 76.0 1.950～1.959 72.0 1.550～1.559 68.0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평균평 환산 수

1.540～1.549 67.9 1.340～1.349 65.9 1.140～1.149 63.9 0.940～0.949 61.9

1.530～1.539 67.8 1.330～1.339 65.8 1.130～1.139 63.8 0.930～0.939 61.8

1.520～1.529 67.7 1.320～1.329 65.7 1.120～1.129 63.7 0.920～0.929 61.7

1.510～1.519 67.6 1.310～1.319 65.6 1.110～1.119 63.6 0.910～0.919 61.6

1.500～1.509 67.5 1.300～1.309 65.5 1.100～1.109 63.5 0.900～0.909 61.5

1.490～1.499 67.4 1.290～1.299 65.4 1.090～1.099 63.4 0.890～0.899 61.4

1.480～1.489 67.3 1.280～1.289 65.3 1.080～1.089 63.3 0.880～0.889 61.3

1.470～1.479 67.2 1.270～1.279 65.2 1.070～1.079 63.2 0.870～0.879 61.2

1.460～1.469 67.1 1.260～1.269 65.1 1.060～1.069 63.1 0.860～0.869 61.1

1.450～1.459 67.0 1.250～1.259 65.0 1.050～1.059 63.0 0.850～0.859 61.0

1.440～1.449 66.9 1.240～1.249 64.9 1.040～1.049 62.9 0.840～0.849 60.9

1.430～1.439 66.8 1.230～1.239 64.8 1.030～1.039 62.8 0.830～0.839 60.8

 1.420～1.429 66.7 1.220～1.229 64.7 1.020～1.029 62.7 0.820～0.829 60.7

1.410～1.419 66.6 1.210～1.219 64.6 1.010～1.019 62.6 0.810～0.819 60.6

1.400～1.409 66.5 1.200～1.209 64.5 1.000～1.009 62.5 0.800～0.809 60.5

1.390～1.399 66.4 1.190～1.199 64.4 0.990～0.999 62.4 0.790～0.799 60.4

1.380～1.389 66.3 1.180～1.189 64.3 0.980～0.989 62.3 0.780～0.789 60.3

1.370～1.379 66.2 1.170～1.179 64.2 0.970～0.979 62.2 0.770～0.779 60.2

1.360～1.369 66.1 1.160～1.169 64.1 0.960～0.969 62.1 0.760～0.769 60.1

1.350～1.359 66.0 1.150～1.159 64.0 0.950～0.959 62.0 0.750～0.759 60.0

0.750 미만   0



[별표 4] (개정 2007.12.6, 2009.7.1, 2012.11.27, 2013.1.15, 2014.2.17)

공인 어시험 성  기 표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로벌 어 

인정단계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 고

( 용)PBT CBT IBT

면제 800이상 570이상 230이상  88이상 689이상 130이상 IM3이상 7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4단계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

3단계 600이상 490이상 163이상  57이상 476이상 80이상 IM1이상 6이상 “

2단계 450이상 - - - - - - - “

1단계 450미만 - - - - - - - “



[별표 5] (삭제 2012.11.27)

[별표 6] (신설 2012.8.8, 개정 2013.5.24, 2014.6.25., 2015.7.10)

LINC 참여학사조직

( / ( )

( )



[별표 7] (신설 2013.8.27) 

교양 선택과목의 임교수 강의담당표

임교수 의무지정 

강좌수

3∼5강좌 6∼8강좌 9∼11강좌 12∼14강좌 

1강좌 이상 2강좌 이상 3강좌 이상 4강좌 이상

15∼17강좌 18∼20강좌 21∼23강좌 24∼26강좌 

5강좌 이상 6강좌 이상 7강좌 이상 8강좌 이상

※ 26강좌를 과하는 경우 과하는 3강좌당 1강좌 이상은 임교수로 의무지정 하여야 함.



[별지 서식 1] (개정 2016.2.19.)

연계 공 설치신청서

연계 공명 학 명 참여학과( 공) 주 학과( 공) 주 학

  연계 공을 와 같이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교육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학과( 공) :                  학과장( 공주임)          (인)

참여학과( 공) :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주  학장(인)

충남 학교총장 귀하



[별지 서식 2] (신설 2016.2.19.)

산학융복합 공 설치신청서

산학융복합

공명
학 명 참여학과( 공) 주 학과( 공) 참여기업명

  산학융복합 공을 와 같이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교육과정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학과( 공) :                  학과장( 공주임)          (인)

참여학과( 공) :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학과장( 공주임)          (인)

  주  학장(인)

충남 학교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