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규정

제정 2012년 03월 01일, 개정 2014년 03월 01일, 개정 2015년 03월 01일
개정 2016년 02월 01일, 개정 2016년 03월 01일, 개정 2017년 03월 01일
개정 2018년 04월 01일, 개정 2020년 03월 01일
소관부서 : 교무처 학사관리팀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 30조의 졸업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2012학년도 신입학생부터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한다. 단,
편입생의 졸업인증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4. 1., 2020. 3. 1.)
제 3조(졸업인증 영역 및 인증기준) ① 졸업인증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영역
2. 정보전산영역
3. 인성영역
4. 삭제 (2020. 3. 1.)
5. 한국어영역 (신설 2016.03.01.)
② 졸업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영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영역별 졸업인
증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03.01.)
1. 내국인 :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 (개정 2020. 3. 1.)
2. 외국인 :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개정 2020. 3. 1.)
제 4조(졸업인증 절차 및 인증 표기) ① 각 영역별 인증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졸
업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기말 시험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② 인증표기는 성적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학점인정 및 평점평균에는 산
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
인증영역

인증표기

등급

영어영역

영어기본능력

P(PASS)

정보전산영역

정보전산기본능력

P(PASS)

인성영역

인문소양․봉사

P(PASS)

한국어영역

한국어기본능력

P(PASS)

제 5조(적용대상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학생은 따로 정한다.
제 6조(졸업인증 영역별 대체인정) 졸업인증에 따른 각 영역별 대체인정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7조(졸업인증기준 미충족자 처리) (삭제 2016.02.01.)
제 8조(지침) 졸업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 1조(시행일)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제 1조(시행일)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성영역의 전통예절과 글로벌에티
켓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영역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정보전산영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정보전산영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정보전산영역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 2조에서 규정한 편입생의 졸업인
증은 현재 재적중인 편입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학연한이 도래한 미졸업자, 취업
자(4대보험가입필수), 창업 등 자영업자, 대학원 진학자 등은 졸업인증위원회 심
의를 거쳐 2020년 2월 졸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03.01., 2017.03.01., 2018.04.01., 2020. 03. 01.)
인증영역별 졸업인증을 위한 요건
인증영역
영어

인증요건

비고

토익 500점 이상 또는 토익스피킹 scaled score
100점 이상 또는 NEAT 144점 이상
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주관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MS-OFFICE 워드(Word), 파워
포인트(Power

Point),

엑셀(Excel)

이상

3종의

-①과 ② 중에서 3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단, 두 시험을 교차

정보

Core(일반)이상의 자격증 취득

하여 동일한 2종의 자

전산

②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ICDL(International

격증 취득은 불인정

Computer Driving Licence) 스프레드시트, 워드프

-정보전산영역은

2016

로세싱, 프레젠테이션 이상 3종의 ICDL 등급 이상

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의 자격증 취득
① 사회 봉사활동

한함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사회복지

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청소년자원봉사
(www.dovol.youth.go.kr),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에
서 30시간 이상 이수(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은 60시간 이상 이수)

인성

② 대학주관 봉사활동

-①, ②, ③ ,④를 모두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등에서 인정하는 각종

이수하여야 함.

교내·외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60시간 이

-④전통예절과 글로벌

상 이수(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0시간 이

에티켓은

상 이수)

신입생부터 적용함

2016학년도

③ 고전독서
대학에서 선정한 인정도서와 권장도서 등에서 10
권 이상을 읽고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친 학생
④ 전통예절과 글로벌에티켓
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6시간 이상을 수료한

한국어

학생
*토픽 4급 이상

-정원외 외국인 입학생

(단, 예체능계열은 토픽3급 이상)

에 한해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