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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사일정
ACADEMIC CALENDAR

「학교사정에 따라 일부 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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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사무실 안내」
DEPARTMENT OFFICE

소속학과 사무실위치 사무실번호

간호학과 제3과201 1593
건축학과 제2실202 1856
경영정보학과 바201 1568
경영학과 바201 1566
동물생명공학전공 제2과209 1764
동물생명자원학과(동물자원학전공) 제2과104 1761
물리치료학과 제3과101 1638
미술컨텐츠학과 조형관205 1842
보건관리학과 에303/에304 1673
사회복지학과 사106 1671
상담심리학과 국102 1679
생명과학과 제2과407 1720
생활체육학과 체306 1691
스미스학부대학 바울관107 3353
식품영양학과 제1과103 1654
신학과 신108 1513
아트앤디자인학과(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제2실101 1835
약학과 제3과315 1616
영어영문학부 사306 1533
원예학과 온실101 1740
유아교육과 제1실305 1576
음악학과 음308 1818
일본어학과 바406 1549
중국어학과 바406 1546
컴퓨터공학부(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제1실216 1804
컴퓨터학부 제1실401 1790/1792
화학과 제1과206 1710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2과505 1742

I 학사 업무 유관 부서 위치 및 연락처 I

교과목 담당 사무실 전화번호 위치

전공과목 소속 학과사무실 상단 학과사무실 연락처 참조
교양과목 스미스학부대학 (02)3399-3353 바울관 107호
채플 교목처 (02)3399-3333 신학관 1층
글로컬영어(실용영어) 스미스학부대학 (02)3399-3353 바울관 107호
MVP+교육 인성교육원 (02)3399-3075 바울관 1층
e-Class 디지털이러닝센터 (02)3399-3302 다니엘관 5층
MOS(컴퓨터활용) 학교기업 (02)3399-2075 에스라관 2층 
컴퓨팅사고력(온라인) 학교기업 (02)3399-2075 에스라관 2층 
교직 학사지원센터 (02)3399-3151 바울관 1층
사회봉사 사회봉사 (02)3399-3264 바울관 1층
외래강사문의 교무처 (02)3399-3358 바울관 1층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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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및 주요 학칙 안내」
TAKING-CREDITS & PRIMARY REGULATIONS

「수강신청 일정」

✱예비신청 2020.02.03.(월) - 2002.02.05.(수) 

✱수강신청 2020.02.10.(월) - 2020.02.12.(수)

✱확인기간 2020년 03월 16일(월) 10:00 - 2020년 03월 20일(금)

              ※ 확인 기간 이후에는 수강 신청 및 변경 불가

✱중도포기 2020년 04월 06일(월) 10:00 - 2020년 04월 08일(수) 17:00

              ※ 중도포기 기간에는 과목취소만 가능하며 재신청은 불가함

✱수강신청 방법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suwings.syu.ac.kr)에서 직접

※ 수강신청·변경 후 반드시 본인의 수강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학점
✱기본학점 수강신청학점은 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신청함이 원칙이나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7이

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소학점 12학점 이상 (미달 시 학기가 인정되지 않음)

✱제한사항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장학금 기준 성적장학금 대상이 되려면 15학점(약학과 1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폐강기준 수강인원이 전공 8명, 교양 16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은 폐강된다.

■ 재수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

✱인정범위 재수강 인정교과목 범위는 교과코드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모든 강좌로 하되, 학과사정에 따

라 교과목명만 변경된 경우, 교과목변경신청서를 통해 재수강으로 인정

✱수강신청 교과목 신청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은 중복해서 받지 못함.

✱성적처리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하며. 2회에 한해 인정.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

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 중도포기

수강신청 한 과목을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하는 제도

✱신청기간 개강 후 4주차(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시)

✱범위 수강신청 한 모든 과목이 중도포기가 가능

✱제한사항

가. 학점제한 -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음

나.�학기제한 - 8학기 초과자(학기 초과로 인한 학점 등록생)는 중도 포기할 수 없음. 다만, 장애학생의 경

우에는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12학점이상 남겨 놓고 포기할 수 있다.

다. 인원제한 - 중도 포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음

✱신청방법 SU-WINGs에서 수강중도포기 신청을 기간 내에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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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유의사항」

■ 교양선택 강좌 수강신청
✱영역 교양선택은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학과전공에 따라 금지된 과목 외에, 4개 영역(일반선택영역제외)

에서 1과목씩 4과목 이상을 선택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인문학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일반선택영역(일반선택영역은 4개 영역에서 

제외됨) 

■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수강신청 시 17학점(단, 약학과 20학점)을 신청할 수 있고, 직전학기 평점이 3.7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

학과는 2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점을 초과로 신청하였을 시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

택, 전공필수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된다. 

■ 학사경고자 수강신청
✱학사경고로 학점 제한을 받은 자는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학점을 초과로 신청

하였을 시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전공필수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된다. 단, 학교에서 제

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Step-Up)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미수강신청 과목 학점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은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

받지 못한다.

■ 강좌 폐강 조건
✱수강학생수가 교양과목인 경우 16명, 전공과목인 경우 8명 미만의 강좌는 설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개강 후 본 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에 폐강과목을 공지한다. 폐강과목은 일괄 취소처리 되므로 변경

을 원하는 경우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양필수 핵심교양과목 타과 수강신청 제한
✱교양필수 핵심교양과목은 소속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원칙적으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과목 중도 포기 학점 제한 및 장학금 지급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12학점)에 미달될 시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중도포

기로 인해 해당 강좌가 설강기준에 미달될 시 신청할 수 없다.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
(약학과는 20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 강의평가
✱중간강의평가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두 주 동안 「중간강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에게는 자기평가를 교

수에게는 남은 절반의 강의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아 효과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그 혜택을 

수강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적극 참여한다. 

✱학기말강의평가 수강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말 1회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다음 학기 강의 

준비에 참고가 되며 교수의 업적평가에도 반영되므로 신중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한다.

■ 인성교양 1과목 수강
✱핵심교양과목(1,2학년 개설)에 개설되는 종교와 인생, 인성과 사회,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수업을 각각 

학점씩 총 8학점 이수 후 3, 4학년 동안은 인성교양 영역에서 3학점 1과목(2018학년도부터 적용)을 반드

시 이수해야함. (* 3-1 편입생은 2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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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칙」

/수업/

■ 출석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FA

✱지각은 1회 결석, 2회 조퇴 1회 결석

■ 유고 결석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삼촌까지 친족사망(5일) 사망확인서, 가족증명서 첨부

 •학생본인 입원기간(종합병원 ; 전염성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

단서, 소견서 등 첨부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실제 소요기간) 입영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첨부

 •본인 결혼(5일, 주말제외),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교육실습 (실제 소요기간) 교직 학과장님 확인

 •보건공결(생리, 월경) ; 학기당 3회(최대 3일), 제출서류 없음. 단, SU-WINGs에 신청한 경우 인정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한 경우 (실제 소요기간)

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 성적평가

✱일반과목

A이상 B∼B+ C+ 합계
30% 이하 0∼70% 30% 이상 100%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이상 B∼B+ C+ 합계
40% 이하 0∼80% 20% 이상 100%

✱교직과목 

A이상 B∼B+ C+ 합계
30% 이하 0∼90% 10% 이상 100%

✱별도상대평가 과목 : 해당 과목에 한함

A이상 B∼B+ C+ 합계
40% 이하 0∼80% 20% 이상 100%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교무처장의승인을받은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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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경고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주어지는 경고

✱요건 어떠한 사유로나 해당학기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발한다.

✱학점제한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20학점) 이하로 제한. 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스텝 업)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해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

✱제적요건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

■ 유급(간호학과, 약학과에 해당)

1년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이거나 1년간 전공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경우 

동일학기(1년)를 재이수하는 제도

✱1․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이거나 1년간 학문의 기초,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

이 3개 이상일 때 매 학년 말 유급된다. 간호학과의 경우 유급이 2회시 제적처리 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 계절학기(2학기 이상 등록 후 신청가능)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정해진 학점 내에서 방학기간 중 교내 또는 국내 대학의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

✱기간 하계는 6월-7월(3주), 동계는 12월 – 익년 1월(3주)

✱수강신청 하계는 6월 첫주, 동계는 12월 첫주

✱신청학점 학기당 6학점 내

✱등록금 매년 책정된 등록금

단, 신입생은 1,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 학점교류(2학기 이상 이수 후 신청가능)

국내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청자격 1학년 신입생은 1,2학기 정규 등록 후 2학기 겨울계절학기부터 신청가능 

✱이수학기 1) 정규학기 2) 계절학기

✱이수학점

가.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학기당 타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수는 6학점 이내

다. 

✱학점인정

가. 타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교양과목은 영역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됨.

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평균평점 산정에도 포함됨.

다. 졸업신청을 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타대학 학점교류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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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칙」

/학적/

■ 전과

재학 기간 중 학생의 학과(전공) 소속이 변경되는 것

✱신청학기 제2학년 1학기(3학기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째) 초 및 제4학년 1학기(7학기째)

✱신청기간 매학기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공지(1학기 : 1월 중, 2학기 : 7월 중)

✱대상학과 및 학년 전 학과 2, 3, 4학년으로 진급 예정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건축학과는 2학년으로만 전과가 가능하다. 

단, 약학과 전과 불가능)

✱신청방법 SU-WINGs ▶ 학적정보 ▶ 전과신청 후 「전과신청서」를 출력 후 학사지원센터 접수

✱지원자격

가. 2학년 신청 학기(3학기)에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나. 3학년 신청 학기(5학기)에 취득학점이 6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다. 4학년 신청 학기(7학기)에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이며 평균평점이 2.50 이상인 자

✱유의사항

가. 전과 희망 학과(부)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 할 수 있음.

나. 실기가 필요한 학과(부)로 전과할 경우에는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전과를 허용한다. 

■ 휴학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주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구분 1학기 2학기

일반휴학 1월 중순 ~ 2월 말(개강 전) 7월 중순 ~ 8월 말(개강 전)

✱신청절차 SU-WINGs → 학적정보 → 휴학신청 후 휴학원 출력 → 지도교수 확인 → 학사지원센터 제출 

✱휴학연한 

가.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나.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➊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➋ 군입대 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➌ 창업 휴학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

표인 경우에 한함)

✱기간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

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이 불가(입영휴학 포함). 다만,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

■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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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청기간

구분 1학기 2학기

개강 전 복학 전년도 12월 초 ~ 2월 말 6월 초 ~ 8월 말

개강 후 복학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3주 이내 입영휴학자만 해당되며 개강 후 2주 이내

✱신청절차 SU-WINGs ▶ 학적정보 ▶ 복학신청 학사지원센터에서 승인(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음)

✱유의사항

가.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나.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

한다.

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

는 제적된다.

라.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

한다.

■ 퇴학 및 제적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요건

  가.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나. 미등록 제적 :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 불량 제적 : 학사경고(1.50 미만)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

라. 재학연한 만료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마.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바. 타교에 입학한 자

■ 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일정 및 신청시기

구분 1학기 2학기

일정공고 전년도 12월 중 5월 중

신청시기 1월 중 7월 중

✱신청방법 SU-WINGs 로그인 후 → 학적변동 → 재입학 

✱정원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

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신청자격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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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칙」

/성적 및 졸업/

■ 성적

매 학기 학생별 성적평가 결과를 담당교수가 전산 입력하여 성적처리 하는 것

✱기간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 전후

✱성적평가 방법

가.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

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다. 성적평가 표시

� �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 졸업
✱학위수여요건

가. 이수학기 : 8학기 이상~재학연한 이내 이수자

나. 졸업소요 취득 학점 이수 (입학년도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소요 취득학점)

✱학년수료요건

가. 각 학년별 소정의 학기등록, 이수학점 취득 시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함. 

나.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35학점)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2020-1학기 학사 수업 편람 / 15

■ 조기졸업
✱신청자격

가. 이수학기 :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나. 평균평점 : 4.20 이상

다.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우등졸업
✱신청자격

가. 이수학기 : 4학기 이상 재학한 자

나. 평균평점 : 평균평점이 4.20 이상일 것

다. 취득학점 : D+ 이하의 학점이 없을 것(채플 포함)

라. SU秀 MVP 인증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

「특별 학점인정」

■ 군이러닝 학점인증제

본교생이 군 복무 중 본교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수강방법 :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 수강

✱신청절차 :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학점 이수증을 학사제원센터에 제출

✱학점취득 : 취득 후 학점 이수증을 제출하면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학점인정 : 계절학기 성적으로 이기

■ K-MOOC 강좌 특별학점인정제

학기별로 대학에서 정하는 K-MOOC 강좌를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소정의 절차를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대상 : 재학생(초과학기 재학생 제외)

✱인정과목 :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

✱수강신청 : K-MOOC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대학이 학기별로 정한 MOOC과목만 수강신청

✱학점인정 : 학기당 1학점(한 과목),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

✱성적 및 학점 인정 절차

가. 교양선택과목(일반선택영역)으로 인정하며, 재학기간 중 총 3학점에 한해 인정함

나. 학기말에 K-MOOC 수강사이트로부터 이수증을 발급받아 학사지원센터에 기간내에 제출하면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학점인정(2020학년도 폐지되어 이전 연도에 이수한 경우만 해당)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 대학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학점인정 : 최대 6학점

✱신청절차 : 입학 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학사지원세터에 제출

✱학점인정 : 계절학기 성적으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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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신청기간 : 1학기 지원자는 2월 셋째 주, 2학기 지원자는 8월 셋째 주

✱신청자격 : 

가. 3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단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이상 수료한 자

나.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신철절차 : 대학원 교학부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까

지 수강신청을 마쳐야 함.

✱유의사항

가. 학･석사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나. 수강신청 학점은  학･석사연계과정 학점을 포함하여 최대학점을 넘을 수 없음.

■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사회봉사 과목)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학문적,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나 또는 저개발 

국가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봉사학습을 전공에 연계하여 교육하

는 교과목을 Service Learning 교과목이라고 한다.

✱과목명 및 학점

 아래 SL 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들은 이번 학기 여름계절학기에 사회봉사(SL)과목을 수강신청 하여 학

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SL)과목은 졸업필수 과목인 사회봉사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도 인정됩니

다.

가. 과목명 : 사회봉사(SL)
나. 학점 : 1학점
다. 구분 : 교필
라. 평가 : P/F

「온라인 강좌」
보강를 위한 온라인 강좌는 해당 없음

■ 온라인 개설 강좌
✱토익(Total Toeic Care)  시사영어사, 별도의 안내문 학사공지

✱SU-edumi 강좌

  SU-edumi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계절학기에만 개설. 별도의 안내문 학사공지

✱컴퓨팅사고력(1학년만)

   시사영어사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활용 과목임

✱컴퓨터활용(MOS)(2학년이상)

 시사영어사에서 주관하는 100% 온라인 강좌로, 201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이 졸업 전까지 필수

로 이수해야 하는 컴퓨터 활용 과목임

➊ 워드 ➋ 파워포인트 ➌ 엑셀 ➍ 엑세스 중 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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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별 학점이수 기준표】

구  분
졸업이수

학점

교양 전공
자유선택

학점필수
영역
필수

주전공
복수/연계/융합/자기설계/
부전공/교직/평생교육사

단일전공 130 24 15
75

(심화전공 또는 자기주도설계전공 포함)
16

복수전공 130 24 15 39 36 16

연계전공 130 24 15 39 36 16

융합(공유)전공 130 24 15 0-75 75 16

선택
사항

부전공 130 24 15 54 21 16
교직 130 24 15 50 22 19
평생교육사 130 24 15 54 30 7

【2020-1학기 교양 필수 일람표】

구 분 교과목명 학점 비  고

교양 필수

MVP+교육 - 비교과로 운영(졸업 필수 과정)

흡연음주예방교육 P학점 학과내 개설
노작교육 1학점 학과내 개설(1,2학기 구분)
채플 P학점 학과내 개설
글로컬영어 I 3학점 학과내 개설
인생설계와 진로 I 1학점 학과내 개설
컴퓨팅사고력 3학점 공통교양에 개설
인성과 사회 2학점 학과내 개설
글로컬사고와표현 3학점 공통교양에 개설
사회봉사 1학점 1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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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적 FAQ」

【수업 및 수강】

번호 질문 및 답변 구분

1
질문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성적인정은 되나요?

수강신청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문 수강변경 및 취소기간 이후 변경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 수강변경

/취소답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질문

필수과목(교양/전공)에 F나 FA를 받은 경우 꼭 재수강을 해야 하나요? 재수강시 최고성적 
점수는? 재수강

답변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입니다.

4

질문 수강 신청학점의 최소학점과 최고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학점
답변

최소 12학점(약학과 15학점), 기본 17학점(약학과 20학점)이며 지난 학기 성적 3.5 이상
인 자는 21학점(약학과 23학점)까지 가능합니다. 단, 선택과목(교양/전공)에 1학점이 포함
되지 않은 경우 1학점씩 더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려면 15학점(약학과 

17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5

질문 학점이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점초과
답변

학점초과자 명단을 학과로 통보하여 학생이 교무처 담당자와 면담 후 취소해야 합니다. 면

담하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순으로 삭제됩니다.

6

질문 학점이 미달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점미달
답변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수강학점인 12학점 미만을 수강한 경우, 학점과 성적은 그대
로 인정되나 학기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정규로 8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됩니다.

7
질문 재수강 할 경우 이전 과목과 새로 재수강 신청한 과목 중 어느 성적이 선택되나요? 재수강

과목선택답변 좋은 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세칙 제3조 10항)

8

질문
이전에 수강한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현재 그 과목이 폐
과목 된 경우 어떻게 이수해야 되나요? 이전과목

폐강된
경우답변

① 대체과목신청서를 교무처에서 발부 받아 전공은 학과에서, 교양은 스미스교양대학 담당
자에게 문의하여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지정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② 시행세칙 제10장 4조 참고 - 개별지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9
질문 설강된 강좌의 폐강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폐강조건
답변 교양은 16명, 전공은 8명 미만인 경우 폐강 공고합니다.

10
질문 계절학기 과목 설강 조건이 무엇인가요? 취득할 수 있는 최고 학점은? 계절학기

강좌설강답변 ① 교양 16명, 전공 8명 이상이 수강할 경우 설강됩니다. ② 6학점 이내로 인정됩니다.

11
질문 군 휴학의 경우 그 학기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군휴학생

성적집계답변 중간고사이후 입대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으로 해당 학기 성적을 계산합니다.

12
질문 중복수강이 가능한가요?

중복수강
답변 중복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질문 우등졸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등졸업

기준답변 ① 평균 4.20 이상  ② D+미만의 학점이 없고  ③ 4학기 이상 본 대학에 재학한 경우

14

질문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강신청
변경절차답변

학기초 변경 및 취소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변경, 취소하며 이 기간 후의 취소는 개강 3주

차에 있는 중도포기 기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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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적 FAQ」

【수업 및 수강】

번호 질문 및 답변 구분

1

질문 휴학 신청기간 및 횟수는?

휴학
답변

①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휴학 만기일 (지참물: 본인및보호자 도장, 군입대의 경우 영장사
본) ② 통산 2회 2년

2
질문 복학신청기간은?

복학
답변 개강 2주전부터 복학 만기일까지, 입영 휴학자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복학 가능

3
질문 학사경고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학사경고

대상조건답변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학생,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 이상인 자

4

질문 복수전공 이수 조건은?

복수전공
답변

①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한 후 신청, 평균평점 2.50 이상이어야 함.

② 제1전공: 39학점/복수전공: 36학점(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

5

질문 연계전공 이수 조건은?

연계전공
답변

①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후 신청
② 제1전공: 42학점/연계전공: 36학점

6

질문 부전공 이수 조건은?

부전공
답변

① 평균평점 2.50 이상 ② 재학 중 어느 학기에나 신청 가능하고 부전공 희망학과의 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7

질문 편입생 이수학점(3학년 편입)은?

편입생
이수학점답변

① 전공 : 학과가 요구하는 모든 전공필수 학점 및 선택학점 ② 인성교육: 편입 해당학기

부터의 인성교육 학점이수(6학점) ③ 등록학기 : 최소 4학기 ④ 졸업최소학점 : 68학점

8
질문 FA 처리기준은?

FA처리
답변 수업시간×3  →  예) 2학점이면서 3시간 수업일 경우: 9번 결석부터 FA처리

9
질문 채플 이수학기?

채플
답변 재학 중 7학기 이수(단, 편입생 3학기 이수)

10
질문 조기졸업 요건은 ?

조기졸업
답변 전 학년의 평균평점 4.20 이상, 7학기(5년제는 9학기) 동안에 4년의 전 과정을 이수

11

질문 전과 조건은?

전과
답변

① 전입․전출학과 여석의 100%내에서 전과 허용
② 제2학년 1학기(3학기 째) 초, 제3학년 1학기(5학기 째)초, 제4학년 1학기(7학기 째)초

에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2회에 한하여 허가 가능

③ 전과 희망학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이나 면접 혹은 소정의 시험 실시
④ 간호, 물리치료학과는 여석이 있는 경우만 가능

12

질문 학점교류 대학명?

학점교류
답변

① 정규학기 및 계절대학에 학점교류 가능 
② 협약 23대학 학점 교류
③ 구비서류: 학점교류학생용 신청서(사진 첨부) 

13

질문 학점등록 조건?

학점등록
답변

① 대상 : 정규 8학기 초과 재학생

② 신청학점 : 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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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제도」

/전공현황/

단과대학 학과(부)명 새부 전공명

신학대학 신학과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부
통번역
영문학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유아교육과
글로벌한국학과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체육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과학기술대학
화학생명과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미래융합대학

컴퓨터학부
응용컴퓨팅
소프트웨어
시스템

컴퓨터 ‧ 메카트로닉스학부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컴퓨터공학부

IT융합공학과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약학대학 약학과(3학년)

■ 다전공제도

다전공 제도는 학과라는 세분화된 영역을 학문이라는 커다란 영역으로 통합하여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다전공 제도 확대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기반 

각 학과별 커리큘럼 및 진로 로드맵(SU-CDR)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제를 운

영하고자 합니다.

1) 연계전공

� � �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통하여 연계전공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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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공유)전공제(예정)

   융합(공유)전공제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공유)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하며, 주전공의 

이수학점과 무관하게 융합(공유)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75학점이상 이수하면 제1전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3)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기본전공학점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기본전공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본전공학점: 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은 소속 전공 42학점(2017학번부터 39학점), 타 전공 36학점을 이수

하면 전공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며, 이때의 42학점(2017학번부터 39학점)을 기본전공학점으로 함

4) 부전공

� �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 이외의 전공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교직복수전공

� � �교원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전공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업무에서 정하고 있는 교직복수전

공을 말한다.

「연계전공 제도」

신청 가능한 연계전공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하며, 연계전공을 이수
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39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정원디자인 ∙미디어콘텐츠 ∙외식산업경영 ∙운동재활 ∙공연예술콘텐츠 ∙한류콘텐츠 ∙휴먼 ICT

2개 학기를 등록하고 총 30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➊ 신청자격 2개 학기를 등록하고 총 30학점 이상 취득자
➋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에 동일하게 신청
➌ 과목확인 각 연계전공별 개설현황을 학사공지에 첨부파일로 공지
➍ 문   의 각 과목별 담당교수
➎ 이수구분 개설과목이 본인 학과인 경우 전공으로, 타학과인 경우 일반선택으로 수강신청됨
➏ 이수시기 2학년 1학기부터
➐ 선   발 연계전공 선발기준에 준하여 선발하여 공고함
➑ 학점이수 연계전공과목은 36학점 이상 이수
➒ 학위수여 연계전공 또는 융합(공유)전공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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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 과정」
GENERAL STUDIES

「교양과목 이수표」

1. 이수목적

본 과정은 전공을 위한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 ‧ 영 ‧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신앙적, 주체적 인격의 형

성에 목적을 둔다.

2. 이수내용

■ 핵심교양

핵심교양의 각 학년, 학기별 배정은 다음과 같으며 ‘인성교양 영역’은 1과목 2학점 이수한다. 단, 신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학  년 1 학기 2 학기

1
2
3

  인성과 사회
  생활과 윤리
  인성교양 영역

  종교와 인생
  역사와 문화

■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

구  분
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교양 핵심교양 영역별 교양

이수학점

(39학점)
16 8 15

과목/영역

구성

노작(그린)교육 (1)

지역사회공헌 (1)
클로컬사고와표현 (3)       
글로컬영어I , II (6)

인생설계와진로I,II (2)
컴퓨팅 사고력     (3)

인성과 사회   (2)
종교와 인생   (2)
생활과 윤리   (2)

역사와 문화   (2)

인성교양 영역  (3)

인문학   영역  (3)
사회과학 영역  (3)
자연과학 영역  (3)

문화예술 영역  (3)

이수의무 전과목 이수 전과목 이수 영역별 1과목

비  고
필수 (P) 과목 : 채플
비교과 졸업요건 : 

MVP+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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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과목별 세부 안내」

■ 교양필수 과목별 안내

➊ 노작(그린)교육
• 해당학점 : 1학점(한 학기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그외 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을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노작교육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➋ MVP+ 교육 ➜ 인성교육원에서 일정공지
• 해당학점 : 비교과 졸업요건(2018학년도부터)

• 해당학년 : 1학년(그 외 학년은 계절학기에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인성교육원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➌ 흡연음주예방교육 ➜ 인성교육원에서 일정공지
• 해당학점 : 비교과 졸업요건(2018학년도부터)

• 해당학년 : 1학년(단, 그 외 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을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금연금주클리닉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배정표 참고(1학기 및 2학기 구분)

➍ 글로컬영어교육
• 해당학점 : 3학점(두 학기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단, 2-4학년은 소속학과 1학년 과목이 아닌 교양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해야함)

• 배정시간 : 학과별 지정(스미스교양대학 배정표 참고)

• 개설학년 : 학과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➎ 채플(Chapel)교육
• 해당학점 : P학점(7학기 이수)

• 해당학년 : 전학년

• 배정시간 : 1학년(화8), 2학년(월3), 3학년(수2교시), 4학년(수3교시)

                   (단, 상담심리학과 수4교시, 신학과 수2-3교시)

• 개설학년 : 학과 전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

➏ 종교와 인생(1학년), 인성과 사회(1학년)/생활과 윤리(2학년), 역사와 문화(2학년)

• 해당학점 : 2학점(총 4학기동안 8학점 이수)

• 해당학년 : 1학년/2학년

• 배정시간 : 학과에서 전공과목과 함께 자율적으로 배정(단, 교목처와 논의 후 결정)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는 3학년만 이수)

➐ 인생설계와 진로 I / II
�이 과목은 학생들의 정체감,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명확한 비전, 직업(미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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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미션을 구현할 대학생활과 향후 10년의 진로 로드맵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해당학점 : P학점

• 해당학년 :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배정시간 : 1학년(화9)

• 개설학년 :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

➑ 인성교양(3학년/4학년)교육

• 해당학점 : 2018년도부터는 학번과 관계없이 3학점 이수

• 해당학년 : 3학년/4학년

• 배정시간 : 월-목 6-7, 8-9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핵심교양 이수표❘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각 2학점

2학년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각 2학점

3∼4학년 인성교양 영역 인성교양 영역 각 3학점

➑ 컴퓨팅사고력(CODING)
� �컴퓨팅사고력은 컴퓨터과학의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은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한다.

• 해당학점 : 3학점

• 해당학년 : 2017학년도부터 시행

• 배정시간 : Cyber 강좌(학사지원센터에서 별도공지)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➒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교육)

• 해당학점 : 1학점(2017학년 1학기부터 적용)

• 해당학년 : 전학년

• 배정시간 : 사회봉사단 배정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단, 약학과 해당없음)

➓ 글로컬사고와표현

• 해당학점 : 3학점

• 해당학년 : 1학년

• 배정시간 : 월-금 지정시간 없이 배정

•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 해당학과 : 전학과(약학과 해당없음)

* 이전 학번에 개설되었던 글쓰기 및 독서토론은 더 이상 개설되지 않습니다. 미수강생이나 재수강을 원하는 

경우 글로컬사고와표현을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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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교양선택 안내

➊ 이수학점 : 학번별로 상이함(2010학번까지는 4과목 8학점, 2011학번부터는 4과목 12학점)

➋ 영   역 : 학번별로 상이함(2010학번까지는 6영역, 2011학번부터는 4영역)

➌ 이수학년 : 재학 중

➍ 개설학년 : 공통교양 1학년

➎ 해당학과 : 전학과

영역별 교양선택 과목은 SU-WINGs 수강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직 과목 안내」

➊ 신청방법 : 2학년 1학기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➋ 선발방법 : 1, 2학년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인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➌ 이수학점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이상을 이수

➍ 개설학년 : 3학년부터(단, 3학년 편생생은 제외)

➎ 해당학과 : 신학과, 영어영문학부,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경영학과, 상담심리학과, 식품영영학과,

                 간호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음악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유아교육과 (12개학과)

❘교직설치학과 및 정원표❘
계열 학부․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비사범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종교
영어영문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중국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일본어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정보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동물생명자원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동물자원
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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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그램 과정」
SPECIAL PROGRAM

「우수 학생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생 선발 지침」

우수 학생을 우리 대학교에 유치하고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학연수 제도 및 

해외유학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어학연수의 경우 모든 경비를 우리 대학교가 지불하고, 1년 간의 해외 자매

대학 유학의 등록금은 50%를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50%는 우리 대학교가 각각 부담하고, 왕복 항공료도 우

리 대학교가 제공한다.

❘우수 학생 해외 유학 제도 규정❘
① 입학전형에서의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유학을 선택한 1학년 평균평점이 3.8 이상인 자 

중 10명을 선발한다.

② 해외 자매대학에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TOEFL 성적이 550점(CBT 213점, iBT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④ 미국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 심사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선발된 학생은 제2학년 1학기 동안 수속 준비를 마친 후 8월말에 출국하여 지정된 해외 자매대학에서 각자

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기를 마친 후 다음 해 7월말 이전에 귀국하여야 한다.

⑥ 취득하는 학점은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우선으로 하되 한 학기에 1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34학점으로 한다.

⑦ 해외유학에 선발된 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유학 자매대학의 등록금은 우

리 대학교가 부담한다. 기숙사비 및 식비는 학생 각자가 부담한다. 단, 선발학생의 왕복항공료는 우리 대학

교가 부담한다.

⑧ 해외유학 1년 후 우리 대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우리 대학교가 제공한 모든 경비를 반환해야 하고 

자매대학에서의 50%의 등록금 감면도 취소된다.

❘입학성적 우수 학생 해외 어학연수 제도 규정❘
� � �① 입학성적 우수자 및 전체수석인 학생으로, 1년 간의 해외유학보다 단기 어학연수를 택한 학생으로 선발한

다. 단, 선발인원은 각각의 전공마다 1명씩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학과(부)에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되 1학년 평균평점(계절학기 포함)이 3.8 이상인 자이어

야 한다.

   ③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며, 학교 생활, 인성에 대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

다.

   ④ 어학연수 기간은 3주를 원칙으로 한다.

   ⑤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한 자가 학점 신청을 하고 어학연수를 마친 경우 연수 기간 중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

정 심사를 거쳐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연수 기간의 어학연수 비용과 왕복 항공료는 우리 대학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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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생 제도 규정❘
■ 영어권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영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3학기 이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교비), 본교에서 2학기 이

상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재학기간이 남아있는 자(자비)

2. 전(全)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 영어권 외국대학은 토플성적  PBT 550점 혹은 IBT 

80점 이상인 자

4.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5.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해당국가에서 성실히 예배에 참석해야하며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3. 영어권 교환학생의 경우 전공별 1명씩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교비) 

제4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자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생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

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영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영미어문학부장 

   •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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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학성적(30%) 

iBT PBT 반영점수
113이상 647이상 30
111-112 640-643 29

110 637 28
109 630-633 27

106-108 623-627 26
105 617-620 25

103-104 613 24
101-102 607-610 23

100 600-603 22
98-99 597 21
96-97 590-593 20
94-95 587 19
92-93 580-583 18
90-91 577 17
88-89 570-573 16
86-87 567 15
84-85 563 14

83 557-560 13
81-82 553 12

80 550 11

(3) 면접(3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C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B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 중어권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중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신HSK 4급(180점)이상인 자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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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2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3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파견인원)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6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중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0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

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중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중국어학과장 

• 반영비율 :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2) 어학성적(30%) 

중국어 어학시험 실제 점수

HSK(한어수평고사)
6급

(210점)
6급

(180점)
5급

(195점)
4급

(210점)
4급

(180점)

반영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3) 면접(3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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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C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B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 일어권 교환학생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2. 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3. 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4.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5.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자

제3조 (선발조건)

1. 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 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4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파견인원)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6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

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 일어권 교환학생 선발 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이상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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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1)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평균평점 반영점수 평균평점 반영점수

3.2∼3.29 14 3.9∼3.99 28
3.3∼3.39 16 4.0∼4.09 30
3.4∼3.49 18 4.1∼4.19 32
3.5∼3.59 20 4.2∼4.29 34
3.6∼3.69 22 4.3∼4.39 36
3.7∼3.79 24 4.4∼4.49 38
3.8∼3.89 26 4.5 40

(2) 어학성적(30%) 

일본어 어학시험 실제점수

JPT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50점 이상 580점 이상
JLPT 1급 - 2급 -

반영점수 30점 20점 10점 5점

(3) 면접(30%)

 

1)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나.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등급구성>

  

등급 평가 등급 평가

A+ 매우 훌륭함 C 비교적 보통임
A 훌륭함 D+ 비교적 결여됨
B+ 잘함 D 결여됨
B 비교적 잘함 E+ 매우 결여됨
C+ 보통임 E 결여정도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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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삼육 MVP 인증 프로그램」

삼육MVP

✱삼육(三育) -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

✱MVP - Mission, Vision, Passion을 겸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엘리트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이란?❘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자격 위주의 인증제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를 부여한 성장형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재학 중 세움영역, 키움영역, 나눔영역에서 등급별로 인증을 받음으로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을 

충족하고, 나아가 국제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세움영역의 채플/기본소양교육, 키움영역의 영어/MOS/자격증/평점, 나눔영역의 봉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등급별로 정하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1) 입학에서 졸업까지 자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2)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해줍니다.

3) 취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해줍니다. 

4) 정직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겸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5) 나눔의 기쁨을 아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의 개요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과 병행하며 경력마일리지 및 자격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1) 적용대상

현재 재학 중인 학부 학생(대학원생, 교환학생, 학점등록생, 휴학생 신청 불가)

2) 인정기간

재학기간(휴학 포함) 중에 취득한 자격증 또는 마일리지에 한해 인정합니다.

(단, 영어는 재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점수로 2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3) 주관부서

취업진로지원센터(팀장 02-3399-3231, 담당 02-3399-3232)

4) 인증등급

① MVP (최상급)

② Gold  (1급)

③ Silver (2급)

   

5) 장학금의 지급

① 마일리지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마일리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체영역 : 해당등급의 전체영역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인증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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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내용 주관부서

1
인증 신청 취업정보센터

2
영역별 마일리지 및 자격 취득 학생 개인

3
서류 검토 취업정보센터

4
인증 취업정보센터

5
장학금 지급 학생지원처

■ 삼육MVP 인증기준

 등급
영역

인 증 Silver
(2급)

Gold
(1급)

MVP
(최상급) 비 고

항목 과목

세움영역

1. 채플 이수 이수(B학점) 이수(A학점)

모든 영역 

누적마일리지

1,500 이상

장학금 지급

(100 마일리지

 =1만원)

2. 교양성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학점 이수
(편입생 4학점)

3. 리더십
인성 & 리더십 
마일리지

300마일리지 이상 500마일리지 이상 800마일리지 이상

4. 진로설정
진로설정
마일리지

300마일리지 이상 600마일리지 이상 900마일리지 이상

키움영역

5. 
영어(택1)

TOEIC 600점 이상 800점 이상 900점 이상

TOEFL

PBT 490점 이상 570점 이상 608점 이상

CBT 163점 이상 240점 이상 253점 이상

IBT  57점 이상  94점 이상 102점 이상

Teps 476점 이상 690점 이상 828점 이상

OPIc Intermediate 
Low 이상

Intermediate 
High 이상

Advanced 
Low 이상

6. MOS Expert Master Master(Outlook제외
)

7. 자격증 자격증 마일리지 해당 없음 300마일리지 이상 900마일리지 이상

8. 평점 3.0 이상 3.2 이상 3.6 이상

나눔영역 9. 봉사 봉사 마일리지 300마일리지 이상 600마일리지 이상 900마일리지 이상

 특 전 장학금 50만원 장학금 100만원 장학금 200만원  

 ※ 특전은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졸업자에 한해서 현금 지급합니다.

 ※ 마일리지는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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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세부 기준 설명❘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은 1회에 한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단, 예외는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표에 명시함)

❍ 세움(영역)교육

1) 채플 : 학점 이수(Gold급은 직전학기 성적 B이상, MVP급은 직전학기 성적 A이상)

2) 리더십 및 진로교육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관련 마일리지의 취득점에 따라 등급별로 인정합니

다.

 (참조: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 점수표)

3) 삼육MVP 인증은 교양성경 10학점(편입생4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키움(영역)교육

1) 영어

  ① 영어 과목은 TOEIC, TOEFL, Teps, OPIc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②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3주이상의 해외어학연수에 참여한 후 인증서(수료증)를 취득한 경우 Silver급 영

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 MOS

     ① 취득과목

LEVEL 자 격

MASTER(MVP급) Word(Expert), Excel(Expert), Power Point(core), Access(core)를 필수 취득

MASTER(Gold급)
Word(Expert), Excel(Expert), Power Point(core) 는 필수취득하고,
Access(core), Outlook(core)는 선택으로 1과목을 취득하여 4개의 자격증을 획득

Expert
MS Word 2003 expert
MS Excel 2003 expert

   ② 교양필수선택 과목으로 MOS를 수강 시 할인된 접수비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 자격증

① 학생경력점수표에서 제시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협회(or기업)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단, 등

급이 있는 자격증은 1급 또는 고급과정만 인정합니다. (참조: 학생경력개발 마일리지 점수표)

② 본 과정의 모든 자격증 및 제2외국어, 실습과정은 전공과 무관합니다.

③ 현장실습 중 해외봉사 활동은 6개월 이상 활동할 경우 MVP등급으로 인정하며, 나눔영역의 봉사활동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④ 공인자격증 및 실습대회 관련 마일리지 항목은 인증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평점 : 신청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입니다.

❍ 나눔(영역)교육

1) 봉사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봉사 마일리지의 취득점에 따라 등급별로 인정합니다.

❍ 특전

1) 각 등급별로 인증서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득한 누적 마일리지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누적마일리지 1,500이상 시 지급되며, 100마일리지 당 1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3) 하위등급 취득 후 상위등급 취득 시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합니다.

4) 장학금은 3년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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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이란 재학생들을 위한 성장형 전인교육 프로그램으로, 세움교육, 키움교육, 

나눔교육을 단계별로 이수함으로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소유한 미더운 인재를 양

성하는 삼육대학교만의 고유한 학생중심 교육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되며, 이전년도 재학생들은 종전의 삼육엘리트인

증제와 병행하여 적용된다.

2. 편입생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성적, IT자격취득, 전공 자격증,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타대학으로부터 온 교환학생 및 학점등록생 해당되지 않는다.

4. 특수교육대상자로 입학 한 학생은 영어시험과 MOS 및 전공자격증 시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부 규정은 시험 주관기관에서 정한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증영역)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은 세움영역의 채플/기본소양교육, 키움영역의 영어/MOS/자격증/평점, 

나눔영역의 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정해진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증한다.

제5조 (인증등급) 

1. 인증등급은 MVP(최상급), Gold(1급), Silver(2급), 3가지로 정하며, 각 등급은 인증영역별로 정해진 기

준을 모두 충족할 때 인증하게 된다.

2. 상위등급 인증자는 하위등급을 인증 받은 것으로 여겨, 별도로 하위등급을 신청할 수 없다.

3. 등급별 인증기준표는 별지에 따른다.

제6조 (인증기간) 

1. 영어시험은 재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점수로 2년 동안만 인정한다.

2. MOS, 전공 자격증, 봉사시간은 재학 중 취득 또는 이수한 것에 한해 인정한다.

제7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재학 중으로 하며, 휴학 중이나 졸업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인증절차) 

1. 인증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취업정보․서비스센타에 신청한다.

2. 제출서류는 재학 중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 한다.

㉮ MVP인증서 - 최상급

㉯ Gold인증서 - 1급

㉰ Silver인증서 - 2급 

4.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학생지원처에 장학금 신청을 한다. 

5. 학생지원처는 서류 확인 후 장학증서를 발급한다.

제9조 (특혜 및 장학금 지급) 각 등급별 인증자는 인증서를 수여 받게 되며, Silver인증자는  50만원, Gold 인증

자는 장학금 100만원, MVP 인증자는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하되, 하위등급 취득 후 상위등급 취득 시 

장학금은 차액만 지급한다.

제10조(위원회) 

1. 삼육MVP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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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취업정보․서비스센타장을 위원장으로, 취업정보․서비스센타 부장을 서기로, 교무부장, 

각 영역별 위원을 임명하되, 인성영역은 교목실장, 영어영역은 영미어문학부장, MOS영역은 컴퓨터학부

장, 봉사영역은 사회봉사단장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인증서를 심의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선 및 연구를 수행 한다.

제11조 (세부규정에 대한 시행) 위원회를 통해 세부규정을 따로 정한 후 시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6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삼육엘리트인증제를 병행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