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학부(학과) 전공 내선번호

응용수리과학부 데이터계산과학전공 044-860-1310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044-860-1656

디스플레이융합전공

반도체물리전공

신소재화학과 신소재화학과 044-860-1330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044-860-1340

044-860-1350

044-860-1420

생명정보공학과 생명정보공학과 044-860-1410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044-860-1430

전자,기계융합공학과 전자,기계융합공학과 044-860-1440

환경시스템공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044-860-1450

자유공학부 자유공학부 044-860-1460

미래모빌리티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044-860-1858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044-860-1858

스마트도시학부 044-860-1857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과 044-860-1604

한국학전공 044-860-1210

중국학전공 044-860-1220

영미학전공 044-860-1230

독일학전공 044-860-1240

044-860-1530

044-860-1599

044-860-1520

디지털경영전공 044-860-1560

정부행정학부 정부행정학부 044-860-1540

공공사회학전공 044-860-1250

통일외교안보전공 044-860-1270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044-860-1510

국가통계전공

빅데이터전공

스포츠과학전공 044-860-1592

스포츠비즈니스전공 044-860-1360

고고미술사학전공

디지털매체문화융합전공

미디어문예창작전공 044-860-1280

문화콘텐츠전공 044-860-1650

세종캠퍼스 학과 연락처

044-860-1320

전자및정보공학과 전자및정보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부

과학기술대학

044-860-1550

044-860-1260문화유산융합학부

융합경영학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경영전공

문화스포츠대학

공공정책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문화창의학부

   스마트도시학부

글로벌학부



2017년 실용외국어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 개편내용 : 기존 실용외국어의 이수영역 및 학수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과목명 변경없음)

과목명
학수번호 이수영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Debate in English SLSC019 SLSC113 실용외국어 선택교양 유사과목

Presentation in English SLSC020 SLSC114 실용외국어 선택교양 유사과목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SLSC021 SLSC115 실용외국어 선택교양 유사과목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SLSC022 SLSC116 실용외국어 선택교양 유사과목

■ 경과조치
   1. 2016학번(2016학번 포함) 이전 학생은 위의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2. 아직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선택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해야 함
     (경상대학 및 공공행정학부는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중 택 1)

   3. 재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변경된 과목을 수강하면 됨(유사과목 지정)

■ 비고 : 2017학번은 필수과목이 아니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교양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선수과목으로
          Academic EnglishⅢ를 수강하여야 함.



20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 안내

16학년도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 단, 16학년도 신입생 중 영어능력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Academic EnglishⅢ(HL),Ⅳ(HL)을 이수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Academic EnglishⅠ,Ⅱ 이수를 면제함. (SL=Standard Level, HL=High Level)

16학년도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 단, 16학년도 신입생 중 영어능력 우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Academic EnglishⅢ(HL),Ⅳ(HL)을 이수하며,

해당 학생에게는 Academic EnglishⅠ,Ⅱ 이수를 면제함. (SL=Standard Level, HL=High Level)

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교과과정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Academic English
SLSC001·SLSC002 Academic EnglishⅠ,Ⅱ 2(4)·2(4) • •

SLSC003·SLSC004 Academic EnglishⅢ(SL),Ⅳ(SL) 2(4)·2(4) • •

실용외국어

SLSC019 Debate in English

택1

2(2)

•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SLSC021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SLSC022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소계 10(18)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Academic English
SLSC001·SLSC002 Academic EnglishⅠ,Ⅱ 2(4)·2(4) • •

SLSC003·SLSC004 Academic EnglishⅢ(SL),Ⅳ(SL) 2(4)·2(4) • •

실용외국어
SLSC019 Debate in English 택1

2(2)

•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소계 10(18)



10~15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교과과정

10~15학년도 인문대학

10~15학년도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10~15학년도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통합영어

SLSC007·SLSC008 통합영어(강독)Ⅰ·Ⅱ 2(4)·2(4) • •

SLSC009·SLSC010 통합영어(듣기)Ⅰ·,Ⅱ 1(2)·1(2) • •

SLSC011·SLSC012 통합영어(회화)Ⅰ·,Ⅱ 1(2)·1(2) • •

실용외국어

SLSC013,014 실용영어Ⅰ․Ⅱ 2(4)·2(4) • •

SLSC019 Debate in English

택1

2(2)

•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SLSC021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SLSC022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전공관련교양 SLSC151·152 심층영어Ⅰ․Ⅱ 2(3)·2(3) • •

소계 18(32)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통합영어

SLSC007·SLSC008 통합영어(강독)Ⅰ·Ⅱ 2(4)·2(4) • •

SLSC009·SLSC010 통합영어(듣기)Ⅰ·,Ⅱ 1(2)·1(2) • •

SLSC011·SLSC012 통합영어(회화)Ⅰ·,Ⅱ 1(2)·1(2) • •

실용외국어

SLSC013,014 실용영어Ⅰ․Ⅱ 2(4)·2(4) • •

SLSC019 Debate in English

택1

2(2)

•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SLSC021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SLSC022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소계 14(26)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통합영어

SLSC007·SLSC008 통합영어(강독)Ⅰ·Ⅱ 2(4)·2(4) • •

SLSC009·SLSC010 통합영어(듣기)Ⅰ·,Ⅱ 1(2)·1(2) • •

SLSC011·SLSC012 통합영어(회화)Ⅰ·,Ⅱ 1(2)·1(2) • •

실용외국어

SLSC013,014 실용영어Ⅰ․Ⅱ 2(4)·2(4) • •

SLSC019 Debate in English 택1

2(2)

•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전공관련교양 SLSC151·152 심층영어Ⅰ․Ⅱ 2(3)·2(3) • •

소계 18(32)



04~09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교과과정

04~09학년도 인문대학,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04~09학년도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통합영어

SLSC007·SLSC008 통합영어(강독)Ⅰ·Ⅱ 2(4)·2(4) • •

SLSC009·SLSC010 통합영어(듣기)Ⅰ·,Ⅱ 1(2)·1(2) • •

SLSC011·SLSC012 통합영어(회화)Ⅰ·,Ⅱ 1(2)·1(2) • •

실용외국어
SLSC013,014 실용영어Ⅰ․Ⅱ 택1

2(4)·2(4)

• •

SLSC203,204 실용중국어Ⅰ․Ⅱ

전공관련교양
SLSC151·152 심층영어Ⅰ․Ⅱ 택1 • •

SLSC203·204 심층중국어Ⅰ․Ⅱ 2(3)·2(3)

소계 16(30)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Ⅰ Ⅱ Ⅰ Ⅱ Ⅰ Ⅱ

통합영어

SLSC007·SLSC008 통합영어(강독)Ⅰ·Ⅱ 2(4)·2(4) • •

SLSC009·SLSC010 통합영어(듣기)Ⅰ·,Ⅱ 1(2)·1(2) • •

SLSC011·SLSC012 통합영어(회화)Ⅰ·,Ⅱ 1(2)·1(2) • •

실용외국어
SLSC013,014 실용영어Ⅰ․Ⅱ 택1

2(4)·2(4)

• •

SLSC203,204 실용중국어Ⅰ․Ⅱ
소계 12(24)



1. 2016학년도 세종캠퍼스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사항

가. 16학년도 1학년 필수과목 개편사항
1) 통합영어(강독)Ⅰ,Ⅱ (4학점=2학점*2학기) ⇒ Academic EnglishⅠ,Ⅱ (4학점=2학점*2학기)

① 내국인 교원이 주로 Reading을 강의하던 통합영어(강독)Ⅰ,Ⅱ가 폐지됨.

② 내국인 교원이 주로 Reading/Listening(부가적으로 Writing)을 강의하는 Academic EnglishⅠ,Ⅱ가 신설됨. 

* 교양 세부영역 : Academic English. 학수번호 : SLSC001, SLSC002

③ 통합영어(강독)Ⅰ,Ⅱ는 Academic EnglishⅠ,Ⅱ와 유사과목으로 지정됨.

2) 통합영어(듣기)Ⅰ,Ⅱ (2학점=1학점*2학기) ⇒ 필수과목에서 제외.

① 내국인 교원이 주로 Listening을 강의하던 통합영어(듣기)Ⅰ,Ⅱ가 폐지됨.

② 통합영어(듣기)Ⅰ,Ⅱ는 16/1학기부터 필수과목에서 제외됨.

③ 15학년도까지 학점취득 후 16학년도 이후 재수강자만 수강가능한 유사과목 대학영어(듣기)Ⅰ,Ⅱ가 신설됨. 

: 대학영어(듣기)Ⅰ,Ⅱ는 재수강자만 수강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 은 수강할 수 없음. 

* 교양 세부영역 : 선택교양. 학수번호 : SLSC105, SLSC106

3) 통합영어(회화)Ⅰ,Ⅱ (2학점=1학점*2학기) ⇒ 필수과목에서 제외.

① 외국인 교원이 담당하고 Speaking을 강의하던 통합영어(회화)Ⅰ,Ⅱ가 폐지됨.

② 통합영어(회화)Ⅰ,Ⅱ는 16/1학기부터 필수과목에서 제외됨.

③ 15학년도까지 학점취득 후 16학년도 이후 재수강자만 수강가능한 유사과목 대학영어(회화)Ⅰ,Ⅱ가 신설됨. 

: 대학영어(회화)Ⅰ,Ⅱ는 재수강자만 수강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 은 수강할 수 없음. 

* 교양 세부영역 : 선택교양. 학수번호 : SLSC107, SLSC108

나. 16학년도 2학년 필수과목 개편사항
1) 실용영어Ⅰ,Ⅱ (4학점=2학점*2학기) ⇒ Academic EnglishⅢ(SL),Ⅳ(SL) (4학점=2학점*2학기)

① 외국인 교원이 주로 Writing을 강의하던 실용영어Ⅰ,Ⅱ가 폐지됨.

② 외국인 교원이 주로 Writing/Speaking을 강의하는 Academic EnglishⅢ,Ⅳ가 신설됨

③ Academic EnglishⅢ,Ⅳ는 ‘일반학생이 수강하는 Academic EnglishⅢ(SL),Ⅳ(SL)’과 

‘영어능력이 월등히 우수한 학생이 수강하는 ‘Academic EnglishⅢ(HL),Ⅳ(HL)’로 구분함.

* SL = Standard Level, HL = High Level

④ Academic EnglishⅢ(HL),Ⅳ(HL) 이수대상자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 중 선발’함. (16학년도 약 35명 선발예정)  

⑤ Academic EnglishⅢ(HL),Ⅳ(HL) 이수대상자 선발학생은 1학년 필수과목 Academic EnglishⅠ,Ⅱ를 면제하고,

1학년 1/2학기에 Academic EnglishⅢ(HL)/Ⅳ(HL)를 이수함.  

* 교양 세부영역 : Academic English 

* Academic EnglishⅢ,Ⅳ(SL) 학수번호 : SLSC003,SLSC004 / Ⅲ(HL),Ⅳ(HL) 학수번호 : SLSC103,SLSC104 

⑥ 실용영어Ⅰ,Ⅱ는 Academic EnglishⅢ(SL),Ⅳ(SL)과 유사과목으로 지정됨.

2) 심층영어Ⅰ,Ⅱ (4학점=2학점*2학기) ⇒ 필수과목에서 제외

① 내국인 교원이 주로 심화된 Reading을 강의하던 심층영어Ⅰ,Ⅱ가 폐지됨.

② 심층영어Ⅰ,Ⅱ는 16/1학기부터 필수과목에서 제외됨.

: 16/1학기부터 필수과목 제외는 과목인문/사회계열에만 해당됨. 이/공계열은 원래 필수과목이 아님.

③ 15학년도까지 학점취득 후 16학년도 이후 재수강자만 수강가능한 유사과목 대학영어(심층)Ⅰ,Ⅱ가 신설됨. 

: 대학영어(심층)Ⅰ,Ⅱ는 재수강자만 수강할 수 있으므로, ‘일반학생’ 은 수강할 수 없음. 

* 교양세부영역 : 선택교양. 학수번호 : SLSC109, SLSC110



▶ 대학영어(심층) I,II 는 수강하는 학생 수요가 없음에 따라 2019.08.31. 자로 과목을 폐지함

④ 심층영어Ⅰ,Ⅱ의 수강요건이었던 TOEIC 등 공인영어성적 제출은 대학영어(심층)Ⅰ,Ⅱ에서는 폐지함.

다. 16학년도 선수과목 지정사항
1) Academic EnglishⅢ(SL) : Academic EnglishⅠ 또는 Academic English Ⅱ 중 1과목

① 16학번부터는 Academic EnglishⅢ(SL)의 선수과목을 상기와 같이 지정함.

② 15학번 포함이전 학생(통합영어와 실용영어 간 선수과목 지정사항이 없었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15학번 포함이전 학생에게 (실용영어Ⅰ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Ⅲ(SL)의 선수과목은 없음.

2) Academic EnglishⅣ(SL) / Academic English Ⅳ(HL) 

: Academic EnglishⅢ(SL) (또는 실용영어Ⅰ) / Academic EnglishⅢ(HL)

① 08학번(실용영어Ⅰ,Ⅱ 간 선수과목 지정이 있었던 학생)부터 상기와 같이 지정함.

② 07학번 포함이전 학생(실용영어Ⅰ,Ⅱ 간 선수과목 지정이 없었던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07학번 포함이전 학생에게 (실용영어Ⅱ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 Ⅳ(SL)의 선수과목은 없음.

③ Academic EnglishⅢ(HL),Ⅳ(HL) 이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해당사항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Academic EnglishⅢ(SL),Ⅳ(SL)로 변경할 수 없음), Academic EnglishⅣ(HL)의 선수과목은 Academic EnglishⅢ

(HL)임. 

3)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 Academic EnglishⅢ(SL)(또는 실용영어Ⅰ)과 Academic EnglishⅢ(HL) 중 1과목

① 10학번~15학번 학생에게 상기 4과목의 선수과목은 통합영어(회화)Ⅰ,Ⅱ, 실용영어Ⅰ이었으나, 

16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으로 통합영어(회화)Ⅰ,Ⅱ가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사유로, 

10학번부터 상기와 같이 지정함.  

② Academic EnglishⅢ(SL) 이수자에게는 상기 4과목의 선수과목이 Academic EnglishⅢ(SL)이며,

Academic EnglishⅢ(HL) 이수자에게는 상기 4과목의 선수과목이 Academic EnglishⅢ(HL)임.

③ 09학번 포함이전 학생(상기 4과목 중 택1이 교과과정이 아닌 학번)은 이수의무가 없는 사유로, 

상기 선수과목 지정사항도 해당없음. 

: 09학번 포함이전 학생이 일반선택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 상기 4과목의 선수과목은 없음. 

라. 16학년도 유사과목 지정사항
개편 전 (~15학년도) 개편 후 (16학년도~)

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시간)
통합영어(강독)Ⅰ

(SLSC007)
2학점 (4)

Academic EnglishⅠ

(SLSC001)
2학점 (4)

통합영어(강독)Ⅱ

(SLSC008)
2학점 (4)

Academic EnglishⅡ

(SLSC002)
2학점 (4)

통합영어(듣기)Ⅰ

(SLSC009)
1학점 (2)

대학영어(듣기)Ⅰ

(SLSC105)
1학점 (2)

통합영어(듣기)Ⅱ

(SLSC010)
1학점 (2)

대학영어(듣기)Ⅱ

(SLSC106)
1학점 (2)

통합영어(회화)Ⅰ

(SLSC011)
1학점 (2)

대학영어(회화)Ⅰ

(SLSC107)
1학점 (2)

통합영어(회화)Ⅱ

(SLSC012)
1학점 (2)

대학영어(회화)Ⅱ

(SLSC108)
1학점 (2)

실용영어Ⅰ

(SLSC013)
2학점 (4)

Academic EnglishⅢ(SL)

(SLSC003)

2학점 (4)

일반학생



2. 2015학번 포함이전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의사항

※ 본 경과조치는 교양영어 이수요구학점이 6학점~ 8학점인 2003학번 포함이전 학생에게는 적용사

항 없음.

가. 15학번 포함이전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1) 10학번~15학번 

2015학년도까지 교양영어 세부영역(통합영어 영역, 실용외국어 영역, 전공관련 교양 중 심층영어Ⅰ,Ⅱ, 심층중

국어Ⅰ,Ⅱ) 상관없이, 

“실용영어Ⅰ” 및 “실용영어Ⅱ” 및 (본 개편의 대상이 아닌 3학년 필수과목인)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과목 중 택 1과목” (경상대학 

및 공공행정학부는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 중 택 1과목) 3과목 6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10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완료로 인정함. 

※ 학생들의 교양영어 이수사항에 따라 이수완료가 되는 총 학점 수는 10학점 이상에서 상이함.   

2) 04학번~09학번 (2015.01.11 추가기재)

2015학년도까지 교양영어 세부영역(통합영어 영역, 실용외국어 영역, 전공관련 교양 중 심층영어Ⅰ,Ⅱ, 심층중

국어Ⅰ,Ⅱ) 상관없이,

“실용영어Ⅰ”, “실용영어Ⅱ”(또는 실용중국어Ⅰ,Ⅱ) 2과목 4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8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수완료로 인정함.

※ 학생들의 교양영어 이수사항에 따라 이수완료가 되는 총 학점 수는 8학점 이상에서 상이함.   

3) 공통사항 (04학번~15학번)

① 단, 상기 인정사항은 2015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함. 

: 2015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취득 학점까지 인정함.

실용영어Ⅱ

(SLSC014)
2학점 (4)

Academic EnglishⅣ(SL)

(SLSC004)

2학점 (4)

일반학생

- -
Academic EnglishⅢ(HL)

(SLSC103)

2학점 (4)

16학번부터 신입생 중 

영어능력 우수 선발자

- -
Academic EnglishⅣ(HL)

(SLSC104)

2학점 (4)

16학번부터 신입생 중 

영어능력 우수 선발자
심층영어Ⅰ

(SLSC151)
2학점 (3)

대학영어(심층)Ⅰ

(SLSC109)
2학점 (3)

심층영어Ⅱ

(SLSC152)
2학점 (3)

대학영어(심층)Ⅱ

(SLSC110)
2학점 (3)

▶ 04학번~15학번 공통 교양영어 인정과목 : 서로 유사과목인 교과목도 모두 열거함.

통합영어(문법)Ⅰ,Ⅱ(SLSC005,006), 통합영어(강독)Ⅰ,Ⅱ(SLSC007,008),  통합영어(듣기)Ⅰ,Ⅱ(SLSC009,010), 

통합영어(회화)Ⅰ,Ⅱ(SLSC011,012), 실용영어Ⅰ,Ⅱ(SLSC013,014), 심층영어Ⅰ,Ⅱ(SLSC151,152),

초급중국어Ⅰ, Ⅱ(SLSC015,016), 중급중국어Ⅰ, Ⅱ(SLSC153,154), 실용중국어Ⅰ,Ⅱ(SLSC201,202), 

심층중국어Ⅰ, Ⅱ(SLSC203,204)



② 2015학번 포함이전 학생 중 교양영어 미이수 과목 또는 학점이 있는 학생은 2016학년도 포함이후에는 

반드시 신 교과과정의 과목을 이수하여 미이수 과목(의 신설 유사과목) 및 미달 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실용영어Ⅰ,Ⅱ 중 미이수 과목이 있는 경우 신 교과과정에서 해당 과목의 유사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실용영어Ⅰ 미이수자는 Academic EnglishⅢ(SL) 이수 / 실용영어Ⅱ 미이수자는 Academic EnglishⅣ(SL) 이수.)

③ [04학번~09학번 중 인문대학,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학생으로서 (2015.01.12 추가기재)

실용외국어 및 심층외국어 중 최초로 이수한 과목이 중국어 과목(실용중국어 또는 심층중국어)인 경우 중, 

실용중국어Ⅰ,Ⅱ 중 미이수과목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수함. 

미이수과목이 실용중국어Ⅰ인 학생 : 실용영어Ⅰ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Ⅲ(SL)을 이수.

미이수과목이 실용중국어Ⅱ인 학생 : 실용영어Ⅱ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Ⅳ(SL)를 이수.

[04학번~09학번 과학기술대학, 국제스포츠학부 학생]으로서 (2015.01.12 추가기재)

실용외국어 중 최초로 이수한 과목이 중국어 과목(실용중국어Ⅰ 또는 Ⅱ)인 경우 중, 

실용중국어Ⅰ,Ⅱ 중 미이수과목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수함. 

미이수과목이 실용중국어Ⅰ인 학생 : 실용영어Ⅰ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Ⅲ(SL)을 이수하며,

미이수과목이 실용중국어Ⅱ인 학생 : 실용영어Ⅱ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Ⅳ(SL)를 이수함.

나. 15학번 포함이전 학생의 유의사항
1) Academic EnglishⅢ(HL),Ⅳ(HL) 관련 유의사항

① Academic EnglishⅢ,Ⅳ(HL)은 해당 학년도 세종캠퍼스 신입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목이므로 2015학번 포함이전 학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② 상기 경과조치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학번 포함이전 학생으로서 실용영어Ⅰ,Ⅱ 중 미이수 과목이 있

는 학생은 

실용영어Ⅰ,Ⅱ의 유사과목인 Academic EnglishⅢ(SL),Ⅳ(SL)을 이수하여야 함. 

2) 필수과목에서 제외되는 통합영어(듣기)Ⅰ,Ⅱ, 통합영어(회화)Ⅰ,Ⅱ, 심층영어Ⅰ,Ⅱ 각 교과목의 

신설 유사과목인, 대학영어(듣기)Ⅰ,Ⅱ, 대학영어(회화)Ⅰ,Ⅱ, 대학영어(심층)Ⅰ,Ⅱ 교과목의 수강요건

①통합영어(듣기)Ⅰ,Ⅱ, 통합영어(회화)Ⅰ,Ⅱ, 심층영어Ⅰ,Ⅱ 각 과목의 신설 유사과목인, 대학영어(듣기)Ⅰ,Ⅱ, 대

학영어(회화)Ⅰ,Ⅱ, 대학영어(심층)Ⅰ,Ⅱ는 

2015학년도까지 기존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을 위하여 일정기간 개설

하는 과목임.

② 그러므로 대학영어(듣기)Ⅰ,Ⅱ, 대학영어(회화)Ⅰ,Ⅱ, 대학영어(심층)Ⅰ,Ⅱ에 대한 수강신청은 재수강 학생만 

신청할 수 있음. (F 재수강도 가능함 : 2016.01.26 변경)

3) 교양영어 통합시험 폐지 

① 15학년도까지 통합영어(강독), 통합영어(듣기), 심층영어에 대하여, 

매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해당기간 중 목요일에 통합시험으로 진행하여 온 사항을 16학년도 개편과 함께 

폐지함. 

② 16/1학기부터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교양영어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의 모든 사항을 담당하며, 통일된 시험일정은 없음. 



2012학년도 교양영어 교과과정 개편 안내
 개편 주요 내용 

1)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 변경 
 가. 과목명 변경
  영어실습(토론) → Debate in English로 변경
  영어실습(발표) → Presentation in English로 변경
 나. 학점 변경 : 1학점(2시간) → 2학점(2시간)으로 변경

2) 신규과목 신설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 (국강, 2학점/2시간)
 -Technical Writing in English (국강, 2학점/2시간)

3) 선수과목 지정
위 4과목은 통합영어(회화) Ⅰ,Ⅱ 와 실용영어 Ⅰ 의 성적을 취득하여야만 수강 가능함 
[통합영어(회화) Ⅰ,Ⅱ 를 이수하고 1학기에 실용영어 Ⅰ 을 이수중인 경우는 성적확정 전에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계절학기에는 수강신청 할 수 없음]
4) 이수학기(4과목) : 3학년 1학기

대학별 이수 안내 
  

1)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사회체육학부 : 아래 4과목 중 반드시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함
- Debate in English(영강), Presentation in English(영강), 
- Career Development English Writing(국강), Technical Writing in English(국강)
2) 경상대학, 공공행정학부 : 아래 2과목 중 반드시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함
- Debate in English(영강), Presentation in English(영강)
▶ 단, Debate in English, Presentation in English는 영강으로 개설되어도, 
졸업요구조건으로 영강 또는 제2외국어강 5과목 이수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과목의 2010학번 미이수자 및 2011학번은 신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함
2) 2010 학번이 영어실습(토론), 영어실습(발표) 중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는 이수학점이 다르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인정학점 1학점) 
단, 졸업요구 총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예를 들어 영어실습(토론)을 이수한 경우 
영어실습(발표)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5학점으로 실용외국어 영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학별 졸업요구 총 이수학점(130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유사과목 현황
 

구 교과과정 신 교과과정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SLSC017 영어실습(토론) 1(2) SLSC019 Debate in English 2(2)

SLSC018 영어실습(발표) 1(2) SLSC020 Presentation in English 2(2)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세칙 

2014. 3. 1 제정

<학적․수업지원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 시행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신 교육과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구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

과(부)별 졸업요구학점은 충족시켜야 한다. 

② 신․구 교육과정 간에 이수학점이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수를 인정하며, 재수강 할 

경우에도 신․구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을 각각 적용한다. 

③ 200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였으나 신 교육과정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④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교양, 전공과목)이 구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학

부공통, 전공탐색)인 경우 공통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구 교육과정 이수자들이 신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소속 학과(부) 또는 대학(학부)에서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교양과목) ① 신 교육과정에서 교양과정(공통교양, 핵심교양, 선택교양, 전공관련교양)의 영역별 이수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로는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 지

정과목을 제외한 교양 학점은 세부영역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교양필수와 선택과목을 합하여 37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영어 및 제2외국어의 경과조치는 [별표]와 같다.

④ 공통교양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각 대학(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초과하는 교양과목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2004, 2005학년도 입학생 중에서 신입생강좌를 미이수하거나 F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선택교양에

서 1학점을 추가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전공과목) ①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과목으

로 요구된 과목은 이를 전공필수과목로 인정한다. 

② 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신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었을 경우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③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졸업예정자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수강학기가 맞지 않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 소속 학

과(부)장은 1과목에 한하여 다른 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학사에 관한 내규」와의 관계 : 이 시행세칙은 「학사운영 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해서 폐지된 「학

사에 관한 내규」제7장(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내용을 이어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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