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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연 혁

1993 03.11.

11.18.

12.22.

학교법인 백석학원 설립인가, 초대 이사장 장종현 박사 취임

천안외국어전문대학 설립인가(8개학과 총 입학정원 680명)

＊신설학과 : 8개학과［영어과 80명, 일어과 80명, 중국어과 80명, 경영과 80명, 

관광통역과 80명, 유아교육과 120명, 비서과 80명, 행정과 80명］

제2대 이사장 이석헌 박사 취임

1994 03.01.

09.03.

개교, 초대학장에 장종현 박사 취임 

학과증설 및 입학정원 조정(10개학과 총 입학정원 1,040명)

＊증원학과 : 경영과, 비서과, 유아교육과, 행정과-4개학과 각 40명 증원

＊신설학과 : 2개학과 [국제무역과 80명, 음악과 120명］

1995 10.12. 학과증설 및 입학정원 조정(13개학과 총 입학정원 1,240명)

＊신설학과 : 3개학과［노어과 80명, 식품유통과 80명, 사무자동화과 40명］ 　

1996 02.01.

 

02.03.

11.09.

산업체위탁교육과정 개설

＊비서행정과 40명, 사무자동화과 40명

제1회 학위수여식(8개학과 468명 졸업)

학과증설 및 입학정원 조정(14개학과 총 입학정원 1,480명)

＊증원학과 : 영어과 80명, 관광통역과 40명, 사무자동화과 40명

＊신설학과 : 1개학과［산업전산과 80명］　

1997 02.13.

10.21.

11.18.

 

11.

11.27.

제2회 학위수여식(10개학과 743명 졸업)

정원 자율화대학 선정

학과증설 및 입학정원 조정(19개학과 총 입학정원 2,960명)

＊증원학과 : 영어과 (주)40명 (야)80명, 일어과 (주)40명 (야)80명, 

중국어과 (주)40명 (야)80명, 관광통역과 (야)80명, 행정과 (야)80명, 

경영과 (야)80명, 국제무역과 (주)40명, 산업전산과 (주)40명 (야)80명, 

식품유통과 (주)40명 (야)80명, 사무자동화과 (주)40명 (야)80명

＊정원감축 : 음악과 (주)40명

＊신설학과 : 5개학과［판매관리과 (주)120명, 외식산업과 (주)120명, 세무회계과 (주)120명, 

환경관리과 (주)80명, 평생교육과 (주)80명］

＊학과명칭변경 : 노어과 → 러시아어과

교육운영부문 우수대학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전문인력양성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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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01.30.

02.17.

05.01.

09.25.

11.19.

12.23.

12.23.　

산업체위탁교육 학과 증설
＊영어과 120명, 무역경영과 120명, 사무자동화과 20명

제3회 학위수여식(14개학과 971명 졸업)

천안외국어대학으로 교명 변경

인성교육 우수대학, 직업교육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입학정원 조정(19개학과 총 입학정원 3,000명)
＊증원학과 : 외식산업과 주간 40명
＊주․야 조정 : 일어과 야간 80명 → 주간, 중국어과 야간 80명 → 주간, 

경영과 야간 20명 → 주간, 행정과 야간 20명 → 주간

천안외국어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설치

산업체위탁교육 학과 증설
＊세무회계과

1999 02.09.

03.01.

05.03.

11.15.

11.29.　

제4회 학위수여식(14개학과 1,304명 졸업)　

제2대 학장 이성탁 박사취임

실고연계교육 우수대학(교육부)
학과명칭 변경
＊사무자동화과 → 컴퓨터정보과, 판매관리과 → 마케팅정보과

산업체위탁교육 학과 증설
＊평생교육과, 식품유통과, 산업전산과

2000 02.10.

05.31.

07.15.

11.02.

11.10.　

제5회 학위수여식(19개학과 1,981명 졸업)

교육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실고연계교육 우수대학, 실업경진대회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제1차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기간 2000. 7∼2001. 12, 교육부)

입학정원 조정(19개학과 총 입학정원 3,000명)
＊주․야 조정 : 영어과 야간 40명 → 주간, 관광통역과 야간 20명 → 주간, 

행정과 야간 60명 → 주간, 경영과 야간 60명 → 주간, 
식품유통과 야간 80명 → 주간

산업체위탁교육 학과 증설
＊마케팅정보과

2001 02.08.

02.20.

07.23.

10.23.

10.29.　

제6회 학위수여식(19개학과 2,163명 졸업)

제3대 이사장 김준삼 박사 취임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우수대학

외국어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천진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학과명칭변경
＊산업전산과 → 컴퓨터벤처과, 환경관리과 → 환경시스템과, 비서과 → 비서정보과,

국제무역과 → 사이버무역과,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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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2002 01.22.

01.22.

02.15.

03.25.

03.28.

04.02.

04.22.

05.28.

05.29.

07.11.

10.24.

11.12.

11.20.

12.06.

제2차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기간 2002. 1∼2006. 12,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2002년∼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제7회 학위수여식(19개학과 2,249명 졸업)
천진외국어대학교와 학생교류 시행협의서 체결
북경어언문화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천안대학교와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력 체결
순천향대학교와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력 체결
백석사회봉사원 발대식
미국 센추럴미시간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외국어교육 우수대학, 주문식교육 우수대학, 실고연계교육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애니빌과 산학협력 체결
주문식 교육을 위한 산학협정［한국세무사회, ㈜더존디지털웨어]
산업체위탁교육 학과 증설
＊중국어과

상명대학교와 교육과정 연계운영 협력 체결

2003 02.11.

02.13.

03.01.

03.11.

04.07.

05.19.

05.31.

06.12.

07.07.

09.08.

 

 

09.19.

10.10.

11.12.

12.10.

12.12.

12.12.

2003년도 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8회 학위수여식(19개학과 2,741명 졸업)
제3대 학장 허광재 박사 취임
2003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한국교육개발원)
교보생명 외국어교육생활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2003년도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사업 선정(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일본 나가사키외국어대학, 나가사키외국어단기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외국어교육우수대학, 산학협력형평생교육우수대학, 주문식교육우수대학, 
실고연계교육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6개학부 14개학과 총 3,000명)
＊학부로 개편 및 통합
  컴퓨터정보과, 컴퓨터벤처과 → 컴퓨터학부, 외식산업과 → 외식산업학부,
  평생교육과 → 교육복지학부, 관광통역과 → 관광학부, 음악과 → 실용음악학부
＊신설학부(과) : 1개학부 3개과

[생활체육학부(160), 광고홍보과(120), 공무원양성과(120), 보건행정과(80)]
＊학과명칭변경 : 환경시스템과 → 보건환경과, 러시아어과 → 관광러시아어과,

사이버무역과 → 국제무역과

전국도서관 홈페이지 경진대회 최고상 대상 수상[한국과학기술원(KAIST)]
천안시 읍․면․동사무소와 지역사회봉사 자매결연식
천안시와 관학협력 체결
호주 SA아델레이드어학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호주 국제호텔경영대학(ICHM)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호주 Tabor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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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1.12.

01.22.

02.12.

02.23.

02.25.

02.26.

03.01.

03.09.

03.10.

03.24.

04.30.

05.24.

05.27.

07.30.

08.25.

09.01.

09.15.

09.21.

10.11.

 

 

10.19.

11.25.

러시아 이르구츠크 국립 사범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재지정(2004년∼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제9회 학위수여식(19개학과 2,784명 졸업)
2004년도 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하나마이크론과 위탁교육 협약 체결(마케팅정보과)

㈜하이닉스반도체와 위탁교육 협약 체결(중국어과)
백석대학으로 교명 변경

㈜국민은행연수원과 산학협력 체결

2004년도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사업 선정(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예일병원․혜성산부인과 산학협력 체결(보건행정과)

천안우체국과 관학협력 체결(공무원양성과)

중국 흑룡강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외국어교육 우수대학, 주문식교육우수대학(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기업 “백석만나베이커리” 지원대학(교육인적자원부)

천안의료원과 관학협력 체결(보건행정과)
㈜유노아카데미 산학협력 체결(생활체육학부)

㈜킴스라이센싱 외 6개 CT․IT 관련업체와 산학협력 체결

천안소년교도소와 관학협력 체결(사회복지학부)
학부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2개 학부 1개학과 총 3,000명)
＊학부로 개편 및 통합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러시아어과 → 외국어학부, 공무원양성과 → 공무원학부

경영과, 비서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 경영학부, 보건환경과, 보건행정과 → 보건학부

광고홍보과, 국제무역과, 마케팅정보과 → 광고․마케팅학부
＊학부분할
  교육복지학부 → 아동․평생교육학부, 사회복지학부로 분할

＊학부 명칭 변경
컴퓨터학부 → 디지털정보학부, 생활체육학부 → 레저스포츠학부

천안 안서지역 5개 대학도서관 상호자료 이용 공동 협약 체결
삼성전자 Device Packaging Center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 협약체결

(디지털정보학부, 외국어학부)

2005 02.03.

02.14.

02.15.

02.18.

03.04.

03.04.

03.24.

06.17.

08.01.

STS반도체통신㈜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 협약 체결(광고․마케팅학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산학협력 체결

제10회 전기학위수여식(19개학과 2,357명 전기 졸업)

2005년 외국어교육 우수대학, 주문식교육우수대학(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1학기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IT/비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 선정(정보통신연구원)

중국 영파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6년 외국어교육 우수대학, 주문식교육우수대학(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2학기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21

연 혁

09.22.

10.19.

10.27.

11.18.

11.30.

12.26.

한아의료재단 문치과병원과 산학협력 체결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대학부문 특성화사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수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양, ㈜5425와 산학협력 체결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산학협력 체결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4개학부 6개학과 총 3,000명)
＊학부로 개편 및 통합

  아동․평생교육학부,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부

＊학부(학과) 신설

  디자인학부, 비서과, 부동산과, 디지털문화콘텐츠과, 태권도과

＊학부분할

  외국어학부 →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러시아어과

＊학부 명칭 변경

  경영학부 → 경상학부, 레저스포츠학부 → 생활체육학부

중국 화남사범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6 01.06.

01.12.

02.09.

02.17.

03.01.

03.01.

03.02.

03.10.

03.27.

03.31.

04.25.

04.25.

06.02.

08.24.

10.24.

10.27.

11.06.

11.08.

11.17.

11.29.

12.12.

12.21.

베트남 홍방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사단법인 서울경마장 기수협회와 산학협력 체결

제11회 전기학위수여식(20개 학부(과) 2,377명 졸업)

천안지방노동사무소와 관학협력 체결

백석문화대학으로 교명변경

제4대 학장 김기만 박사 취임

2006년 1학기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6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학협력 체결

㈜안나비니와 산학협력 체결

천안보호관찰소와 협정 체결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와 산학협력 체결

2007년도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 주문식교육지원사업 선정(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재지정(2006년∼2008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기라이온스클럽과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 협약 체결

한국인터넷교육방송과 산학협력 체결

㈜대명레저산업과 산학협력 체결

㈜삼성전자 LCD총괄과 산학협력 및 위탁교육 협약 체결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충무한방병원과 산학협력 체결

음악교육평가협회 및 비엔나음악아카데미와 산학협력 체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관학교류협정 체결

2006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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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2.06.

02.08.

02.23.

03.01.

03.06.

04.20.

04.30.

05.23.

05.31.

06.01.

06.04.

06.19.

08.06.

08.28.

12.10.

12.13.

12.28.

(주)중앙ICS와 산학협력 체결
제12회 전기학위수여식(13개학부(과) 2,196명 졸업)
(주)KT천안지사와 산학협력 체결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4개학부 5개학과 총 3,000명)
＊학부(학과) 신설
피아노과

＊학부 명칭 변경
보건학부 → 보건재활학부

2007학년도 1학기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중앙대학교 용산병원과 산학협력 체결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산학협력 체결
온양그랜드호텔과 산학협력 체결
2007년도 전문대학 직업교육 교수학습개선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학군교류협정 체결
㈜메트로패밀리와 산학협력 체결
2007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대학 선정(한국교육개발원)
2007학년도 2학기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가온치과와 산학협력 체결
충청소방학교와 관학협력 체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교육인적자원부)
경영학과(40), 영어학과(60), 사회복지학과(60), 컴퓨터정보학과(40), 유아교육과(40)

2007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우수대학 선정(노동부)

2008 02.15.

02.25.

03.01.

04.14.

04.18.

04.29.

04.30.

06.18.

06.23.

07.15.

07.22.

08.22.

09.08.

09.12.

10.15.

10.21.

11.13.

12.08.

12.08.

2008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베트남 베트남호치민국립대학교와 학생․교직원 및 학술교류, 문화훈련 프로그램 개발
제5대 학장 고영민 박사 취임
제4대 이사장 이석헌 박사 취임
제3기 학교기업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한국산업기술재단)
미국 블룸필드 대학(Bloomfield College) 교수․학생교류협정 체결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평생교육진흥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산학협력체결
2008년 문화관광 전문인력양성사업, 주문식 교육지원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8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 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재지정(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우수 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신라호텔 산학협력체결
독립기념관 산학협력체결
일본 요한일본어학교 학생교류협정 체결
대전 CBS 산학협력체결
일본 후쿠시마대학과 교수․학생교류 및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협정 체결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와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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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03.

01.30.

02.18.

04.17.

04.20.

04.22.

05.13.

05.14.

05.19.

07.22.

07.27.

09.01.

10.19.

11.06.

11.20.

12.01.

12.03.

12.04.

제3기 학교기업지원사업 계속지원 선정(한국산업기술재단)
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학장 호칭을 총장으로 변경)
2009학년도 1차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9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 및 건립사업자 선정(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외 20개 고교 자매결연 협약체결
중국 흑룡강대학 검교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위탁교육협약 체결
2009년 제2차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학년도 2차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사업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미취업 대졸생 인턴조교 등 학교 내 채용지원 사업 선정
일본 니혼대학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미국 Bloomfield College와의 간호학과 3＋1 복수학위 협정 체결
싱가폴 Shelton College International과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태국 프린스 오브 송클라대학교(Prince of Songkla University)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싱가폴 ERC Institute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 시범운영기관 선정(평생교육진흥원)

2010 01.13.

03.02.

03.24.

04.15.

04.29.

05.01.

05.03.

05.14.

05.20.

08.06.

08.13.

08.25.

09.09.

09.16.

중국 산동대학 위해캠퍼스와의 학생․교직원교류, 해외인턴십을 위한 교육에 대한 

협정체결
2010학년도 1학기 전문대학생 글로벌현장실습지원사업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0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산학 협력 협약 체결

미국 센티너리대학(Centenary College)과의 학생․교직원교류, 복수학위 등에 관한 

협정체결
순천향대학교병원(서울) 산학 협력 협약 체결

IECC 일본어학교와의 교육실시 및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학술 및 교육자료 교류에 

관한 협정
필리핀 비사야스대학(University of the Visayas)과의 학생․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공동 연구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산학 협력 협약 체결
㈜커리어넷 산학 협력 협약 체결

필리핀 바탄주립대학(Bataan Peninsula State University)과의 학생․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공동 연구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롯데호텔서울 산학협력 협약 체결

(사)한국기독실업인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산학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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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10.04.

10.06.

10.20.

12.10.

12.18.

2010년도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우수대학｣ 지정

일본 나가노대학교(長野大学)와의 학생, 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 공동연구 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교육과학기술부)-치위생학과 20명

SK네트워크㈜ 워커힐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학자체평가 실시(제1차)
중국 해양대학교(海洋大學)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2011 02.09.

02.23.

02.24.

03.04.

03.06.

03.28.

04.26.

04.28.

05.20.

05.27.

05.31.

05.31.

06.13.

08.08.

08.23.

2011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선정(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전문대학생해외현장실습사업(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1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선정(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과 산학협력체결

국립공주병원과 산학협력체결
2011년도 해외취업연수 수시과정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산학협력체결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와 산학협력체결
일본 동경성덕단기대학(東京成德短期大學)과의 학생, 교직원교류, 학술정보교환, 

공동 연구활동 및 교육 연구에 관한 교류 협정체결

2011년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2011년도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대전대학교한방병원과 산학협력체결

코레일 천안역과 산학협력체결
미국 사우스 시애틀 커뮤니티 대학(South Seattle Community College)과의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학부(과)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9개학부 7개학과 총 2,790명)
*학부(과)개편

  - 인터넷정보학부 → 인터넷정보학부, 스마트폰미디어학부
  - 실용음악학부, 피아노과 → 실용음악학부
*정원조정

  - 간호과증원 60명, 치위생과 증원 20명 
 - 보건관련과 증원에 따른 감원 160명

09.09.

10.04.

10.14.

11.07.

11.25.

12.19.

12.19.

한화호텔엔리조트과 산학협력체결
미국 콜롬비아대학(Columbia College)과의 교수․학생교류,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위한 학술교류 협정체결

㈜이랜드파크와 산학협력체결
2011년도 학사제도 개선(BHRD) 우수 전문대학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중국 요녕사범대학교(遼寧師範大學)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체결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인가-영어학과 15명, 치위생학과 20명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청년창직인턴제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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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10.

01.12.

01.16.

02.07.

02.08.

02.15.

03.01.

03.14.

03.22.

04.03.

05.25.

06.22.

06.22.

07.05.

07.05.

08.28.

09.10.

09.21.

10.12.

10.27.

11.12.

11.13.

11.16.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산학협력체결

해외취업연수사업 GE4U과정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천안시기업인협의회와 산학협력체결

2012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선정(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2012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선정(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 선정(천안시)

제6대 총장 강종성 박사 취임

전문대학생 글로벌현장학습사업 1차 선정(전대협)
일본 동해대학후쿠오카단기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동남구보건소와 산학협력체결

2012년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5대 이사장 이상열 박사 취임

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한림대의료원강동성심병원과 산학협력체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산학협력체결

학부(과) 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7개학부 7개학과 총 2,697명)
*학부(과) 개편

  - 공무원학부 폐지
  - 보건재활학부(180명) → 보건행정과(150명)
  - 태권도과(30명), 스포츠레저학부(80명) → 스포츠레저학부(110명)

*정원조정
  - 유아교육과 감원(3년제 전환) 54명, 경찰경호학부 증원 10명
  - 경상학부 10명 증원, 광고마케팅학부 20명 증원

  - 치위생과 20명 증원, 스포츠레저학부 30명 증원
  -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1명 증원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과 산학협력체결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과 산학협력체결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경영학과 10명, 유아교육과 15명

(교육과학기술부)
국군대전병원과 산학협력체결

CJ프레시웨이와의 산학협력체결

국군수도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호텔신라와의 산학협력 체결

2013 01.24.

01.24.

01.28.

02.01.

03.14.

05.01.

국군고양병원과의 산학협력체결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2013년 대학(교) 장애성인평생교육지원 사업선정(교육부)

중국 대련용원국제무역유한회사와의 산학협력 체결

2013년 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커피바리스타과정, 와인소믈리에과정, 
복지건강전문가양성 과정선정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사업 선정(고용노동부)



26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 연 혁

05.02.
05.14.
06.19.
06.27.
06.28.
06.30.
07.17.

 
 

㈜PHRKOREA와의 산학협력체결
2013년충청남도청소년일본백제역사탐방사업선정
모두투어네트워크와의 산학협력 체결
매그나칩반도체와의 산학협력 체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인하대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학부(과)개편 및 입학정원조정(15개학부 9개학과 총2,622명)
*학부(과)개편
  - 일본어학부(100명) → 일본어과(40명)
  - 중국어학부(80명) → 중국어과(40명)
  - 경상학부(150명) → 경영학부(150명)
  - 보건행정과 3년제 전환
*정원조정
  - 일본어과 60명 감원, 중국어과 40명 감원
  - 인터넷정보학부 10명 증원, 스마트미디어학부 10명 증원
  - 실용음악학부 10명 증원, 디자인학부 5명 증원
  - 자율전공학부(예체능) 10명 감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조정(5개학과 총65명)
*학과개편
  - 영어학과, 사회복지학과 인가취소
*정원조정
  - 유아교육과(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 과정인가) 15명
  - 경영학과(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 과정인가) 10명

08.05.
08.22.
09.12.
10.02.
12.05.
12.17.
12.30.

2013년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샘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JumboRestaurant와의 산학협력체결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2014 02.06.
02.10.
02.27.
02.18.
03.04.
04.14.
04.18.
06.12.
06.23.
06.26.
06.30.
05.16.
07.01.
07.09.
09.02.
09.05.
10.13.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2014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선정(고용노동부)
한국도서관상 수상[한국도서관협회(KLA)]
2014해외인턴사업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
2014년 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 선정
창업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 선정(창업진흥원)
천안시기업인협의회와 산학협력 체결
세계미래포럼과의 산학협력 체결
BI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중소기업청)
APEC국제교육협력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2014 해외취업연수 GE4U과정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선정(교육부) 
2014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선정(교육부)
2014년 충청남도 청소년 일본 백제역사탐방(충청남도)
2016학년도 간호과 4년제 승격(교육부)
2014년 교원양성기관평가 유아교육과 “A등급” 선정(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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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02.
01.07.
01.08.
01.08.
01.12.
01.23.
03.05.
03.06.
03.26.
04.10.
05.20.
05.21.
05.29.
06.26.
06.30.
07.22.
07.24.
07.28.
08.27.
08.31.
10.05.
10.29.
12.30.

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호텔리베라 서울과의 산학협력 체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천안의료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건국대학교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제주 KAL호텔과의 산학협력 체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고용노동부)｢상설진로캠프사업｣ 선정(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대한민국명품브랜드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과의 산학협력 체결
㈜벽제외식산업개발과의 산학협력 체결｢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아주대학교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BI보육역량강화사업 선정(한국창업보육협의회)
분당차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2015 경영대상-참교육경영대상 수상(TV조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의 산학협력 체결
미국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매경닷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교육부)｢한식전공자 취업지원사업｣ 선정(한식재단)
동남경찰서와 산학협력 체결
중국 위해직업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6 02.01.
02.24.
02.24.
03.01.
03.21.
04.01.
04.01.
04.20.
04.27.
05.06.
05.12.
05.27.
05.30.
05.31.
06.10.
06.29.
07.20.
07.27.
08.11.
09.28.
09.28.
09.28.
10.14.
10.19.
11.24.
11.30.

충남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선정(충남테크노파크)
2016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2015년도 자유학기제 유공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선정(천안시)
상설진로캠프사업 선정(충청남도교육청)
BI운영지원사업 선정(한국창업보육협회)
네트워크형 BI지원사업 선정(한국창업보육협회)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선정(고용노동부)
전문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당진시)
중국 복건사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계속지원 매우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천안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비교과입학전형활성화지원사업 선정(교육부)
대만 장영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2016 경영대상-참교육경영대상 수상(TV조선)
2016 대한민국CEO대상-미래경영대상 수상(포춘코리아)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획득(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일자리창출(해외취업) 공로 국무총리상 수상(고용노동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일반고-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선정(충청남도교육청)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대상-인재경영대상 수상(이코노미스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산학협력 체결
2016 한국의 최고경영인상-글로벌경영대상 수상(동아일보)
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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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01.
03.01.

04.01.
05.02.

BI보육역량강화사업(네트워크BI) 선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어학부 10명 감원(입학정원 90명)
경찰경호학부 5명 감원(입학정원 80명)
경영․회계학부 10명 감원(입학정원 120명)
글로벌외식관광학부 5명 감원(입학정원 85명)
스마트폰미디어학부 8명 감원(입학정원 92명)
디자인학부 5명 감원(입학정원 100명)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충남교육청)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계속지원 대학 선정(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선정(교육부)

05.29.
06.26.
10.17.
12.28.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비교과 입학전형활성화지원사업 선정(교육부)
중국 영파행지중등직업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 대학 선정(국립특수교육원)

2018 01.01.
03.01.

BI보육역량강화사업(네트워크BI) 선정(중소기업청)
산학맞춤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계속지원 대학 선정(교육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 계속지원 대학 선정(교육부)
학부(과)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13개 학부 7개과 총2,279명)
*학부(과)개편
 -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바리스타전공 폐지, 10명 감원(입학정원 75명)
*정원조정
 - 경영․회계학부 30명 감원(입학정원 90명), 광고․마케팅학부 30명 감원(입학정원 90명), 

사회복지학부 25명 감원(입학정원 190명), 외식산업학부 50명 감원(입학정원 331명), 
안경광학과(3년제) 78명 증원(입학정원 128명), 치위생과(3년제) 6명 증원(입학정원 66명), 
방사선과(3년제) 6명 증원(입학정원 56명), 컴퓨터공학부 10명 증원(입학정원 80명)

03.19.
03.30.
04.01.
05.01.
06.20.
06.29.
07.01.
08.17.

08.31.

2017년 교원양성기관평가 유아교육과 ‘A등급’ 선정(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충남교육청)
2018년 BI운영지원사업 선정(한국창업보육협회)
대만 홍광과기대학(Hungkuang University)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경찰인재개발원과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하세가와 호텔 앤 리조트와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8년 천안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천안시청)
미국 괌커뮤니티컬리지(Guam Community College) 학술 및 학생교류 등에 관한 
협정 체결
아이콘루프와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과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09.09.
10.01.
10.16.
11.06.
11.09.
11.20.
11.22.
12.17.
12.26.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천안시청)
사단법인 충남ICT융합산업협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에어필립과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CRAFTS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아산시기업인협의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사)좋은교사운동과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인천항보안공사와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베트남 다낭직업관광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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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12.
02.28.
03.01.

중국 난닝직업기술학원과 학생교류협정 체결
2019년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교육부)

03.01. 학부(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 학부(과) 개편: 스마트폰미디어학부를 스마트미디어학부로 변경하고 12명 감원(입학정원

80명), 디자인학부를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로 변경 및 만화․애니메이션전공을 
신설하고 40명 증원(입학정원 140명)

  - 입학정원 조정: 경찰경호학부 20명 증원(입학정원 100명), 경영․회계학부 20명 
감원(입학정원 70명), 광고․마케팅학부 20명 감원(입학정원 70명), 관광학부 5명 
증원(입학정원 160명), 글로벌외식관광학부 15명 감원(입학정원 60명), 외식산업학부 
56명 감원(입학정원 275명), 치위생과 12명 증원(입학정원 78명), 실용음악학부 40명 
증원(입학정원 150명)

04.02.
04.15.
04.22.
04.23.
04.25.
05.17.
05.20.
06.27.
08.01.

2019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교육부)
천안시서북구치매안심센터, 천안시동남구치매안심센터,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 관학협력 체결
2019년 BI 운영지원사업 및 BI 보육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한국창업보육협회)
2019년 천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천안시)
2019년 당진시 전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선정(당진시)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매우우수대학’ 선정(교육부)
2019년도 기술사관 육성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현대시100년관 사립문학관 등록(충청남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9대 총장 송기신 박사 취임

08.29.
09.24
10.01.
10.10.
11.12.
11.20.
11.22.
11.29.
12.04.
12.26.

2018년 전국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우수시관 선정(교육부)
(주)프로에스콤과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2019년 대학연계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글로벌퓨처스클럽, 충남지식재산경영인클럽과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사)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지음특허법률사무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입장농협협동조합과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중국 치타이허시 및 KID 글로벌과 업무협약 체결
원텍, 원메디코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2020 03.01.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01. 학부(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 학부(과) 개편: 관광학부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신설, 외식산업학부 글로벌외식조리전공
신설, 글로벌외식관광학부 폐지, 식품영양과를 식품영양학과로 변경, 스마트미디어학부 
스마트폰콘텐츠전공을 스마트콘텐츠전공으로변경, 디자인 ․ 애니메이션학부를 폐지하고 
디자인학부 및 만화 ․ 애니메이션학부로 분리

  - 입학정원 조정: 글로벌어학부 15명 감원(입학정원 75명), 관광학부 20명증원(입학정원
180명), 식품영양학과 3명 증원(입학정원 33명), 안경광학과 28명 감원(입학정원 100명),
치위생과 4명 증원(입학정원 82명), 방사선과 11명 증원(입학정원 67명), 디자인학부 
입학정원 120명,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입학정원 90명

06.17.
07.20.
11.04.
11.26.
12.01.
12.07.
12.24.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매우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주)넥스트유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주식회사 모나무르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우수대학’ 선정(국립특수교육원)
한국체육지도자협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한국경비협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2020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30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 연 혁

2021 03.01. 학부(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 

 - 학부(과) 개편: 글로벌어학부를 글로벌외국어학부로 명칭변경, 보건행정과를 
보건의료행정과로 명칭변경, 컴퓨터공학부를 ICT학부로 명칭변경,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년제 전환, 뷰티코디네이션과 신설

 - 입학정원 조정: 경영‧회계학부 3명 감원(입학정원 67명), 광고‧마케팅학부 3명 감원(입학정원
67명), 사회복지학부 40명 감원(입학정원 150명), 외식산업학부 35명 감원(입학정원 
240명), 식품영양학과 3명 감원(입학정원 30명), 보건행정과 20명 감원(입학정원 130명), 

치위생과 2명 증원(입학정원 84명), 방사선과 5명 증원(입학정원 72명), 뷰티코디네이션과
신설(입학정원 60명)

03.01. 2020년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인증 획득(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05.31. 천안시 민‧관‧학 저출산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
06.11. 항공보안파트너스(주)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06.15. (주)커피빈코리아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06.23.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08.01. 2021년 메이커스페이스구축·운영사업 선정(창업진흥원)
09.03.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교육부)
09.28. 2021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성과평가 결과 ‘A등급’ 선정(교육부)
11.03.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11.17. (사)천안시기업인협의회와의 산학협력협약 체결
12.10. 공용장비활용센터 개소
12.12.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인증 획득(한국간호교육평가원)
12.24.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인증대학 선정(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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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직도

대학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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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학 현황

학부(과) 

계열 학부(과)

인문사회계열

유 아 교 육 과

글 로 벌 외 국 어 학 부

경 찰 경 호 학 부

경 영 회 계 학 부

관 광 학 부

사 회 복 지 학 부

자연과학계열

외 식 산 업 학 부

화 훼 플 로 리 스 트 과

식 품 영 양 학 과

보 건 의 료 행 정 과

안 경 광 학 과

치 위 생 과

방 사 선 과

간 호 학 과

공학계열
컴 퓨 터 정 보 학 부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예체능계열

스 포 츠 레 저 학 부

실 용 음 악 학 부

디 자 인 학 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방 송 광 고 영 상 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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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편제 및 입학정원

학부(과) 편제 및 입학정원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인문사회
계열

유아교육과(3년제) 106

자연과학
계열

외식산업학부
  - 외식경영전공
  - 호텔조리전공
  - 제과제빵전공
  - 커피바리스타전공

210

화훼플로리스트과 20

식품영양학과(3년제) 30

글로벌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일본어전공

50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90

안경광학과(3년제) 100

치위생과(3년제) 84

방사선과(3년제) 72

간호학과(4년제) 160

소    계 766

경찰경호학부
  - 경찰행정전공
  - 경찰경호전공

100
공학
계열

컴퓨터정보학부
  - 컴퓨터정보전공
  - 컴퓨터게임전공

60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 뉴미디어영상전공
  - AR/VR영상전공

60

소    계 120

경영회계학부
  - 경영전공
  - 세무회계전공
  - 마케팅유통전공

70

예체능
계열

스포츠레저학부
  - 레저스포츠전공
  - 태권도전공
  - 스포츠지도전공

150

실용음악학부
  - 보컬전공
  - 기악전공 
  - 컴퓨터음악작곡전공

200

디자인학부
  - 시각디자인전공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 패션디자인전공

120관광학부
  - 호텔경영전공
  - 관광경영전공
  - 항공서비스전공

99
만화애니메이션학부(3년제)
  - 만화전공
  - 애니메이션전공

150

뷰티코디네이션학부
  - 토탈뷰티전공
  - 리챠드프로헤어전공

90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150 방송광고영상학부
  - 방송영상전공
  - 광고영상전공

60

소    계 770

소   계 575 합   계 2,231

※ 유아교육과, 식품영영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는 3년제 학과임.
※ 간호학과는 4년제 학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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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이 알아야 할 학사행정

 

가. 1년제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유아교육학과, 치위생과, 간호학과로 한다.

  나. 2년제는 글로벌외국어학부, 경찰경호학부, 경영회계학부, 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화훼플로리스트과, 외식산업학부, 컴퓨터정보학부,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스포츠

레저학부, 실용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방송광고영상학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영학과, 사회복지학부, 컴퓨터정보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로 한다.

  다. 3년제는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로 한다.

  라. 4년제는 간호학과로 한다.

2. 전공선택과 전부․전과 제도

가. 전공 선택 및 변경

  1) 학부(과)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 재학 중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에 전공을 

선택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거나 특정 전공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산업체위탁교육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공별 지망 학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전공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부․전과 허용범위

  1)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격은 전부․전과 신청당시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회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전부․전과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부․전과의 대상은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하되,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부․전과를 허용한다.

  3) 전부․전과 대상학부(과)는 신청당시의 학부(과)와 동일계열 학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계열이 아닌 학부(과)로 전부․전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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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전입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4) 전부․전과는 소정의 서류에 각 학부(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각 학부(과)의 전출 및 전입 신청인원이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승인한다.

  6) 타 계열로 전부․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부터 전부․전과된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전부․전과 허용인원과 전부․전과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총장이 정하여 

각 학부(과)에 통보한다.

  8) 전부․전과한 자는 해당학부(과)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대체 인정할 수 있다.

3. 등  록

가. 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 대학에서 부과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의 절차를 지정된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않을 때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개강 전 본 대학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사일정 참조)

다. 복학생 등록 

복학하려는 자는 교무처에서 학년 및 학기 지정을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복학생의 

등록금은 휴학일자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한다.

  

휴학사유 발생일 등록금 인정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까지 기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전액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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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학점 등록금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라. 졸업유보 학생의 등록

2년제 학부(과)는 4학기, 3년제 학과는 6학기, 4년제 학부(과)는 8학기를 수학한 후에도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등록하되 아래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의 개설 학기가 상이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 학기를 휴학 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마. 장애학생의 등록 

   장애학생이란 입학당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과 

재학 중 사고로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신청학점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1) 2022학년도 1학기 

    ․ 재학생 : 2022. 2. 14(월)~2. 18(금)

    ․ 신입생 : 2022. 2. 21(월)~2. 25(금)

   2) 2022학년도 2학기 : 2022. 8. 16(화)~8. 19(금)

    ※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수강신청 방법

  1) 학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에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수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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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학사경고자 및 휴학, 복학, 재입학 등 학적변동자는 반드시 담임교수와 상담하여 

졸업가능 여부(졸업이수 학점 및 필수과목 수강), 개설과목의 확인, 자격증 취득

과목의 확인, 필수과목의 폐지로 인한 대체이수과목의 지정 등 수강에 대한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수강신청 학점

  1)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 당 13학점 이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동일과목의 중복 수강, 수강신청 학점수를 초과 이수한 과목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수강신청 인원이 교양교과목 20명 미만, 전공교과목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수강과목의 철회

필수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수강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강신청

과목 철회기간에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3학점 이상 되어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없다. 또한 수강과목의 철회는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와 수강철회 과목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마. 재수강 

성적등급이 D+ 이하인 교과목은 당해 학기 21학점 이내에서 이수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단,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수강신청의 정정

  1) 수강신청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강신청된 과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하여야 한다. 

  3) 수강신청의 정정 및 취소는 시간표의 변경 및 과목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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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수강신청 과목을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22. 3. 2.(수)~3. 8.(화)

     ∙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22. 8. 29.(월)~9. 2.(금)

※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교과이수

가. 교과이수의 구분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나.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년제의 경우 74학점, 3년제의 경우 114학점, 4년제의 

경우 13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는 이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라. 본 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교양필수 과목인 채플(교양특강), 기독교인성 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마. 국․내외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양과목 학점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수업 및 출석

가. 수업시간은 매 교시 50분으로 한다. 단,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등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무단결석, 부정출석자, 강의 도중 무단퇴실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를 첨부하여 

담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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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병(신체)검사 : 해당기간

    2) 군제교육 : 해당기간

    3)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이행 : 해당기간

    4) 직계가족의 상고(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 5일

    5) 본인의 결혼 : 5일

    6)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 2주 이내

    7) 본인 출산 : 20일

    8) 배우자 출산 : 10일

    9) 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현장실습

현장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인정한다.

  가. 현장실습 일지

  나. 지도교수 순회지도 결과 

  다. 현장실습 산업체 평가결과

  라. 기타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8. 성적평가와 정정 

가. 성적평가의 종류와 응시자격

  1) 성적평가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평가를 대신한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2) 징병검사, 공무, 상고, 질병,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교무처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시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에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B+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생상벌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그 과목의 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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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는다.

나. 성적평가 

  1) 모든 교과목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과목, 현장실습과목 

등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2) 학업성적은 9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등 급 A+ A° B+ B° C+ C° D+ D° F

점 수
100~

95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75 이상

75 미만~
70 이상

70 미만~
65 이상

65 미만~
60 이상

60 미만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 수강한 전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 신청한 학점

합계로 나누며,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3) 상대평가 성적등급별 비율

    ∙ NCS 적용 및 자체능력단위 교과목(D TYPE) : A+ ~ A0 : 40% 이내, B+ ~ 

F: 60~100%

    ∙기타 교과목 성적등급별 TYPE 구분

TYPE A+~A° B+~B° A+~B° ~F 비 고

A 25% 이내 45% 이내 70% 이내 100%
A, B, C TYPE

중 선택하여 평가
B 30% 이내 35% 이내 65% 이내 100%

C 35% 이내 25% 이내 60% 이내 100%

∙예외사항

① 채플 과목은 ｢대학예배 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성적등위는 평점평균 우위 순에 의하며, 동점 시에는 실점평균, 취득학점, 연소자의 

우선 순에 의한다. 

  5)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학업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다. 성적열람 및 정정

  1)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경과된 후 성적이 확정되어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2) 학업성적은 성적열람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확인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되므로 학생들은 

매학기 기말평가 이후 공시되는 성적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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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성적을 열람하여 성적의 오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의 오류, 누락여부가 확인되면 당해 과목의 교수에게 정정 요청을 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3) 학생이 성적열람 기간 내에 정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성적 정정을 신청한 학생은 성적을 재 조회하여 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9. 계절수업

가.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나. 계절수업의 개설과목은 수강신청자가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 계절수업의 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계절수업 수강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점 미 취득자(F학점) 중 재이수 희망 학생

    2) 성적 부진자(기 취득한 성적이 D+ 이하인 자) 중 재이수 희망 학생

    3) 자기발전을 위한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희망 학생

    4) 학점 취득을 위해 수강을 희망하는 시간제 등록생

마.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사회봉사 PASS제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단, 학부(과)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은 상이함. ※사회봉사 PASS를 

하지 못하면 졸업불가)

가. 실시 대상 : 전교생(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 중증장애학생은 

제외)

나. 실시 기간 : 재학기간 내

다. 실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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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활동기관(아래 참조 : 4)을 선정하여 8시간 이상(간호학과의 경우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면 졸업이 유보된다.

2) 사회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 학부(과)별, 동아리, 소모임, 개인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봉사 PASS제 확인서를 학부(과) 및 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봉사활동절차

봉사활동

기관선정

학생(봉사자)

봉사활동

실시

학생(봉사자)

봉사활동

확인서발급

봉사기관

사회봉사PASS제

확인서 작성

학생(봉사자)

확인서

제출

학부(과) 및 

종합정보시스템

라. 사회봉사활동 영역 및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 시․구청, 주민센터, 소방서, 도서관, 우체국, 경찰서, 종합병원, 학교 등

사회공익활동 :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실태조사 모니터링(시장물가, 주택, 지역환경, 

지역교통, 청소년 유해환경), 선거감시, 환경감시, 소비자 고발상담, 

각종 행사 보조, 공원관리, 컴퓨터교육 지원분야

가정 봉사활동 : 장애인 가정,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의 

재가복지활동

농촌봉사활동 : 농․어촌 일손 돕기(해당지역의 주민센터장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학습 및 생활지원(무급)

헌혈 : 1회당 5시간 인정(사회봉사센터에 헌혈증 기증시 8시간, 미기증시 5시간 인정)

기타 사회봉사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영역 및 기관

※ 학부(과) 행사 및 학생자치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기타 문의 : 사회봉사센터(목양관 115호), Tel : 041)550-0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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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 학

휴학은 질병, 병역의무, 창업, 육아,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적은 보유하되,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2)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휴학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일반휴학은 허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 군입대 휴학 

  1) 군휴학 : 군 입영명령 또는 자원입대로 인한 휴학을 말한다.

  2) 병역의무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신청한다.

  3) 휴학신청은 입영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 전 귀향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복교신청을 해야 한다.

  4) 휴학기간은 병역법에 정하는 복무기간으로 한다.

나. 일반휴학

질병, 가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학을 말한다.

1) 일반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휴학서류를 갖추어 담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신청한다.

2)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4학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기 초에 복학하여야 한다.

3)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할 때에는 입영일 이전에 휴학기간연장원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미제출시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제적처리 됨)

4) 부득이한 사유로 3회 이상의 휴학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부(과)장이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작성한 소견서, 보호자 사유서, 그 밖의 증빙서류(4주 이상 진단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해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학을 말한다.

1) 창업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휴학서류를 갖추어 담임교수 및 학부

(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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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3) 창업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육아휴학

육아(만 8세 이하 :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학을 말한다.

  1) 육아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휴학서류를 갖추어 담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2) 육아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3) 육아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휴학시 제출서류

  1) 휴학원서(공통 : 본 대학 소정양식)

  2) 일반휴학 : 보호자 사유서, 학부(과)장․담임교수 소견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 경우는 진단서 첨부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고는 읍, 면, 동장이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원하는 자는 학부모와의 

면담을 한 지도교수의 소견서, 학부모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미등록 휴학을 할 수 있다

  3) 군휴학 :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4) 창업휴학 : 본인 및 보호자 사유서, 학부(과)장․담임교수 소견서, 창업 관련 제반 서류

  5) 육아휴학 : 병․의원 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휴학절차

종합정보시스템

학생휴학신청
첨부서류 지참

평생담임교수․

학부(과)장 상담

교무처 

휴학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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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 학  

가.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사유가 조기에 만료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학시기를 조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나. 복학시기는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군 입대 휴학생 중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 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및 수강허가 등으로 복학예정일 이전에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및 수강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라. 휴학 중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개인 종합정보시스템 내 신상정보관리에서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수정해야 하며, 주소 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마. 복학 신청 및 절차는 교무처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학 시 제출 서류 

    1) 기간 만료자 : 없음

      2) 조기복학자 : 복학원(홈페이지 출력), 군 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복학학기가 변경되는 경우(예/조기복학)는 평생담임교수 소견서별도 첨부함

    3) 복학신청방법

      ① 기간 만료자 : 복학 신청 기간 내 학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적변동 신청에서 복학선택 → 복학신청 

클릭 후 복학신청

      ② 조기복학자 : 학부(과)에서 복학원 수령 → 학부(과)장 경유 → 교무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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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 퇴

질병, 가정 사정 등으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자퇴동의서 및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자퇴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 후 교무처로 제출한다.

 ※ 자퇴절차 

학부(과)사무실
(자퇴원서)

첨부서류 

지참

평생담임교수․

학부(과)장 상담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및 학생처 경유

교무처

 자퇴원 제출

가. 자퇴 시 제출서류

  ① 자퇴원서 

  ② 보호자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본인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④ 보호자 통장사본(등록금 환불자에 한함)

나. 자퇴학생에 대한 수업료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수업료 반환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4. 졸업 및 수료

가. 졸업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2년제 학부(과)는 4학기 이상, 3년제 학부(과)는 6학기 

이상, 4년제 학부(과)는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이수 

또는 합격하여야 한다. 

1)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과목의 이수와 이를 포함하여 2년제는 74학점 이상, 3년제는 

114학점 이상 이수, 4년제는 130학점 이상 이수

2) 사회봉사(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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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료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졸업 및 수료 학점 기준표

구분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학년도 

입학자

2018학년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

학점

2년제 :  80

3년제 : 120

4년제 : 140

2년제 : 80

3년제 : 117

4년제 : 140

2년제 : 80

3년제 : 117

4년제 : 140

2년제 : 74

3년제 : 114

4년제 : 130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이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1년제 20학점, 2년제 60학점)

수료

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40 40 30 1학년 40 40 30 1학년 40 35 30 1학년 37 34 27

2학년 80 80 65 2학년 80 80 65 2학년 80 80 65 2학년 74 77 60

3학년 - 120 100 3학년 - 117 100 3학년 - 117 100 3학년 - 114 92

4학년 - - 140 4학년 - - 140 4학년 - - 140 4학년 - - 130

수강

학점

15~24학점

이내

15~24학점 

이내 

15~24학점 

이내 

13~21학점 

이내

기타
◦ 사회봉사(PASS) : 산업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

◦ 졸업인증제(PASS)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편입생, 산업체,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외

15.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 학기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기말에 이를 본인에게 

경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6. 재입학

가. 우리대학에서 제적(자퇴 포함)된 학생이 동일 학부(과)에 재입학을 원할 때 여석이 있을 

경우 제적 당시 학년이하에 입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나. 재입학은 제적당시 본인이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되며, 재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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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입학을 할 경우에는 재입학금과 해당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당액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수강 학점 등록금

1~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4~6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7~9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17. 학 번

가. 모든 사람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듯이 백석문화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나. 학번은 입학년도 4자리, 학부(과)번호 2자리, 개인번호 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 복학생 및 재 입학생의 학번은 당초 입학 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라. 학번은 수강신청, 시험답안지 작성, 등록금 납부, 도서대출, 각종 증명서 신청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학번에 의해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하지 

않는다.

    예) 학번 : 2 0 2 0 0  1 0 0 0 1 2020 : 입학년도
  01 : 학부(과)코드
0001 : 개인번호

18. 취득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

■ 유치원 2급 정교사

  1) 설치학과 : 유아교육과 

  2)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3) 교직과목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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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직이론(12학점, 6과목 이상)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

    나) 교직소양(6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다)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

    라)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교직 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실시(부적격 판정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재학 중 2회 이상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57

신입생이 알아야 할 학사행정

교직과목 일람표

1. 유치원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학과명 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

(2급)

• 유아교육론 • 유아수학교육
• 유아교육과정 • 유아미술교육
• 영유아발달과교육 • 유아음악교육
• 유아놀이지도 • 유아동작교육
• 유아관찰및실습 • 부모교육
• 유아언어교육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유아사회교육 • 아동복지 
• 유아과학교육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이상을 포함한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이어야 함. 

※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기타 교과교육영역

2. 유치원정교사(2급)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영 역 과           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심리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사회
• 교육과정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교육평가 •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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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표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유치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인성검사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 3. 1. 이후 졸업자 만 해당)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회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이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19.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및 주소 변경

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 기재사항 중 호적상의 기재사항 변동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공증문서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적표, 각종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시 우편물 분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학교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및 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는 개인종합정보시스템 또는 

학부(과)사무실 및 교무처에서 변경 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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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U-TOP인증제

1. BCU-TOP인증제란?

가. BCU-TOP인증제는 미래형 혁신 전문 직업인재를 양성하고자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BCU-TOP인증제 시행세칙 참조

2. BCU-TOP인증제 적용 대상

  가. 전 학부(과)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

3. BCU-TOP인증제 인증 유형, 영역 및 기준

가. BCU-TOP인증제 인증은 졸업인증과 우수인증으로 구분 시행합니다.

  1) 졸업인증은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을 인증하는 것으로, 각 역량별로 인증기준 

충족 시 인증합니다.

  2) 우수인증은 전공역량 및 핵심역량별로 성취도 상위 1% 이내인 학생들에게 인증합니다.

나. BCU-TOP인증제 인증 유형, 영역 및 기준

인증유형 인증영역 인증기준

졸업인증

◦전공역량에 대해 인증

전공역량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공역량 비교과 취득 점수 20점 이상

(또는 30점, 40점 이상)

◦4대 핵심역량별로 각각 인증

각 핵심역량별 교과 성취도 평균 점수 70점 이상

각 핵심역량별 비교과 취득 점수 20점 이상

(또는 30점, 40점 이상)

우수인증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별로 (교과+비교과) 

성취도 점수 상위 1% 

       ※ 비교과프로그램 다빈치아카데미(혁신역량) 3회 이상, 서비스인성아카데미(관계역량) 6시간 이상 참여 필수

       ※ 사회봉사 8시간 이상(간호학과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졸업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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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CU-TOP인증제 인증 절차

1) BCU-TOP인증 

평가대상 선정

2) BCU-TOP

인증 평가

BCU-TOP인증

결과도출

BCU-TOP

졸업인증

PASS(졸업인증)/

FAIL(졸업미인증)

졸업/

졸업유보

  가. BCU-TOP인증 평가 대상 : 졸업학기 이수 학생

  나. BCU-TOP인증 평가

    1) 평가시기 : 졸업학기 종료 후

  2) 평가내용 :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의 BCU-TOP인증제 인증 기준 충족 확인

다. 평가결과 : BCU-TOP인증제 인증인 경우 졸업, 미인증인 경우 졸업유보

라. 평가주관 : BCU-TOP인증운영위원회, 학부(과)별 졸업인증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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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양교육과정

1. 교양인증기준

  ∙ 영적역량인증 : 비전선언문 작성 및 영적역량교과 이수

(2년제-8학점, 3년제-12학점, 4년제-16학점)

  ∙ 혁신교양, 소통교양, 관계교양, 섬김교양, 직무기초교양 이수학점 취득 시 인증

2. 교양인증영역

∙ 영적교양

영적역량 교  과  목  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비전선언문 대학생활과 문제해결 (과목에 포함) 1 1 1 1

영적역량교과

채플 4/6/8 4 6 8

인간과공동체(1-1) 1

4 6 8

기독교와세계문명(1-2) 1

성서의지혜 : 관계와소통의미학(2-1) 1

대중문화와소통(2-2) 1

직업소명과실천(3-1) 1

기독교와공동체윤리(3-2) 1

기독교세계관(4-1) 1

섬김의리더십(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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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교양

  

혁신역량 교  과  목  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창의융합역량

인간의가치탐색 2

3 3 3

현대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2

디자인 세미나 2

스포츠과학과 라이프이노베이션 2

표현예술과 현대인의 삶 2

예술로 보는 기독교 2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2

과학과 윤리적 가치 2

과학과인문학 2

SNS시대와 빅데이터의 활용 2

인공지능(한양대 연계) 2

창의적사고와 표현 2

사회적이슈와 창의적 사유 2

지역사회인문학 : 천안학 2

기초화학(한양대 HY-LIVE연계) 2

화훼디자인 2

문제해결역량

대학생활과 문제해결 1

대학생활과 문제해결2 0

논리적사고와 문제해결(직) 1

대학생활과멘토링1,2,3,4(순수외국인대상) 1

대학생과

자기경영
(모듈형)

대학생과 자기개발 1

대학생과 자기발전 1

대학생과 자기관리 1

∙ 소통교양

소통역량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글로벌역량

글로벌영어Ⅰ 2

2 2 3

글로벌영어Ⅱ 2

문화의다양성과 글로벌소통 1

현장실무영어Ⅰ 1

현장실무영어Ⅱ 1

기독교와 세계문명(1-2) 1

기독교세계관(4-1) 1

한국어1,2,3,4(순수외국인대상) 2

의사소통역량

글쓰기와 의사소통(직) 1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1

대중문화와소통(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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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교양

관계역량 교  과  목  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협업역량

조직이해(직) 1

3 4 4

인간과공동체(1-1) 1

기독교와공동체윤리(3-2) 1

대인관계역량

대인관계와인성교육(직) 1

대인관계능력향상을 위한 군 리더십코칭 2

성서의지혜 : 관계와소통의미학(2-1) 1

∙ 섬김교양

섬김역량 교  과  목  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섬김리더십역량

섬김의리더십(4-2) 1

5~7 8~10 11~13

취업·창업멘토링 1

성공적인취업·창업 1

전공취업디자인 1

창업마인드함양 2

기업가정신 1

자기개발(직) 1

사회공헌역량

직업윤리(직) 1

인성과섬김리더십 1

채플 4/6/8

직업소명과실천(3-1) 1

대학생과사회봉사 2

인성과사회공헌 1

∙ 직무기초교양

직무기초 교과목명 학점
이수학점

2년제 3년제 4년제

정보활용 정보처리와 컴퓨터활용(직) 1

1~3 1~3 1~3
기술활용 기술의이해(직) 1

수리활용 논리와수리(직) 1

자원관리 전략적자원관리(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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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1.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이란?

가.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나. 이러한 전공교육과정은, 백석문화대학에서 개발한 핵심역량과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공역량을 적용하여 개발되며, 커리큘럼인증을 통해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규정·

규칙에 의해 혁신적 전공교육과정으로 개발·운영됩니다.

2. 혁신교과목이란?

가. 혁신교과목이란 혁신교수법을 도입하여 인재육성 및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을 의미하며, PBL지원센터(GE케이스)와 연계하여 혁신교과목 인증절차를 

거쳐 개발·운영됩니다. 

나. 학년마다 1개 교과목 이상의 혁신교과목이 개발되며, 이 교과목은 혁신교수법(PBL, 

기업연계PBL,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Flipped Learning, 팀티칭, 

하브루타 등)을 적용하여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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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교수법

구분 주요 내용

PBL

PBL

(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학습)

참가자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결과(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교수법 

기업연계 PBL LINC+사회맞춤형 교과목이 이에 해당되며 실제 기업의 요구에 기초하여 PBL수행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러닝

(Service-

Learning)

봉사를 통해 성찰하고 학습(Learning)이 일어나야 하며 최종적으로 지역사회가 수혜를 받

아야 함. 유사한 개념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 성찰이나 학습과 연계하려는 의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사회봉사센터) 

- 인턴십과 현장실습 : 수혜자는 학생이며 주안점은 학습에 있음(학교수업이나 성찰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지만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 서비스-러닝 : 학습자의 학습과 지역사회의 성과 간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추구함. 서비

스-러닝은 학습을 경험 그 자체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학습결

과를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성찰의 결과라고 가정함  

캡스톤디자인

<교육부에서 규정하는 캡스톤디자인 과목의 성격>

➀ 1~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

➁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를 부기하여 캡스톤디자

인 여부가 명확해야 함

➂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 실습비를 지급함

➃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는 경우로,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

어야 함

Flipped Learning

- 사이버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운영

- 학습자가 오프라인 강의 수강 전 사이버 강의를 먼저 수강한 후, 오프라인 강의에서 

토론 및 발표 수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교수법

- 기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이 교수가 제공한 강연 영

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이나 과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

팀티칭

(Team Teaching)

- 1개 강좌에 2인 이상 교․강사가 수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수법

- 2인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 전반이나 중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하브루타

(질문토론법)

- 학생들끼리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

육 방법

- 토론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으며 논쟁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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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

가.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개념

  ◦ 백석문화대학에서 개발한 핵심역량과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공역량을 적용하여 

일련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발된 교육과정

나.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관련 주요 용어

구분 주요 내용

직업

- 인재양성유형 -

한 개의 직무 또는 몇 개의 유사 직무로 구성되며, 능력에 따라 생계유지를 하거나,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예: 유치원교사)

직무(Job)
개별 근로자 한 사람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수행되도록 설정된 일련의 업무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됨(예: 유아교육)

역량중심 교과목 전공역량 및 백석문화대학의 핵심역량으로 구성된 교과목을 의미

역량평가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 및 역량 수행 정도를 학습자가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것

향상교육
교과목 역량평가에서 역량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의 질 관리를 위한 정규/비정규 향

상교육

심화교육 교과목 역량평가에서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을 위한 정규/비정규 전공심화(실무) 교육

역량재평가
역량평가 결과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교육을 운영한 후, 다시 평가

하는 것

역량성취도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교과목의 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값으로 학생이 일련의 역량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평가

다.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절차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67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전공교육과정

라. 역량성취수준

◦ 수행 정도에 따라 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로 구분되며, 역량평가점수 

보통(70) 이상은 충족으로 판정

성취수준 역량 수행 정도 역량평가점수

매우

우수

해당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통하여 완벽하게 한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
90~100

우수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토대로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
80~89

보통
해당 지식과 기술을 대부분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
70~79

미습
해당 지식과 기술을 부분적으로 습득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타인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
60~69

매우

미흡

해당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
60 미만

  ※ 세부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각 수행준거 및 역량준거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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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역량관리시스템

PC 로그인

◦백석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포탈 클릭

학사

◦ 교육과정운영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진단

평가/향상 심화관리)

◦ 교육평가및질관리   

(졸업인증면제자관리/교양인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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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2. 18.]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및 교육목표)  ① 이 학칙은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혁신적 전문 직업·글로컬 소통·실천적 섬김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TOP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① 본 대학은 백석문화대학교라 한다.

② 본 대학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에 둔다.

제 3 조(설치학부(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부(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의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과 및 모집인원은 학칙 제3조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4 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제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유아교육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로 한다.

  2. 2년제는 글로벌외국어학부, 경찰경호학부, 경영회계학부, 관광학부, 사회복지학부, 

외식산업학부, 화훼플로리스트과, 컴퓨터정보학부,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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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학부, 실용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뷰티코디네이션학부, 방송광고영상학부, 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컴퓨터정보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로 

한다.

  3. 3년제는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만화애니메이션학부로 한다.

  4. 4년제는 간호학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 5 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6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와 계약학과 운영 및 산업체위탁교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 2학기로 하되, 교육목적, 전공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1년 2～4학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기개시일 및 개강일을 조정 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별도학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② 삭제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계절수업 또는 집중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하거나, 수업방식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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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4. 삭제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 9 조의2(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 10 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1학기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학기에는 

수업개시일로부터 각각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제 11 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삭제 

제 12 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3조(입학전형)  ① 신입학 전형은 매 학년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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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 14 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

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조의2(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 학습 유발여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5 조(입학허가 및 등록)  신입학 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2(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 16 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조(편입학)  ① 총장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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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입학의 시기, 인원, 자격, 전형방법 등 편입학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의하여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은 직전 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 재적생 변동 상황 보고서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학년별, 모집단위별 구분 없이 총 정원 대비 여석이 있을 때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③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전공결정, 전부･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19조(학부내 전공결정)  ① 학부에 입학한 자는 1학년 1학기 재학 중에 전공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공별 지망학생이 20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당해 학년도의 전공개설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9 조2 삭제 

제 19 조3 삭제 

제 20 조(전부·전과)  ① 전부·전과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 21 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창업, 육아,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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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창업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 창업, 육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 21 조의2(복학)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사유가 조기에 

소멸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 22조(자퇴)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4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타교에 입학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산업체위탁교육생 중 본인이 임의로 산업체를 사직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 24 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이상, 전문교과는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부(과)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심의를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본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 구현과 인성함양을 위해 매 학기 채플(교양특강)와 

기독교 인성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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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 대학은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춘 혁신적 전문직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 

현장 요구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역량·지식·기술이 

요구되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Fast-lane 개편트랙을 적용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산학일체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 25 조(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교)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특성화 고교에서 본 대학과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특별전형으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의3(나노디그리 운영)  ① 학부(과) 또는 전공 내 또는 타전공 간의 융복합을 통한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의4 삭제 

제 25 조의5 삭제 

제 26 조(교과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학생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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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3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 26 조의2(학점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양과목 학점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이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국내․외 

학기제현장실습, 해외학기제 등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동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온라인 공개강좌, 평생교육 등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2년제 학과는 최대 80학점 이내에서 인정하고, 1년제 학과는 

최대 117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⑥ 창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창의혁신인재 양성 및 창의혁신문화 조성을 위하여 창의혁신 프로그램 참여 및 수상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⑨ 편입생이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2학년 편입생은 40학점, 3학년 편입생은 80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직과목, 자격증과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인정은 졸업학점의 1/2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과정의 경우에는 3/4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26 조의3(교과목이수의 인정)  ① 학생이 다른 학교․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제57조에 

정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체험학습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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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이 재학기간 중 자기주도적으로 대학진로탐색 활동을 설계‧수행‧평가 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6 조의4(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학점인정)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매 학기당 인정학점은 15학점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매 학기당 30시간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6 조의5(군복무중인자의 학점인정)  ①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학기 3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본 대학의 휴학생이 본 대학 또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26 조의6(선이수학점인정)  ① 본 대학 입학 전에 고등학교 재학 중 본 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선이수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 조의7(선행학습평가인정제에 따른 학점인정)  ① 성인학습자가 대학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직장 근무경력이나 취득한 자격증 등에 대하여 해당 학부(과)의 선행학습 

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중 최대 1/4이내에서 해당 학(부)과 

관련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평가 인정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 조의8(해외취업 특화과정 학점인정)  별도의 해외취업 특화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인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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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의9(학점인정심의위원회)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 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업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 27 조의2(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 방학 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계절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7조의3(집중수업)  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2(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 28 조의3(출석인정)  ① 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조기취업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8 조4(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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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29 조(평가)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교과목에 따라 이론,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NCS 기반 교과목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역량중심 교과목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의 경우 별도의 학점인정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6조의2제7항에 의한다.

제 30 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예배(교양특강), 교직과목, NCS 기반 교과목, 역량중심 교과목(혁신 교과목 포함), 

실험·실습 등의 성적 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이상 4.5

A˚ 95미만 - 90이상 4.0

B+ 90미만 - 85이상 3.5

B˚ 85미만 - 80이상 3.0

C+ 80미만 - 75이상 2.5

C˚ 75미만 - 70이상 2.0

D+ 70미만 - 65이상 1.5

D˚ 65미만 - 60이상 1.0

F 60미만 0

P 불계

②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인 실험·실습,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 삭제 

⑥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평점평균 환산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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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삭제 

제 32 조 삭제

제 33 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 평균이 1.5 미만인 자는 이를 본인에게 

경고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34 조(졸업 및 수료)  ① 총장이 정하는 각 학부(과)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위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을 할 수 없다.

③ 졸업사정에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5에 의한다.

④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을 못한 경우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⑤ 졸업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졸업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졸업인증자격을 

미 충족한 경우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4 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제34조 제1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4 조의3(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4 조의4(유급)  특정 학부(과)의 경우 유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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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평생교육

제 35조(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  ①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의2(학점은행제)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고,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의3(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의4(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에서 2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2.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과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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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 관련학점을 50%이상 이수한 경우 관련과 졸업자로 인정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의5(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 수여)  ① 본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별표 

3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장이 정하는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5 조의6(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모집하는 시간제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고, 정규학생 취득학점의 

2분의 1 수준으로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학위수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학생활동

제 36조(학생회)  ①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에 

대한 겸손을 배우며, 교양과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인의 자질을 함양하고, 사랑과 

화목의 기독교적 학풍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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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제 37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8 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성차별 및 성희롱․폭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기회의 공정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학생 간 또는 학생, 교․직원 간 대인관계 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언행이나 성적대상으로 표현하는 행위

제 40 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1 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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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 42 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

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징계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10장  규율과 상벌

제 44 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 45조(포상)  총장은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 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징계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7조(폭력 예방)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폭력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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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등록금

제 48 조(등록금)  ① 학생은 본 대학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매학기 등록기간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편․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일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신청학점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9 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0조(등록금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50 조의2(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6.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전 항의 반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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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장학금 

제 51 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해외취업준비생, 관계법령이 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제 52 조(기능 및 구성)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를 두며, 그 구성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무위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교직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53조(회의)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4장  교무위원회

제 54 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장  조직 등

제 55 조(직제)  본 대학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56 조(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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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의2(교직원)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 56 조의3(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전임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산학협력만을 전담(산학협력중점교수)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 56 조의4(강사)  ①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57 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을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웰빙식품 학교기업”

(이하 “백석웰빙식품 학교기업”이라 함)이라 한다.

② 백석웰빙식품 학교기업은 본교 소재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교지 및 교사밖에 둘 

수 있다.

③ 백석웰빙식품 학교기업은 외식산업학부 제과제빵전공과 연계하여 제과제빵의 생산과 

판매를, 한식조리와 연계하여 장류제조 및 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④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7 조의2(학교기업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와 관련,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에는 그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사업년도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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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교직원 1인당 연간 최대지급액은 당해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최대지급액은 당해연도 

학생의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직원 및 학생이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장  자체평가

제 58 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제 59 조(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및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18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 60 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학칙개정

제 61 조(학칙개정)  이 학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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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칙개정안 작성 및 공고 : 기획처장은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등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 및 공포·시행 : 학칙 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제 62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장  대학평의원회

제 63 조(대학평의원회 구성)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제 64 조(대학평의원회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5 조(대학평의원회 운영)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장애학생지원

제 66조(장애학생지원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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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7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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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외국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천안외국어대학의 재학생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1조, 제6조, 제13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 3, 제34조, 

제44조, 제47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판매관리과와 사무자동화과 

졸업생에게는 각각 경영전문학사와 전산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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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학과명칭에 의하여 수여된 학과별 전문학사 

명칭은 이 학칙의 학과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 56조와 제 57조 직제 관련 부분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교명변경 관련 부분은 200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외국어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석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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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04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자와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종전의 러시아어과, 관광통역과, 사이버무역과, 외식산업과, 평생교육과, 환경시스템과, 

음악과 학생은 각 각 관광러시아어과, 관광학부, 국제무역과, 외식산업학부, 

교육․복지학부, 보건환경과, 실용음악학부의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컴퓨터정보과와 컴퓨터벤처과 학생은 컴퓨터학부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행정과, 식품유통과 소속 학생은 각 각 공무원양성과 및 보건행정과, 마케팅정보과 

및 외식산업학부로 학생이 선택하여 결정된 소속으로 한다.

  4. 종전의 야간 학과 소속학생은 주간 학과 소속으로 하며, 주간 학과가 개편된 경우에는 

위 가, 나, 다 항에 의하여 개편된 주간 학부(과) 소속으로 본다.

제 3 조(교육과정의 이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개편된 학부(과)로 소속이 변경된 

자는 변경된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이 변경되기 전에 이수한 학기는 

개편된 학부(과)의 해당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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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2005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종전의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 관광러시아어과 학생은 외국어학부, 공무원양성과 

학생은 공무원학부, 경영과, 비서정보과, 세무회계정보과 학생은 경영학부, 광고홍보과, 

국제무역과, 마케팅정보과 학생은 광고․마케팅학부, 보건행정과, 보건환경과 학생은 

보건학부, 컴퓨터학부 학생은 디지털정보학부, 생활체육학부 학생은 레저스포츠학부 

소속으로 본다. 

  2. 종전의 교육복지학부 소속 학생 중 전공이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아동․평생교육학부와 

사회복지학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전공인 학생은 아동․평생교육학부, 

아동복지전공인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소속으로 본다. 

  3. 종전의 행정과, 식품유통과 소속 학생 중 소속이 결정되지 아니한 학생은 각 각 공무원학부 

및 보건학부, 광고․마케팅학부 및 외식산업학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종전 관광학부의 여행이벤트, 외식산업학부의 푸드스타일리스트, 컴퓨터학부의 

무선인터넷콘텐츠와 컴퓨터시스템관리, 생활체육학부의 생활체육, 태권도 전공인 

학생은 각 각 관광학부의 관광경영, 외식산업학부의 푸드스타일링, 디지털정보학부의 

인터넷정보, 레저스포츠학부의 레저스포츠, 태권도외교 전공 소속으로 본다. 

제 3 조(교육과정의 이수)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이 개편된 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이 변경되기 전에 이수한 학기는 

개편된 학부의 해당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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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06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의 경영학부 학생 중 경영 및 세무회계 전공인 학생은 경상학부의 경영 및 세무회계의 

해당 전공, 부동산 전공인 학생은 부동산과, 비서 전공인 학생은 비서과 소속으로 하며,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경상학부 소속으로 하되, 경상학부, 부동산과, 비서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종전의 광고․마케팅 학부의 학생 중 국제비즈니스 전공인 학생은 경상학부의 무역전공 

소속으로 하며,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광고․마케팅 학부 소속으로 하되, 

경상학부 무역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3. 종전의 외국어학부 학생 중 영어 전공인 학생은 영어학부, 일어 전공인 학생은 일본어학부, 

중국어 전공인 학생은 중국어학부, 러시아어 전공인 학생은 러시아어과 소속으로 하며,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영어학부 소속으로 하되,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러시아어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2004학년도 이전의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러시아어과 학생은 해당 학부 소속으로 한다.

  4. 종전의 사회복지학부 학생 중 아동복지 전공은 영유아보육 전공 소속으로 한다.

  5. 종전의 디지털정보학부 학생은 컴퓨터정보학부 소속으로 하며, 디지털정보학부의 

디지털디자인 전공인 학생은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소속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정보학부 

학생 중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컴퓨터정보학부의 

멀티미디어, 모바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6. 종전의 아동․평생교육학부 학생 중 특수보육 전공인 학생은 보건학부 언어교정 전공, 

아동미술 전공인 학생은 디자인학부 아동미술디자인 및 실내 디자인 전공, 평생교육 

전공인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평생교육 전공 소속으로 하며,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소속으로 하되, 보건학부 언어교정, 디자인학부 아동미술디자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7. 종전의 보건학부 학생 중 보건위생 전공은 보건환경 전공 소속으로 한다.

  8. 종전의 레저스포츠학부 학생은 생활체육학부 소속으로 하며, 레저스포츠 학생 중 

스포츠뷰티 전공인 학생은 스포츠건강관리 전공, 태권도 외교 전공인 학생은 태권도과 

소속으로 한다. 전공을 결정하지 아니한 학생은 생활체육학부 소속으로 하되, 태권도과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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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교육과정의 이수)  종전의 학부(과) 및 전공에 소속된 학생이 개편된 학부(과) 및 

전공으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은 변경된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속이 

변경되기 전에 이수한 학기는 개편된 학부(과)의 해당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백석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석문화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07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의 영어학부 아동영어지도 전공인 학생은 생활영어 전공 소속으로 한다. 

  2. 폐과된 러시아어과 학생은 영어학부, 디지털문화콘텐츠과 학생은 컴퓨터정보학부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에 전과 조치한다.

  3. 종전의 경상학부 무역전공인 학생은 국제통상전공 소속으로 한다. 

  4. 종전의 보건학부 언어교정 전공인 학생은 보건재활학부 언어청각재활 전공 소속으로 

한다.

  5. 종전의 실용음악학부 실용음악 전공인 학생은 보컬전공, 건반전공, 기타전공, 드럼전공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전공 소속으로 하며, 컴퓨터음악 전공인 학생은 컴퓨터 실용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인 학생은 피아노과 소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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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08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 중 종전의 

경상학부 철도경영 전공인 학생은 경영 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09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0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의 외식산업학부 푸드스타일링 전공인 학생은 푸드코디네이션 전공 소속으로 한다.

  2. 폐과된 공통계열의 자율전공학부는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부(과)에 전과 조치한다. 

부    칙 (고등교육법 개정 공포-2009.1.30 관련)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장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제규칙 개정관련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학장’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총장’으로, ‘부학장’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부총장’

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8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V. 학  사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0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의 컴퓨터정보학부 학생은 인터넷정보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0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의 컴퓨터정보학부의 인터넷정보전공은 인터넷정보학부 인터넷보안전공, 

멀티미디어전공은 멀티미디어영상전공, 모바일전공은 컴퓨터정보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종전 공무원학부의 경찰행정전공은 경찰경호학부의 경찰행정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폐과된 비서과는 경상학부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부(과)에 전과 

조치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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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교명변경관련 사항은 

2012년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백석문화대학의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석문화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다른 제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조각항 중 

‘백석문화대학’을 ‘백석문화대학교’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10월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2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 생활체육학부의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골프전공은 스포츠레저

학부의 레저스포츠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골프전공 소속으로 한다.

  2. 종전 인터넷정보학부의 멀티미디어영상전공, 스마트폰콘텐츠전공은 스마트폰미디어

학부의 미디어영상전공, 스마트폰콘텐츠전공 소속으로 한다.

  3. 종전 해외인턴십학부의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학생은 해외인턴십학부의 비즈니스

전공, 호텔관광전공, 외식산업전공, 외식조리전공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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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3학년도 1학년에 복학하는 학생과 201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 영어학부의 생활영어전공, 관광영어통역전공은 영어지도전공, 관광서비스영어

전공 소속으로 한다.

  2. 종전 경상학부의 국제통상전공은 무역전공 소속으로 한다.

  3. 종전 공무원학부의 일반행정전공, 교정행전공은 경찰경호학부의 경찰행정전공, 

경찰경호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종전 사회복지학부의 평생교육전공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영유아보육전공, 

아동청소년복지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종전 보건재활학부 보건행정전공은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하고, 유아특수재활전공은 

사회복지학부의 유아특수재활전공 소속으로 한다.

  6. 종전 보건재활학부의 보건환경전공, 언어청각재활전공은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한다.

  7. 종전 태권도과는 스포츠레저학부의 태권도전공 소속으로 한다.

제 3 조(3년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 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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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1. 종전 일본어학부의 생활일본어전공, 비즈니스일본어전공, 관광일본어통역전공 학생은 

일본어과 소속으로 한다.

  2. 종전 중국어학부 생활중국어전공, 비즈니스중국어전공, 관광중국어통역전공 학생은 

중국어과 소속으로 한다.

  3. 종전 경상학부 경영전공, 세무회계전공, 무역전공 학생은 경영학부 경영전공, 세무회계

전공, 무역전공 소속으로 한다.

  4. 종전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전공은 호텔외식조리전공으로, 한국조리전공, 푸드코디

네이션 전공 학생은 한식스타일링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 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한다.

제 3 조(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영어학부의 비즈니스영어전공, 관광서비스영어전공, 영어지도전공 학생은 영어과 

소속으로 본다. 

  2. 실용음악학부의 실용음악전공, 피아노전공 학생은 실용음악과 소속으로 본다. 

제 4 조(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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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경영학부의 무역전공 학생은 경영학부의 경영전공, 세무회계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부동산과 학생은 경영학부의 경영전공, 세무회계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3. 자율전공학부(인문사회)와 자율전공학부(예체능) 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당시 선택한 

학부(과)와 전공 소속으로 본다.

  4. 외식산업학부 한식스타일링전공 학생은 외식산업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 외식창업

경영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명칭 변경 및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는 각각 글로벌어학부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중국어 

전공소속으로 본다.

  2. 경영학부는 경영·회계학부 소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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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고·마케팅학부의 마케팅정보전공, 유통물류전공은 마케팅·유통전공 소속으로 

본다.

  4. 해외인턴십학부는 글로벌외식관광학부 소속으로 본다.

  5. 외식산업학부의 외식창업경영전공은 외식서비스경영전공 소속으로 본다.

  6. 인터넷정보학부는 컴퓨터공학부 소속으로 보며, 인터넷정보학부의 인터넷보안전공은 

컴퓨터공학부의 IT보안전공으로 본다.

  7. 디자인학부의 실내디자인전공은 실내건축디자인전공 소속으로 본다.

제 3 조(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본다.

  1. 사회복지학부의 노인복지전공, 아동청소년복지전공 학생은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

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전공, 유아특수재활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스포츠레저학부의 골프전공 학생은 레저스포츠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스포츠건강관리전공, 태권도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실용음악과는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건반전공, 기타전공, 베이스전공, 드럼전공, 

컴퓨터음악작곡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제 4 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학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학칙 또는 이 학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제2조(간호과 명칭변경 및 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간호과 

3년제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년제 간호학과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의 간호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4년제 간호학과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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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3년제 학과 졸업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 3 조(학부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외식관광학부 

호텔리조트전공 학생 중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소속으로 본다.

제 4 조(학부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 전공에 소속된 

학생 중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부 전공 소속으로 본다.

  1. 글로벌외식관광학부 해외여행관광가이드전공 학생은 글로벌외식관광학부의 글로벌

외식조리전공 또는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스포츠레저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학생은 스포츠레저학부의 레저스포츠전공 또는 

태권도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제 5 조(조기취업자의 성적평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조기취업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을 적용한다. 단, 해당 조기 취업자는 이 학칙 시행일 기준 시점에 재학 

중인 자라야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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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

바리스타전공 학생 중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글로벌외식관광학부의 글로벌외식조리전공 또는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 2조(졸업이수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 3 조(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에 소속된 학생 

중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부 소속으로 본다.

1. 스마트폰미디어학부 학생은 스마트미디어학부 소속으로 본다.

2. 디자인학부 학생은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 소속으로 본다.

부    칙 <2019. 7. 15.>

제 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 2 조(학부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에 소속된 학생 

중 3년제는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2년제는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학부 소속으로 본다.

  1. 식품영양과는 식품영양학과(3년제)

  2.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은 

각각 디자인학부의 시각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3.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의 만화·애니메이션전공은 만화·애니메이션학부의 만화전공, 

애니메이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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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학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외식조리

전공,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학생이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외식산업학부 글로벌외식조리전공, 관광학부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 명칭 변경에 따른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스마트미디어학부의 스마트폰

콘텐츠전공 학생 중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학위수여 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스마트콘텐츠전공 소속으로 본다.

부    칙 <2020. 9. 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2. 26.>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이 3년제는 2022년 전기(2023년 2월), 2년제는 2021년 전기(2022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학부(과) 소속으로 본다.

1.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2. 글로벌어학부는 글로벌외국어학부

  3. 외식산업학부의 글로벌외식조리전공, 외식서비스경영전공, 글로벌외식조리전공은 

각각 외식산업학부의 글로벌스타셰프전공, 외식경영전공, 호텔조리전공 

  4. 컴퓨터공학부 IT보안전공, 컴퓨터정보전공은 각각 ICT학부 게임콘텐츠전공, 컴퓨터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107

학  칙

정보전공

  5. 스마트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스마트콘텐츠전공은 각각 스마트미디어학부 

뉴미디어영상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6. 실용음악학부 건반전공, 기타전공, 베이스전공, 드럼전공은 실용음악학부 기악전공

제 3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재적생에 

대하여는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3년제 

만화·애니메이션학부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의 만화·애니메이션학부에 

소속된 학생 중 2021년 전기(2022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만화·애니메이션학부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학부·과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이 2021년 전기(2022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학부(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

  1. 사회복지학부의 유아특수재활전공 학생은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전공 또는 

영유아보육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외식산업학부의 명품한식조리전공 학생은 외식산업학부의 글로벌스타셰프전공 또는 

외식경영전공, 호텔조리전공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의 별표 1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2. 18.>

제 1 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학부·과·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이 3년제는 2023년 전기(2024년 2월), 2년제는 2022년 전기(202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학부(과) 소속으로 본다.

  1. 경영·회계학부의 경영전공, 세무회계전공은 각각 경영회계학부의 경영전공, 

세무회계전공

  2. ICT학부의 게임콘텐츠전공, 컴퓨터정보전공은 각각 컴퓨터정보학부의 컴퓨터게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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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전공

  3. 만화·애니메이션학부의 만화전공, 애니메이션전공은 각각 만화애니메이션학부의 

만화전공, 애니메이션전공

  4. 스마트미디어학부의 뉴미디어영상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은 각각 스마트미디어

영상학부의 뉴미디어영상전공, AR/VR영상전공

  5. 뷰티코디네이션과는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토탈뷰티전공, 리챠드프로헤어전공

제 3 조(학부·과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이 2022년 전기(202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학부(과) 

전공 소속으로 본다.

  1. 글로벌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학생은 글로벌외국어학부 영어전공 또는 일본어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 관광학부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학생은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또는 관광경영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학부 영유아보육전공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또는 사회복지상담

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4. 외식산업학부 글로벌스타셰프전공 학생은 외식산업학부 외식경영전공 또는 호텔조리

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5. 스포츠레저학부 글로벌스쿠버다이버전공 학생은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또는 

스포츠지도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제 4 조(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에 소속된 학생 

중 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위수여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편된 학부(과)전공 소속으로 본다.

  1. 광고·마케팅학부의 광고홍보전공, 마케팅·유통전공 학생은 각각 방송광고영상학부 

광고영상전공, 경영회계학부 마케팅유통전공 소속으로 하되,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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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인문
사회
계열

유아교육과(3년제) 106 106 106 106

글로벌어학부

영어전공

90 75 -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글로벌외국어학부

영어전공

- - 75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글로벌외국어학부
영어전공

- - - 50
일본어전공

경찰경호학부
경찰행정전공

100 100 100 100
경찰경호전공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70 70 67 -
세무회계전공

경영회계학부

경영전공

- - - 70세무회계전공

마케팅유통전공

광고·마케팅학부
광고홍보전공

70 70 67 -
마케팅·유통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160 - - -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 180 180 -
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 - - 99관광경영전공

항공서비스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190 190 - -영유아보육전공

유아특수재활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 - 150 -
영유아보육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 - - 150
사회복지상담전공

글로벌외식관광학부
글로벌외식조리전공

60 - - -
글로벌호텔리조트전공

소계　 846 791 745 575

[별표 1]

학부(과)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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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자연
과학

계열

간호학과(4년제) 160 160 160 160

식품영양과(3년제) 30 - - -

식품영양학과(3년제) - 33 30 30

보건행정과(3년제) 150 150 - -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 - 130 90

안경광학과(3년제) 128 100 100 100

치위생과(3년제) 78 82 84 84

방사선과(3년제) 56 67 72 72

외식산업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

275 - - -

외식서비스경영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명품한식조리전공

외식산업학부

호텔외식조리전공

- 275 - -

외식서비스경영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명품한식조리전공

글로벌외식조리전공

외식산업학부

외식조리트랙

글로벌스타셰프전공

- - 240 -

외식경영전공

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트랙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외식산업학부

외식경영전공

- - - 210
호텔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커피바리스타전공

화훼플로리스트과 - - - 20

소계　 877 867 816 766

공학
계열

컴퓨터공학부
IT보안전공

80 80 - -
컴퓨터정보전공

ICT학부
게임콘텐츠전공

- - 80 -
컴퓨터정보전공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전공

- - - 60
컴퓨터게임전공

스마트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80 - - -
스마트폰콘텐츠전공

스마트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 80 - -
스마트콘텐츠전공

스마트미디어학부
뉴미디어영상전공

- - 80 -
융합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뉴미디어영상전공

- - - 60
AR/VR영상전공

소계　 160 160 16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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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예체능
계열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100 100 100 -글로벌스쿠버다이빙전공

태권도전공

스포츠레저학부

레저스포츠전공

- - - 150태권도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150 150 - -

건반전공

기타전공

베이스전공

드럼전공

컴퓨터음악작곡전공

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 - 150 200기악전공

컴퓨터음악작곡전공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40 - - -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120 120 120실내건축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만화전공

- 90 - -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부(3년제)
만화전공

- - 90 -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부(3년제)
만화전공

- - - 150
애니메이션전공

뷰티코디네이션과 - - 60 -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토탈뷰티전공

- - - 90
리챠드프로헤어전공

방송광고영상학부
방송영상전공

- - - 60
광고영상전공

소계　 390 460 520 770

합   계 2,273 2,278 2,24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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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위종별 학부(과)

□ 전문학사

학 위 종 별 학부(과)

교 육 전 문 학 사 유아교육과

영 어 전 문 학 사
영어학부, 영어과, 글로벌어학부(영어전공), 

글로벌외국어학부(영어전공)

일 본 어 전 문 학 사
일본어학부, 일본어과, 글로벌어학부(일본어전공), 

글로벌외국어학부(일본어전공)

중 국 어 전 문 학 사
중국어학부, 중국어과, 글로벌어학부(중국어전공), 

글로벌외국어학부(중국어전공)

행 정 전 문 학 사 공무원학부

경 찰 전 문 학 사 경찰경호학부

경 영 전 문 학 사 경상학부, 부동산과, 비서과, 광고·마케팅학부, 경영학부, 경영·회계학부, 경영회계학부

관 광 전 문 학 사 관광학부

복 지 전 문 학 사 사회복지학부

국 제 전 문 학 사 해외인턴십학부, 글로벌외식관광학부

외 식 산 업 전 문 학 사 외식산업학부

화 훼 장 식 전 문 학 사 화훼플로리스트과

식 품 영 양 전 문 학 사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보 건 전 문 학 사 보건재활학부, 보건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전 산 전 문 학 사
인터넷정보학부, 스마트폰미디어학부, 컴퓨터공학부, ICT학부, 컴퓨터정보학부, 

스마트미디어학부, 스마트미디어영상학부

체 육 전 문 학 사 생활체육학부, 태권도과, 스포츠레저학부

음 악 전 문 학 사 실용음악학부, 피아노과, 실용음악과

간 호 전 문 학 사 간호과

디 자 인 전 문 학 사
디자인학부,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시각디자인전공,  실내건축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예 술 전 문 학 사 디자인‧애니메이션학부(만화‧애니메이션전공), 방송광고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문학사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미 용 전 문 학 사 뷰티코디네이션과, 뷰티코디네이션학부

□ 학사

학 위 종 별 학부(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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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인원

구분 모집단위
입학정원

비고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인문사회

계열

유아교육과(1년과정) 30 -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유아교육학과(1년과정) - 30

경영학과 10 10

사회복지학과 20 20

자연과학

계열

간호학과(1년과정) 15 15

치위생학과(1년과정) 15 15

공학계열
컴퓨터정보학과 10 10

스마트미디어학과 10 10

합계 110 110

[별표 4]

전공심화과정 학위종별 학과

학위종별 학  과

교 육 학 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학과

경 영 학 사 경영학과

문 학 사 사회복지학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치 위 생 학 사 치위생학과

공 학 사 컴퓨터정보학과, 스마트폰미디어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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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졸업 및 수료학점

구분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학년도

입학자

2018학년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졸업

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20학점

4년제 : 140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17학점

4년제 : 140학점

2년제 :  80학점

3년제 : 117학점

4년제 : 140학점

2년제 :  74학점

3년제 : 114학점

4년제 : 13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이수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1년제 20학점, 2년제 60학점)

수료

학점

학년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7학년도

입학자

2018학년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1 40 40 30 40 40 30 40 35 30 37 34 27

2 80 80 65 80 80 65 80 80 65 74 77 60

3 - 120 100 - 117 100 - 117 100 - 114 92

4 - - 140 - - 140 - - 140 -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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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표

등급 배점 평점 백분위 점수

A+ 100∼95

4.5 100.0

4.4 98.9

4.3 97.7

4.2 96.6

4.1 95.4

A0 94∼90

4 94.3

3.9 93.1

3.8 92.0

3.7 90.9

3.6 89.7

B+ 89∼85

3.5 88.6

3.4 87.4

3.3 86.3

3.2 85.1

3.1 84.0

B0 84∼80

3 82.9

2.9 81.7

2.8 80.6

2.7 79.4

2.6 78.3

C+ 79∼75

2.5 77.1

2.4 76.0

2.3 74.9

2.2 73.7

2.1 72.6

C0 74∼70 2 71.4

D+ 69∼65 1.5 65.7

D0 64∼60 1 60.0

F 59∼0 0 48.6

P 　 불계

※ 백분위 점수 환산식 = ((평점평균-1)×40÷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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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부(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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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부(과)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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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백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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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부(과) 

소정의 전 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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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백석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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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학년도 본 대학                부(과) 

소정의 전 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백석문화대학교총장

○○○박사 ○ ○ ○

학위등록번호 :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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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1.]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규정된 학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본 대학 학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교육과정 및 교과이수

제 3 조(교육과정)  ① 매 학년도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공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커리큘럼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학칙 제1조와 본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 구현과 인성함양을 위해 매 학기 

채플(교양특강)과 기독교윤리 교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양교육과정으로 구분하며 전공교육과정은 기초, 심화, 응용으로 

구분하고, 교양교육과정은 혁신, 소통, 관계, 섬김, 직무기초 교과로 구분한다.

④  새로운 역량·지식·기술이 요구되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Fast-lane 

개편트랙을 적용하여 교양 및 전공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으며, 절차는 제1항에 의한다.

⑤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성인학습자,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트랙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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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교과이수 및 학점인정)  ① 교과이수의 구분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필수과목과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D0 이상의 성적 취득과목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조(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① 산업체와 해당 학부(과)에서 산학연계 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들의 

취업,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당해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6 조(대체과목의 지정)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부·전과 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필수과목의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와 이수학기의 불일치 등 기타 졸업이 

어려운 재학생과 졸업유보학생에 대하여는 학부(과)장은 대체과목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과를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삭제

제3장  과목별 담당교수의 시수 및 과목배정 

제 8 조(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보직 등의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학기별 시간표)  ① 교무처장은 교수별 담당시수 및 학부(과)장이 교육과정에 의하여 

작성한 수업시간표를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업시간표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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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삭제

제 12 조 삭제 

제 13 조(강의계획서)  ① 각 교과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강의계획서를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의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과목 개요,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 평가방법, 교재, 강의주제, 

강의내용, 교육성취수준, 교수방법, 교수매체 등으로 한다.

③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실시 1주일 전까지 입력하여 수강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삭제 

제4장  전공결정 

제 15조(전공선택 및 변경)  ① 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 재학 중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에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은 학부에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거나 특정 전공의 교육과정만을 운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공별 지망학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학칙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학년도 

전공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부는 지정된 기간에 전공을 선택한 학생의 명단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제1학년 제2학기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으로서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복학신청 

시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상담을 통하여 전공을 결정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전공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변경 희망원서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학부장에게 제출하고, 학부장은 소속 전임교원의 전공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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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삭제 

제5장  등  록

제 18 조(등록금)  ① 입학(편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장애학생의 등록금)  ① 삭제 

② 장애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을 책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학점당 

등록금액은 소속 학부(과)의 당해 연도 해당학기의 등록금에 20학점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천원 미만은 절사)으로 한다.  

제 20조(졸업유보생 등록)  ① 2년제 학부(과)는 4학기, 3년제 학과는 6학기, 4년제 학부(과)는 

8학기를 수학한 후에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된 자의 경우에는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삭제 

제 20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생 등록)  ①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 중 수강 신청자는 학점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취업프로그램 등의 참가 

또는 외부시설 활용시 경비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후 수강 신청한 과목의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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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삭제 

제6장  수강신청

제 22 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에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수강신청은 소속 학부(과)의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학부(과)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타 학부(과) 수강신청서를 작성, 수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 확인과 소속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학부(과) 및 전공별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3 조(수강신청 지도)  ①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은 소속 학부(과)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은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과목 및 수강학점 등을 특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 24 조(수강신청 정정)  ① 삭제 

②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정정원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 신청된 과목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정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제 25 조(수강신청 학점)  ①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하며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3학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수강 학점을 18학점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 등 부득이한 학부(과)의 경우에는 21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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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제26조(수강과목 철회)  ① 교양필수 과목을 제외한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강과목 철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할 경우에는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신청 학점이 최소 13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 삭제 

제 27 조(중복수강 및 초과이수 금지)  동일과목 중복수강, 수강신청 학점 초과이수, 미 

수강신청 과목 이수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28 조(교차수강)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차수강을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할 수 있다. 

제 29 조(재수강)  ①성적등급이 D+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재수강의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우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단,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0 조 삭제

제 31 조(폐강)  ① 수강 인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교과목 : 20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10명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학생활과 문제해결, 취업·창업 멘토링 

2. 간호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등 임상실습 교과목 

3. 전공실기 교과목

4. 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교과목

5. 기타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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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업 및 출석

제 32 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매 교시 50분으로 한다.

② 산업체위탁교육,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합반수업) 또는 팀티칭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33 조 삭제 

제 34조(출석)  ① 교과 담당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매 시간 수강학생의 출결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무단결석, 부정출석, 강의 도중 무단퇴실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 35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은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5일 이내에 해당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이행 : 해당기간

2. 삭제

3. 기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이행 : 해당기간

4. 직계가족의 사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 5일

5. 본인의 결혼 : 5일

6. 삭제

7.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2주 이내

8. 본인 출산 : 20일

9. 배우자 출산 : 10일

10. 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기간

② 조기 취업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129

학사운영규정

③ 해당 학부(과)장은 사실 확인 후 이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고 출석을 인정토록 

한다.

제 36조(휴강)  교과목 담당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시간 15분이 경과할 때까지 출강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 시간은 휴강으로 처리한다.

제 37 조(휴강 및 보강)  ① 공무 또는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강원 및 보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에 의한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휴강하게 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수강학생들에게 보강일자와 시간 등을 

공지하여 보강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휴강한 교과목은 반드시 당해 학기에 보강하고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대강)  교과목 담당교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대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성적평가

제 39 조(평가방법)  ①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 40 조(추가평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시원을 제출하여 추가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진단서 첨부)

2. 3촌 이내의 사망(사망 진단서 첨부)

3. 병역법상의 의무이행(관련 통지서 사본 첨부)

4. 천재지변

5. 기타 교무처장이 인정한 학생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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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제 41 조(성적평가)  ① 모든 교과목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과목, 

현장실습과목 등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수강한 전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 산출은 수강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 신청한 학점합계로 나누며,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매 학기 평점 평균 = 
(수강과목별 학점수 × 각 과목 평점)의 합계

수강신청 총학점수

④ 당해 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F 학점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성적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출석성적 = 출석반영점수 ×
(출석시수 - 결석시수)

총 수업시수  

⑥ 평가된 성적이 F 학점인 경우에는 성적평가 비고란에 출석미달, 성적미달 등의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성적 등위는 평점 평균 우위 순에 의하며, 동점시에는 실점평균, 취득학점, 연소자 

우선 순에 의한다. 

⑨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2 조 삭제 

제43조(군휴학자 성적)  ①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하고 군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출석성적과 

중간(수시)평가 성적 등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성적을 인정받지 않고자 할 때에는 복학시 재등록을 하고 입대휴학 당시의 

학기로 복학할 수 있다. 

제 43조의2(선이수학점인정)  ① 선이수 자격요건, 과목, 강의 개설 등 세부사항은 해당기관과 

협약 또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선이수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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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성적의 입력 및 정정)  ① 매 학기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학기말 

성적입력기간에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담당교수가 직접 입력한다.

② 성적의 열람은 성적열람기간에 학생들이 성적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적의 오류, 누락, 학생의 이의제기 등으로 성적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이를 확인하여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④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끝난 후 최종 확정된 성적은 성적 평가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정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가 기재된 성적정정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⑥ 삭제 

제 45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제9장  계절수업

제 46 조(계절수업 개설)  ① 계절수업의 학점은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개설기간은 매학기 종료 후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목 개설은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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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조 삭제 

제 48 조(수강대상 학생)  계절수업의 수강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1. 학점 미 취득 학생(F학점)중 재 이수 희망학생

2. 성적부진 학생(기 취득한 성적이 D+이하인 학생)중 재 이수 희망학생

3. 자기발전을 위한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희망학생

4. 학점취득을 위해 수강을 희망하는 시간제 등록생

제 49 조(학점 및 성적처리)  ① 삭제 

②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계절수업의 성적평가 방법은 정규학기의 평가 방법에 의한다. 

④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학점은 졸업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학기별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 기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삭제 

제 50 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취소한다. 단,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의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은 학점 당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 

③ 기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은 정규학기에 준하여 반환한다. 

제10장  학적변동

제 51 조(휴학)  ①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 복무로 인한 휴학 

2. 일반휴학 : 질병, 가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3.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한 휴학

4. 육아휴학 : 육아,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휴학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복교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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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52 조(군 입대휴학)  ① 삭제 

② 휴학신청은 입영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복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병역법에 정하는 복무기간으로 한다.

제 53 조(일반휴학)  ① 삭제 

②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군휴학 및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일반휴학을 제외하고는 

첫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재학 중 2회(4학기)에 한하며, 

반드시 당해 학기 초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2학기)에 한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일반휴학 중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입영일 이전에 군휴학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53 조의2(창업휴학)  ① 삭제 

② 창업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③ 창업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3 조의3(육아휴학)  ①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② 1회에 1년(2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 54 조(휴학신청 서류)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휴학원서(공통 : 본 대학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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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휴학 : 보호자 사유서, 병·의원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3. 군휴학 : 군 입영 명령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4. 창업휴학 : 보호자 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 창업 관련 제반 서류 

5. 육아휴학 : 병‧의원 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제 55 조(휴학 및 자퇴자의 등록금 처리)  ① 휴학 중인 학생의 자퇴로 인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휴학 신청일로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휴학일자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까지 :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인정

2. 휴학일자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경과 후 90일 경과 전 까지 : 기 납부한 등록금 

1/2 해당액 인정 

3. 휴학일자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무효

③ 삭제 

④ 분납등록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은 해당 학기의 완납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은 환불 할 수 있다.

제 56 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이내에 복학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사유가 조기에 만료된 학생의 경우,  

복학시기를 조정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 만료자는 온라인으로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조기 복학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학원(본 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입대 휴학생의 경우)

④ 군휴학생 중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및 수강허가 

등으로 복학예정일 이전에 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7 조(자퇴)  ① 질병, 가정사정, 기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본 대학 

소정양식)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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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학부(과) 교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은 매 학기초 제적당시 학년이하의 동일학부(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적당시의 학부(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폐과된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관련있는 학부(과)에 

재입학할 수 있다.

③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당해 학년도의 입학금을 가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생이 재학당시에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재입학시 제적당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위탁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재입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⑥ 재입학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 59 조 삭제 

제 60 조 삭제 

제 61 조(전부·전과)  ① 전부․전과는 1학년 2학기초 또는 2학년 1학기초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부·전과를 허용한다.

③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의 전부·전과는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부·전과 대상 학부(과)는 입학 당시의 학부(과)와 동일계열 학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계열이 아닌 학부(과)로 전부·전과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 대상 

학부(과)장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⑤ 전부·전과한 학생은 전출한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 학부(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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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타 계열로 전부·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금부터 전부·전과된 학부(과)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전부·전과 허용인원과 전부·전과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졸업

제 62 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2년제 학부(과)의 경우 4학기 이상, 3년제 

학부(과)의 경우 6학기 이상을, 4년제 학부(과)의 경우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 62 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①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위하여 한 학기 

이상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종 학기말에 신청하되,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해외연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기당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 62조의3(유급)  학칙 제34조의4에 의거하여 간호학과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제를 

실시한다.

1. 동일학년에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자는 유급 조치

2. 유급된 자의 취득학점은 해당학년도의 취득학점 전체를 무효로 하며, 진급대상에서 

제외

3.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수강 및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

4. 8학기 초과자의 등록금 납부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용

5. 등록할 학기에 교과목 개설 관계로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학기는 휴학 처리

제 63 조(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시간제 등록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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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2장  학적부 정정 및 학번부여

제 64 조(학적부 정정)  학적부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정원과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 65 조(학번부여)  ① 본 대학 학생에게 부여하는 학번은 입학년도 4단, 학부(과)번호 2단, 

개인번호 3단으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학번은 당초 입학 시 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③ 편입생의 학번은 편입학부(과) 학년 재학생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학번은 등록년도 4단, 구분기호 1단, 학기 1단, 개인번호 3단으로 

구성한다.

제 66 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① 본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한다.

2. (적용범위)  본 내규는 199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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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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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제4호 전공실무과정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4조제3항의 휴학생 등록금 인정여부는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 (다른 규칙의 폐지)  계절수업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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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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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조기취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단, 해당 조기취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 시점에 재학 중인 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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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2조의3 유급제는 2018학년도 간호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강신청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사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학사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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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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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과정”이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기본이수과목”이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3. “표시과목”이란 교원자격증에 명시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제 3 조(자격증의 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자격증[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제 4 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서 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장  교직과정 이수 대상자

제 5조(교직과정 이수대상자)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6조(이수학점) 교직과정 이수대상(예정)자인 유아교육과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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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나.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나.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제 7 조(기본이수과목)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은 별표1에 의한다.

제3장  교육실습 

제 8 조(교육실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졸업학년도 이내에 교육실습 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육실습 1과목 2학점(4주 이상)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4주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60시간 이상) 

제 9 조(실습경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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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원양성위원회

제 10 조(심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장  무시험검정

제 11 조(무시험검정 대상)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 12 조(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서류심사로 한다.

②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은 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의한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제 14 조(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① 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3년 3월 1일 이후 졸업할 경우 : 적격판정 1회 이상

2. 2013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인 경우 : 적격판정 2회 이상

③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부적격자는 추가검사를 실시하되, 추가검사 실시방법 및 

적격여부 판정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제15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단, 2016.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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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성인지 교육

제16조(성인지 교육)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9장  기  타

제17조(준용)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은 교원양성위원회심의 또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원양성과정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원양성과정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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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직과목 일람표

1. 유치원정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학과명 자격종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

(2급)

• 유아교육론

• 유아교육과정

• 영유아발달과교육

• 유아놀이지도

• 유아관찰및실습

• 유아언어교육

• 유아사회교육

• 유아과학교육

• 유아수학교육

• 유아미술교육

• 유아음악교육

• 유아동작교육

• 부모교육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아동복지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이상을 포함한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이어야 함. 

※ 교과교육영역(전공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기타 교과교육영역

2. 유치원정교사(2급)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영 역 과           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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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표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비고

유치원 

정교사(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 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인성검사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 3. 1. 이후 졸업자 만 

해당)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 3. 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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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교 원 자 격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           )법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 육 부 장 관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권한의 임을 받아

백석문화대학교총장

1. 검정종별 : 무시험검정

2. 법정해당 자격기준

   (        )법 제(   )조  별표(   ) 자격기준 제     호

3. 수여조건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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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백석전  제         호 발급연월일

재 교 부

신청사유
분실    /   정정   /   훼손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0원

처리절차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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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정정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ㆍ도교육청, 
또는 대학)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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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출 원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출원자격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백석문화대학교 과(전공)
 [  ] 졸업

 [  ] 수료

연  수  명

경      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서류

◦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1.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에 한정함)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교사에 한정함)

◦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

  1.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2.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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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예배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예배를 운영․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대학예배 수강) 본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재학생은 재학기간 

중, 대학예배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 3 조(수강기간) 대학예배는 입학학기부터 졸업학기동안 수강하여야 한다.

제 4 조(이수학점) 대학예배의 학점은 학기당 1학점으로 하며, 총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제는 총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4년제는 총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시수) 대학예배의 주당 시수는 1시간으로 한다.

제 6 조(성적평가) 일반학부의 성적은 출석횟수에 따라 Pass/Fail로 평가한다. 한 학기 예배 

중 4회 이상 결석할 때에는 Fail로 처리한다. 다만, 성적 평점평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계절학기 재수강) 대학예배 과락자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제 8 조(계절학기) <삭제>

제 9 조(가산점) <삭제>

제10조(감점) <삭제>

제11조(출석인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면, 사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교목실에 제출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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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와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직계존비속의 사망 5일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② 가족관계증빙서류(호적․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또는 결혼예식순서지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2주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 기간 해당 기간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행사 참가 해당 기간 관련 공문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행사 또는 공무수행 해당 기간 관련 공문

기타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관련 공문

제12조(예배의 대체) <삭제>

제13조(지각․조퇴․예배태도불량) ① 지각은 정시로부터 5분 경과 20분까지 입실한 경우에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20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입실은 가능하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조퇴는 수업종료 이전에 퇴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예배태도불량은 수업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지각․조퇴․예배태도 

불량 2회시 1번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4조(부정행위) 대학예배 대리출석, 성경고사 부정행위,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감점 또는 과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운영지침)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대학예배 운영의 세부사항 등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둔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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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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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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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와 백석문화대학교

(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산업체위탁교육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

제2장  산업체의 범위

제 2 조(산업체 인정기준) 산업체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8.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위탁형태 및 학사관리

제 3조(위탁교육 계약 및 형태) ① 위탁교육은 산업체와 본 대학과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위탁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독위탁과 연합위탁 형태로 실시한다.

  1. 단독위탁 :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학부(과)별로 위탁

  2. 연합위탁 : 둘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학부(과)별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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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학생수 및 학급편성) ① 모집단위별 학생 수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 의한다.

  ② 학급편성은 15명 이상의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 

편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설치학부․과) 설치학부(과)는 본 대학에 개설된 학부(과)로 한다.

제 6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본 대학 개설 학부(과)의 정규교육과정을 활용하되, 

별도학급의 경우에는 위탁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학사관리) ① 위탁교육생의 학사관리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한다.

  ②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 8 조(교과목 이수) ① 교과목 이수는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② 학칙 제26조의 3에 의하여 인정하는 교과목 이수학점은 합산하여 8학점 이내로 한다.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범위 설정 : 학칙 제26조의 2 타 학교 학점인정 범위 기준)

  ③ 학칙 제26조의 3에 의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3.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관련 교과목

  5. 학점 당 15시간 이상(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 이수한 아래의 교과목

    가. 위 1-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전공관련 교과목

    나. 산업체 내 연구소 및 사내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연수의 전공관련 교과목

    다. 학칙 제57조에서 정하는 학교기업에서의 교육․연구와 관련된 교과목

  6. 동일직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전공관련 경력으로 실험․실습과 관련된 교과목(인정

학점은 소속학부(과)에서 정하되 과목당 3학점 이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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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의 교과목 이수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과)에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 학부(과)장은 검토 후 본 규칙에 적합한 경우 교무처에 협조요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선발기준 및 등록금 납부

제 9 조(자격 및 선발기준) ① 위탁생의 자격은 교육부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지침에 의한다.

  ② 위탁생은 당해 산업체에서 추천하여 본 대학의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은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에 위탁한다.

제10조(교육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교육비는 본 대학 등록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는 해당학부(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고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운영 목적)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기  타

제12조(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산학협력지원) ① 위탁교육 산업체와 본 대학 학부(과)의 상호 

협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2. 산업체가 필요한 기술개발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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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 제공

  4.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사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5. 학생생활 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②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체 내의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실이 제공되는 경우 산업현장에서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본 대학 해당학부(과)의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교육 지원서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위탁교육원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2.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약정)서 1부

  3.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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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본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직무 관련 교육시간”(이하 “교육시간”)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말한다.

  8. “협약”이라 함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학생 간 약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국내ㆍ외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현장실습운영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3장 표준 학기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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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운영, 제4장 자율 학기제현장실습 운영으로 구분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내ㆍ외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본 교 소속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

학부, 보건의료행정과, 식품영양학과, 치위생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전공의 현장실습 규정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

제 4조(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범위)  ① 본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등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인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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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⑧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운영위원회)  ①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자문·점검·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교무처장 및 글로벌인재육성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선임한다. 

③ 간사는 센터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며, 기타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교과목 개발ㆍ개편 심의

2.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발ㆍ개편 심의

3. 현장실습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

5. 현장실습운영 관련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6. 현장실습 실적, 학생ㆍ산업체 만족도 및 순회지도 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

7. 현장실습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건의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6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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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본 대학은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④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현장실습학기제는 제5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7조(운영 절차)  ①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본 대학 및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실습기관 주도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제출은 실습기관과 본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확정

3. 본 대학은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본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166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V. 학  사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본 대학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본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본 대학은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

  12.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본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본 대학은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

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본 대학과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 8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

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제 9 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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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 10 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본 대학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를 위해 본 대학을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것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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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 11 조(현장실습 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본 대학, 학생, 

실습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② 본 대학 및 실습기관은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본 대학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현장실습 기관 등 선정)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제 13 조(보험 가입)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습 참여 학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제 14 조(현장실습학기제 지도) ① 해당 학부(과)장은 실습학기제 지도,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순회 지도를 실시한다. 

②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기제현장실습 현장방문 지도는 

실습학기제 기간 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 및 출장비를 지급한다.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 지도교수별 순회지도 결과 및 기관(업체)별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 조(학점인정 범위 및 절차) ① 현장실습을 완료한 후 실습일지와 증빙서류 등을 실습 

종료 후 학부(과)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실습 일지,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성적인정 요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관련 서류는 현장실습학기제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③ 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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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한 경우 (현역복무기간은 제외)

  3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현장실습을 계절학기수업, 교내현장실습, 학부(과) 전공 관련 제작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학부(과)의 자격증취득 및 학부(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운영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되 자격증취득 등을 

고려하는 학부(과)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실습 기간 인정 학점

학기제 현장실습 12주 이상 20학점 이내

학기중 현장실습 4주 이상 6학점 이내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4주 이상 6학점 이내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4주 이상 6학점 이내

제 16 조(성적평가) ①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학기제 성적평가는 현장실습지도자 평가와 실습일지, 학부(과) 평가로 60점 

이상을 Pass로 판정한다.

③ 현장실습학기제 성적은 평점평균에는 가산하지 않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달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학부(과)는 학생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별지 제5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 17 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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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 (공휴일 포함)로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4주)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로 각 

호의 사항을 따라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4주) 신청자격은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4주)는 4주 이상 근무를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 신청자격은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소속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학기제현장실습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는 12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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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시간을 근거로 한 학점을 부여한다.

  5.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는 18시간 당 1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6.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는 국내․외 재학 기간 중 각 1회에 한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 기간 중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을 허가 할 수 있다. 

  8.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학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한 학점 내에서 인정하되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9 표준 현장실습학기제(12주)과목의 표기는 국내인 경우 ｢국내학기제｣ 해외의 경우 

｢해외학기제｣으로 표기한다.

제 18조(운영계획서 구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제 19 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1조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 20 조(직무관련 교육시간)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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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2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별지 제3호 및 제5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1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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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 23 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간 및 시간) 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7조 범위에서 본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4 조(직무관련 교육시간)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 25 조(실습지원비) 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1조 기준을 적용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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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대학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현장실습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현장실습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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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목적

-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

-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습기관 정보

기관(법인)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업태 종목

□ 자체 점검표[실습기관에서 작성]

점검 사항 내용(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

1 실습기관의 사업장(근무환경)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 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2
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복수선택 가능]

□ 일반 사무실 형태
□ 연구소 형태
□ 생산/제조 등의 공장 형태
□ 주 사업장 외(건설현장, 자동차/선박/항공 등) 형태
□ 기타 :               

3 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 □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
□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

4 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책상, PC등)

□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
□ 일부 제공한다.(학생 준비 필요 물품 :                     )
□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에 일부 참여한다.
□ 물품 제조·생산 등의 활동(업무)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

6-1
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

□ 취급하지 않는다.
□ 취급한다.(6-2 문항으로)

6-2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구) 제공 여부

□ 제공된다.
□ 제공되지 않는다.

※ 실험·실습 형태 밀 화학·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

7 기타 유의사항(필요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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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점검 항목 선택

1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개인의 관심분야가 아닌 

전공 측면에서 관련성을 판단) [단일선택]

①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전공과 관련된 부분과 무관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2

현재 참여 중인 실습 직무 및 내용이 운영계획(공지된 

실습업무 범위 및 내용)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운영계획과 일치되게 운영되고 있다.

②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③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3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주간 실습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4
실제 주간 실습일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주 4일    ② 주 5일    ③ 주 6일

④ 기타(주    시간)

5
문항 3의 주간 실습일 기준 외 추가로 실습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주간 실습일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다.

② 주간 실습일 외 간헐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③ 주간 실습일 외 주기적/상시적으로 추가 실습일이 발생하고 

있다.

6

운영계획 및 협약에 따른 일간 실습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

7

실제 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일간 실습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한 시간

① 일 6시간    ② 일 7시간

③ 일 8시간    ④ 기타(일    시간)

8
문항 6의 일간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을 한 경우가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실습 없음)

②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③ 1주 기준 5시간 이하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④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간헐적)

⑤ 1주 기준 5시간 초과 연장 실습시간 운영(주기적, 상시적)

9
야간실습(당일 밤 10시 이후 ~ 익일 오전 6시)이 운영

된 적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야간(밤 10시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는다.(야간실습 발생 

없음)

② 야간(밤 10시 이후)에도 운영되곤 한다.(야간실습 발생 있음)

10
연장 및 야간실습은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① 해당사항 없음(연장, 야간 실습 없음)

② 상호 동의하에 운영되고 있다.

③ 지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간점검서[학생 대상용]

□ 학생 정보

성명 학부(과)/전공

학번 실습기관명

□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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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점검 항목 선택

11

휴게(휴식)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단일선택]

*휴게시간 : 통상적인 점심시간 포함 1일 1시간의 휴게

/휴식 시간

①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휴식)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

② 1일 1시간 미만의 휴게(휴식)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실습기관의 보건･환경･안전은 어떠한가요? 

[단일선택]

①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② 보건･환경･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학교측의 확인 

및 개입 필요) 

13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담당자(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나요?(나의 실습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나

요?) [단일선택]

① 담당자(혹은 복수의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멘토 성격의 담당자 없이 운영되고 있다.

14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현재까지의 실습시

간을 기준으로 어느 비율로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1주 40시간 기준 10시간 정도의 직무 관련 교육

시간(교육/지도/멘토링/피드백 등)이 할애된 

경우 25%

현재까지의 실습시간 대비 직무 관련 교육/지도/피드백 등의 

시간의 비율은 약    %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15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과정에 대해 

학생 본인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영형태는 다음 중 

어떻게 되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

행이 적절히 구성된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판단된다.

②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과 직무수

행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③ 현재 참여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은 교육적 측면

   없이 대부분 나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된다.

16

현재 참여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당장 

학교측의 개입을 통해 개선되어야할 사항이 있나요? 

[단일선택]

① 현재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② 추후에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③ 당장 시급하게 학교측의 개입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에 기재요망)

17

현재 진행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 있어 학교 

측에 알릴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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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작성방법 :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 [   ] 에는 ○ 기입하여 작성

기관(법인)명 영문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기관현황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 기 업 [    ] 코 스 피 [    ]
중견기업 [    ] 코 스 닥 [    ]
중소기업 [    ] 비 상 장 [    ]
공공기관 [    ]
협회/기타 [    ]

기관

근로형태

정규 근로시간 ▪ 1일 기준 :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정규 근로일수 ▪ 주 : [    ]일 / ▪ 근로요일 : [직접기입]   *월~금 등 요일 기입

관리부서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및 선발방법 기입

전형절차

및 일정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00월 00일 00시 [   ] 00월 00일 00시 [    ] 00월 00일 00시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일정별도협의 [    ]

운영계획 붙임 1.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
 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필요시 기입)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조
[운영절차]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현재단계](기관)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학교)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학교)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학생선발▸(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학생)보고서작성▸(학교)성적 평정

붙임 서류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명 기입] (날인/서명)

백석문화대학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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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운영과정 ▪방학과정[    ] ▪학기과정[    ]  ▪방학/학기 연계과정[    ]

운영유형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실습지원비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기준] / [      ]원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   일 또는 ▪익월 [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실습

직무

부서명

주소 ‘실습기관 기본 정보’ 상의 주소(위치)와 다른 경우 작성
직무명

교육목표 *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직무개요
*무엇을, 왜(목적, 이유), 어떻게(방법) 어디까지(범위)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운영

/

지도

계획

1주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또는 직무개요별 운영/지도계획 기술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7주 *

8주 *

9주 *

10주 *

11주 *

12주 *

학생

요건

전공

(인원)

OO학과 1명, □□□학과 1명 또는 OOO학과/□□□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

학년

학점/

평점

요구

역량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 외국어 역량, 지식/기술역량,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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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순회지도 출장 계획

연번 업 체 명 주           소 지도인원
순회지도기간

(20  .  .  ∼   .  )
지도교수 비고

              학부(과)장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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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실습 사전교육 결과 보고서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시 ~ 00시

교육 담당자

참석자 수                                                   명

교육장소

사전교육 개요 및 
목표

교육내용

 

붙임 1. 현장실습 사전교육 참가자 명단 1부.

 

   년      월      일

              학부(과)  지도교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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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지도교수별 순회지도 결과

연번 지도일자 업체명 지역 사업자번호
실습학생

지도내용
비고

(방문, 전화)학년 성명

              학부(과)장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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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관(업체)별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실습
업체

업체명
방문
일시

    년   월   일

주 소
전화
번호

담당 성 명 부서 직위

면담내용
(업체 및 학생)

 1. 실습지도 사항

학번 이름 지도 / 면담 내용

 2. 산업체 요구사항

 3. 실습생 요구사항

 4. 현장조사 실태 의견

 5. 기타 실습생 혜택 내용

상기와 같이 현장실습 순회지도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장 지도교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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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백석문화대학교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합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능력

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60

업무숙지 능력  10  8  6  4  2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8  6  4  2

업무이행 (결과)수준  10  8  6  4  2

혁신/창의성  10  8  6  4  2

소통/표현 능력  10  8  6  4  2

수행태도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4  3  2  1

/20
책임감  5  4  3  2  1

대인관계/협업 능력  5  4  3  2  1

업무절차/기준 준수  5  4  3  2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20  16  12  8  4 /20

평가 총점 0 /100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백석문화대학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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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백석문화대학교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출석부

년도 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1 1주차

2021 2주차

2021 3주차

2021 4주차

2021 5주차

2021 6주차

2021 7주차

2021 8주차

2021 9주차

2021 10주차

2021 11주차

2021 12주차

작 성방법

 ▪ 년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년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2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나온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로 나와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나오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일수

결석

일수

휴일

일수년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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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현장실습학기제(업체) 변경 신청서

신청 학생명

소속

(전공)
학번 성  명

연락처 E-mail

실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변경 전

기관

(업체)명
업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변경 후

기관

(업체)명
업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변경사유 증빙자료
붙임

참조

실습

기간

변경 전

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변경 후

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간)

상기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 기관(업체)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현장실습업체 변경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1부.

         

년     월     일

위 신청인          학부             (서명)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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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와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학칙 제35조의 4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

제 2 조(과정명칭) 이 과정은 “백석문화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장  수업연한 및 학년표기

제 3 조(수업연한)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자는 2년 이상, 3년제의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1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3. 1.)

제 4 조(학년표기) 전공심화과정의 학년표기는 1학년, 2학년으로 한다.

제3장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설치

제 5조(운영위원회구성)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전공심화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기, 수업기간, 수업시수, 학급운영단위 및 휴업일

제 6 조(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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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

제 7 조(수업기간 및 수업시수) ① 1년 과정은 30주 이상의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②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 8 조(학급운영단위) 학급운영단위는 40명 이하 별도학급으로 운영한다.

제 9 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국정공휴일

  2. 개교기념일

  ② 휴업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입학자격) 전문대학 해당전공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이후 전공과 관련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단 교육부로부터 (산업체 경력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여 

산업체 경력없이 입학할 수 있다.

제12조(입학전형 및 허가) ①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동점자의 처리는 

산업체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13조(등록)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장  교과이수 및 수료

제14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022_백석문화대학교 요람    189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정

  ② 수강생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1년제 

과정은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업) ① 과정별 교과목은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과정별 수강시간표는 전공심화과정교육과정편성위원회에서 개강 전에 이를 정하여 

게시한다.

  ③ 미등록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 기말에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7조(성적평가) 본 대학 학칙에 의한다.

제18조(졸업) ①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하여는 2년제 과정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1년제 과정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졸업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7장  휴학, 제적

제19조(휴학)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할 수 있다. 

제20조(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③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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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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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심의기구) 학생의 상벌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포  상

제 4 조(종류)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봉사상, 선교상, 모범상, 소망상으로 한다.

  1. 성적우수상은 재학기간의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최우수한 학생과 각 학부(과)에서 

최우수한 자

2. 공로상은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대외적으로 우수한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3. 봉사상은 학생자치단체 임원으로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학부(과) 학회장으로서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그리고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여 사회봉사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선교상은 교목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모범상은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소망상은 50세 이상인 자

제 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포상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장  징   계

제 6 조(징계 종류와 기간)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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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근신: 7일 이내

2. 유기정학: 14일 이내

3. 무기정학: 15일 이상

4. 삭제

제 7 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학업 및 출석이 태만한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3. 교내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교내게시물을 무단제거한 자

5.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불손한 자

6. 학생증 및 기타 증명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주는 자

7. 부정출석을 한 자 

제 8 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근신 처벌을 받고도 제7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행한 자

2. 타인을 폭행, 치상케 한 자

3.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교외에서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

5. 음주하고 강의실에 입실한 자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한 자

6.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7.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8. 학교설립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학내분위기를 해하는 자

9. 학생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등을 배포한 자

10. 학생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한 자

11. ｢학생회선거규정｣ 및 공정선거 시행기준을 위반한 자

12. 기타 각 항에 준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유기정학 처벌을 받고도 제8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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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없이 교내·외에서 집회 및 결사의 행위를 한 자

3. 교내·외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동맹휴학, 시험불응 등을 모의 선동하거나 이를 감행한 자

4. 교내·외 불순 단체에 가입하거나 관련 집회에 참가 한 자

5. 교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자

제1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한다.

1. 무기정학 처벌을 받고도 제9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행한 자

2. 학생으로서 학교운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려고 선동한 자

3.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한 자

5. 학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선동한 자

6. 총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여 집회를 한 자

7.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8.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여 그의 직분을 욕되게 한 자

9. 고의로 학교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서류를 탈취 한 자

10.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시험에 응시케 한 자

11. 재학 중 유죄판결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2. 타교생을 동원하여 고의로 학교 질서를 문란케한 자

13. 학생으로 사상이 불건전한 자

14. 교수에게 반항하여 교권을 심히 전락시킨 자

15. 학교의 문서나 직인(사인)을 위조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자

제11조(기타) 

1. 퇴학 또는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평생담임교수 및 학부(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징계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받은 특별임무 또는 특전이 상실되고 

그 기간동안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정지된다.

제12조(징계 발의) 징계 사유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발의한다.

1. 징계의 사유가 발생 시 학생처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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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 대상자는 출석 통지서에 지정된 일자에 학생처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출석일 전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생처에서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징계 발의한다.

가. 담임교수 의견서

나. 학부(과)장 의견서

다. 징계의결 요구서

제13조(징계결정) 징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징계 대상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변론을 하여야 하며 변론 포기 시 학생처에 

변론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 및 변론을 거부 시 진술 및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3. 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4조(징계자에 대한 제재)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기 임명된 

자도 징계발생과 동시에 즉시 해임되며,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환불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징계해제 및 감면)

1.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할 때에는 징계 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징계해제는 징계받은 학생의 평생담임교수가 의견서 및 해당학생의 반성문을 학생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한다.

제16조(공고)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부(과)장으로 하여금 징계 사실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내에 게시 공고하며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1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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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생상벌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학생상벌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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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50조에 의거하여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범위)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법령 또는 기부자 및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심의기구) 장학위원회는 장학금과 관련된 기본정책, 예산 및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조(사무분장 및 임무) 본 대학의 장학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학생처장이 총괄한다. 

다만, 장학 및 사업의 성격별로 사무소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학 사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① 교내장학금

1. 설립자장학금

2. 이사장장학금

3. 총장장학금 

4. 성적장학금

  가.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나. 성적장학금

5. 산업체 면학장학금

6. 전공심화과정 면학장학금

7. 백석희망장학금

8. 백석인재육성장학금

9. 면학장려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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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수추천장학금

11. 글로벌STAR장학금 

12. 독서장학금

13. 리더십장학금

14. BHRD장학금

15. BeF(베프)장학금

16. 사회봉사장학금

17. 실천적섬김인재장학금 

18. 특기자장학금

19. 취업능력개발장학금

20. 학습능력향상장학금 

21. 현장실습연계취업장학금(신설)

22. 다문화장학금 

23. 목회자장학금

24. 보훈장학금

25. 북한이탈주민장학금 

26. 외국인학생 장학금

27. 장애학우장학금

28. 퇴소아동장학금

29. 한가족장학금

30. 학회장장학금

31. 교직원 직계 자녀 및 배우자 장학금 

32. 백석가족장학금 

33. 특별장학금

34. 공로장학금

35. 근로장학금

단기시간제장학금, 선교근로장학금, 전공실습근로장학금, 홍보근로장학금

② 교외장학금

1. 국가장학금: 국가장학생선발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기준에 따른다. 

2. 사회단체 및 사기업 또는 개인 : 기탁 단체(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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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절차, 장학금액, 지급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7 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장학금지급) ① 매학기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② 삭제 

제 9 조 삭제 

제 10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교외 지정장학금 

2. 생활비 및 근로성 장학금 

3. 교내·외 활동에 의한 상금 및 포상성 장학금 

제 11 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 환불조치 할 수 있다.

1. 근신이상 징계 처벌을 받은 자

2. 휴학자, 단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제적자

4. 삭제

5.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 다만, 학부(과) 최저이수학점기준이 12점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6. 학부(과)별 수업년한을 초과한 자. 다만, 보상 및 생활비, 근로성 장학금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7. 기타 장학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제 12 조(순위결정) 학업 성적우수장학금의 학업성적은 평점 평균 우위순에 의하며 동점일 

때의 순위결정은 본 대학 ｢학사운영규정｣ 제41조제8항에 의한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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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 13 조(시행세칙 등) 이 규정의 세부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금지급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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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세칙은 장학금지급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백석문화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내․외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금은 이 세칙에 의해 지급하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입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2. 수업료 : 본 대학 재학생의 교육 및 실습 등의 운영을 위하여 부과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3. 등록금 :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평점 : 신청학점에 대한 평균평점을 말하며 F학점을 포함한다.

제 4 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금 납부시 감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의 성격상 지급시기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5 조(교내․외 장학금) ① 본 대학에서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 1과 같다. 

제 6 조(장학생의 선발신청) 본 대학이 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정한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자 본인이 별표 2의 관계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등록 인정) 장학금 차액분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였을 때만 등록 인정되고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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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세칙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특기자장학금은 2017-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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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세칙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의 폐지와 BeF(베프)장학금 신설은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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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선발 및 절차 장학금액

설립자장학금 본 대학 법인 및 학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또는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와 설립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소정의 장학금

이사장장학금
본 대학 법인 및 학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또는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와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소정의 장학금

총장장학금
본 대학 법인 및 학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 또는 그 직계자녀 
및 배우자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소정의 장학금

성적장학
금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A급, B급)

학부(과)별로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배분기준｣에 따라 1학기간 지급

A급(수업료의 90%)
B급(수업료의 60%)

성적장학
금

(재학생)

성적장학금
(A급, B급, C급, 

D급)

매 학기말 학부(과)별(전공별) 성적우수자 순으로 「주간 
성적장학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 단, 미취득학점이 없는 자라야 
한다.
 - 1학년 1학기 : 학부(과) 전체인원 대비 석차순위
 - 1학년 1학기 이후 : 학부(과) 전공별 인원대비 석차순위

A급(수업료의 90%)
B급(수업료의 60%)
C급(수업료의 40%)
D급(수업료의 30%)

면학장학
금

산업체 연합 및 
단독위탁

매 학기말 학부(과)별(전공별) 성적우수자 순으로 산업체 
면학장학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
※ 다만 특별 협약에 의한 입학학생은 장학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A급(수업료의 60%)
B급(수업료의 50%)
C급(수업료의 40%)
D급(수업료의 35%)
E급(  별도책정  )

전공심화
과정

매 학기말 학부(과)별(전공별) 성적우수자 순으로 전공심화과정 
면학장학금 배분기준에 따라 지급

A급(수업료의 60%)
B급(수업료의 50%)
C급(수업료의 40%)
D급(수업료의 30%)
E급(수업료의 20%)

백석희망장학금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중 ｢경제사정곤란자 장학금 선발 및 
지급기준｣에 의해 선발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백석인재육성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중 최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입학관리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 책정

면학장려
장학금

학부(과)추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신입생 성적 미적용)인 자로 
학부(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A급 : 100만원 
 B급 :  70만원
 C급 :  50만원
 D급 :  30만원

부서장추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신입생 성적 미적용)인 자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00만원이내 별도책정

교수추천장학금
(생활비) 학교생활이 성실한 자 중 담임교수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담임교수:50만원
부서장:100만원이내

리더십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수업료 전액

총학생회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수업료의 70%

집행부 각 부장, 대의원회 부의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수업료의 50%

총학생회 각 부 차장, 대의원회 총무, 감사분과위원, 동아리연합회 
총무부장, 홍보부장.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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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선발 및 절차 장학금액

포상성

백석글로벌STAR 
장학금

글로벌 START: 해외취업캠프 참가자 중 글로벌역량함양 프로그램
에 참여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00만원 한도
글로벌 POWER: 글로벌역랑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중 부서장의 추천
을 받은 자

글로벌 SUCCESS: 졸업 전 해외취업에 성공한 자

해외교류 : 해외교류사업에 참여하고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독서장학금

도서관의 독서감상문 대회에 입상하여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5만원 ~ 70만원

도서관의 도서인증제에 참여하여 입상을 받은 자(년 1회)

A급 :  50만원
B급 :  30만원
C급 :  20만원
D급 :  10만원

B-HRD장학금 B-HRD장학금 지급 기준에 의해 선발

A급 : 100만원
B급 :  50만원
C급 :  25만원
D급 :  10만원

BeF(베프)장학금
신입생 적응지원 멘토링 프로그램(BeF(베프))에 참여하고 학생생활
상담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0~50만원

학습능력향상장학금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중 
교습학습개발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0~30만원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운영지침에 의거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
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50만원

실천적
섬김인재장

학금

신문사 백석선교신문의 소속기자로 활동한 자

40만원 ~ 60만원

방송국 백석선교방송의 소속 국원으로 활동한 자

백석인증제
백석인증제 과정 수료자 및 백인증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중 
인성개발원장의 추천을 받은자

생명나눔단
백석인증제 수료자 중 백석 생명신학실천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신청
자

백석쿰
찬양단

백석인증제 전 과정에 참여하고, 백석쿰선교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학생(500시간 이상)

백석군
선교단

기독교 신앙․인성교육, 신앙훈련, 선교실천의 과정을 총 15주 이상
(150시간) 수행한 자

백석우호적
방문단

백석인증제의 전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에서 학기 중 해당교육 및 
훈련, 준비 과정과 함께, 지정 기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한 학
기동안 운영한 자

예수생명실천단
백석인증제 수료자 중 백석 생명신학실천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신청
자

특기자장학금
(재학생(포상))

국제대회 3위 이내
(4개국 이상 참가한 경우)

개인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단체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

전국대회 3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인단체장이 주관하는 경우)

개인
1위: 70전액
2위: 50만원
3위: 30만원

단체
1위: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생활비

취업능력개발
장학금

｢취업진로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또는 취업진로역량강화 제고
를 위해 노력한 자 중 취업진로지원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별도책정

현장실습연계
취업장학금

학기제 현장실습 수료 후 업체에 취업한 학생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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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선발 및 절차 장학금액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 배우자 및 자녀 50만원

목회자장학금

목회자 본인: 현재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 본인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이상이어야 함

본교교단: 120만원
타 교단:  80만원

․목회자 가족: 현재 교회에서 시무중인 목회자(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본교 교 단에 한함).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70만원

보훈장학금(본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등록금 전액

보훈장학금(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자녀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등록금 전액
(국가 50% 포함)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거주지보호기간 
중(5년)에 대학에 입학한 자
단, 평균성적이 연속 2회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지원 
제외

등록금 전액
(국가 50% 포함)

외국인학생 
장학금

신입생 국제교류처 주관 학부 신·편입학 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등록금 50%

재학생

·TOPIK 6급
·TOPIK 5급
·TOPIK 4급
·TOPIK 3급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이상인 자)

등록금 50%
등록금 45%
등록금 40%
등록금 30%

장애학우장학금 중증장애인 학생 100만원

퇴소아동장학금
퇴소아동(퇴소아동시설 거주)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퇴소 후 10년이내) 

수업료의 50%

한가족장학금
한가족(형제, 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2인 이상 재학 중일 경우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수업료의 25%

학회장장학금
학부(과)별 학회장 
단,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100만원

교직원직계자녀및배우자
장학금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등록금 전액

백석가족장학금
본교 산하기관 교직원, 학교법인 백석학원․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

등록금 전액

특별장학금

1.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자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2. 본 대학 발전을 위해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3. 부서장이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을 받은 자

소정의 장학금

공로장학금 국가, 사회 및 학교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자 소정의 장학금

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의 자격을 충족하는 재학생으로서 소득분위 
7분위이하이고,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한국장학재단 
고시금액

단기시간제
근로장학금

학교생활이 성실한 자 중 부서장 및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법정최저시급

전공실습
근로장학금

공연, 실습 등의 실습보조원으로 근로한자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만원 이내

홍보근로
장학금

입학홍보 또는 대학홍보 관련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100만원

선교근로
장학금

확원복음화를 위하여 활동한 자 중 교목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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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  사

2. 교외장학금

장학금 명 선발 및 절차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Ⅰ 유형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1)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없음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80점 이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2회 한정)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국가장학금 Ⅱ 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대학자체기준

다자녀 국가
장학금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성적기준
   1)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없음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80점 이상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 장애학생의 경우 백분위(평균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지역인재장학금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중 입학성적(내신 또는 수능) 우수자 또는 대학 자체특성화분야 
재능 보유자

  - 계속지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등록금
전액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인 자

  -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취업역량개발 등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등록금전액

 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문학사과정 2·3학년,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지원유형
   1) 취업지원형: 중소 ·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2)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
(장려금 200만원 

희망사다리 Ⅱ유형
(고졸 후학습자)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 재직요건: 고졸 후 산업체(중소,중견기업)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재직자
    ※ 대기업 / 비영리 50%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평균점수) 70점 이상 

 등록금 전액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장학금으로 매년 
 지원기준 변동 
  - 대한LPG협회, 한국공항공사, 삼성 등 

일정금액

농어촌희망재단 농․어․임업인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일정금액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자녀로서 소방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50~100만원

강남구청장장학금 서울시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강남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100~200만원
광명커피장학금 외식산업학부 커피바리스타전공자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100만원

백석남여직원회장학금 백석문화대학교 남·여직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 50만원
백석대학교회장학금 학원 선교 및 봉사에 열심이며,그리스도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50만원

서울장학재단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타 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 4구간(분위)이하

50~100만원

성혜장학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가정의 우수 학생 일정금액

수원사랑장학재단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부모의 거주기간 인정)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 일정금액

한국장애인개발원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 정보통신 특기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0만원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및 
시민의 직계비속
※ 당해연도 타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

일정금액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일정금액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충청남도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둔 학생 일정금액

기타교외장학금 시,구,군 등의 장학회 및 장학단체, 기업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장학기관별
일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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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장학금별 제출서류 및 소관부서

장학명 제출서류(변경될 수 있음) 소관부서

설립자, 이사장, 총장장학금 별도제출서류 없음 학생처

성적장학금
(신입생 및 재학생)

별도제출서류 없음 학생처

교직원직계자녀및배우자장학금 학비감면신청서(소정양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처

리더십장학금 학비감면신청서(소정양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학생처

보훈장학금(본인)
학비감면신청서(소정양식),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보훈청발행), 
주민등록등본

학생처

보훈장학금(자녀)
학비감면신청서(소정양식),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발행), 
주민등록등본

학생처

북한이탈주민장학금 학비감면신청서(소정양식), 북한이탈주민증명서(시, 군, 구 발행) 학생처

특별, 공로장학금 별도 제출서류 없음 학생처

국가근로장학금 별도 제출서류 없음. 단,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에 한함. 학생처

단기시간제근로장학금 부서장 및 학부(과)장 추천 공문 해당부서 및 학부(과)

전공실습근로장학금 공연 또는 실습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장의 추천서 해당학부

홍보근로장학금 입학홍보 또는 대학홍보관련 부서장의 추천공문 해당부서

교수추천장학금 담임교수 및 학부(과)장 추천공문 학부(과) 담임교수

선교근로장학금 교목실 추천공문 교목실

한가족장학금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처

장애학우장학금 본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인등록 장애학생지원센터

백석희망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소득분위확인) 학생처

퇴소아동장학금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퇴소(재원)증명서 학생처

특기자장학금 수상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상장 등), 해당학부(과) 추천 공문 해당학부(과)

학회장장학금 해당학부(과)장 및 취업주임교수 추천 해당학부(과)

사회봉사장학금 사회봉사센터소장 추천 공문 사회봉사센터

실적적섬김인재장학금 인성개발원장 추천공문 인성개발원

면학장학금
(산업체 및 전공심화과정)

별도제출서류 없음 산업체위탁교육팀

외국인학생장학금 국제교류처장 추천공문 국제교류처

목회자장학금
본인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재직증명서(총회발행), 시무교회주보
자녀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재직증명서(총회발행), 시무교회주보, 

주민등록등본
학생처

BHRD장학금 별도 제출서류 없음 교무처

BeF(베프)장학금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 추천 공문 학생생활상담센터

글로벌star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처장 추천 공문 글로벌인재육성처외

백석인재육성장학금 입학관리처장 추천공문 입학관리처

취업능력개발장학금 취업진로지원처장 추천공문 취업진로지원처

독서장학금 도서관장 추천공문 도서관

면학장려장학금 학부(과) 및 부서장 추천공문 학생처

다문화가족장학금 다문화가족관련 증빙자료 학생처

학습능력향상장학금 교수학습개발원장 추천공문 교수학습개발원

현장실습취업지원장학금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의 추천 공문 현장실습지원센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별도 공지 학생처

기타 교외장학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별도 공지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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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도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 및 졸업자의 취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업 및 진로

제 2 조(업무) 취업․진로지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진로 지원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취업․진로 지원프로그램 평가

  3. 취업 및 부직 알선과 추천

  4. 구인 및 구직 관리

  5. 취업․진로상담

  6. 취업교과목 운영

  7. 취업홍보 및 산학협력 활동

  8. 취업전산망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

  9. 취업․진로현황 관리

 10. 취업률 통계 조사

 11. 평생담임교수제 운영 

 12. 기타 취업․진로 관련 서비스 

제 3조(취업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취업지원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진로

지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취업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산업체 및 학생 요구사항과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렴하여 

차년도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취업진로지원 평가결과는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취업지원계획에 대한 평가는 

차년도 지원계획 수립 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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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도운영규정

제4조(취업알선 및 추천) ① 취업 및 부직 추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공지하며, 

구인조건에 맞는 적임학생을 찾아 추천한다.

② 취업담당자는 취업추천을 받는 학생의 입사서류 및 면접지도를 한다.

제 5 조(취업․진로지도 포상) 학생 취업․진로지도 및 취업홍보 성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학부(과)나 지도교수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 6 조(정보제공) ① 취업․진로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수집하여 제공한다. 

② 취업․진로서비스와 관련한 도서, 잡지, 동영상 등의 자료는 취업진로지원처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프로그램 개발 운영) 취업․진로지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취업기초, 역량강화, 취업실무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제 8 조(취업․진로지도위원회) ① 재학생 및 졸업자의 취업․진로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진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위원회 위원장은 취업진로지원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의 제반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라.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나. 취업․진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취업홍보 활동 지원

    라. 기타 취업․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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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취업홍보) 취업홍보활동 지원은 취업․진로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처 총장이 정한다.

 

제10조 이 규정시행세칙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제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취업ㆍ진로지도 운영규칙｣은 폐지된다. 

다만, 종전의 취업ㆍ진로 지도 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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