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교과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

6. 국제학생 교과목 이수 기준표

 1) 신입생

   가) 2019학번

구 분 학점 내                  용

교양

품성

채플 0  ․ 이수 면제

기독교 3  ․ 기독교윤리와적성, 기독교와문화 중 1과목 이수

인성 3  ․ 인간과 공동체 1과목 이수

사회봉사 0  ․ 선택 이수(필수 이수 면제)

기초

의사소통 2  ․ 의사소통 영역 중 교과에 관계없이 2학점 이상 이수

외국어

3

 ․ 해당과목: ‘한국어1,2,3,4’,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

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중 택

 ․ 기타 외국어 과목은 불인정

  ※‘한국어1,2,3,4’,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 학생 수강 불가)

10

 ․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은 한국어 과목(12학점) 이수

 ※ 교양교과목 개편으로 인하여 한국어(3), 한국어(4)가 폐강됨에 따라, 10학점 이상 이수자

는 Pathway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소프트웨어 2
 ․ 소프트웨어 영역 중 교과에 관계없이 2학점 이상 이수
 ․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소프트웨어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간과삶

6

 ․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 필수 이수(총 2과목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 2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가급적 1학년 과정 1과목, 2학년 과정 1과목 수강신청 요망

사회와경제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자유 0~19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까지만 인정(계절학기 포함)

  - 교양 이수 기준에서 취득해야 하는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자유교양 교과목) 학점 취득 권장

일반선택 4  ․ 재학기간 동안 진로지도세미나 4학점 이상 이수

전공 및 졸업학점  ․ 국내학생 기준 참조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졸업사정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

   (단,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는 TOPIK 3급 이상 취득)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나) 2020학번

구 분 학점 내                  용

교양

품성

채플 0  ․ 이수 면제

기독교 3  ․ 기독교윤리와적성, 기독교와문화 중 1과목 이수

인성 3  ․ 「인간과 공동체」 이수

사회봉사 0  ․ 선택 이수(필수 이수 면제)

진로지도
세미나

4  ․ 진로지도세미나 4회 이상 이수

기초

의사소통 3
 ․ 비판적 사고와 읽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공감적 사고와 스피치, 창의적 사유와 소통 중 1과목 필수 이수

외국어

6

 ․ 해당과목: ‘한국어1,2’,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중 택

 ․ 기타 외국어 과목은 불인정

  ※ ‘한국어1,2’,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 학생 수강 불가)

18  ․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은 한국어 과목(18학점) 이수

소프트웨어 3
 ․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정보화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간과삶

6

 ․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 필수 이수(총 2과목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 2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가급적 1학년 과정 1과목, 2학년 과정 1과목 수강신청 요망

사회와경제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자유 0~17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미래융합대학 44)까지만 인정
    (계절학기 포함)
  -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자유교양 교과목) 학점 취득 권장

전공 및 졸업학점  ․ 국내학생 기준 참조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졸업사정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

   (단,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는 TOPIK 3급 이상 취득)



                                                       Ⅱ. 교과이수 기준 및 졸업요건

 다) 2021~2022학번

구 분 학점 내                  용

교양

품성

채플 0  ․ 이수 면제

기독교 3  ․ 기독교윤리와적성, 기독교와문화 중 1과목 이수

인성 3  ․ 「인간과 공동체」 이수

사회봉사 0  ․ 선택 이수(필수 이수 면제)

진로지도
세미나

4  ․ 진로지도세미나 4회 이상 이수

기초

의사소통 3
 ․ 비판적 사고와 읽기,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공감적 사고와 스피치, 창의적 사유와 소통 중 1과목 필수 이수

외국어

6

 ․ 해당과목: ‘한국어1,2’,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중 택

 ․ 기타 외국어 과목은 불인정

  ※ ‘한국어1,2’, ‘TOPIK한국어’, ‘실용한국어’, ‘외국인을위한대학작문’,

     ‘외국인을위한프리젠테이션’과목은 외국인 전용 강좌임(한국 학생 수강 불가)

18  ․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은 한국어 과목(18학점) 이수

소프트웨어 3
 ․ 「컴퓨터적 사고」, 「소프트웨어적 사고」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ABEEK 운영학과 학생은 정보화 영역 과목 이수면제 기준 참조

핵심

인간과삶

6

 ․ 본인 소속 대학 영역이 아닌 2개 영역 필수 이수(총 2과목 이수)

  - 대학별 영역

영역 인간과 삶 경제와 사회 과학과 생명 문화와 예술

대학 인문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공과대, 의과학대 문화융합대, 

문화관광대

   예> 내 소속 대학이 「인간과 삶」영역이면 나는 「인간과 삶」영역이 아닌 나머지 

영역에서 2개 영역 선택하여 각 1과목 이수 

       ※가급적 1학년 과정 1과목, 2학년 과정 1과목 수강신청 요망

사회와경제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자유 0~17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50학점(미래융합대학 44)까지만 인정
    (계절학기 포함)
  - 교양필수 학점(품성교양·기초교양·핵심교양)을 선 취득 후,
    교양선택(자유교양 교과목) 학점 취득 권장

전공 및 졸업학점  ․ 국내학생 기준 참조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졸업사정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

   (단,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는 TOPIK 3급 이상 취득)



                2022학년도 1학기 수강편람

 라) 3학년 편입

구 분 학점 내                  용

교양

품성

채플 0  ․ 이수 면제
기독교 3  ․ 기독교윤리와적성, 기독교와문화 중 1과목 이수
인성 0  ․ 이수 면제

사회봉사 0  ․ 선택 이수(필수 이수 면제)

기초

의사소통 0  ․ 이수 면제

외국어

0  ․ 일반 편입생은 면제

12
 ․ 2017학년도 이후부터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 한국어 12학점 이수
  ※ 교양교과목 개편으로 인하여 한국어(3), 한국어(4)가 폐강됨에 따라, 한국어 과목 
     10학점 이상 이수자는 Pathway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18
 ․ 2020학년도 이후부터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 한국어 과목
  (18학점) 이수

소프트웨어 0  ․ 이수 면제

핵심

인간과삶

0  ․ 이수 면제
사회와경제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일반선택 2  ․ 재학기간 동안 진로지도세미나 2학점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졸업사정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
   (단,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는 TOPIK 3급 이상 취득)

전공 및 졸업학점  ․ 국내학생 기준 참조

 마) 4학년 편입

구 분 학점 내                  용

교양

품성

채플 0  ․ 이수 면제
기독교 0  ․ 이수 면제
인성 0  ․ 이수 면제

사회봉사 0  ․ 선택 이수(필수 이수 면제)

기초

의사소통 0  ․ 이수 면제

외국어 0
 ․ 일반 편입생은 면제
 ․ Pathway 제도 입학생(TOPIK 3급 미취득자) 한국어 과목(10학점) 면제

소프트웨어 0  ․ 이수 면제

핵심

인간과삶

0  ․ 이수 면제
사회와경제
과학과생명
문화와예술

일반선택 1  ․ 재학기간 동안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이수

한국어능력시험(TOPIK)
 ․ 졸업사정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
   (단, 기계시스템공학과 및 전기전자공학과는 TOPIK 3급 이상 취득)

전공

기초 3
 ․ 단 전적 대학 출신학과가 우리 대학 편입 후 학과와 유사 또는 동일 계열 학과인 

경우 이수 면제

전필
+

전선
27

 ․ 전공: 27학점(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중 이수) 
  - 동일(유사) 과목으로 이수를 면제받은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전공과목은 우

리 대학에서 최소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
 ※ 건축학과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공필수 과목 중 건축설계(1)~(8) 등 포함한 건축

학인증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학점인정기준
 ․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이수한 학점 수에 따라 최대 98학

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건축학과 96학점까지 인정)

이수학기  ․ 우리 대학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 32학점 이상을 취득(건축학과 4학기 이상 등
록, 64학점 이상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