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개인(팀) 프로젝트
1) 목적: 개인(팀) 프로젝트(종합설계)(이하 “프로젝트”)는 교수와 함께 학생 자신이 선택한 전공 또는 교양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체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

2) 프로젝트의 개요
가) 과목의 개념
(1) 학생이 자기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설정하고 교수의 지도 아래 이를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인 구안법(構案法; The Project Method)
(2) 전공분야에 관련된 이론을 실제적인 방면에 응용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응용학습방
법
(3) 개인별 밀착지도를 통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식 교육방법
(4) 교양 과정에 관련된 학생의 관심 분야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실제적인 방면에
응용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방법
나) 교과목의 내용
(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전공과목에 관련되며 실제 응용분야에 속하는 내용
(2) 향후 전공선택 또는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
(3)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
(4) 교양 과목과 관련된 학생의 관심 분야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

3)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가) 교과목의 개설
(1) 교과목 개설은 매학기에 걸쳐 각각 “개인프로젝트(종합설계)”로 개설함.
(2) 교과목 이수 후 학적부에 교과목 명은 개설강좌명으로 표기

나) 수강신청 대상자: 모든 학생은 2학년이 되면 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1.5 미만인 자(학
사경고자)는 수강신청이 불허됨
다) 수강신청시기
(1) 일반교과목 수강신청 시기와 동일함
(2) 지도교수가 인정할 때에는 매학기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수강신청이 유효함

라) 학점 및 시간
(1) 개인프로젝트 별 부여 학점은 1-3학점이며, 이는 지도교수의 지도시간과 학생의 프로젝트 수행시간의 합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수강신청 시 결정함. 단, 지도교수의 지도시간은 전체 시간의 1/3을 초과
하여야 함
지도교수의 지도시간과 학생의 프로젝트 수행시간의 합

부여 학점

24시간

1학점

48시간

2학점

72시간 이상

3학점

(2) 전공 프로젝트와 교양 프로젝트를 합하여 3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3) 전공 프로젝트는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이 가능함. 단, 교양 프로젝트와 합하여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일반교과목 수강신청학점과 프로젝트 수강신청학점의 합은 매 학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최종 학기 성적 3.0 미만

20학점

18학점

최종 학기 성적 3.0 이상

21학점

19학점

마) 수강신청 방법
(1) 전공 프로젝트 지도를 원하는 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대학을 경유하여 프로젝트 개요를 학생에게 공지하
여야 하며,
(2) 전공 프로젝트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세부연구과제를 정하고, 세부연구과제명,
지도교수, 학점 등이 포함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각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는 제
출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취합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며, 프로젝트 이수가 승인된 학생 명단을 지
도교수에게 통보함
(3)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수강신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학사지원실에 요청함
(4) 한 학생이 동일지도교수에게 동일학기에 2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없음

바) 교과목 성적평가
(1) 교과목의 성적은 지도교수와 평가위원 2명이 공동으로 평가함
(2) 수강학생은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말고사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 2부를(파일첨부)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도교수는 관련전공교수 중에서 평가위원 2명을 위촉하여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며 지도교수가 점수를
취합하여 3명의 평가점수의 평균을 성적으로 부여함. 단, 성적을 평가하는 3명 중 1명 이상이 60점미만으로
평가하면 낙제(F)로 처리됨
(4) 개인프로젝트 성적은 일반 교과목 성적과 동일하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
(5) 개인프로젝트 성적은 상대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음
(6) 지도교수는 수강학생이 정해진 교수지도시간의 2/3이상 미 출석 시에는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
도 낙제(F)로 처리함
(7) 지도교수는 프로젝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낙제(F)로 처리할 수 있
음
(8)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제(F)로 처리함
(9) 지도교수는 성적제출기한 내에 프로젝트 지도 결과보고서를 학생의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2부와 함께 소속 대
학을 통하여 학사지원실에 제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