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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헌장

1998. 3. 1 제 정

2004. 12. 1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교육 이념) 한남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

다)는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학문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

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

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목적과 교육목표) ①본 대학교는 진리․자

유․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전항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기른다.

나. 인문적 소양과 미덕을 쌓아 건전한 문화를

창출한다.

2.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가. 고도산업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지식 및 기술을 갖춘다.

나.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혀 국제적 감각

과 경쟁력을 갖춘다.

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다.

3.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나.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지도자로서

의 품성과 능력을 함양한다.

(개 정 2004. 12.1)

제 2 장 교육과정

제 3 조(특성화 방안) ①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를 추진한다.

1. 인성교육

2. 세계화 교육

3. 정보화 교육

②사회적 수요가 높고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한 대학이나 학부의 신설을 통하여 특

성화한다.

제 4 조(개설학부(과)의 발전방안) ①대학, 학부(과) 등

의 편제와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 각 호에 입

각한 모집단위 및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모집단위의 개편

2.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3.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체계확립

4. 학생생활, 사회진출 및 생애발전계획을 포함한 학

생지도체제의 구축

③본 대학교는 대학, 학부(과)별로 장․단기 발전계

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개선한다.

제 5 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본 대학교는 교육목

표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

고 충실하게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개편하여 발전

하는 학문 세계의 성과를 반영한다.

②교육과정은 학과(부) 단위로 편성되며 교양교육과

정, 전공교육과정, 자유선택 및 교직과목으로 분류

편성하며, 각 단위별 세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각 학과(부)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적정한 학급규

모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 의하여 실시하

며, 체계적인 수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교재를

사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교수한다.

④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실시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 6 조(교수 확보) ①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맞추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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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본질적 기능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유능

한 전임교수를 충분히 확보한다.

②국내․외 석학, 산업체의 전문가 등을 특별임용교

수(석좌교수, 겸임객원교수,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대학의 학문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한다.

제 7 조(시설설비 확보) ①교육과 연구수행을 위한 강의

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체육장 등의 교육 기

본 시설을 적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사용에 지장

이 없도록 효율적․계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적정수준 이상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하고, 이

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③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학사 및 교육․연구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제 8 조(기타시설 확보)①본 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

라 다음과 같은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후생복지시

설, 특수시설 및 기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개선

한다.

②교육지원시설

1. 종합정보센터(학술지원부, 전산지원부)

2. 대학본부(행정관)

3. 체육관

4. 강당(성지관)

5. 기타 시설

③연구시설

1. 연구용 실험실

2. 대학원 연구실

3. 부설연구소

④후생복지시설

1. 학생기숙사

2. 학생회관

3. 교직원 후생복지시설

4. 교직원 아파트

5. 학생 종합후생복지시설

⑤특수시설 및 기타시설

1. 중앙박물관 시설

2. 자연사박물관 시설

3. 학군단 시설

4. 기타 시설

제 4 장 학사관리

제 9 조(학생선발) ①본 대학교는 설립이념과 장기발전

계획에서 설정한 특성화를 반영한 학생선발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②신입생은 타당한 방법과 공정한 절차로 선발하며,

그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충실하게 실시한다.

제 10 조(학생정원관리) ①입학정원과 학년정원 등은 열

린교육체제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학생정원과 편

제는 학칙에 따른다.

②농어촌지역학생이나 재외국민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정원외로 특별관리

할 수 있다.

③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에 관하여는 학칙에 정하

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11 조(학기) ①본 대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②학점은행제, 시간등록제, 계절학기제 등의 운영을

통하여 열린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한다.

③세계화, 개방화에 적합한 학기제도로 개편․ 발

전시켜 나간다.

제 12 조(대학간 학술교류 등) ①국내외 대학과의 학술

발표회, 공동연구,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수와 학생의 폭넓은

학술활동을 장려한다.

②본 대학교와 협정 대학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

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

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학술교류와 그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 13 조(교직원의 채용기준) ①교수 신규채용은 정관,

교원인사규정 및 계약제 전임교원 임용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명예교수, 겸임객원교수, 예우교수, 대우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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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별임용교원의 임용 및 인사는 각 각의 임

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③직원의 신규채용은 정관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④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전문지식 및 기술․기능

이 요구되는 직을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교직원의 채용절차) 교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정관

및 인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제 15 조(교수평가) ①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대

학발전과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교수

업적을 평가한다.

②교수업적의 평가는 교수, 연구, 봉사의 모든 분야

를 포함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업적심사규정

으로 정한다.

③평가의 결과는 교수에 대한 보상과 지원, 승진과

재임용의 기준이 된다.

제 16 조(교수의 질 제고) ①새로운 교수방법과 학문적

경향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

여 각종 교수회의, 학술세미나, 워크숍 등을 정기

적으로 개최한다.

②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

급 연구년제도, 학술상 수여, 연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학술행사 참가, 연구실적에 대한 출판 및 학회지

게재 등에 관한 지원사항은 별도의 편람으로 정

하여 실시한다.

제 2 절 재 정

제 17 조(재정확보 방안) ①본 대학교는 교육과 연구활

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단기

발전계획을 통하여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다.

②매년 재정확보계획에 따라 다음 학년도 세입규모

를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③대학운영을 위한 정규적 일반재원인 등록금은 교

육원가 수준, 교육과정의 질과 특성 등을 감안하

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

용한다. 또한 등록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공개과정,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제 등 특수 교육과정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④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가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의 안정적 확

보를 위해 학교법인과의 협동을 통한 수익사업을

전개한다.

⑤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개과정을

활성화하며, 사회교육시설을 활용한 수입의 증대

를 도모한다.

제 18 조(발전기금 모금계획) ①장기 발전계획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을 확보한다.

②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해 기업, 동문, 학부형, 지역

사회 구성원에 대한 모금노력을 강화한다.

③기업,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산학연 발전기금의 모금을 활성화한다.

④발전기금 모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며, 발전기금 모금 프로그램을 수립

하여 체계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제 19 조(재정공개) ①본 대학교는 재정운영에 있어 재

정공개의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42조 제3항)

에 의거 대학재정을 공개한다.

②예산과 결산의 내역은 매 학년도마다 언론 매체

에 이를 공고한다.

제 20 조(재정운영의 공정성) ①본 대학교는 예산을 합

리적으로 편성․운영하며 재정을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

해 예산․회계제도와 절차상의 제반사항을 준수

한다.

②예산은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편성한다.

③본 대학교는 매 학년도 2월까지 다음 학년도 예산

을 편성하고 5월까지 전 학년도 결산을 확정한다.

④예산․결산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

결로 확정한다.

⑤예산의 집행과 결산은 정기적으로 내부감사와 외

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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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예산․결산의 합리적 편성 및 계리를 위해 예산․

결산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예산․결산자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1 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①법인

은 본 대학교의 발전과 건실하고 안정된 재정운용

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준(학교법인의 학교경

영 재산 기준령 제3조)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확

보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보유부동산의 임대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한다.

제 6 장 후생복지

제 22 조(학생장학금) ①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학

생들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정 비율의 학비

감면과 교내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정부기관, 기업, 동창회, 장학재단 및 지역사회로

부터 각종 교외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학

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제 23 조(학생자치기구 지원) ①본 대학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들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②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이고건설적인대학문화의형성을유도한다.

③자치활동에 대한 지도와 병행하여 시설․설비 확

충 및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하여 학생자치기구,

소학회 및 동아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제24 조(학생기숙사) ①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쾌적한 분

위기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

②기숙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

담 부서를 두고 교직원을 배치하며, 학생들이 자

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제 25 조(교직원복지) ①교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교육, 연구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식당, 편의시설, 신용협동조합, 수련원, 의료지원

시설 등의 후생복지 시설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운영한다.

②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자

치활동을 지원한다.

제 26 조(학생 진로지도․취업대책) ①학생들의 개인 신

상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해 학생상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학생들의 면학지도 및 고충상담을 위해 지도교수

의 상담지도기능을 강화한다.

③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을 위해 전담 부서

를 둔다.

제 7 장 장기발전계획

제 27 조(장기발전계획) ①본 대학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미래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②장기발전계획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교육목

적․교육목표를 구현하여야 한다.

③장기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학생서비

스, 행정,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대학전반에 대

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④장기발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8 조(대학헌장의 제정․보완) ①본 헌장의 제정과

개정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②전항의 제정과 개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이를 대

학 설립․운영규정(제9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에

게 보고한다.

제 29 조(헌장의 효력과 공포) ①본 헌장은 본 대학교의

조직과 운영의 지침으로서, 대학의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를 이념적으로 지도한다.

②본헌장은 199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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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는 1956년 3월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The Juridical Person of The Maintenance

Found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Branch of The Church of Jesus in America, 이사

장 : 인돈 William A. Linton)에 의해 4년제 대전기독학관으로 설립되었고, 1959년 4월 정규대학으로 승격하였다.

1970년 9월 북장로교회에서 설립된 서울의 숭실대학교과 통합하여 숭전대학(교) (숭실의 “崇”자와 대전의 “田”자를

택함)으로 하고 한국 최초의 양 캠퍼스체제로 운영되었고, 1972년 실험대학 (Pilot Institution : 신입생 계열별모집,

이수학점 140학점으로 인하, 부전공제 실시)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통합 12년만에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요구

로 캠퍼스를 분리하여 1982년 11월 본교는 “학교법인대전기독학원”을 설립하고 교명을 한남대학교로 개칭하였다. 대

학의 발전으로 인해 부족한 캠퍼스의 시설을 확대함과 동시에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94,984.6㎡/28,740평) 생명․나노과학대학(6개학과)과 산학협력단이 이전하여 교육부

승인 후 2007년 3월 1일 개교 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외국인학교가 사용하던 39필지(14,581㎡)의 부지와 건물 23개동(16,498.11㎡/l4,990평)을 미국남

장로교회로부터 무상수증을 받았고 대덕구 오정동 210-1번지 1필지 25,287㎡(7,651평)를 매입, 2012년 리모델링 후

2013년 3월부터 글로벌캠퍼스로 조성운영 될 예정이며 오정동과 대덕밸리캠퍼스의 교지면적이 510,703㎡(15만5천여

평)과 교사면적이 216,255㎡(6만5천평)의 규모이며 주요시설로서 국제적인 시설의 종합운동장과 축구장, 대학교육은

물론 대전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1,600여석 규모인 성지관, 500여석의 서의필홀 등의 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6개 대학원, 10개 단과대학, 5개 학부, 10개 전공, 47개 학과(입학정원 2,975명)이며 대학원을 포

함하여 13,2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중부권 명문 기독사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42개국 해외자매대학이 171개 대학

과 교류하는 세계속의 명문사학 글로벌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54~58
대전기독학관

1954. 5. 6

1956. 2. 15
1956. 3. 13

1956. 4. 10
1956. 5. 1
1957. 9. 30
1958. 3. 31
1959. 2. 26

1948년부터 호남, 호서지방에 4년제 기독교 대학의 설립을 추진해 오던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 한국선교회(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U.S.)는 1954. 5. 6～15 전주에서 열린 연차대회에서 대학설
립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물망에 올랐던 4개 지구 중 대전에 대학
을 건립키로 결의하였고 인돈(印敦, William A. Linton : 대학이사회 이
사장) 박사가 대학설립 업무 일체를 담당 추진
문교부에 대전기독학관 인가 신청
수업년한 4년제의 대전기독학관(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 대표이사 Thomas D. Linton)을 설립인가
(성문학과 120명, 영어영문학과 120명, 화학과 120명, 계 360명)(문고
제 383호)
대전기독학관 개관 및 초대관장에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가 취임
본관(인돈기념관) 건물 착공(철근콘크리트 적색 연와 혼용 973평)
본관 T자형 건물 완공(973평)
수물학과(120명) 증설. 본관(콘크리트 연와 2층, 690.6평) 준공
대전기독학관 폐지

’59~70
대전대학

1959. 2. 26

1959. 4. 15

대전대학 설립인가(성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화학과, 수물학과 각 120명,
480명)(문고 제791호)
대전대학으로 개교, 초대 학장에 인돈(William A. Linton)박사 취임

한남대학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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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4.
1960. 7. 7
1960. 10. 25

1961. 3.
1961. 4. 10
1961. 11. 18

1962. 3.
1963. 1. 15
1963. 3. 28

1964. 3.

1964. 3. 12

1964. 4. 10
1964. 6. 20

1964. 11. 28
1965. 8. 12
1966. 11. 28
1967. 7. 18
1967. 11. 30
1967. 12. 8

1968. 12. 30
1968. 12. 31
1969. 3. 1
1969. 12.
1970. 9. 7

본관 2층 증축 완공 (1,662.69평)
제2대 학장에 타요한(John E. Talmage) 박사 취임
故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 기념관(본관 및 도서관) 봉헌 및 제2
대 학장 취임식
남자 기숙사(70.7평), 여자 기숙사(18.2평) 준공
행정관 및 도서관(354.15평, 현 본관 옆 건물) 준공
임시교육특례법에 따라 학생정원 변경(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00
명, 화학과 80명, 수물학과 80명, 계 340명)
학생회관 1층 식당(173.8평) 준공(현 미술관)
제1회 학사자격 국가고시에 졸업예정자 전원 합격
교육부의 재단분리 지시에 의해 재단법인 남장로교 고등교육재단으
로 재단명 변경 인가(문관행 1041-1)
학생 정원 증원(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00명, 화학과 120명,
수물학과 120명, 계 420명)
사립학교법 제정 공포에 따라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변경인가(문고대
104003-531)
본관(당시 행정관) 준공
타요한(John. E. Talmage) 학장의 일시 귀국으로 학장대리에 김기수
(Keith R. Crim) 박사가 집무
학생회관(콘크리트 3층, 363평) 준공(준공식 1965. 4. 15)
타요한(John E. Talmage) 학장 취임
도서관 및 행정관 2층(261평, 현 본관 옆건물) 증축
여자 기숙사(슬라브 연와 3층, 151.64평) 준공
남자 기숙사 신관(슬라브 연와 3층, 171.51평) 준공
수물학과가 수학과, 물리학과로 분리되고, 학생정원 변경(성문학과 80명,
영어영문학과 120명, 화학과 120명, 수학과 120명, 물리학과80명, 계 520명)
본관 3층(346.13평) 증축 완공
성문학과가 폐과되고, 국어국문학과(80) 신설 인가
부학장에 황희영 박사가 취임
전자공학과(40)의 신설 인가 및 물리학과(40) 정원 증원
1965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미국 연합장로교와 남장로교 세
계 선교부의 한국 교육시찰단(The Education Survey Team)에 의해 국
내 4개 장로교계통 대학(숭실대학, 대전대학, 계명대학, 서울여자대학)
통합이 제기된 후, 1970. 9. 7 학교법인 숭실대학 이사회(제65회)가 학교
법인 남장로교 고등교육재단에 합병을 제의, 동년 9. 23 학교법인 연합
기독교 교육재단 (이사장 타요한 : J. E. Talmage)을 태동시키고 동년
10. 6 통합 학교명을 숭전대학(학장 김형남)으로 정하고 대전캠퍼스 책
임자로 황희영 부학장을 임명함

`71~`82
숭전대학(교)

1971. 1. 1 숭전대학 설립 인가
(대전캠퍼스 6개 학과 180명, 서울캠퍼스 14개 학과 400명, 총계 5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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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2.
1971. 12.
1971. 12. 17

대전캠퍼스의 전자공학과가 서울캠퍼스로 이전
제2교사(탈메이지홀) 착공
문교부로부터 종합대학교의 인가를 얻어 숭전대학교로 승격, 양 캠퍼
스체제에 일반대학원(8개 학과)과 4개 단과대학(2부대 포함) 21개 학과
를 아래와 같이 설치
(총 입학정원 650명)
◇대전캠퍼스 : 문리과대학 - 문학부 : 국어국문학과(20), 영어영문학과(30)

(200명) 이학부 : 수학과(30), 물리학과(30), 화학과(30)
2 부대학 - 외국어교육과(영어전공 30), 경영학과(30)

◇서울캠퍼스 : 문리과대학 - 영어영문학과(30), 철학과(30), 사학과(20),
(450명) 사회사업학과(25), 전자계산학과(50)

법경대학 - 법학과(20), 경제학과(25), 경영학과(30), 무역학과(20)
공과대학 - 화학공학과(40), 섬유공학과(30), 전자공학과50),

전기공학과(40), 기계공학과(40)
◇대 학 원 :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화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석사 과정)

‘72~82
숭전대학교

1972. 2. 20

1972. 7.
1972. 10.

1972. 12.
1973. 2.

1973. 5.
1973. 12.
1974. 1.
1974. 6. 10.
1974. 12.
1975. 1.
1975. 8. 1
1975. 10.
1975. 12.
1976. 6.
1976. 12.

1977. 2. 12

1977. 6. 17
1977. 7. 15

제3대 총장(서울캠퍼스)에 김형남 박사, 부총장(대전캠퍼스)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탈메이지홀 1층 완공
문교부로부터 대학교육 개선을 위한 실험대학(Pilot Institution, 문리과대
학, 법경대학)으로 선정(계열별 모집)
문리과대학에 가정교육과와 2부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신설
제4대 총장에 이한빈 박사, 재단 이사장에 김형남 박사가 취임
대학원에 국어국문학과 개설
탈메이지홀 2～4층 증축 착공
문리과대학에 일어교육과가 신설되고, 국어국문학과가 정원 증원
대학원에 물리학과(석사), 영어영문학과(박사) 신설
탈메이지 기념관(1,319평) 준공
미술교육과(2부)가문리과대학으로소속변경(대통령령 7448호, 관보 6934호)
대학원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실험대학으로 선정
학군단 건물(181.5평)이 준공
미술교육과의 조소실이 준공
지역사회개발학과(30, 문리과대학), 국어교육과(40, 2부대) 신설 인가
가정교육과의 생활관(140평)이 준공
문리과대학에 식품영양학과(40)가 신설되고 국어교육과를 제외한 11
개 학과에 110명 증원
이한빈 총장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총장직무 대리 및 서울캠퍼스 부총
장에 고범서 박사가 취임하고 대전캠퍼스 부총장에 박종민 박사가 취임
중앙도서관 착공(중앙로편 5층 건물 중 2개층)
제5대 총장에 고범서 박사 취임(취임식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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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2.

1978. 4. 4
1978. 6.
1978 . 7.
1978. 10. 7

1978. 10. 26
1979. 2. 20

1979. 3. 14
1979. 8. 22
1979. 9. 7

1979. 12.
1980. 4. 28

1980. 8.
1980. 9.

1980. 12. 10

1981. 3. 30

1981. 7. 18
1981. 8. 7
1981. 8. 28
1981. 9.
1981. 10. 20.

1981. 12. 4

1981. 12. 18

1982. 2. 11

문리과대학에 경영학과(50), 계산통계학과(40), 상업교육과(40), 생물학과(40),
회계학과(40)가신설인가되고일어교육과가일어일문학과로과명변경
(총 730명 계열별 모집)
중앙도서관 2층 완공 개관
화이트기념관 착공
김형남 이사장의 별세로 김창호 이사가 이사장에 취임
문리과대학에 응용미술과(40), 법경대학에 경제학과(40), 2부대학에 무
역학과(40), 영어영문학과(40)가 신설되고 수학과(40), 물리학과(40), 화
학과(40), 경영학과(50), 회계학과(60), 경영학과(10, 2부대학)에 240명
증원
일본 시코쿠학원대학(四國學院大學)과 자매 결연
제59차 이사회에서 단과대학 편제를 문리과대학, 법경대학 등 2개 단과
대학으로 편성하고 2부대학을 두기로 결의
대학교회 창립
화이트 기념관(1,553평) 준공
문리과대학에 불어불문학과(40), 역사교육과(40), 법경대학에 행정학과
(40), 무역학과(40), 2부대학에 수학과(40), 회계학과(40)가 신설 인가, 영
어영문학과가 정원(40) 증원, 법경대학의 지역사회개발학과가 지역개발
학과로 과명 변경 (입학정원 1,410명)
지역사회개발대학원이 설립 인가
연합기독교 고등교육재단 제66차 이사회에서 “숭전대학의 서울과 대전
의 각 대학을 완전 독립 경영”하기로 결의
인문학관 착공
문리과대학에도서관학과(40), 교육학과(40), 법경대학에법학과(80)가신
설 인가되고, 계산통계학과가 전자계산학과로 과명 변경(졸업정원제
실시로 기존 입학정원의 30% 증원하여 선발)
(졸업정원 1,610명, 모집정원 2,093명)
제69차 이사회에서 대전캠퍼스를 독립적인 대학으로 설립하는 것을 전
제로한 유지 이사회를 구성토록 결의하고 “대전캠퍼스 독립 추진위
원회”(7인)에서 독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심의, 가결토록 함
긴급 이사회(1.20, 71차 속개)에서 동 재단산하에 “대전 숭전대학교”를 따
로 두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31일 분리 독립신청서 제출
고범서 박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총장 직무대리에 김주현 박사 집무
인문학관(2,657평, 현 문과대) 준공
대전캠퍼스 책임자로 2대 부총장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사회과학관 착공
제76차 이사회에서 제4대 이사장에 강신명 목사 취임, 총장 인선위원

회(5인) 구성

제77차 이사회에서 제4대 총장에 강신명 박사 선임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서길모 목사 선임

제6대 총장에 강신명 박사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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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3.
1982. 8. 5
1982. 10. 5

1982. 10. 26

1982. 11. 2

1982. 11. 16

중앙도서관(2,018평)이 일부 준공되어 개관
사회과학관(2,573평, 현 경상대)이 준공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가 신설 인가되고, 외국어교육과가 영어교
육과로 과명 변경(입학정원 2,145명). 교육부에 제출(4.20)한 “같은
재단하 2개교 운영안”이 “재단분리를 전제로 한 분리”로 수정 인가
재단이사회에서 재단의 분리를 결정하고 7인 전권위원회를 구성, 법
인 설립과 정관, 이사진 선출을 위임함
제1차 전권위원회에서 법인명을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 결정하고
초대 이사장에 한완석 이사를 선임
법인이사회에서 교명을 한남대학으로 결정하고 19일 교육부에 법인 창
립신청서 제출

’83~86
한남대학

1983. 2. 24
1983. 2.
1983. 4. 12
1983. 4. 18
1983. 7. 8
1983. 9. 8

1983. 11. 2
1983. 11. 3
1984. 1. 22
1984. 6. 27
1984. 10.
1984. 10.
1984. 11. 20
1985. 2. 22
1985. 3. 9
1985. 4. 30
1985. 5.
1985. 5. 20
1985. 10. 30

제7대 학장에 오해진 교수가 취임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대전간호전문대학을 인수
구 도서관 3,4,5층(908평)이 증축되어 준공
자연사박물관 설립
이공학관 및 성지관을 착공
철학과(30), 정치외교학과(40), 건축공학과(40), 2부대학에 행정학과(40),
전자계산학과(40)를 신설 인가(입학정원 2,223명)
미국 St. Andrews대학과 자매결연
미국 Lynchburg대학과 자매결연
대만 동해대학교(東海大學校)와 자매결연
미국 카예이대학(Univ. of Puerto Rico Cajey College)과 자매결연
회화과(40), 토목공학과(40), 응용통계학과(40) 신설
이공학관(철근 콘크리트 3,815평)이 준공
학장직무 대리에 김수철 박사가 집무
제20차 재단이사회에서 제8대 학장에 이원설 박사를 선임(취임식 3.15)
미국 California State Univ.와 자매결연
종합대학교 인가신청서 제출(5개 단대 49개 학과)
법정학관(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 건물사용) 착공
청림정(조립식 181평) 준공
교육부로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 인가
(5개 대학 39개 학과, 입학정원 2,287명, 졸업정원 1,830명)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도서관학과, 철학과, 응용미술과, 회화과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미술교육

과, 가정교육과
◇ 이공대학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자

계산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 경상대학 :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상업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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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한남대학

1985. 11. 14
1986. 11. 15
1986. 1. 9

지역개발학과, 응용통계학과
◇ 법정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 야간강좌개설학과 : 영어영문학과, 전자계산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행정학과
법인 정관개정(제24차 이사회), 관리처, 여학생부처장, 사회교육원 신설
대만 토지개혁훈련소(L.R.T.I)와 자매결연
제25차 재단이사회에서 제8대 총장에 이원설 박사를 선임
(교육부인가 1.15, 취임식 3.3)

1986~현재
한남대학교

1986. 3. 3
1986. 4. 15

1986. 8. 27
1986. 10. 30

1986. 11. 6
1986. 11. 13
1987. 1. 6
1987. 3. 21
1987. 3. 28
1987. 5. 1
1987. 5. 27
1987. 10. 21
1987. 10. 23

1988. 1. 14
1988. 4. 15
1988. 9. 20
1988. 9. 30

1988. 10. 29

1988. 11. 15
1988. 11. 24
1988. 11. 30
1989. 2. 10
1989. 3. 14
1989. 10. 22

제8대 총장 이원설 박사 취임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기념예배, 교문준공식, 상징탑 제막식, 정성균 동문기념비 제막 등)
성지관이 준공(연면적 905평, 1,612석 규모)
대전기독학원 제2대 이사장에 김오봉 이사를 선임(제32차 이사회, 취임
식 ’87.1.5)
전자공학과(60)가 신설 인가(입학정원 2,279명)
학생회관 착공 및 종합운동장 2차 공사
대전간호전문대학을 신성학원에 양도
총장자문위원회(22인)발족, 유림관(152평)착공 예배
미국 Seattle Pacific Univ.(총장 르시아나)와 자매결연
대학신문 창간 30주년
미국 Queens College와 자매결연
미국 King College와 자매결연
정보통신공학과(50)가 신설 인가되고, 철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과, 생물학과, 식품영양학과, 전자계산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전
자공학과, 2부대학에 전자계산학과 정원증원(입학정원 2,070명, 졸업정원
제 폐지)
태국 방콕대학과 자매결연
법정학관(철근 콘크리트 3,281평)준공
종합운동장 개관
학생회관(철근 콘크리트 2,983평) 준공
(개관기념예배 겸 제1회 한남의 날 행사 개최, 10.4)
의류학과(40), 2부대학에 산업공학과(40), 사학과(40)가 신설인가
(입학정원 2,190명)
미국 Maryville대학과 자매결연
독일 Fachhochschule Wilhelms Haven과 자매결연
교육대학원이 설립 인가
필리핀 Univ. of The Philippines와 자매결연
중앙도서관 확장개관(총 3,626평, 현 1,3,4층 확장)
필리핀 De La Salle대학과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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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1. 6

1989. 12. 12
1990. 3. 30
1990. 10. 16

1991. 4. 10
1991. 4. 25
1991. 10. 18
1991. 10. 22
1991. 10. 22

1991. 10. 30
1991. 11. 16

1991. 11. 18
1991. 11. 20
1991. 12. 1
1992. 3. 1
1992. 7. 30

1992. 7. 31
1992. 9. 1
1993. 5. 11
1993. 8. 17
1993. 11. 17
1994. 2. 25
1994. 5. 20
1994. 10.
1994. 10. 6
1995. 3. 23

1995. 9. 18
1995. 9. 26
1995. 10. 4

중소기업대학원(6개 학과)이 설립 인가되고, 이공대학이 이과대학, 공과
대학으로 분리되었으며, 기독교학과(40), 사회체육학과(40), 미생물학과
(40) 신설인가(7개 대학 47개 학과, 2,270명 전․후기 분할모집)
제48차 재단이사회에서 제9대 총장에 이원설 박사 연임 결의
캠퍼스 타운 준공(연면적 1,157평, 지하 1층, 지상 3층 2개동)
고분자학과(40)가 신설인가되고,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과명 변
경(입학정원 2,310명)
개교35주년 기념행사(기념예배, 명예박사 및 대학장수여, 축하음악회)
일본 오끼나와국제대학과 자매결연
중국 북경사범대학과 자매결연
공과대학(연면적 4,690평, 지하 1층 지상 12층) 착공
사회복지학과(40), 법학과(40)가 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신설인가
(입학정원 2,390명)
미국 13개 기독대학 연합체와 자매결연체결
대학원에 법학과(석사), 철학과(박사)가 신설인가(석사 280명, 박사 72
명), 중소기업대학원의 정원 증원(30명 증원, 계 120명)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15명 증원, 계 105명)
노천극장(연면적 2,000평, 2,000석 규모) 준공
기숙사(1,980평, 580명 수용, 인문학관 앞) 착공
제10대 총장에 박종민 박사가 취임(취임식 3.17)
대학원에 건축공학과(석사), 정치외교학과(석사), 전자계산공학과(박사)
가 신설인가(석사 306명, 박사 81명)되고, 중소기업대학원의 정원 증원
(20명 증원, 계 140명)
화학공학과(40)가 신설인가(입학정원 2,430명)
교육대학원에 전자계산교육전공 신설(15명 증원, 계120명)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4대 이사장에 김용균 이사가 취임
공과대학(연면적 5,115평, 지하 1층, 지상 12층) 준공
영국 Warwick대학과 자매결연
남․녀기숙사(연면적 1,980평, 580명 수용) 준공
대전․충남지역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19개 대학)
제1회 인돈 문화상에 김선태 목사(실로암 안과 운영이사) 수상
미국 Presbyterian대학과 자매결연
중․남부 대학 연합(Mid-South University Consortium)을 결성하
고, 회원대학(한남대학교, 경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
학교, 호남대학교)간 협력 협약 조인
대전시 대덕구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대전시 대덕구 안산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체결
산업공학과(40) 신설,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통합하여 경영학부로 조정,
상업교육과(30)를 경영정보학과(30)로 학과 명칭 및 계열변경, 법정대학
은 법과대학(법학과),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
과)으로 분리(교육부 대행 12100-2338)(총입학정원:2,4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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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0. 12

1995. 10. 18

1995. 10. 27
1995. 11. 30

1996. 3. 1
1996. 3. 28
1996. 4. 15
1996. 9. 5
1996. 10. 21
1996. 10. 24

1996. 11. 2

1997. 2. 24

1997. 9. 29

1997. 10. 25

중․남부 대학 연합 제3차 회의(경남대학교 주최)에서 관동대학교, 아주대
학교를 추가 가입키로 결의, 전문대학원간 학점상호교류 인정 협약 조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기독교학과, 토목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신

설하고 인문계열에 30명 증원, 박사과정에 법학과, 행정학과를 신설하
고 인문계열에 40명 증원

◦산업대학원 인가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산업전자공학과, 산업공학과, 산업재산권공학
과), 총정원 80명 신설

◦지역개발대학원에 언론홍보학과, 국제학과, 조형미술학과, 생활체육학
과, 협동조합학과 신설,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지역사회개발학과와 사회복
지학과로 분리, 50명증원
(교육부 대행 81413-2047호)

◦교육대학원에 일어교육, 역사교육, 체육교육전공 신설, 30명 증원
제2회 인돈문화상에 대천덕신부(예수원 설립자, 명예원장) 수상
중․남부대학 연합 제4차 회의를 주관하고 명칭을 한국지역대학연합
(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으로 변경
제11대 총장에 김세열 박사가 취임(취임식 3. 15)
한국지역대학연합 회원간 학술정보자료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
제3대 인돈문화상에 여수 애양재활병원 수상
경영진단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LG-EDS와의 조인식 체결
교육부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교육․연구의 수월성 분야) 선정
기계공학과(주간 60, 야간 40)와 중국학과(주간 40) 신설, 고분자학
과(10), 미생물학과(10), 경영정보학과(10), 법학과(10), 사회복지학과
(10), 정보통신공학과(10), 화학공학과(20)의정원증원, “전자계산공학과”
를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 및 정원 90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하고,
“토목공학과”를 “토목환경공학과”로 명칭 변경
(교육부 대학12100-378)(입학정원 : 주간 2,180명, 야간 480명, 계 2,660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생물학과, 가
정교육과를 신설하고 인문사회계열에 30명 증원, 자연과학계열에 30명
증원, 박사과정에 공학계열 10명 증원
지역개발대학원에 지역발전정책학과를 신설하고 67명 증원, 중소기업대
학원에 관광경영학과 신설(교육부 대학 81423-408호)
대학의 교육∙연구∙사회봉사 여건개선과 질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실
시된 1996년도 대학 종합평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에서 본교 학부
및 대학원 평가 인정.
‘98학년도 사범계학과 가정교육과(30명) 폐과, 사회과학대학에 아동복지학
과(30명) 신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사학과, 박사과정에 정보통신공학과를 신설, “중소
기업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을 “정보산업대학원”으로
중소기업대학원 “정보관리학과”를 “경영정보학과”로 산업대학원의 “산업
전자공학과”를 전자정보공학과로 명칭 변경(대학 81423-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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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5

1997. 11. 22

1998. 2. 11
1998. 2. 27

1998. 3. 2
1998.4.22~23
1998. 5. 7
1998. 5. 15
1998. 5. 20
1998. 5. 29
1998.5.29~30
1998. 6. 15
1998. 6. 22

1998. 7. 10
1998. 8. 20
1998. 8. 21

1998. 9. 1
1998. 10. 19

멀티미디어학부(120), 아동복지학과(40)를신설, 법학과(주간20, 야간10) 응
용미술과(20) 회화과(20)의 정원증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
학과, 미생물학과”를 “자연과학부”로 “경제학과, 중국학과”를 “중국․경
제학부”로 학과를 통합, “경영학부”를 “경영학과(주간100, 야간50), 회
계학과(주간100, 야간40)”로 분리, “사회체육학과”를 “생활체육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멀티미디어대학 신설(대학 81413-1284)
(입학정원 : 주간 2,370명, 야간 490명, 계 2,860명)
특수대학원으로 “학제신학대학원”과 “행정정책대학원”을 신설하고, 학제신학
대학원에 “목회신학과”와 “목회상담학과” 30명, 행정정책대학원에 “공공정책
학과”와 “안보국방정책학과” 30명을신설(학무81412-2191)
가상대학프로그램시범운영및실험운영대학선정(교육부 대학 81413-1284호)
‘9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2,414명 졸업, 학사 2,089명, 대학원 102명
(석사 92명, 박사 9명, 명예박사 1명), 지역개발대학원 169명(석사 27명,
목회상담학 55명, 최고지도자 87명), 교육대학원 20명(석사 20명), 중소기
업대학원 34명(석사 13명, 최고경영자 21명)
‘98학년도 입학식(학부 2896명)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제9차 총회(울산대)
종합정보시스템 및 학생서비스센타 개관식(14:00 공대 12층)
‘98 창업 보육센타 사업자 지정 신청서 제출(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타 신청관련 실사
벤처창업관련초청특강(공대 1층 15:00, 국가의벤처기업지원과 특허정책)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자연사랑실천대회(울산대)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타 지원신청(정보통신부)
산학협동연구원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중소기업청 입지 55477-123호)
‘98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서 제출(교육부 대학지원과)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 신청서 제출
‘9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393명 졸업, 학사 211명, 대학원 37명(석
사 27명, 박사 10명), 지역개발대학원 68명(석사 34명, 최고지도자 34명),
교육대학원 35명(석사 35명), 경영대학원 20명(석사 16명, 최고경영자 4
명), 정보산업대학원 11명(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11명(목회상담지
도자 11명)
산학협동연구원 설립
주간에 역사철학부 사학과(40명),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40명) 신
설,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야간 40명 폐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야간 10명 감원하여 입학정원 2,910명(야간 440명)-(사회복지학전공 주
간 30명, 중국경제학부 주간 40명 증원,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야간 40명
을 주간 40명으로 조정,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야간 10명을 주간
으로 조정)
자연과학부 280명(수학전공, 광.전자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응용과학부 90명(식품영양학전공, 의류학전공), 컴퓨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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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13

1998. 12. 2
1998. 12. 23
1999. 1. 4

1999. 2. 6
1999. 2. 19

1999. 4. 2

1999. 4. 12
1999. 5. 27
1999. 6. 16
~ 7. 3

1999. 7. 15

자통신공학부 230(50)명(컴퓨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
공(주.야)),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명(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부180(80)명(기계공학전공(주.야), 산업공학전공(주.야)), 화
공.고분자공학부 110명(화학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멀티미디어학부
120명(컨텐트전공, 비즈니스전공), 인문학부 80명(국어국문학전공, 문헌
정보학전공), 영.일어문학부 160(40)(영어영문학전공(주.야), 일어일문학전
공), 유럽어문학부 80명(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역사철학부 80
명(철학전공, 사학전공), 미술.조형디자인학부 120명(공예디자인전공, 회
화전공), 기독교학과 40명, 국어교육과 40명, 영어교육과 40명, 교육학과
40명, 역사교육과 40명, 미술교육과 30명, 생활체육학과 40명, 경영학부
410(130명(경영학전공(주.야), 회계학전공(주.야), 국제통상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 전공), 중국.경제학부 140명(중국전공, 경제전공, 정보통계전
공), 법학부 160(60)명(법학전공(주.야)), 사회과학부 160(40)명(행정학전
공(주.야), 정치언론.국제학전공, 지역개발학전공), 사회복지학부 120(40)
명)(사회복지학전공(주.야), 아동복지학전공)(대제81413-526호)
(17개학부 7개학과 입학정원 : 주간 2,470명, 야간 440명, 계 2,910명)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기독교학과, 교육학과, 생물학과(학연과정), 건축공
학과 신설, 석사과정에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응용통계학과, 경영
정보학과, 미생물학과(학연과정), 생물학과(학연과정), 체육학과신설, 가정
교육과를 아동복지학과로 고분자학과를 공학계열 고분자공학과로 변경
특수대학원중 지역개발대학원 석사과정에 문학예술학과, 사회상담학과
신설, 국제통상학과 폐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경영정책학과, 국제통
상학과 신설, 정보산업대학원 석사과정에 산업재산권학과 폐지,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 과정에 특수법무학과, 지방정치학과 신설(학술81610-873호)
교육부 학사개혁 우수대학 선정(전국 국사립 중 43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연면적 340평, 지하 1층, 지상 2층)
중소기업청 대전 충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기관 선정(중소기업청
자금 55470-1호)
대전․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타 개소식(전산원 112호실)
1998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총 2,227명 졸업, 학사 1,947명, 대학원
106명(석사 90명, 박사 16명), 지역개발대학원 84명(석사 32명, 최고지도
자 52명), 교육대학원 25명(석사 25명), 경영대학원 26명(석사 15명, 최고
지도자 11명), 정보산업대학원 5명(석사 5명), 학제신학대학원 34명(목회
상담지도자 34명)
중소기업청 기술지도대학 지정(TRITAS)(중소기업청 기지 55530-121호,
지정 제99-11호)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과 자매결연
해군대학과 자매결연
제5차 중국고위관료 “시장경제 배우기” 연수 실시(중국 국가계획 발전위
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 15명)
대전동산초등학교와 독서교육을 목적으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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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20
1999. 8. 20

1999. 9. 1
1999. 9. 21
1999. 10. 1
1999. 10. 14

1999. 10. 26

1999. 11. 2

1999. 11. 19

1999. 11. 24
1999. 12. 16
2000. 2. 3
2000. 2. 15

2000. 2. 18

2000. 3. 1
2000. 4. 29
2000. 5. 26
2000. 7. 15
2000. 8. 8

교육부 BK21 사업 “지역대학 육성분야” 신청서 제출
‘9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388명 졸업, 학사 155명, 대학원 50명(석
사 34명, 박사 15명, 명예박사 1명), 지역개발대학원 95명(석사 46명, 최
고지도자 49명), 교육대학원 34명(석사 34명), 경영대학원 20명(석사 19
명, 최고경영자 1명), 정보산업대학원 15명(석사 15명), 학제신학대학원 5
명(석사 5명), 행정정책대학원 14명(석사 14명)
교육부 BK21 사업 “지역대학 육성분야” 선정(교육부 대원81610-51호)
육군대학과 자매결연
학술정보관 준공(대덕구 건축 제58551-390호)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대행 제81413-287호)
총정원 2,970명(460명) 〈신설〉인문학부 문예창작전공(야간 40명), 지적재
산권법학전공(주간 40명), 〈증원〉생활체육학과 20명, 〈모집단위통합〉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50)(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 멀티미
디어전공, 컴퓨터전공),〈명칭변경〉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디자인
전공),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술정보공유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 협
약 체결
2000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대원 제45160-309호)
일반대학원 박사 8명증원, 학과간 협동과정 석사 20명, 박사 10명 증원,
경영대학원 10명 증원, 정보산업대학원 10명 증원, 학제신학대학원 10명
증원, 행정정책대학원 15명 증원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교양 제81413-237호)
총 정원 140명 초등영어교육전공 30명 증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와 체험학습 교육에 관한 협약 체결
학술정보관 개관(총 7,141.04㎡. 지하2층, 지상4층)
제12대 신윤표 총장 선임(법인 제100-324호)
학술정보관 등기 완료 총 7,141.04㎡(동대전 소유권 보존 제6726호) 지하
1,360.8㎡, 1층 1,442.39㎡, 2층 1,442.39㎡, 3층 1,447.73㎡, 4층 1,447.73㎡
199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 2,326명 졸업, 학사 1,969명, 대학원 126
명(석사 111명, 박사 15명), 지역개발대학원 108명(석사 37명, 최고지도
자과정 71명), 교육대학원 46명(석사 46명), 경영대학원 38명(석사 28명,
최고경영자 10명), 학제신학대학원 20명(목회상담지도자과정 20명), 행정
정책대학원 6명(석사 6명)
제12대 신윤표 총장 취임
대학발전 후원회 결성식(초대 회장 박종윤 세창 회장)
제7차 한국지역대학연합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호남대학교)
한남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일반학술교류협정 조인식
2001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대행 제81440-1300호)
총 정원 3,000명(460명)〈신설〉사회과학부 여성경찰행정학전공(30명),
〈명칭변경〉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구 생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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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25

2000. 9. 6

2000. 10. 6
2000. 10. 10
2000. 11. 23
2000. 12. 18
2000. 12. 27
2001. 1. 31
2001. 2. 8
2001. 2. 16

2001. 3. 6
2001. 4. 11
2001. 4. 26
2001. 5. 9
2001. 5. 10

2001. 5. 23
2001. 5. 29

2001. 6. 5
2001. 6. 8
2001. 6. 18
2001. 6. 20

19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553명 졸업, 학사 238명, 대학원 55명(석
사 40명, 박사 15명), 지역개발대학원 115명(석사 43명, 최고지도자 72
명), 교육대학원 47명(석사 47명), 경영대학원 68명(석사 47명, 최고경영
자 21명), 정보산업대학원 11명(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10명(석사 7
명, 목회상담지도자 3명), 행정정책대학원 9명(석사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건축(공)학/법학분야 학문평가 우수대학 인정
(대교협 평가 2000-116)
교육부 사학기관 재정평가 담당자 연수(전국 170개 대학)
충남지방경찰청 “경․학 협력 조인식”
기초과학지원연구소와 학연 협력 협동과정 석.박사과정 설치 협약
한국수자원공사와 "산․학 협약 조인식"
특허청과 "관․학협약" 체결(지적재산권의연구 및교육에관한업무협약)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6대 김삼환 이사장 취임
중국 ‘합비연합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제39회 전기 학위 수여식 총 2,362명 졸업, 학사 1,972명, 대학원 118명
(석사 101명, 박사 17명), 지역개발대학원 96명(석사 83명, 최고지도자과
정 13명), 교육대학원 38명(석사 38명), 경영대학원 71명(석사 48명, 최고
경영자과정 23명), 정보산업대학원 29명(석사 29명), 학제신학대학원 19
명(석사 6명, 목회상담자과정 13명), 행정정책대학원 19명(석사 19명)
SPR(Solution Providing Resources Inc)과협력관계 유지 및 업무협약체결
제45주년 기념 감사 예배
국회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한국지역대학연합 제15차 총회 주관 개최, 지방대학 위기 극복 공조를
위한 ‘3개 대학 연합’ 출범(한남대-충남대-한밭대)
한국 IBM(주)와 산․학 협력을 위한 협약 조인
한남 제2창학 선언 및 한남인돈문화상(탁신애 신애정신병원 명예원장),
자랑스런 한남인상 시상(강복환 충청남도 교육감, 김동신 국방부장관,
맹용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재선 국회의원)
제주교육대학교와 학술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지역대학연합 자연사랑 실천대회 주관
건양대학교병원과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200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신설: 조형예술학부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 40), 폐과: 산업공․기계공
학부 기계공학전공(야 40), 학부분리 등: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전공)와 문헌정보학과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와 일어
일문학과로,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로, 정보통신․멀티미디어학부(전
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중국․경제학부(중국
전공, 경제전공)와 정보통계전공으로,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기계공학학
부(산업시스템공학전공), 사회․아동복지학부(한남대 제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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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11
2001. 8. 17

2001. 9. 11

2001. 10. 18
2001. 10. 30

2001. 12. 20

2002. 2. 15

2002. 2. 27

2002. 3. 1
2002. 3. 4
2002. 3. 6
2002. 3.
2002. 3. 7
2002. 3. 7
2002. 3. 12
2002. 3. 28
2002. 4. 10
2002. 4. 18
2002. 4.
2002. 5. 10
2002. 5. 22

2002. 5. 22
2002. 5. 23

～24

2002. 5. 30

(주) 브릿지북코리아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제39회 후기 학위수여식 총563명 졸업, 학사 285명(문학 90명, 이학 41
명, 공학 37명, 경제 27명, 행정 8명, 법학 20명, 정치 4명, 미술 11명, 체
육 8명, 경영 39명), 대학원 37명(석사 31명, 박사 6명), 지역개발대학원
104명(석사 47명, 최고지도자과정 57명), 교육대학원 66명(석사 66명), 경
영대학원 37명(석사 15명, 최고경영자 22명), 정보산업대학원 1명(석사 1
명), 학제신학대학원 17명(석사 14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3명), 행정정책
대학원 16명(석사 16명) 발전기금 1억원 수탁(하나은행)
교육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신설: 아동교육전공, 폐과: 가정교육전공(교육인적자원부 교양 81840-540)
중소기업청과의 대학기술 이전 업무 협약
사회과학대 여성경찰행정학과(사회과학부 여성경찰행정학전공에서 모집
단위 변경)
학생중앙군사학교 주관 2001년도 학군단 종합평가에서 한남대 학군단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제15호)
2001학년도 전기(40회) 학위 수여식
(학사 2,023명, 석사 312명, 박사 17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15명,
최고경영자과정 29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4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2001학년도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교양교육분
야, 디자인분야 우수대학으로 평가 인정(대교협 평가 제2002-11호)
지역개발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신설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985명)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김무헌, 박창도, 김광열)
중소기업청지정 2002년 창업보육센타 확장기관 사업자로 선정
포스데이타(주)와 산학협력 조인식
교내 무선랜(LAN) 구축 서비스 실시
행정정책대학원 계룡대분원 개원식
박물관 등록(문화관광부)
개교 46주년 기념 감사예배
(주)해비토와 산․학․연 협약 조인식
세계식물표본관 총람(Index Herbarium) 등재 - "HNHM"
한남인재개발원 산하 한국어학당 신설 (초대원장: 강정희 교수)
대학원의 IT관련 필리핀 분교 설립 협정식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Dr. Puno)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Dr. Puno 박사에게 대학장 수여
필리핀의 4개 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Nneve Ecija University
․Don Honorio Ventura College of Arts and Trades
․Pampanga Agricultural College
․Tarlac State University
제17차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회의 참가(아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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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4
2002. 6. 14
2002. 6. 21
2002. 6. 25
2002. 6. 25

2002. 6. 28
2002. 6. 29

2002. 6. 30
2002. 7. 9
2002. 8. 16

2002. 8. 23
2002. 9. 4
2002. 9. 14
2002. 10. 4,5
2002. 10. 23

～25

2002. 10. 30

2002. 10. 31

2002. 11. 20

2002.11.28,29
2002. 12. 4
2002. 12. 15
2003. 2. 14

혜천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대덕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기독교공동체 예수마을과 자매결연 조인식
대전보건대학과 학술교류협정 및 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 조인식
지역개발대학원을 사회문화과학대학원으로 명칭변경
2003학년도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
를 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4년제), 건축학전공(5년제))와 토목환경
공학과로 분리
호서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조인식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
(선택2분야 - 대학별 자체 교육실천)
성지관 대기실 증축(지상 1층 108.44㎡)
SK Telecom과 구내무선전화 서비스 및 산학협력 협약체결 조인식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학사 311명, 석사210명, 박사 15명, 공개
과정 34명)
(주)디프랩과 산학협력 및 상호연구개발 협력 체결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김수철, 김근재, 박남하)
행정정책대학원에 행정관리학과 신설
제2회 전국목구조기술경진대회 개최
산학협력 중국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IT 산업발전 심포지움참석(중국북경)
․국가계획위원회와 교육훈련관련 협약조인
․북경사무소 설치 협약조인
․IT세미나 및 한중IT 기업설명회 개최
․대외경제무역대학 방문(3+1관련)
2003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교육인적자원부 대행 81510-1253)
경영대학원 5명 증원, 정보산업대학원 5명 증원, 행정정책대학원 25명
증원, 학제신학대학원 5명 증원
개교 46주년 기념 한남의 날 행사
(한남인돈문화상 시상: 계의돈 박사, 故 정성균 선교사
자랑스런한남인상 시상: 설동호 한밭대총장, 임영호 동구청장)
지역개발대학원 행정관리학과 폐지(행정정책대학원으로 이관), 패션디자
인학과 폐지, 정보산업대학원 정보기술학과 신설, 행정정책대학원 공공
정책학과를 행정정책학과로 명칭변경, 행정관리학과를 경찰행정학과로
명칭변경, 정보통계학과 신설
제18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및 인문학 세미나 참석 (계명대학교)
해군사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서 조인식
대전성지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2학년도 전기(41회) 학위 수여식 총 2,523명 졸업,
(학사 2,059명, 일반대학원 111명(석사 93명, 박사 18명), 지역개발대학원
105명(석사 88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15명, 고위미용예술인과정 2
명), 교육대학원 석사 53명, 경영대학원 76명(석사 65명, 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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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2003. 2. 23
2003. 3. 1
2003. 3. 1

2003. 3. 3
2003. 3. 5
2003. 4. 7
2003. 4. 9
2003. 4. 13
2003. 4. 16

2003. 4. 18
2003. 4. 18
2003. 4. 28

2003. 5. 11
2003. 5. 18
2003. 5. 22
2003. 5. 23
2003.5.29~30
2003. 5. 15

2003. 7. 9
2003. 7. 30
2003. 8. 1
2003. 8. 5

2003. 8. 14

과정 11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38명, 학제신학대학원 47명(석사 35명,
목회상담지도자과정 12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34명)
2002년도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결과 ‘우수’대학 인정
대전삼성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지역개발대학원을 사회문화과학대학원으로 명칭변경
사회문화과학대학원에 아동영어학과와 외식급식학과 신설, 언론홍보학과
를 언론홍보광고학과로 명칭변경, 지역사회개발학과를 평생교육사회학과
로 명칭변경
200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3,055명)
개강감사예배 및 정년퇴임 환송예배 (정년퇴임: 강선구교수)
충청남도와 소속공무원 위탁교육 협약 조인식
국가조찬기도회장에 ‘한남대 역사 특별전시회’ (코엑스전시장)
대전선창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개교 47주년 기념 감사예배 (30년근속 1명, 20년근속 14명, 10년근속 25
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 우수교원 3명, 공로표창 2명)
故 김세열 전총장 한남대학교 학교장
공군본부와 학․군교류 협정 체결
필리핀 6개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 Palompon Institute of Technology
- Bulacan National Agricultural State College
- Leyte Institute of Technology
- Tiburcio Tancinoco Memori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Naval Institute of Technology
- Aurora State College of Technology
대전문창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태평성결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개교 47주년 기념 디지털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한남역사
창업보육센터 증축(342평) 완공 감사예배
제19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 참가 (경남대학교)
산업자원부 지원 무역실무사업단(Trade Incubator) 참여대학으로 지정
(산업자원부 무역53230-184)
대전전민제일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실로암금주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교육대학원 아동교육전공을 유아교육전공으로 명칭변경
2004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일반대학원에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멀티미디어공
학과 석사과정,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신설,사회문화과학대학원에 골프
학과 신설, 정보산업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 신설(한남대 제908호)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595명 졸업,
(학사 289명, 일반대학원 83명(박사 15명, 석사 35명, 필리핀IT전공석사 33
명), 사회문화과학대학원 41명(석사 31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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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9
2003. 8. 28
2003. 9. 1

2003. 9. 1

2003. 9. 3
2003. 9. 21
2003. 9. 30
2003. 9.
2003. 10. 5
2003. 10. 10
2003. 10. 22

2003. 10.

2003. 11.6~7
2003. 11. 13

2003. 12. 3

2004. 1. 4
2004. 2. 13

고위미용예술인과정 3명), 교육대학원 석사 77명, 경영대학원 65명(석사
29명, 최고경영자과정 36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명, 학제신학대학원 24
명(석사 21명, 목회자상담과정 3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5명)
Lester L. Wolff 명예박사 학위 수여(세계평화봉사단 총재)
건양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유럽어문학부 불어불문학전공을 프랑스어문학전공으로, 독어독문학전공
을 독일어문학전공으로 명칭변경, 화공․고분자공학부를 생명화공정보신
소재공학부로, 화학공학전공을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으로, 고분자공학전
공을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으로 명칭변경, 지적재산권법학전공을 특허
법학전공으로 명칭변경(한남대 제1071호 )
직제조정
신설: 교무연구처 교수학습지원센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칭변경: 정보통신교육원을 “국제IT교육센터”로, 경제및국제지역연구소를
“경제연구소”로, 과학기술법연구소를 “과학기술법연구원”으로명칭변경
환송및개강감사예배(정년퇴임교수: 최국병, 직원: 김갑수, 안치운, 임영철)
대전가양감리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을지의과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제4회 기술혁신대전 산․학․연 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대전빈들장로교회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과학기술부 지정 지역협력연구센터(RRC) 개소
대전지역 4개 대학(한남대, 대전대, 배재대, 우송대) 외국어 강의 학점교
류 협정 조인
대전지역 15개 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조인식
(대전명석고, 충남여고, 대전만년고, 동방여고, 대전동산고, 유성여고, 대전중앙고,
남대전고, 대신고, 서일여고, 서일고, 서대전여고, 동대전고, 대전북고, 보문고)
제20차 한국지역대학연합(RUCK)회의 참가 (전주대학교)
개교 47주년 기념 한남의 날 행사
(인돈문화상홍순명교장, 자랑스런한남인상 장만기동문, 한상봉동문)
특수대학원으로 “스포츠과학대학원”(입학정원 20명)을 신설하고 생활체
육학과, 골프학과, 태권도학과를 신설, 사회문화과학대학원의 입학정원
20명을 감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협력단 평가결과 본교 산학협동연구원
이 “중소기업협력단 우수기관”으로 선정(중소기업청 기술55134-221)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2003학년도 전기(42회) 학위 수여식 총 2,663명 졸업
(학사 2,237명, 일반대학원 113명(석사 98명, 박사 15명), 사회문화과학대학원
63명 (석사 54명, 레크레이션고위지도자과정 9명), 교육대학원 석사 41
명,경영대학원 83명(석사 54명, 최고경영자과정 29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9명 학제신학대학원 58명(석사 26명, 공개강좌과정 32명), 행정정
책대학원 석사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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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17
2004. 3. 2
2004. 3. 19
2004. 4. 9
2004. 4. 14

2004. 5. 3
2004. 5. 19
2004. 5. 19
2004. 5. 24
2004. 5. 24
2004. 6. 8
2004. 6. 10
2004. 7. 20

2004. 7. 20

2004. 8. 1
2004. 8. 10

2004. 8. 12

제13대 이상윤 총장 취임
200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2,968명)
혜광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특수법인) 설립등기
개교 48주년 기념 예배 (30년근속 1명, 20년근속 17명, 10년근속 13명,
우수직원 11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공로표창 6명, 미천장학생 22명)
학술진흥재단연구비 중앙관리 실사결과 A등급 획득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발전기금기부자예우를 위한 “명예의전당 헌정식”
중국 요동학원과 자매결연 체결
Liaoning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호주 Wesley Mission과 자매결연 체결
중국 하문대학 해외교육학원과 자매결연 체결
2005 대학 정원조정
- 단과대학 신설: 미술대학(디자인학과 100(40), 회화과60명),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45명)
- 학과(전공)폐지: 산업시스템전공(야) 40명
- 학과(전공)증원: 산업시스템공학전공(주) 20명
- 주․야간전환: 문예창작전공(야) 40명ð문예창작전공(주) 40명
- 학과(전공)명칭변경: 미생물학전공(생명공학과), 도시․지역계획전공
(도시부동산학과), 영어영문학전공(야)(아동영어학전공(야)), 디지털문
화이벤트 전공(야)(디지인학과(야))
- 학부제조정: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문과대학 사학과, 철학
과),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미생물학전공(이과대학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공학과) 생명화공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공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정보신소재
공학과),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주,야),
회계학전공(주,야), 경영정보학전공(주,야), 국제통상학전공(주,야), (경상
대학 경영학과(주,야), 회계학과(주,야), 경영정보학과(주,야), 국제통상
학과(주,야), 사회과학부 정치언론․국제학전공, 도시․지역계획전공,
행정학전공(주,야),(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행정학과(주,야)
2005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신설: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주 Cornerstone Community Inc.와 해외봉사프로그램 협력기관 체결
2005학년도 대학 정원조정(추가)
-학부제조정: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정보통
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과 자매결연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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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13

2004. 8. 18

2004. 9. 14
2004. 10. 3

2004. 10. 15
2004. 10. 22

2004. 10.
2004.11.10~11

2004. 11. 12
2004. 11. 16
2004. 11. 21
2004. 12. 6
2004. 12. 9
2004. 12. 31
2005. 2. 3
2005. 2. 15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 566명 졸업
(학사 358명, 일반대학원 32명(석사 25명, 박사 7명), 사회문화과학대학
원 40명(석사 32명, 공개과정 8명), 교육대학원 석사 61명, 경영대학원
40명(석사 19명, 최고경영자과정 21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명, 학제
신학대학원 13명(석사 8명, 공개과정 5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9명,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 1명
필리핀 IT 학위과정 MOA 체결
- 가비테 주립대학: IT분야 석사과정
- 블라칸 주립대학: 산업공학분야 석사과정
- 필리핀 기술대학 : IT분야 박사과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학술․연구교류 협력관련 협약체결
제2캠퍼스 부지및 건물매입(전민동 인바오넷 및 제노텍 사옥)계약
- 부지: 28,854평
- 건물: 5,626평
베트남 Hanoi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석사과정 신설 및 정원 증원(5명)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비학위과정 승인(정원 30명)
(교원양성연수과 6043호관련)
학예사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개교 48주년 기념 한남의날 개최
- 한반도 평화기원 통일나무 기념식수 및 사진 전시회
- 한남대학교 군․학발전위원회 발족식
- 인돈문학상 및 자랑스런 한남인상 시상식
(인돈문학상: 서정운, 김영길)
(자랑스런 한남인상: 박성운, 정일남, 김창수, 권상우, 정남진, 남해일)
-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소인 Promega와 한남대학교와의 국제협약
- 명예이학박사수여: William A. Linton Ⅲ(Promega Co. 대표)
- 대학장수여 :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
한남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참TV-한남대학교간 산학협력 체결
미국 Western Kentucky University와 자매결연체결
인도네시아 Gadgjah Mada University와 자매결연 체결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 Gippson Campus와 자매결연 체결
러시아 Khabarovsk State University of Technology와 자매결연 체결
(주)대덕넷과 산․학협력 협약
2004학년도 전기(43회) 학위 수여식 총 2,609명 졸업
(학사2,163명, 일반대학원130명(석사111명,박사19명), 사회문화과학대
학원 72명(석사65명, 공개강좌 7명), 교육대학원 석사 36명, 경영대학
원 69명(석사37명, 최고경영자과정32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28명,
학제신학대학원 71명(석사 42명, 공개강좌 29명), 행정정책대학원 석
사35명, 스포츠과학대학원 5명(석사4명, 공개강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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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10
2005. 4. 13

2005. 4. 18
2005. 4. 22
2005. 5. 18
2005. 5. 23
2005. 5. 25
2005. 6. 14
2005. 6. 15
2005. 6. 15

대전광역시와 복지만두레 참여 협약
개교 49주년 기념 예배(30년근속 3명, 20년근속 17명, 10년근속 29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회 22명)
중국 Northwest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충남이업종교류연합회와 한․학협력 협약
대전산업단지협회와 산․학협력협약
모르코 Al Akhaway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연세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학점교류 등)
중국 Yunna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옥천군 포동리 마을과 농촌사랑 자매결연 체결
2006학년도 학부 정원조정
- 대학 및 학과 명칭변경
산업시스템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 국제통상학과(무역학과), 중국․경
제학부(중국통상․경제학부), 여성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 글로벌
칼리지(린튼글로벌칼리지)
- 학부분리 조정
컴퓨터공학전공(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전공(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
학전공(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전공(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
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 주간학과 정원감축 (-30명)
광․전자물리학과(-10명), 컴퓨터공학과(-10명), 전자공학과(-5명), 정
보통신공학과(-5명)
- 야간학과의 정원조정 205명(야간 5개학과 유지 160명)
- 정원 증원(+195명)
건축학부(70명)(+10명), 행정학과(70명)(+30명), 경찰행정학과(60
명)(+30명), 무역학과(60명)(+20명), 경영정보학과(50명)(+10명), 중국
경제학부140명(+40명), 경영학과110명(+10명), 영어영문전공90명(+10
명), 법학부(155명)(+35명)
- 학과 신설 : 컨벤션산업학과 40명(+40명)
- 학사편제 자체 조정
이과대학 → 생명․나노과학대학, 자연과학부(화학전공, 생명과학전
공) → 바이오과학부(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공과대학(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 나노과학부
(화학전공,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일반대학원 : 학위 입학정원조정, 학과신설 및 폐지
대학원 정원조정
- 석사과정 입학정원을 45명 감원하고, 박사과정을 30명 증원
- 총 정원 감축(△15명)
- 박사과정 체육학과 신설
- 석사과정 의류학과 폐지
사회문화대학원 : 폐과 6개학과, 명칭변경 1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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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8
2005. 7 . 5
2005. 7. 5

2005. 7. 28
2005. 7. 30
2005. 8. 16
2005. 8. 30
2005. 9. 2
2005. 9. 5
2005. 9. 13
2005. 10. 6
2005. 10. 13
2005. 10. 17
2005. 10. 18
2005. 10. 19

2005. 10. 23
2005. 11. 1
2005. 11. 4
2005. 11. 8
2005. 11. 8
2005. 11. 10
2005. 11. 16
2005. 11. 17
2005. 12. 1
2005. 12. 26

2006. 1. 6
2006. 1. 8
2006. 2.

- 폐과 : 디지털경제학과, 자산관리학과, 평생교육사회학과, 도시및지
역계획학과, 외식급식학과, 태권도학과
- 명칭변경 : 비즈니스컨설팅학과-창업컨설팅학과
조은이웃(주)와 산․학협력협약
대전시 상인연합회와 산․학협력협약(재래시장활성화, 발전기금유치)
대전지역 6개 대학 도서관 학술정보자료 공동이용 협약체결(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와 산․학협력협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이용계약
필리핀 The Manila Times School of Journalism 교류 협정 체결
한동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상호학점교류 인정 등)
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학술교류․봉사협정
사회복지법인 자유인회와 자매결연(탈북인협회)
미국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류 협정 체결
대덕구 보건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학협약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현지방문평가 실시 (2005.10.13-15)
충남기계공고와 한국어 위탁교육에 관한 협정
2005년 교육대학원 평가
제11회 독서문화상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장 수상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
인도네시아 Universitas Kristen Indonesia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덕밸리캠퍼스 양규환 부총장 취임
대전한국병원과 협약(진료비 감면 등)
대전지방노동청과 관․학협력 협약(학생 취업지원 등)
2005년 학문분야평가 (일어일문학 분야, 체육학분야)
충남 금산군과 관․학협력 협약(재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일본 Mukogawa Women'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 협정(현장실습 학점인정 등)
2005년 학문분야 평가 (국어국문학 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2006년도 대학원 정원 감축 현황(특수대학원 포함총 101명감축 실시)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및 개설학과(전공), 학위종별
사회문화대학원 150-120명(30명감원), 경영대학원 71명-40명(31명감
원), 정보산업대학원 47명-30명(17명 감원), 행정정책대학원 70명-50
명(20명 감원) , 학제신학대학원 45명-50명(5명증원)
-국방전략대학원 40명신설
경영학과 (MBA과정, CI4전공)(경영학석사, 창업컨설팅학과(경영학석
사), 안보국방정책학과(군사학석사), 국방획득관리학과(국방획득관리학
석사), 정보보호학과(공학석사))
중국 Nank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Tsinghu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종합평가 “종합우수대학”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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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6

2006. 2. 10

2006. 2. 10
2006. 3. 1

2006. 3. 3

2006. 3. 20
2006. 4. 1
2006. 4. 12

2006. 4. 17

2006. 4. 19
2006. 4. 20
2006. 4. 26
2006. 4. 27
2006. 5. 8

2006. 5. 15
2006. 5. 18
2006. 6. 13
2006. 6. 20
2006. 7. 3
2006. 7. 3
2006. 7. 19

2006. 9.

일반대학원 : 학위 입학정원 조정, 학과폐지
- 석사과정 인문사회계 독일어문학과 폐지
- 박사과정 학과간협동과정 건설공학과 폐지
학위 수여식
- 2005학년도 전기(44회) 총 2,491명 졸업
학사 2,081명, 일반대학원 109명(석사 87명, 박사 22명), 사회문화대학
원 71명(석사 60명, 공개강좌 11명), 교육대학원 석사 60명, 경영대학
원 42명(석사 28명, 최고경영자과정 14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7명,
학제신학대학원 80명(석사 35명, 공개강좌 45명), 행정정책대학원 석
사 31명
- 2004학년도 후기(43회) 총 587명 졸업
학사 379명, 일반대학원 54명(석사 36명, 박사 18명), 사회문화대학원
30명(석사 24명, 공개강좌 6명), 교육대학원 석사 54명, 경영대학원 32
명(석사 14명, 최고경영자과정 18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6명, 학제
신학대학원 10명(석사 3명, 공개강좌 7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22명
한남대학교 생명나노공학연구원 신설
대덕밸리캠퍼스 분관 259.17㎡ 개관(대덕밸리 학술정보실 개관, 전공
자료실 1실, 전자정보실 1실, 자유열람실 2실 운영)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와 나노과학기술 관련 상호간 공동연구 및 연
구교류 협약 체결
미국 Asia Pacific Colleg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Providence College & Seminary 자매결연협정 체결
개교 제50주년 기념 감사예배(40년근속 1명, 30년속 2명, 20년근속 25명,
10년근속 17명, 우수직원 10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생 22명)
린튼기념공원 조성(테니스장 이전 시설공사, 오정못 발원지 복원), 주
변 2,600평
중국 Qingdao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Shangdong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Shenzhe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주)아모센스와 응용자기분야의 대학원 인력향상을 위한 협약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방과후 학교』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학술 및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터키 Marmar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대전시민사회단체(14개 단체)와 민․학 협력 협약
중국 Hoh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Harbin University of Commerc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Beijing Norm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사학관련분야 석사과정 유치 및 연구인력 학술
교류 등에 관한 협약 체결
중국 Yant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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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06. 10. 31

2006. 11. 16

2006. 12. 5

2006. 12. 21
2006. 12.
2007. 1. 29
2007. 1. 30

2006학년도 학부 정원 조정
- 학과 신설 : 수학교육과 20명, 예술문화학과 30명
- 주․야간전환 : 아동영어학전공(야) 40명⇨아동영어학전공(주) 40명
- 야간학과폐과 : 경영학과(야) 30명, 행정학과(야) 30명, 사회복지학
전공(야) 30명, 디자인학과(야) 40명
- 학과 정원감축(40명) : 국어교육과(4명), 영어교육과(4명), 교육학과
(5명), 역사교육과(4명), 미술교육과(3명), 컴퓨터공학과(10명), 회화과
(10명)
-정원증원(120) :경영학과(30명), 경영정보학과(5명), 행정학과(30명),
사회복지학과(20명), 디자인학과(35명)
- 학과(전공) 명칭변경 : 사회․아동복지학부, 바이오과학부 폐지, 사
회복지학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아동복지학전공을 아동복지학과로,
생명과학전공을 생명과학과로, 식품영영학전공을 식품영양학과로, 나
노과학부를 생명나노과학부로, 바이오과학부 소속 생명공학전공을 생
명나노과학부로 이동
2006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 특수대학원통합 : 경영대학원과 정보산업대학원→경영산업대학원
- 특수대학원명칭변경 : 행정정책대학원 →행정복지대학원
- 사회문화대학원 : 디지털경제학과 : 폐과, 청소년지도학과 : 신설
- 경영산업대학원 :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건축토목환경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산업경영공학과(명칭변경)
멀티미디어학과, 기계공학과, 고분자공학과→폐과

- 행정복지대학원 : 행정정책학과(국방행정정책학 전공:폐지,
교육행정학전공:신설)
사회문화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 이관
중국개발조사학과 : 신설

- 국방전략대학원 : 경영학과(MBA, C4I전공) 및 정보보호학과 : 폐과
국방행정학과 : 신설

학생기숙사-글로벌하우스 신축(총면적 3,283평) 기공식
- 학생기숙사 : 지하 1층, 지상 10층, 540명 수용
- 글로벌하우스 : 지하 1층, 지상 5층, 45세대
화이트기념관(사범대학) 증축공사 1,583.94㎡
학생회관 증축공사 669.78㎡, 미술교육관 증축공사 390.35㎡, 소각장
121.96㎡, 온실 102.60㎡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완공 : 4,965.11㎡
태국 Buraph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Jana Laboratories Inc.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University Padjadiaren 자매결연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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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9

2007. 2. 27

2007. 3
2007. 3
2007. 3. 27
2007. 4. 11

2007. 6.
2007. 7. 16
2007. 7. 18

2007. 8. 7

2007. 8. 8
2007. 8.
2007. 8. 22
2007. 9. 1

학위 수여식 

- 2006학년도 전기(45회) 총 2,523명 졸업

학사 2,127명, 일반대학원 106명(석사 89명, 박사 17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56명, 교육대학원 80명(석사 55명, 영양교사양성과정 25명),
경영대학원 28명(석사 15명, 최고경영자과정 13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1명, 학제신학대학원 60명(석사 32명, 공개강좌 28명), 행정정책

대학원 석사 24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31명
- 2005학년도 후기(44회) 총 594명 졸업

학사 372명, 일반대학원 57명(석사 40명, 박사 17명), 사회문화대학원 석

사 31명, 교육대학원 석사 71명, 경영대학원 32명(석사 12명, 최고경영자

과정 20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5명, 학제신학대학원 8명(석사 4명, 공
개강좌 4명), 행정정책대학원 석사 12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6명
한남대학교 학술정보관과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의 “Window on
America" 공동참여 협정 체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자매결연 협정 체결

미국 Western Carolin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육군군사연구소와 공동학술교류에 관한 협약식

개교 51주년 기념 감사예배(20년근속 9명, 10년근속 10명, 우수직원 6
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미천장학생 22명)
필리핀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자매결연 협정 체결

키르키지스탄 Arabaev Kyrgyz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7학년도 학부 정원 조정

- 전공 명칭 변경 및 신설 : 린튼글로벌칼리지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아트 전공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신설)
- 전공을 학과로 전환 :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 나노생명화학공학

과,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전공 ⇨ 신소재공학과, 화

학전공 ⇨ 화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수강 및 학점 인정 등 우수인력 상호교류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식 체결

제32사단과 학술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 및 현판식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일본 Kanto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2008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일반대학원 학위명 변경 : 도시지역계획학과의 경제학 석사 ⇨ 도

시지역계획학 석사,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 무역학석사, 기독교학과 

문학박사 ⇨ 철학박사

-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석사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박사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일반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 박사 학과간협동과정 신소재공학과 ⇨
신소재․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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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7
2007. 9. 18

2007. 10. 17
2007. 10. 18
2007. 10. 30
2007. 11. 14
2007. 11. 26
2007. 11. 27
2007. 12. 12

2007. 12. 17

2007. 12. 24
2007. 12. 27
2007. 12. 27
2008. 1. 16
2008. 2. 15

2008. 2. 15
2008. 2. 27

-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경영산업대학원 60명에서 75명으로 15명 

증원, 국방전략대학원 60명 정원에서 45명으로 15명 감원

- 교육대학원 전공 신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몽골 후레(Huree) 정보통신대학과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대전광역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육성․발전을 위한 협약식

공군대학과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식

충청남도와 로스쿨설립․운영을 위한 협약식

국군기무사령부와 정보보호 협약식

중국 남경대 중국어문화센터 공동설립 협정 조인식

조달청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

2008학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 전공 명칭 변경 : 교육대학원의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

교육전공 ⇨ 과학교육전공(물리, 화학, 생물)
- 학과 신설 : 사회문화대학원 한국전통복식학과(한국전통복식학석사)
- 전공구분 및 학위명 변경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독교학과 문학

박사 ⇨ 기독교학전공은 철학박사, 목회신학전공은 목회신학 박사로 

구분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대전국제학교 학교부지 

및 교육시설물 양도 양수 협약식 

- 부지 39,849㎡(1만 2천여평) 및 교육시설 일체(건물 23개동)
법학도서관 분관 566.97㎡ 개관

대전극동방송과 교육정보화 서비스 발전을 위한 협약식

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 협약식(한남대, 대덕구청공동)
중국 Anqing Teachers College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학위 수여식

- 2007학년도 전기(46회) 총 2,531명 졸업

학사 2,165명, 일반대학원 94명(석사 76명, 박사 17명, 명예철학박사 1
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41명, 교육대학원 석사 63명, 경영산업대학

원 71명(석사 32명, 최고경영자과정 39명), 학제신학대학원 48명(석사 

36명, 공개강좌 12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9명, 국방전략대학원 석

사 20명
- 2006학년도 후기(45회) 총 558명 졸업

학사 336명, 일반대학원 42명(석사 24명, 박사 18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29명, 교육대학원 석사 79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27명, 학제

신학대학원 16명(석사 10명, 공개강좌 6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9
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0명
몽골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무역학) 결과 ‘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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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008. 3. 18
2008. 4. 1
2008. 4. 16

2008. 5. 6

2008. 5. 19
2008. 7. 29

2008. 9. 2
2008. 9. 8

2008. 9. 16
2008. 9. 17
2008. 10. 1

2008. 10. 7
2008. 10. 10
2008. 10. 13

2008. 10.
2008. 11. 11

2008. 11. 20
2008. 11. 21
2008. 11. 25

캐나다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몽골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캐나다 British Columbia of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제14대 총장 김형태 박사 취임

2008년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지원)
개교 52주년 기념 감사예배(30년근속 2명, 20년근속 19명, 10년근속 3
명, 우수직원 17명, 연구업적우수교원 3명, 우수조교 5명, 미천 및 교

목실장학생 46명)
대학원 정원 조정

- 일반대학원 정원 조정 : 학․연․산협동과정(석사과정) 8명에서 5명
으로 3명 감원, 학․연․산협동과정(박사과정)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

- 일반대학원 학과 신설 : 학과간협동과정(석사과정)에 상담학과 신설

2008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농촌진흥청과 인력양성과 연구교류를 위한 학·연 교류협약서 체결

학부 및 대학원 정원 조정

- 학부 전공 명칭 변경 : 토목환경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정보

통계학과 ⇨ 비즈니스통계학과

- 학부 전공 간 정원 조정 :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명에서 50명으로 5명 증원, 미디어영상전공 45명에서 40명으로 5명 

감원

- 교육대학원 폐과 : 독어교육전공, 불어교육전공

- 교육대학원 전공명칭 변경 : 교육학전공 ⇨ 교육행정전공

대학혁신평가연구위원회 및 대학혁신평가실무위원회 구성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과 국내·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상호협

력 양해각서 체결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 기관”으로 지정

공군과 학술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군·학 교류합의서 체결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양수한 대전국제학교 학

교부지 및 교육시설물 소유권 이전 완료

- 부지 39,849㎡(1만 2천여평) 및 교육시설 일체(건물 23개동)
“2008년 일반대학 교직과정” 방문평가 - 평가결과 : ‘보통’ 인증

한남대학교와 일본시코쿠학원대학 교류 30주년 기념행사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사업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발전 및 상호이익창

출도모를 위한 산·학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 Tianjin Normal University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학술교류 및 업무협력관계수립을 위한 산·학 

교류협력 협약서 체결

미국 Rogers State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통합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정원엔시스템, 크레듀컨소시엄)
2008년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 - 평가결과 : ‘보통’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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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5
2008. 12. 15
2008. 12. 19
2008. 12. 24
2008. 12.
2009. 1. 8

2009. 1. 16

2009. 1. 19

2009. 1. 22
2009. 1. 28
2009. 1. 30

2009. 2. 5
2009. 2. 11
2009. 2. 11
2009. 2. 11
2009. 2. 13

2009. 2. 27
2009. 3. 4

싱가폴 컨벤션 전시 주최자 협회와 국제협력업무 약정서 체결

일본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어학당이 “국어문화원”으로 지정

일본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자매결연 협정 체결

중국 Qingdao Technologoc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공군사관학교와 연구 및 교육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합의서 체결

캐나다 Brock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 체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8년 공학인증평가에서 ‘예비인증’ 획득

-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한국기계산업진흥회와 기계산업분야 인적자원개발(HRD)사업 상호교

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대학원 정원 조정

- 입학정원 조정 : 사회문화대학원 90명 ⇨ 85명, 경영산업대학원 75
명 ⇨ 60명, 행정복지대학원 70명 ⇨ 60명, 국방전략대학원 45명 ⇨
40명
- 학과명칭 변경 : 일반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학과 신설 : 국방전략대학원 국방M&S학과

- 학과 폐지 : 사회문화대학원 지역발전정책학과, 골프학과, 경영산업

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 국방전략대학원 국방행정학과

제8대 김정렬(金貞烈.79) 이사장 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문분야평가(경제학, 물리학) 결과 ‘최우수’ 선정

연면적 10,691.75㎡의 528명 수용의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소망관(남
여기숙사)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글로벌하우스(외국인 초빙교원 숙

소) 준공 승인 완료 

- 입주 : 2008.2.15 임시사용 승인 후, 등기일 : 2009.2.5
2009년 대학자체평가 시행계획 확정

대만 Wenzao Ursuline College of Languages 교류 협정 체결

2009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학위수여식

- 2008학년도 전기(47회) 총 2,393명 졸업

학사 2,021명, 일반대학원 111명(석사 85명, 박사 26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50명, 교육대학원 석사 58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44명, 학

제신학대학원 56명(석사 37명, 공개강좌 19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39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4명
- 2007학년도 후기(46회) 총 538명 졸업

학사 362명, 일반대학원 49명(석사 36명, 박사 13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16명, 교육대학원 석사 62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14명, 행정

복지대학원 석사 23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2명
2009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지원)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산·학 협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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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9

2009. 4. 8

2009. 4. 13
2009. 4. 13
2009. 4. 13
2009. 4. 13
2009. 4. 14
2009. 4. 20
2009. 4. 21
2009. 4. 21
2009. 4. 22
2009. 5. 6
2009. 5. 7

2009. 5. 7
2009. 5. 25
2009. 6. 5
2009. 6. 9
2009. 6. 23

2009. 6. 24
2009. 7. 3

2009. 7. 20
2009. 8. 4
2009. 8. 4
2009. 8. 20
2009. 9. 1

2009. 9. 8

대전경덕중학교와 교생실습, 교사재교육, 교육정보, 문화활동 등에 관

한 협약

대전광역시 외 4개 대학교, 대전관광협회 및 3개 호텔과 『MICE 산

업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결

개교 53주년 기념 감사예배(40년근속 1명, 30년근속 8명, 20년근속 20
명, 10년근속 8명, 우수직원 12명, 연구업적우수교원 4명, 우수조교 8
명, 미천 및 교목실장학생 40명)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와 산·학 협력 협약

SK네트윅스와 산·학 협력 협약

㈜정원엔시스템과 산·학 협력 협약

㈜크레듀와 산·학 협력 협약

개교 53주년 기념 상징탑 복원 감사예배 및 제막식

대전광역시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충청남도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충청북도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국립중앙과학관과 관․학 협력 협약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상호교류 협력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지회

와 저소득 취약계층 재가노인 후원사업 협약

(재)대전테크노파크·한국화학연구원과 신약개발 중개연구 지원 협약

(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지역 8개 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결

국방과학연구소와 학술·연구 교류 협약

해군본부와 학․군 교류 협력 협약

대전선병원, 한마음정신병원, 대전한국병원과 실습 및 건강증진을 위

한 협약

대전중앙병원과 실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지방검찰청·법무부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

와 상호교류 협력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언어지원 봉사활동 협약

미국 Concordi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미국 Peace College 자매결연 협정체결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학술·연구 교류 협약

대학원 정원 조정

- 학과명칭 변경 : 사회문화대학원 문학예술학과 내에 문예창작전공

과 공연예술전공을 문예창작학과와 공연예술학과로 변경

- 학과 폐지 : 행정복지대학원 중국개발조사학과 

- 대학원의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 별도 정원을 총정

원으로 통합   

학부 정원 조정

- 학과 신설 : 생명나노과학대학 소속에 간호학과 25명 신설

- 학과 정원 감원(30명) : 사회복지학과 20명, 행정학과 5명, 디자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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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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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5명
- 학과 정원 증원(5명) : 글로벌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2
명,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명
- 학부 학과 명칭 변경 : 컨벤션산업학과 ⇨ 컨벤션경영학과

- 학부 전공을 학과로 전환 : 유럽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 프

랑스어문화학과, 유럽어문학부 독일어문학전공 ⇨ 독일어문학과, 중국

통상․경제학부 중국통상전공 ⇨ 중국통상학과, 중국통상․경제학부 

경제전공 ⇨ 경제학과

- 학부제 유지 하에 전공별 모집 :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명, 영어영문학부 아동영어학전공 30명,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

학전공 45명, 멀티미디어학부 미디어영상전공 45명
호주 Tasmani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와 법률서비스 협약

㈜이씨마이너와 산·학 협력 체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사)한국컴

퓨터그래픽산업협회와 산·학 협력 협약

공군본부와 학술교류 협약

체코 Brno University of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체결

미국 Western Carolina University HNU - U.S Center 설치 협정체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학술·연구 교류 협약

금실대덕밸리CC와 산·학 협력 협약

대전대신중학교와 교생실습, 교사재교육, 교육정보, 문화활동 등에 관

한 협약

미국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Asheville 자매결연 협정체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이용계약 체결

중국 Harbi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체결

인도 Kalasalingam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학위수여식

- 2009학년도 전기(48회) 총 2,315명 졸업

학사 1,981명, 일반대학원 125명(석사 96명, 박사 29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56명, 교육대학원 석사 39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37명, 학

제신학대학원 40명(석사 31명, 공개강좌 9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2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5명
- 2008학년도 후기(47회) 총 532명 졸업

학사 342명, 일반대학원 57명(석사 32명, 박사 25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11명, 교육대학원 석사 58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23명, 학제

신학대학원 석사 3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3명, 국방전략대학원 석

사 15명
경인교육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충북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공주교육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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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

2010. 4. 6
2010. 4. 7
2010. 4. 8

2010. 4. 8
2010. 4. 10
2010. 4. 14

2010. 4. 21
2010. 4. 26
2010. 4. 27
2010. 4. 29
2010. 4. 30
2010. 5. 6
2010. 5. 14
2010. 5. 26
2010. 5. 27
2010. 5. 28
2010. 6. 8
2010. 7. 6
2010. 7. 13
2010. 7. 15
2010. 7. 27
2010. 7. 28
2010. 8. 5
2010. 8. 5

초대학장 윌리엄 린튼 선교사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제91주년 3․1절)
㈜주신, 2001 푸드홀딩스와 산·학협력 협약

중국 Liaocheng University 복수학위 및 자매결연 협정체결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2010년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에 창

업보육센터가 바이오․정밀화학소재 분야의 확장 건립을 신청, 우수

한 평가를 받아 선정

㈜이랜드월드 식품사업부와 산·학협력 협약

일본 Kwansei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숭실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제도시행 협력 협약

대전광역시,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덕대학,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폴리텍Ⅳ대학,
한밭대학교, 혜천대학과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추진 협약

인도 SRM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평화원과 산·학협력 협약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덕구와 '한남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설립

추진 협력 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상호교류 협력 협약

일본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자매결연 협정체결

개교 54주년 기념 감사예배(30년근속 11명, 20년근속 14명, 10년근속 

7명, 우수직원 12명, 연구업적우수교원 4명, 우수조교 5명, 미천 및 교

목실장학생 33명)
캄보디아 Life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중국 Harbin Norma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학원 학과명칭 변경 : 미생물학과 ⇨ 생명공학과

중국 Qingdao Binhai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전성모병원과 실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대전 선우치매센터와 상호교류 협력 협약

필리핀 Grace Christian College 자매결연 협정체결

진수어학원과 산·학협력 협약

미국 Arkansas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 및 자매결연 협정체결

한국지역대학연합(RUCK)과 33차회의 공동합의서 협정

대학원 명칭 변경 : 경영산업대학원 ⇨ 경영대학원

미국골프지도자협회 한국연맹(USGTF)과 산·학협력 협약

인도 University of Calcutta 자매결연 협정체결

인도 Anna University of Technology Chennai 자매결연 협정체결

칠레 Universidad Mayor 자매결연 협정체결

연합인포맥스와 산·학협력 협약

우크라이나 Kyiv National Linguistic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에콰도르 Universidad Espiritu Santo 자매결연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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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7

2010. 8. 17
2010. 8. 26
2010. 8. 31

2010. 9. 7
2010. 9. 8
2010. 9. 16
2010. 9. 27
2010. 9. 28
2010. 10. 5

2010. 10. 5

2010. 10. 5
2010. 10. 6
2010. 10. 12

2010. 11. 26
2010. 12. 2
2010. 12. 10

2010. 12. 15
2010. 12. 16
2010. 12. 16
2010. 12. 28
2011. 1. 7
2011. 2. 11

6개 관세법인(세인, 스카이브릿지, 신한, 에이원, 청솔, 충정)과
산·학협력 협약

KCC, Acanet과 산·학협력 협약

UN재단과 말라리아 퇴치 운동 양해각서 체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건양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KBS대전방송총국과 대전,충남지역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합동 의료지원

협약 협약

천안오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협약식

하나대투증권과 산학협력식

한국오엠국제선교회와 선교협약식

충남대학교병원과 임상실습 협약식

사회문화대학원 생활체육학과 폐지

인돈기념관 지붕 복원공사 준공 감사예배

약 815평, 목구조(한식 목구조+경량 목구조), 동기와(약 22,000여장)
방글라데시 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 Technology
자매결연 협정체결

포르투갈 Polytechnic Institute of Porto 대학원복수학위 협정체결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과 에코드라이브 실천 사회연대 협약식

중국 Anhui Science Technology University 복수학위 및 자매결

연 협정체결

한국지역대학연합(RUCK)과 34차회의 공동합의서

유성한가족병원과 임상실습 협약식

학부 정원 조정

- 학부 학과 명칭 변경 : 프랑스어문화학과 ⇨ 프랑스어문학과

- 학부 학과 간 정원 조정 : 독일어문학과 40명에서 35명, 철학과 40
명에서 35명, 경찰행정학과 60명에서 55명으로 5명 감원, 간호학과 25
명에서 40명으로 15명 증원

본교 인조잔디 운동장 FIFA 2 STAR 인증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자매결연 협정체결

코스타리카 University of Costa Rica 자매결연 협정체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학술·연구교류협약식

일본 Sapporo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학위수여식

- 2010학년도 전기(49회) 총 2,239명 졸업

학사 1,910명, 일반대학원 129명(석사 94명, 박사 35명), 사회문화대학

원 석사 48명, 교육대학원 석사 42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24명, 학

제신학대학원 석사 30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0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36명
- 2009학년도 후기(48회) 총 559명 졸업

학사 390명, 일반대학원 45명(석사 27명, 박사 18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18명, 교육대학원 석사 57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17명, 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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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15
2011. 3. 7

2011. 3. 7
2011. 3. 10
2011. 3. 14
2011. 3. 14
2011. 3. 14
2011. 3. 14
2011. 3. 15
2011. 3. 25
2011. 4. 6

2011. 4. 18
2011. 4. 18
2011. 4. 18
2011. 4. 18
2011. 4. 28

2011. 5. 11

2011. 5. 19
2011. 5. 25
2011. 5. 27
2011. 6. 14
2011. 6. 22
2011. 7. 8

2011. 7. 11
2011. 7. 12
2011. 7. 29
2011. 8. 9

신학대학원 석사 3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7명, 국방전략대학원 석

사 12명
㈜현대로템과 산·학협력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방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 위탁교육 

협력 협약

일본 Sapporo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미국 Lees Mcrae College 자매결연 협정체결

호주 University of Tasmania 박사학위과정 공동학위협정 체결

미국 Jamestown College 자매결연 협정체결

호주 Southern Cros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학술·연구 협동 석·박사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

케임 씨잉 안과(CAME SEEING)와 의료복지업무협약

항공작전사령부와 학군제휴 협약

개교 55주년 기념 감사예배(30년근속 18명, 20년근속 8명, 10년근속 

10명, 우수직원 15명, 우수조교 8명)
모태산부인과병원과 임상실습 협약

건양대학교병원과 임상실습 협약

신탄진한일병원과 임상실습 협약

대전고용노동청과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협약

대전광역시, 대전상인연합회, 중리시장 상인회, 대덕구와 1시장 1대학 

상생협력 협약

사회문화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를 기업컨설팅학과로 명칭변경

국방전략대학원 국방M&S학과를 국방무기체계 M&S학과로 명칭변경

인도네시아 Abdi Sabda Theological Seminary 자매결연 협정체결

경덕중학교와 학교 사랑 결연 협약

한국지역대학연합(RUCK)과 35차회의 공동합의

대덕사랑 교육문화복지재단과 상호교류 협력

대전송촌중학교와 자매결연협약

대학원 도시지역계획학과를 도시부동산학과로 명칭변경

사회문화대학원 아동영어학과를 아동영어지도학과로 명칭변경

을지대학교병원과 임상실습 협약

대덕구보건소와 지역사회실습협약

키르기스스탄 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자매결연 협정체결

2012학년도 학부 정원조정 및 모집단위 변경

학부 총 입학정원 3,000명에서 2,995명으로 5명 감원

- 감원학과 : 기독교학과 40명 ⇨ 35명, 국어교육과 36명 ⇨ 35명,
영어교육과 36명 ⇨ 35명, 교육학과 35명 ⇨ 34명, 역사교육과 36
명 ⇨ 34명, 광 전자물리학과 50명 ⇨ 45명, 특허법학전공 50명 

⇨ 45명 

- 증원학과 : 글로벌학부 50명 ⇨ 60명, 간호학과 40명 ⇨ 50명,
수학교육과 20명 ⇨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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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10
2011. 8. 24
2011. 8. 29
2011. 9. 6
2011. 9. 21
2011. 9. 29
2011. 10. 11
2011. 10. 24
2011. 10. 25
2011. 10. 27

2011. 11. 8
2011. 11. 8

2011. 11. 22
2011. 11. 23

2011. 11. 25
2011. 11. 28
2011. 11. 30
2011. 12. 7

- 학과통합 : 생명과학과 및 생명공학과 ⇨ 생명시스템과학과로 

변경하며 입학정원 90명(통합전 입학정원 대비 10명 감소)
- 모집단위 변경: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및 건축학전공은 학부제 

유지하에 전공별 모집(건축학전공 30명, 건축공학전공 40명)
동구보건소와 지역사회실습협약

미국 Texas Woman's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하히호둔산호텔과 산·학협력

2012학년도부터 교양융복합대학 설치

일본 Tokyo Kasei Gakui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전병원과 실습 및 건강증진을 위한 협약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와 상호교류 협력

SK브로드밴드와 모바일캠퍼스 구축에 관한 협약

원의중학교와 자매결연협약

브라질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Júlio de Mesquita Filho 자

매결연 협정체결

중국 Ningbo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2012학년도 각 대학원 정원조정 및 학과 명칭변경

- 입학정원 조정(150명 감원) : 대학원 석사 166명 ⇨ 134명, 사회

문화대학원 85명 ⇨ 72명, 교육대학원 145명 ⇨ 105명, 경영대학

원 60명 ⇨ 40명, 행정복지대학원 60명 ⇨ 40명, 학제신학대학원 

50명 ⇨ 35명, 국방전략대학원 40명 ⇨ 30명
- 학과명칭 변경 :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전공(물리,화학,생물) ⇨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학과 신설 : 대학원 석사과정에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범죄학과,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과정에 

산업공학과, 학․연․산협동과정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회문화

대학원에 골프레저학과  

-학과 폐지 : 행정복지대학원 경찰행정학과 

-학과 통합 :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 생

명시스템과학과

스웨덴 Mälardalen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개교 55주년 기념 한남의 날 개최
- 자랑스런 한남인상, 한남학술상, 한남문인상 시상식
자랑스런 한남인상: 정장복, 손정목, 권희태, 박희종, 이수민, 이병환,

이진중, 곽영지
한남학술상 : 이광섭
한남문인상 : 허형만, 정순량, 임선아

한국지역대학연합(RUCK)과 36차회의 공동합의서

중국 Liaocheng University ‘핵심파트너’ 협약 체결

콜롬비아 Universidad del norte 자매결연 협정 체결

호텔 선샤인과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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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8
2011. 12. 14
2011. 12. 22
2011. 12. 27
2011. 12. 30
2012. 1. 1
2012. 1. 6
2012. 1. 12

2012. 1. 13
2012. 1. 27
2012. 2. 1
2012. 2. 10

2012. 2. 21

2012. 2. 24
2012. 3. 1
2012. 3. 14
2012. 3. 16
2012. 3. 23
2012. 3. 26
2012. 3. 29
2012. 4. 12

2012. 4. 16
2012. 4. 18
2012. 4. 23
2012. 4. 25

아랫목산후조리원과 임상실습 협약

대청 농협과 농촌사랑 협력 협약

대전교육연수원과 중등연수 프로그램 교류·협력 협약서

교양융복합대학에 금융공학전공 연계전공 설치(교무위원회 12.27)
대만 Fu Jen Catholic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콜롬비아 Universidad De La Salle 자매결연 협정체결

제158차 이사회에서 제15대 총장에 김형태 박사 재선임

단과대학 통합

생명 나노과학대학과 이과대학(수학과, 광․전자물리학과, 생활체육학과)
을 생명 나노과학대학으로 통합

미술대학과 이과대학(의류학과)을 조형예술대학으로 통합

페루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자매결연 협정체결

케냐 Daystar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일본 Toyo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학위수여식

- 2011학년도 전기(50회) 총 2,396명 졸업

학사 2,049명, 일반대학원 144명(석사 110명, 박사 34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53명, 교육대학원 석사 52명, 경영대학원 석사 15명, 경영산업대학

원 5명, 학제신학대학원 석사 26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8명, 국방전략

대학원 석사 34명
- 2010학년도 후기(49회) 총 631명 졸업

학사 470명, 일반대학원 78명(석사 56명, 박사 22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15명, 교육대학원 석사 31명, 경영산업대학원 석사 12명, 학제신학

대학원 석사 3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4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8명
대전과학기술정보협의회(대전 과정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고성능 컴퓨팅 기반 디지털 제조 전문 인력 양성 및 상호협력

필리핀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주)대전프로축구와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창출 협력 협약

대전지방경찰청과 학교폭력예방 협약

미국 University of Ozarks 자매결연 협정체결

제15대 총장 김형태 박사 취임식

합동군사대학교와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

베트남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Culture 자매결연 협정체결

개교 56주년 기념 감사예배(30년근속 25명, 20년근속 21명, 10년근속 15
명, 연구업적 우수교원 2명, 수업평가 우수교원 2명, 모범직원 15명, 우수

조교 10명)
육군종합군수학교와 자매결연

필리핀 Asia Pacific Christian College & Seminary 자매결연 협정체결

(주)디지털플러스시스템과 산·학협력

(주)바이오프로젠과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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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5

2012 4. 26
2012. 5. 7
2012. 5. 10
2012. 5. 23
2012. 5. 23
2012. 6. 4
2012. 6. 12
2012. 6. 18

2012. 8. 3
2012. 9. 6
2012. 9. 17
2012. 9. 25

2012. 10. 12
2012. 10. 18
2012. 10. 26
2012. 11. 12
2012. 11. 15
2012. 11. 15

2012. 11. 26

2012. 11. 28
2012. 11. 30
2012. 12. 21
2012. 12. 31

대덕밸리캠퍼스에 추가로 신축한 창업보육센터(HNU Inno-Biz Park) 준 

공식 : 연면적 5,406.9㎡, 지하 1층 지상 5층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학술·연구교류협약

충청남도교육청과 학교폭력예방 협약

(사)중소기업기술협회와 산·학협력

미국 Ashland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대덕구와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육군종합행정학교와 군·학 협약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업무협력

56주년기념관 신축 및 경상대 강의동 증축 준공식

-56주년기념관 연면적 21,857.19㎡, 지하 1층 지상9층
-경상대강의동 연면적 4,769.36㎡, 지하 1층 지상7층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상호교류 협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산·학협력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와 상호교류 협력

학생군사교육단 신축 준공식 

- 연면적 1,675㎡의 지상 4층 

말레이시아 Universiti Sains Malaysia 자매결연 협정체결

중소기업중앙회와 산·학협력

카자흐스탄 Suleyman Demirel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미국 Drew University 자매결연 협정체결

KB국민은행과 업무제휴 

2013학년도 학부 정원조정 및 대학원 학과 신설 

-감원학과 : 독일어문학과 35명 ⇨ 30명, 철학과 35명 ⇨ 30명, 경찰행정

학과 55명 ⇨ 50명
-증원학과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30명 ⇨ 35명, 경영정보학과 55
명 ⇨60명, 컨벤션경영학과 40명 ⇨ 45명 

-학과폐지 : 생명․나노과학대학 광․전자물리학과

-학과신설 : 학부 공과대학에 광․센서공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
박사과정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에 수학교육과

개교 56주년 기념 한남의 날 개최
- 자랑스런 한남인상, 한남학술상 시상식
자랑스런 한남인상 : 도한호, 김일생, 황인무, 김인홍, 손종현, 백광천,
우영수, 연규양, 금홍섭, 이헌철
한남학술상 : 이문균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산·학· 교류협약

명성텍스와 산·학협력

대전도시공사와 산·학협력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선정

인증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인증기간 : 2013. 3월 ~ 2015.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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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1

2013. 2. 6

2013. 2. 15

2013. 3. 6
2013. 3. 21
2013. 3. 26
2013. 4. 4
2013. 4.. 16
2013. 4. 29
2013. 4. 29
2013. 5. 2
2013. 5. 15
2013. 6. 3

2013. 6. 13
2013. 6. 27
2013. 7. 2

2013. 7. 4

2012년 대학기관 평가 인증

- 취득일 : 2012.12.28.
- 인증기관 : 한국대학평가원

201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

- 학과신설 : 학부 교양융복합대학 연계전공에 융복합창업전공, 문화관광

학전공, 교육대학원에 영재교육전공

- 학과폐지 : 교육대학원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학위수여식

- 2012학년도 전기(51회) 총 2,174명 졸업

학사 1,883명, 일반대학원 104명(석사 73명, 박사 31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31명, 교육대학원 석사 45명, 경영대학원 석사 22명, 학제신학대학

원 석사 27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33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29명
- 2011학년도 후기(50회) 총 642명 졸업

학사 473명, 일반대학원 61명(석사 42명, 박사 19명), 사회문화대학원 석

사 19명, 교육대학원 석사 29명, 경영대학원 석사 16명, 학제신학대학원 

석사 11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20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13명
중국 지엔시더인재육성고등학교 교류 협정

주향교회와의 선교협력

중부골프․아화골프S&G․싱그린골프클럽․ABC골프(샤크존) 산․학협력

군수사령부 학술교류

한남교육사랑와 상호교류 협력

일본 동양대학 자매결연 협정

충청남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산업육성’을 위한 상호 협약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제19대 이사장 정삼수 이사장 취임

더드림교회와의 선교협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디엔디이, (주)솔코, (주)가교테크, (주)한국

에어로, (주)삼공사, (주)원진 등 산․학․연 협약

유진벨재단과 자매결연 협약

롯데부여리조트 및 롯데스카이힐과 산․학협력

2013학년도 학부 학과 신설 및 폐지

- 학과신설 : 학부 철학상담학과, 법무법학전공, 융합기술․경영학과(정원

외)
- 학과폐지 : 학부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감원학과 : 법학전공 105명 ⇨ 60명, 기독교학과 35명 ⇨ 30명, 회계학

과 100명 ⇨ 95명, 경찰행정학과 50 ⇨ 45명, 생명시스템과학과 90 ⇨ 80
명

-증원학과 : 컨벤션호텔경영학과 45명 ⇨ 50명,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0명 

⇨ 50명, 간호학과 50명 ⇨ 60명
- 학과명칭변경 : 중국통상학과 ⇨ 중국경제통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
컨벤션호텔경영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 화학공학과

국방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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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1
2014. 1. 27
2014. 2. 7

2014. 2. 17

솔브레인(주)와 산․학협력

일본 관동학원대학과 자매결연 협정

대전 대덕경찰서와 학교범죄예방을 위한 관․학협력

육군 제22보병사단 병영문화 체험과 안보교육을 위한 학․군 협력

사회문화대학원․행정복지대학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으로 통합

- 학과 폐지 : 기업컨설팅학과

용전교회와의 선교협력

대전웰니스병원 산․학협력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지

- 학과신설 : 광․센서공학과, 컨벤션호텔경영학과

- 학과명 변경 : 정치외교학과 ⇨ 정치언론국제학과

- 학과 폐지 :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및지역발전학과

경영대학원 학과 폐지

- 학과 폐지 : 건축․토목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정보기술학과, 정

보보호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제지화학공학과

제40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RUCK) 개최

- 기간 : 2013. 11. 21 ~ 22
- 주제 : 대학 특성화와 학사구조 조정

중국 닝보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

성모눈빛안과와 협력병원 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융햡 대전․세종․충남 연합회와 업무협약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3학년도 전기(53회) 총 1,880명 졸업

학사 1,763명, 일반대학원 117명(석사 86명, 박사 31명),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48명, 교육대학원 석사 65명, 경영대학원 석사 19명, 학제신학대학

원 석사 36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19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6명
- 2012학년도 후기(52회) 총 737명 졸업

학사 570명, 일반대학원 60명(석사 40명, 박사 20명), 사회문화대학원 석

사 35명, 교육대학원 석사 34명, 경영대학원 석사 18명, 학제신학대학원 

석사 3명, 행정복지대학원 석사 8명, 국방전략대학원 석사 9명
대덕이노폴리스벤쳐협회와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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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원리하에 대한민국의 교

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  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

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법

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한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한  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

정동 133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대한예수교장

로회 총회 허락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

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     결에 의하여 기본재

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

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

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

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   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

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

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1982. 12. 23 제정 1995. 10. 2 개정
1996. 11. 27 개정 1998. 2. 21 개정
1999. 3. 1 개정 1999. 6. 21 개정
2001. 5. 24 개정 2001. 12. 15 개정
2002. 6. 4 개정 2002. 12. 23 개정
2003. 3. 14 개정 2003. 9. 9 개정
2004. 9. 8 개정 2005. 2. 4 개정
2006. 5. 23 개정 2006. 11. 28 개정
2007. 2. 6 개정 2008. 2. 18 개정
2009. 7. 24 개정 2011. 5. 20 개정

  2012. 2. 17 개정 2012. 11. 27 개정
2013. 2. 22 개정 2013. 11. 22 개정

  2014. 6. 12 개정 2015. 6. 1 개정
2015. 11.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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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   환과 익년도에 이

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  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

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 제

제13조(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 간사등)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

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회에서 선임하여 관

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법인이 설치 경영

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

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③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인

     2. 동문회                    1인

     3. 총장(예겸이사)            1인

     4. 기타유지                  5인

     5. 개방이사                  3인

  ④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 한다.

  ⑤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     할청에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⑥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제24조제3항제5호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

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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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

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

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

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

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

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

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

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

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

임하고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    조의3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

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

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

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

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     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

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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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제2항 5호중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에 의한 정년계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

기 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      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

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

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

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

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  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

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

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

다. 다만, 소집권   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

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

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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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

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제35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

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

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6(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7(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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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

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제1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2. 한남송강빌딩

   3. 한남지족빌딩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72-3, 5

번지

   2. 한남송강빌딩 : 대전시 서구 내동 31-3, 5, 28번지

   3. 한남지족빌딩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84-5번지

제39조(관리인)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



․2015 한남대학교 요람48

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

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

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독

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43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

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

  ②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면하

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    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

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 「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

련 규    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근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삭제

  ⑥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⑦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

용한다.

  ⑧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

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  한다

  ⑨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⑩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    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⑪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  에는 그 임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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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

고하지 않아도 된다.

  ⑫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

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44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는 당해 교원의 임

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

호의 경우에    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        이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의 부모의 간호

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

하게 된 때

   11.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

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제45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

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        우에는 3년의 범

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        우 이를 분할하

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

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

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    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

다.

   10. 제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

용기간으로 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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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

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

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①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   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

한 휴직의 경   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    여는 봉급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

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

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

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임면권자

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    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

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    도개선을 위한 교

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

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    전의 정이 없다고 인

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

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    교법에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

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

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

을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의 2(명예퇴직수당) ①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

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   하여 퇴직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   한다.

제50조의 3(후임자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

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    거나 근무성적 불

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 원 인 사 위 원 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

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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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하고자 할 때에 그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    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

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

무연구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 처실

장 중 2인,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

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

이 된다.

  ④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

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

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

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7인

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

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

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    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

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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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

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

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     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

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  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

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    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

는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

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

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      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     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

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행하여야 한

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

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

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

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

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

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

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경우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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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69조(재심위원회)  삭제

제70조(재심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71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72조(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

제73조(심사의 범위)  삭제

제74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삭제

제75조(재심청구의 취하) 삭제

제76조(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

제77조(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삭제

제78조(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삭제

제79조(재심결정의 효력) 삭제

제80조(위원 수당 등) 삭제

제81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82조(운영세칙) 삭제

제 4 절   사 무 직 원 

제83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

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

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

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

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

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   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

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

한다.

  ③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    야 한다.

  ④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한 기독

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제8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

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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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

다.

제8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

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

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   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

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

직원으로 보한다.

  ②법인사무처에는 법인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부총장

은 대외교류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

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협

력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학장, 대학원장 등)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     고 소속 교직원을 지

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

연구처, 입학홍보처, 학생인재개발처, 사무처, 학술정

보처, 대외협력처, 감사실을 둔다.

  ②각 처(실)에는 필요한 부, 관, 센터 또는 팀을 두고 

처(실)장, 부(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

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

직원으로 보한다. 단, 처(실)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

처(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대학원 및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부

원장을 둘 수 있다.

  ②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5

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단, 필요한 경우 부

학장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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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부속기관―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신문방송국, 

인돈학술원, 기독교문화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원, 평생교육원, 

출판부, 생활관, 예비군연대

   2. 삭 제

   3.부설연구소―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소를 둔다.

  ②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조교수 이상

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③ 삭 제

  ④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

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     휘, 감독한다.

  ⑤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⑥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

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의2(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학교육

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

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

  ②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95조 삭 제

제 3 절   정   원

제96조(정원) 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7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

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    항은 국내 일간신

문에 공고한다.

제9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    으로 정한다.

제99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

음과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

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

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

명한 것으      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      류중인 징계 및 재

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

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

직명 직 명 생년월일 임기
(년) 주 소

이사장 한완석 1925. 11. 1 4 광주시 금동
126번지 8통1반

이사 맹용길 1938. 3. 25 4
서울 강동구 잠실
4동 진주아파트10동
201호

이사 정원채 1932. 7. 26 2 충북 청주시 복대동
65-1

이사 권익수 1932. 11. 20 2 전북 전주시 중화산
동 159번지

이사 이철원 1927. 2. 18 2 광주시 서구 양림동
226번지

이사 함경보 1931. 11. 29 4 대전시 중구 대흥
2동 111-1번지

감사 김오봉 1921. 11. 20 2 광주시 서구 백운동
541-2

감사 김경윤 1938. 7. 2 2
서울 강서구 목동 산
105 황제아파트4-4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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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     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

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     는 정

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     원(학장은 제외한다)

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     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    은 교육공

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

터 이 정관 시행일 전    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

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제외한다) 및 일

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

으로 본     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

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      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   류중인 징계 및 재

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

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

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    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    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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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

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

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

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

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조(임면)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면 4월 13일부터    적용하되 1997년 4

월 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

는 자에 대    하여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정년보장 심

사를 완료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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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는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

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

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    종            정원

       행 정 직            4명

       합    계            4명

       ※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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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

※ 촉탁직 1명(예비군 연대장), 별정직 3명(예비군연대참모, 개인전도훈련부, 체육위원회)

직 급 구 분 인 원

일

반

직

2급 참 여 4
3급 부 참 여 10
4급 참 사 16
5급 부 참 사 36
6급 주 사 43
7급 부 주 사 9
8급 서 기 9
9급 부 서 기 9

계 136

기

술

직

4급 사서참사 2
5급 사서부참사 4
5급 기술부참사 1
6급 사 서 6
6급 기 사 2
7급 부 사 서 3
7급 기 사 1
8급 사 서 보 1
8급 기 사 보 1
9급 사 서 보 1
9급 기 사 보 1

계 23

기

능

직

6등급 10
7등급 5
8등급 4
9등급 1
10등급 1

계 21
촉 탁 직 1

별

정

직

5급 0
6급 1
7급 2
8급 0
9급 0

계 3
총 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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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직 명 직 위 성 명 소 속

총 장 교 수 김형태 교육학과

학사부총장 교 수 김용환 역사·철학상담학과

산학협력부총장 교 수 장지종 산학협력단

교목실장 교 수 이 달 기독교학과

대학원장 교 수 신동민 문헌정보학과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장 교 수 이승철 행정학과

교육대학원장 교 수 이계길 미술교육과

경영대학원장 교 수 김진호 회계학과

학제신학대학원장 교 수 이 달 기독교학과

국방전략대학원장 교 수 김진호 회계학과

문과대학장 교 수 배정열 일본·프랑스어문학과

사범대학장 교 수 최이돈 역사교육과

공과대학장 교 수 이일근 전자공학과

경상대학장 교 수 김홍기 경제학과

법과대학장 교 수 김원규 법무법학전공

사회과학대학장 교 수 정순오 도시부동산학과

조형예술대학장 교 수 강구철 회화과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교 수 송현훈 화공신소재공학과

교양융복합대학장 교 수 사희민 디자인학과

기획조정처장 교 수 정명기 중국경제통상학과

교무연구처장 교 수 박경량 생명시스템과학과

입학홍보처장 교 수 정성진 건축공학전공

학생인재개발처장 교 수 박길철 멀티미디어학과

사무처장 참 여 강전의 사무처

학술정보처장 교 수 이강수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대외협력처장 교 수 이승호 화학과

산학협력단장 부 교 수 성인하 기계공학과

2015학년도 교무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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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원  명  단 

 명  단□ 전임교원

여기에 소개된 교직원은 2015. 3. 1현재이며, 게재 내용

은 성명(漢子), 직위, 출생년도, 학력, 전공(세부전공)등

입니다.

총 장

○ 김형태(金炯泰) 교수, 1946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M.S.G.C.(필리핀 De La Salle Univ.), 교육학박

사(충남대학교, 교육상담론)

부총장

<학사부총장>

○ 김용환(金龍還) 교수, 1952년생, 문학사(연세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Ph.D.(영국 The Univ.

of Wales, 사회철학)

<산학협력부총장>

○ 장지종(張志鐘) 교수, 1950년생, 행정학사(영남대학

교), 경제학석사(미국 캔사스대학교, 경제학)

문 과 대 학

<국어국문 창작학과(국어국문학과)>

○ 강정희(姜貞姬) 교수, 1950년생, 문학사(이화여자대학

교), 문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이화

여자대학교, 국어사)

○ 박영환(朴英煥) 교수, 1953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고려대학교,

국어의미론)

○ 백승호(白承鎬) 조교수, 1978년생, 문학사(서울대학

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

교, 국문학)

○ 신익호(申翼浩) 교수, 1951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전북대학교, 현

대문학/현대시)

○ 신태수(申泰秀) 조교수, 1968년생, 문학사(한남대학

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

교, 고전산문)

○ 장수익(張水翼) 교수, 1964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현

대소설)

<국어국문 창작학과(문예창작학과)>

○ 김창완(金昌完) 교수, 1958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교, 문

예창작)

○ 김홍진(金洪鎭) 부교수, 1966년생, 문학사(한남대학

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

교, 현대문학)

○ 이은하(李恩河) 부교수, 1976년생, 문학사(명지대학

교), 문학석사(명지대학교), 문학박사(명지대학

교, 현대소설)

○ 장노현(張魯鉉) 조교수, 1967년생, 문학사(한양대학

교), 문학석사(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한국학

대학원, 어문 고전)

○ 정기철(鄭圻喆) 교수, 1961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교,

국문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 김일구(金日究) 교수, 1961년생, 문학사(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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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프랑스 파리 7대학/미국 Univ. of

Missouri), 문학박사(미국 Texas Tech Univ.,

영미비평/고려대학교, 영미소설)

○ 변지현(卞智賢) 조교수, 1981년생, 문학사(한남대학

교), 석사(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문

학박사(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영어교

육)

○ 서미선(徐美善) 부교수, 1971년생, 학사(고려대학교),

문학석사(고려대학교), 박사(미국 오하이오주립

대학교, 언어학)

○ 송기호(宋基鎬) 교수, 1962년생, 문학사(충북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미국 Michigan State

Univ.), Ph.D.(미국 Michigan State Univ., 영미

시)

○ 정규태(鄭圭泰) 교수, 1963년생, 영문학사(부산대학

교), 영문학석사(부산대학교, 미국 일리노이주립

대학교), 언어학박사(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응용언어학)

○ 한상수(韓相洙) 교수, 1958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교,

영미소설)

○ 홍기영(洪起永) 교수, 1950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숭실대학교), 문학박사(단국대학교, 세

익스피어)

○ 콜린 모엣(Mouat, Colin Alexander) 외국인전임교원

(조교수), 1976년생, 학사(미국 Univ. of

Florida), 석사(미국 Univ. of Florida,

Linguistics)

○ 테렌스 더글라스 디글(Terrence Douglas Deagle) 외

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64년생, 학사(미국 St.

Mary's Univ.), 석사(미국 Peru State College,

Higher Education)

○ 란제로비크 니노슬라브(Randjelovic Ninoslav) 외국인전

임교원(조교수), 1959년생, 학사(유고 Univ. of

Belgrade), 석사(미국 St. Vladimir’s Academy,

철학 및 종교학)

○ 제레미 콜맨(Jeremy Michael Coleman) 외국인전임교

원(조교수), 1971년생, 학사(미국 Bucks County

Community College), 학사(미국 San Francisco

Art Institute), 석사(호주 Univ. of Sydney,

TESOL)

<영어영문학과(아동영어학전공)>

○ 손민정(孫民政) 조교수, 1972년생, 학사(영남대학교),

석사(영남대학교/미국 Yale Univ.), 박사(미국

Yale Univ., 음성학/음운론)

○ 이영준(李詠駿) 부교수, 1959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영국 Nottingam Univ.), 박사

(미국 Aberdeen Univ., 영문학)

○ 허 근(許 懃) 부교수, 1970년생, 학사(이화여자대

학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박사(미국

Washington State Univ., 영어교육

ESL/CALL)

○ 더글라스 먼로(Douglas Howard Monroe Jr.) 외국인전

임교원(조교수), 1957년생, 학사(미국 State

Univ. of New York College at Potsdam) 석사

(미국 State Univ. of New York College at

Potsdam, Music Education)

<일본 프랑스어문학과(일어일문학과)>

○ 배정열(裵貞烈) 교수, 1960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일고전문학)

○ 신민철(申玟澈) 교수, 1968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일본 나고야대학교), Ph.D.(일본 나고

야대학교, 비교어휘론)

○ 안증환(安增煥) 교수, 1957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중앙대학교, 일

어문법론)

○ 정향재(鄭香在) 조교수, 1962년생, 학사(외국어대학

교), 석사(외국어대학교), 박사(일본 세이케이대

학교, 문학연구)

○ 다나카 미에(田中 三惠)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7년생, 학사(일본 무코가와여자대학), 문학

석사(일본 무코가와여자대학, 일본어과)

<일본 프랑스어문학과(프랑스어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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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형식(姜亨植) 교수, 1957년생, 문학사(연세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대학교, 기

욤언어학)

○ 김경옥(金京玉) 교수, 1958년생, 문학사(이화여자대학

교), 문학석사(프랑스 Besancom Univ.), 문학박

사(이화여자대학교, 17C불희곡)

○ 김정곤(金正坤) 교수, 1957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프랑스 Univ. de Lyon 2), 문학박사

(프랑스 Univ. de Lyon 2, 비교문학)

○ 이규식(李圭植) 교수, 1953년생, 문학사(한국외국어대

학교), 문학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시)

○ 마리나 위옹(Marina Huon)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1년생, 학사(프랑스 Univ. Stedhal Grenoble

3), 석사(프랑스 Univ. Stedhal Grenovle 3, 언

어/멀티미디어 교육)

<독일어문학과>

○ 피르니(Raymo Pilny)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65

년생, 학사(미국 Maryland Univ., 독어회화)

<역사 철학상담학과(독일어문학과)>

○ 송 전(宋 典) 교수, 1953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독희곡)

○ 정완식(鄭完植) 교수, 1955년생, 문학사(한국외국어대

학교), 문학석사(독일 자르브르겐대학교),

Ph.D.(독일 자르브르겐대학교, 음성학/음운론)

<역사 철학상담학과(사학과)>

○ 이정신(李貞信) 교수, 1952년생, 문학사(고려대학교),

문학석사(고려대학교), 문학박사(고려대학교, 한

국중세사/한국사)

○ 이주현(李周鉉) 교수, 1955년생, 문학사(서강대학교),

문학석사(서강대학교), 문학박사(서강대학교, 중

국고대사)

○ 이진모(李晋模) 교수, 1959년생, 문학사(고려대학

교), 문학석사(고려대학교), 철학박사(독일 보

쿰대학교, 독일현대사)

○ 한기범(韓基範) 교수, 1950년생, 문학사(충남대학교),

문학석사(충남대학교), 문학박사(충남대학교, 한

국사회사상사)

<역사 철학상담학과(철학/철학상담학과)>

○ 김왕연(金王淵) 교수, 1955년생, 문학사(고려대학교),

문학석사(고려대학교), 철학박사(고려대학교, 한

국철학)

○ 김용환(金龍還) 교수, 1952년생, 문학사(연세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Ph.D.(영국 The Univ.

of Wales, 사회철학)

○ 조화진(趙花眞) 조교수, 1975년생, 교육학사(연세대학

교), 교육학석사(연세대학교), 교육학박사(연세

대학교, 상담교육)

○ 최신한(崔信韓) 교수, 1956년생, 문학사(계명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철학박사(독일

Tubingen Univ., 독일철학)

○ 황종환(黃鐘煥) 교수, 1952년생, 문학사(고려대학교),

교육학석사(서울대학교), 신학석사(합동신학대

학원대학교),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국민윤리

학), 철학박사(독일 뮌헨대학교, 철학)

<문헌정보학과>

○ 노정순(魯正順) 교수, 1950년생, 문학사(성균관대학

교), 도서관학석사(성균관대학교), Ph.D.(미국

Indiana Univ., 정보학)

○ 박성희(朴聖熙) 조교수, 1972년생, 공학사(경북대학

교), 공학석사(경북대학교), 박사(미국 Virginia

Tech, Digital Libraries)

○ 신동민(申東珉) 교수, 1952년생, 문학사(중앙대학교),

도서관학석사(중앙대학교), 문학박사(중앙대학

교, 정보학)

○ 유소영(劉素映) 조교수, 1979년생, 문학사(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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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도서관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

대학교, 문헌정보학)

○ 한경신(韓敬信) 교수, 1954년생, 가정학사(서울여자대

학교), 문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중

앙대학교, 자료조직)

<기독교학과>

○ 계재광(桂在光) 부교수, 1970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장로회신학대학), 석사(미국 Candler

School of Theology at Emory Univ.) 박사(미

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리더십)

○ 반신환(潘信煥) 교수, 1962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M.Div.(미국 Emony Univ.), Ph.D.(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 Berkeley, 기독교

상담학)

○ 이달(李達) 교수, 1952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

학석사(장로회신학대학교), Th.M.(미국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미국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 조용훈(趙龍勳) 교수, 1960년생, 신학사(장로회신학대

학교), 교역학석사/신학석사(장로회신학대학),

Dr.Theol.(독일 Bonn대학교, 기독교 윤리)

○ 천사무엘(千사무엘) 교수, 1960년생, 신학사(연세대학

교), 신학석사(연세대학교), 교역학석사(장로회

신학대학교), Ph.D.(미국 Graduate Theolgical

Union, Berkeley, 구약학)

○ 최영근(崔永根) 조교수, 1971년생, 학사(장로회신학대

학교), 석사(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연세대 연

합신학대학원), 석사(미국 Candler School of

Theology at Emory Univ.) 박사(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 기독교역사)

○ 가브리엘(Andrus, Gabriel David)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86년생, 학사(미국 Saint Louis Univ.),

석사(미국 Boston College)

사 범 대 학

<교직과>

○ 김승훈(金承勳) 조교수, 1956년생, 학사(중앙대학교),

교육학석사(중앙대학교), 교육학박사(중앙대학

교, 교육행정학)

○ 박선희(朴宣姬) 조교수, 1969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한양대학교), 박사(한양대학교, 교육공학)

○ 심상보(沈相寶) 조교수, 1961년생, 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박사(충남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심리)

○ 이혜정(李惠霆) 조교수, 1964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학교, 교육학)

<국어교육과>

○ 김홍범(金弘凡) 교수, 1960년생, 문학사(연세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대학교 국

어학)

○ 서영숙(徐永淑) 부교수, 1958년생, 학사(인하대학교),

석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

사(충남대학교, 고전문학)

○ 송정근(宋正根) 부교수, 1973년생, 문학사(서울대학

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

교, 국어학 형태론)

○ 윤정룡(尹晸龍) 교수, 1952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현

대시론)

○ 이상우(李相雨) 교수, 1957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문학석사(한남대학교), 문학박사(한남대학교,

국어교재연구 및 문학교육)

○ 정민주(鄭珉珠) 부교수, 1976년생, 학사(한성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화

법교육)

<영어교육과>

○ 강문순(姜文淳) 교수, 1962년생, 학사(서강대학교),

문학석사(서강대학교), Ph.D.(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 영미시,산문,풍자문학)

○ 김남순(金南順) 교수, 1954년생, 문학사(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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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석사(미국 Arizona State Univ.), Ph.D.(미

국 Texas Univ., 영어교육)

○ 손근원(孫根元) 교수, 1961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미국 Univ. of

Connecticut), Ph.D.(미국 Univ. of Connecticut,

언어학)

○ 윤교찬(尹敎贊) 교수, 1957년생, 문학사(서강대학교),

문학석사(서강대학교,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 문학박사(서강대학교, 미국소설)

○ 이영식(李英植) 교수, 1955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영국 Warwick Univ.), 문학박사(영국

Southampton Univ., 영어교육 및 평가)

○ 로버트 알런(Lobert Leon Allen)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54년생, 학사(미국 Evergreen St.

College), 석사(미국 George Fox Univ., 영어교

육)

○ 윌리엄(William Joseph Peters)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66년생, 학사(캐나다 Univ. of Prince

Edward Island), 석사(캐나다 Univ. of Prince

Edward Island/미국 Golden State School of

Teology), 박사(미국 Golden State School of

Teology, 종교교육학)

<교육학과>

○ 김동석(金東錫) 교수, 1958년생, 교육학사(부산대학

교), 교육학석사(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서울

대학교, 교육행정학)

○ 김재철(金宰徹) 교수, 1967년생, 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서울대학교,

측정평가 및 통계)

○ 박양주(朴陽周) 조교수, 1971년생, 교육학사(서울대학

교), 교육학석사(서울대학교), 철학박사(미국

The Univ. of Texas at Austin, Instructional

Technology)

○ 배천웅(裵天雄) 교수, 1952년생, 문학사(고려대학교),

교육학석사(고려대학교), Ph.D.(미국 Michigan

State Univ., 사회교육)

○ 성기산(成箕山) 교수, 1952년생, 문학사(성균관대학

교), 교육학석사(성균관대학교), 교육학박사(중

앙대학교, 교육철학사/교육사)

○ 최지영(崔枝英) 부교수, 1969년생, 학사(숙명여자대학

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미국 미네소타대학

교, 교육심리학)

<역사교육과>

○ 김세호(金世昊) 교수, 1958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동

양사:중국근세사 이후)

○ 박종린(朴鐘隣) 조교수, 1967년생, 문학사(연세대학

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대학

교, 한국근현대사)

○ 성백용(成白庸) 부교수, 1962년생, 문학사(서울대학

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

교, 서양사)

○ 이필영(李弼泳) 교수, 1953년생, 문학사(연세대학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대학교, 한

국고대신앙 및 신속신앙)

○ 최이돈(崔異敦) 교수, 1957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한

국근세사)

○ 허신혜(許信惠) 조교수, 1968년생, 학사(충남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교육학박사(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

<미술교육과>

○ 김성용(金星容) 부교수, 1969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한남대학교), 석사(인도 Visva-Bharati

Santiniketan Univ., Sculpture)

○ 김종필(金鐘弼) 조교수, 1970년생, 교육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한남대학교, 조소)

○ 서재흥(徐載興) 조교수, 1961년생, 교육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한남대학교, 서양화)

○ 이계길(李啓吉) 교수, 1957년생, 미술교육학사(한남대

학교), 동양화석사(홍익대학교, 한국화)

○ 장순업(張淳業) 교수, 1951년생, 미술학사(중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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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미술학석사(중앙대학교, 서양화)

○ 정경철(程京喆) 부교수, 1960년생, 학사(추계예술대학

교), 석사(한남대학교), 박사(단국대학교, 동양

화)

<수학교육과>

○ 김준형(金俊亨) 조교수, 1978년생, 이학사(서울대학

교), 교육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

교, 수학교육)

○ 류근식(柳根植) 교수, 1952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교,

해석학)

○ 유충현(兪忠賢) 부교수, 1976년생, 학사(경북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학교, 수학교육)

○ 윤연수(尹演洙) 교수, 1959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학교, 위

상수학)

○ 이경자(李敬子) 부교수, 1968년생, 이학사(국민대학

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

교, 대수학)

공 과 대 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컴퓨터공학과)>

○ 박우전(朴佑銓) 교수, 1951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일본 전기통신대학교), 공학박사(한국

과학기술원, 시스템소프트웨어공학)

○ 소우영(蘇祐永) 교수, 1956년생, 공학사(중앙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Univ. of

Maryland, 소프트웨어인공지능)

○ 이강수(李康壽) 교수, 1958년생, 이학사(홍익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교, 소

프트웨어공학)

○ 이 극(李 克) 교수, 1960년생, 공학사(경북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인

공지능 및 응용)

○ 이만희(李萬熙) 조교수, 1972년생, 학사(경북대학교),

석사(경북대학교), 박사(미국 Texas A&M

Univ.,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시스

템 소프트웨어)

○ 이상구(李相球) 교수, 1955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일본 와세

다 대학교, 컴퓨터구조론)

○ 이재광(李載廣) 교수, 1956년생, 이학사(광운대학교),

이학석사(광운대학교), 이학박사(광운대학교, 컴

퓨터네트워크)

○ 최의인(崔義仁) 교수, 1958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홍익대학교), 이학박사(홍익대학교, 데

이터베이스)

<전자공학과>

○ 강철신(姜哲信) 교수, 1953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미국 Oregon State Univ.), 공학박사

(미국 Oregon State Univ., 신호처리․통신)

○ 오병주(吳炳周) 교수, 1953년생, 공학사(부산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niv. of New Mexico), 공학박

사(미국 Univ. of New Mexico, 제어 및 로봇공

학)

○ 이귀연(李貴緣) 교수, 1957년생, 공학사(연세대학교),

공학석사(연세대학교), 공학박사(연세대학교, 반

도체공학 및 마이크로소자)

○ 이미영(李美英) 조교수, 1976년생, 학사(전북대학교),

석사(전북대학교), 박사(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

통신공학)

○ 이일근(李一根) 교수, 1959년생, 공학사(경북대학교),

공학석사(미국 Oregon State Univ.), 공학박사

(미국 Oregon State Univ., 통신 및 신호처리)

○ 최인식(崔仁植) 부교수, 1971년생, 공학사(경북대학

교), 공학석사(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포항

공과대학교, 전자장 및 초고주파)

○ 최진규(崔眞圭) 교수, 1958년생, 공학사(고려대학교),

공학석사(고려대학교), 공학박사(고려대학교, 컴

퓨터공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정보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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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한(柳成翰) 부교수, 1975년생, 공학사(경북대학

교), 공학석사(포항공과대학교), 공학박사(포항

공과대학교, 전자회로)

○ 박대철(朴大哲) 교수, 1953년생, 학사(서강대학교),

석사(미국 New Mexico Univ.), 공학박사(미국

New Mexico Univ., 영상통신)

○ 박성우(朴聖宇) 교수, 1962년생, 공학사(연세대학교),

공학석사(미국 Texas Univ.), 공학박사(미국

California State Univ., 컴퓨터통신망)

○ 백제인(白濟寅) 교수, 1956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국과학

기술원, 디지털통신)

○ 윤영선(尹泳善) 교수, 1968년생, 공학사(한국과학기

술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

국과학기술원, 전산학)

○ 은성배(殷誠培) 교수, 1963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국과학

기술원, 컴퓨터구조)

○ 정진만(程鎭萬) 조교수, 1978년생, 공학사(서울대학

교), 석박통합(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학과(멀티미디어공학전공)>

○ 김용태(金容泰) 조교수, 1961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숭실대학교), 이학박사(충북대학교, 정보통

신)

○ 박길철(朴吉綴) 교수, 1960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숭실대학교), 공학박사(성균관대학교,

멀티미디어정보공학)

○ 박병주(朴昞周) 부교수, 1975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미국 Univ. of Florida), 박사(미국 Univ.

of Florida, 모바일무선통신)

○ 이동철(李東澈) 조교수, 1979년생, 학사(포항공과대학

교), 석사(포항공과대학교), 박사(한양대학교,

전자컴퓨터통신공학)

○ 이성욱(李晟旭) 조교수, 1975년생, 공학사(경북대학

교), 석사(미 Univ. of Florida), 공학박사(미국

Univ. of Florida, Electrical & ComputerEng.)

○ 로니 케이틸레스(Ronnie D. Caytiles) 외국인전임교원

(조교수), 1978년생, 공학사(필리핀 Western

Institute of Technology), 석박통합(한남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

<멀티미디어학과(미디어영상전공)>

○ 김민호(金敏皓) 부교수, 1954년생, 학사(중앙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방송영상)

○ 김석수(金錫洙) 교수, 1965년생, 학사(경남대학교),

석사(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성균관대학교, 컴

퓨터공학)

○ 김준수(金俊秀) 부교수, 1968년생, 학사(홍익대학교),

석사(홍익대학교, 영상특수효과)

○ 소요환(蘇堯煥) 교수, 1967년생, 학사(홍익대학교),

석사(홍익대학교, 서양화/미국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Communication Arts)

○ 유 금(柳 金) 조교수, 1979년생, 학사(한양대학교),

미술학석사(한양대학교), 이학박사(한양대학교,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

○ 이은석(李垠錫) 교수, 1968년생, 응용미술학사(대구대

학교), 산업디자인학석사(세종대학교, 컴퓨터 그

래픽디자인)

○ 최이정(崔異庭) 교수, 1964년생, 문학사(한국외국어대

학교), 문학석사(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학)

<건축학부>

￭ 건축학전공 ￭

○ 김억중(金億中) 교수, 1955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공학박사

(충북대학교, 건축론 및 건축사)

○ 강인호(姜仁鎬) 교수, 1960년생, 공학사(연세대학교),

공학석사(연세대학교), 공학박사(연세대학교, 건

축계획)

○ 김학래(金學來) 조교수, 1963년생, 공학사(부산대학

교), 공학석사(충남대학교), 공학박사(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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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건축공학)

○ 신현준(申鉉晙) 조교수, 1969년생, 공학사(연세대학

교), 공학석사(연세대학교, 건축학)

○ 정재훈(鄭載勳) 부교수, 1966년생, 공학사(고려대학

교), 공학석사(고려대학교), 공학박사(고려대학

교, 건축계획)

○ 한필원(韓弼元) 교수, 1961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

축설계)

￭ 건축공학전공 ￭

○ 곽노열(郭魯悅) 부교수, 1962년생, 학사(한양대학교),

석사(한양대학교), 공학박사(한양대학교, 건축환

경 및 설비)

○ 문정호(文楨鎬) 교수, 1958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한양대학교, 미국 Michigan Univ.),

공학박사(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철근

콘크리트구조)

○ 이재승(李哉承) 부교수, 1971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한양대학교), 석사(미국 Univ. of Cololrado

at Boulder), 박사(미국 Univ. of Cololrado at

Boulder, 시공재료)

○ 장철기(張哲基) 조교수, 1969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미국 Univ. of Michigan in Ann Arbor),

박사(미국 Univ. of Michigan in Ann Arbor,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정성진(鄭成眞) 교수, 1960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

축구조)

<건설시스템공학과>

○ 권성준(權聖竣) 조교수, 1971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콘크리트공

학)

○ 김건하(金建何) 교수, 1967년생, 공학사(고려대학교),

공학석사(고려대학교), 공학박사(미국 Texas

A&M Univ., 환경공학)

○ 민관식(閔官植) 조교수, 1966년생, 학사(성균관대학

교), 석사(성균관대학교) 박사(충남대학교, 지형

정보공학 및 건설관리학)

○ 송영우(宋永祐) 교수, 1952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토

질역학)

○ 오주원(吳柱源) 교수, 1950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전북대학교), 공학박사(전북대학교, 구

조공학)

○ 이학수(李學洙) 교수, 1955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niv. of Detroit), 공학박사(미국

Univ. of Michigan, 구조공학)

○ 정동국(鄭東國) 교수, 1956년생, 공학사(부산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수

자원공학)

○ 정태성(鄭泰成) 교수, 1960년생, 공학사(서울시립대학

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

교, 해안환경수리학)

○ 진명섭(秦明燮) 교수, 1960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Univ. of

Rhode Islands, 도로공학)

<산업경영공학과>

○ 김경택(金京澤) 교수, 1957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CAD/CAE/CAM)

○ 김종수(金宗洙) 교수, 1964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미국 Polytechnic Univ.), 공학박사(미

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지능형 CDA/회

로기판)

○ 박성하(朴晟夏) 교수, 1963년생, 공학사(고려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niv. of Texas), 공학박사(미국

Texas Tech Univ., 인간공학)

○ 오현승(吳炫昇) 교수, 1953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미국 Iowa State Univ.),

Ph.D.(미국 Iowa State Univ., 경제성공학)

○ 이한교(李韓敎) 교수, 1954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niv. of Florida), Ph.D.(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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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of Florida, 고급OR론/생산관리)

○ 임동순(任東淳) 교수, 1957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Ph.D.(미국 Iowa

State Univ., 시뮬레이션)

<기계공학과>

○ 강봉수(姜奉秀) 교수, 1969년생, 공학사(한국과학기술

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국

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박문식(朴文式) 교수, 1960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국과학

기술원, 생산설계)

○ 서영성(徐榮成) 교수, 1958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미국 Rensselaer Polytechnic Ins.), 공

학박사(미국 Rensselaer Polytechnic Ins., 전산

고체역학 CAE)

○ 성인하(成寅河) 부교수, 1969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나노가공,

나노역학)

○ 심우건(沈愚建) 교수, 1955년생, 공학사(인하대학교),

공학석사(인하대학교/캐나다 McGill대학교), 공

학박사(캐나다 McGill대학교, 유체역학)

○ 윤천석(尹天錫) 교수, 1963년생, 공학사(연세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niv. of Alabama in

Huntsville.), 공학박사(미국 Univ. of Alabama

in Huntsville., 열역학/연소공학)

○ 이용택(李鎔宅) 조교수, 1974년생, 학사(고려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박사(고려대학교, 기계공학

(열 및 유체공학))

○ 황철호(黃撤浩) 교수, 1960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기

계진동 및 소음)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광․센서공학과)>

○ 남충희(南忠熙) 조교수, 1978년생, 학사(고려대학교),

석사(광주과학기술원), 박사(광주과학기술원, 신

소재공학)

○ 박영태(朴營泰) 부교수, 1952년생, 공학사(울산대학

교), 공학석사(부산대학교), 공학박사(충남대학

교, 전기공학)

○ 손대락(孫大洛) 교수, 1955년생, 이학사(충남대학교),

이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독일

Hamburg Univ., 고체물리)

○ 임천석(林千石) 교수, 1967년생, 물리학사(한국외국어

대학교), 물리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박

사(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 응용광학)

○ 장 수(張 秀) 교수, 1954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한국과학기

술원, 응용광학)

○ 조재흥(曺在興) 교수, 1959년생, 이학사(고려대학교),

이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한국과학

기술원, 응용광학)

경 상 대 학

<경영학과>

○ 강신성(姜信成) 교수, 1956년생, 경영학사(서울대학

교), 경영학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서울

대학교, 투자․기업금융)

○ 남성집(南盛集) 조교수, 1972년생, 학사(충북대학교),

석사(미국 Thunderbird Gaduate School), 박사

(미국 Golden Gate Univ., 경영학과)

○ 심용보(沈容輔) 조교수, 1967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한남대학교, 인사/조직)

○ 양원석(梁元錫) 부교수, 1971년생, 학사(한국과학기술

원), 석사(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한국과학기술

원, 산업공학과)

○ 이규현(李圭玹) 교수, 1952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서울대학

교, 마케팅관리)

○ 황요성(黃堯性) 부교수, 1958년생, 경영학사(한남대학

교), 경영학석사(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경희

대학교, 인사조직관리)

○ 이덕훈(李悳薰) 교수, 1957년생, 경영학사(한남대학

교), 경영학석사(일본 게이오대학교), 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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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게이오대학교, 국제경영학)

○ 이진호(李珍浩) 조교수, 1975년생, 학사(서강대학교),

석사(서강대학교) 박사(서강대학교, 재무관리)

○ 장수덕(張壽德) 교수, 1969년생, 학사(계명대학교),

석사(경북대학교), 경영학박사(경북대학교, 인

사/조직)

○ 정강옥(丁康鈺) 교수, 1967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연세대학교, 마케

팅)

○ 정충영(鄭忠永) 교수, 1965년생, 경영학사(서울대학

교), 경영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

국과학기술원, 디지털경영/정보기술응용)

○ 진현웅(陳玄雄) 교수, 1969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국과학기술

원, 운용과학/생산관리)

○ 허찬영(許贊寧) 교수, 1959년생, 경영학사(한남대학

교), 경영학석사(영국 Univ. of Wales MBA),

Ph.D.(영국 Univ. of Aaton in Birmingham, 인

적자원관리)

○ 현영석(玄永錫) 교수, 1952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한국과학

기술원, 경영정책)

○ 댄 달(Daniel George Dahl)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63년생, 학사(미국 Oregon State Univ.), 경

영학석사(미국 Oregon State Univ., M.B.A.)

<회계학과>

○ 김영태(金英太) 교수, 1955년생, 경영학사(한남대학

교), 경영학석사(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아주

대학교, 재무회계)

○ 김진호(金眞浩) 교수, 1958년생, 경영학사(연세대학

교), 경영학석사(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연세

대학교, 회계정보시스템)

○ 선은정(宣殷晶) 조교수, 1980년생, 경영학사(성균관대

학교), 경영학석사(성균관대학교), 경영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회계)

○ 이용석(李鎔碩) 조교수, 1978년생, 경영학사(한양대학

교), 회계학석사(한양대학교), 경영학박사(한양

대학교, 회계학)

○ 이장순(李壯淳) 조교수, 1966년생, 학사(서강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고려대학교, 회계학)

○ 정홍진(鄭洪鎭) 교수, 1953년생, 경영학사(중앙대학

교), 경영학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중앙

대학교, 관리회계)

○ 마이클 오스틴 피츠(MICHAEL AUSTIN PITTS) 외국인전

임교원(조교수), 1987년생, 문학사(미국

Samford Univ.), 문학석사(미국 Univ. of

Alabama at Birmingham, 미국문학)

<무역학과>

○ 신윤식(申允植) 부교수, 1963년생, 학사(고려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전북대학교, 무역학)

○ 신한동(申漢東) 교수, 1953년생, 경제학사(건국대학

교), 경제학석사(건국대학교), 경제학박사(건국

대학교, 무역경영)

○ 은 웅(殷 雄) 부교수, 1965년생, 학사(미국 Utha

State Univ.), 석사(미국 Utha State Univ.),

경제학박사(미국 Utha State Univ., 국제무역/

환경경제)

○ 이제현(李濟鉉) 교수, 1964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서강대학교, 무역

실무)

○ 정재완(鄭在完) 부교수, 1955년생, 학사(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서강대학교,

국제경영 및 무역실무)

○ 최장우(崔璋雨) 교수, 1960년생, 무역학사(한양대학

교), 석사(벨기에 Univ. of Leuven), 경영학박

사(창원대학교, 국제경영 및 마케팅)

○ 한기문(韓基文) 조교수, 1961년생, 학사(서강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박사(성균관대학교, 무역경

영)

○ 로데릭 멘도자(Roderick Mendoza)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76년생, 심리학사(미국 Saint Marys

College), 상담학석사(미국 Saint Marys College,

상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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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 고창룡(高昌龍) 부교수, 1968년생, 경제학사(한남대학

교), 경제학석사(한남대학교), 경제학박사(한남

대학교, 경제학)

○ 김의섭(金義燮) 교수, 1953년생, 농학사(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영국

Univ. of Leicaster, 재정학)

○ 김홍기(金洪起) 교수, 1960년생, 경제학사(서울대학

교),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서울

대학교, 국제무역이론)

○ 민완기(閔完基) 교수, 1954년생, 경제학사(성균관대학

교),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서울

대학교, 경제사)

○ 박상진(朴常鎭) 교수, 1952년생, 공학사(고려대학교),

M.A.(미국 Western Illinois Univ.), Ph.D.(미국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국제경제/화

폐금융론)

○ 설성수(薛晟洙) 교수, 1954년생, 경제학사(고려대학

교), 경제학석사(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고려

대학교, 계량경제․미시경제)

○ 송태복(宋泰卜) 교수, 1951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학교, 경제

학)

○ 이상훈(李相勳) 조교수, 1973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미국 Univ. of Utah, 경
제학)

○ 황진영(黃鎭永) 교수, 1966년생, 경제학사(중앙대학

교), 경제학석사(중앙대학교), 경제학박사(미국

Vanderbilt Univ., 거시경제학)

○ 알렉스(Timberman Alex Bosco)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84년생, 학사(미국 Excelsior College), 석

사(미국 Univ. of Arkansas at Little Rock), 박

사(미국 Univ. of Arkansas at Little Rock,

Joint MD/MBA)

<중국경제통상학과>

○ 성일석(成一錫) 교수, 1951년생, 정치학사(성균관대학

교), 경제학석사(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필

리핀 Univ. of Santo Tomas, 국제경제)

○ 오대원(吳垈原) 조교수, 1971년생, 학사(부산대학교),

석사(부산대학교), 박사(부산대학교, 무역학/중

국 Renmin Univ. of China, National

Economics)

○ 정명기(鄭明基) 교수, 1955년생, 경영학사(한남대학

교), 경제학석사(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독일

Marburg Univ., 경제발전론)

○ 정상은(鄭常恩) 부교수, 1971년생, 경영학사(중앙대학

교), 경제학석사(중국 북경대학교), 경제학박사

(중국 북경대학교, 중국경제)

○ 권일숙(權日淑)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7년생,

학사(숙명여자대학교), 석사(숙명여자대학교),

박사(숙명여자대학교, 국제경영/전략)

○ 소 예(宵銳)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1년생, 문

학사(중국 길림대학), 문학석사(중국 운남사범

대학, 중국어과)

○ 조 매(晁梅)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2년생, 문

학사(중국 서북대학교), 문학석사(중국 서북대

학), 교육학박사(미국 Saint Marys Univ., 교육

학)

<비즈니스통계학과>

○ 권세혁(權世赫) 교수, 1961년생, 경제학사(성균관대학

교), 경제학석사(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미

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응용통계)

○ 김명준(金明駿) 조교수, 1973년생, 학사(중앙대학교),

석사(미국 Univ. of Florida), 박사(미국 Univ.

of Florida, 통계학)

○ 김태규(金泰奎) 교수, 1956년생, 경제학사(중앙대학

교), 경제학석사(중앙대학교), 경제학박사(중앙

대학교, 통계적 품질관리)

○ 박병화(朴炳撶) 조교수, 1973년생, 학사(미국 The

Univ. of Arizona), 석사(미국 The Univ. of

Nebraska), 박사(미국 George Mason Univ.,

Computational and Data Sciences)

○ 정규진(鄭圭振) 교수, 1959년생, 경제학사(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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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

학교, 수리통계학)

○ 피터 트라파(Peter David Tlapa)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68년생, 학사(미국 Lehigh Univ.

English), 석사(미국 College of Santa Fe,

MBA)

<컨벤션호텔경영학과>

○ 김주향(金周享) 조교수, 1974년생, 철학사(건국대학

교), 석사(미국 Boston Univ.), 박사(경희대학

교, 호텔관광&외식경영)

○ 원유석(元裕錫) 부교수, 1957년생, 학사(평택대학교),

석사(경기대학교), 박사(경기대학교, 호텔경영)

○ 윤승현(尹承鉉) 부교수, 1959년생, 경제학사(고려대학

교), 경영학석사(고려대학교), 관광학박사(경희

대학교, 서비스경영 및 컨벤션실무)

○ 이상민(李相旼) 조교수, 1977년생, 관광학사(경희대학

교), 관광학석사(경희대학교), 관광학박사(경희

대학교, 호텔관광학)

○ 이준재(李俊在) 부교수, 1971년생, 학사(안양대학교),

석사(경희대학교), 박사(경희대학교, 호텔경영)

○ 한학진(韓學震) 부교수, 1965년생, 학사(동국대학교),

석사(세종대학교), 박사(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

영)

법 과 대 학

< 법 학 부 >

￭ 법학전공 ￭

○ 강명구(姜明九) 부교수, 1966년생, 학사(연세대학교),

법학석사(미국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 변호사

○ 고영훈(高永訓) 교수, 1959년생, 정치학사(고려대학

교),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법학박사(독일

Tubingen Univ., 행정법)

○ 김용효(金容孝) 교수, 1962년생, 법학사(한양대학교),

법학석사(충남대학교), 변호사

○ 신치재(申致宰) 교수, 1954년생, 행정학사(중앙대학

교), 법학석사(중앙대학교), 법학박사(중앙대학

교, 형사법)

○ 윤부찬(尹富讚) 교수, 1965년생, 법학사(연세대학교),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민

법)

○ 윤영철(尹瑛喆) 교수, 1965년생, 법학사(경희대학교),

법 학 석 사 ( 경 희 대 학 교 / 독 일

Albert-Ludwigs-Univ. Freiburg), 법학박사(독

일 Johann Wolfgang Goethe-Univ. Frankurt,

형법)

○ 이경희(李庚熙) 교수, 1950년생, 법학사(연세대학교),

법학석사(영남대학교),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민

사소송법)

○ 이석용(李錫龍) 교수, 1952년생, 법학사(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고려대학교, 국

제법)

○ 정상기(鄭相冀) 교수, 1961년생, 법학사(연세대학교),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학박사(연세대학교, 공

법/행정법)

○ 차성민(車聖敏) 부교수, 1967년생, 법학사(경희대학

교), 법학석사(경희대학교), 법학박사(서울대학

교, 경제법)

○ 한 철(韓 鐵) 교수, 1956년생, 법학사(고려대학교),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고려대학교, 상

사법)

○ 케빈카펠(Kevin Michael Kapel)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58년생, 학사(미국 John Carroll Univ.),

법학박사(미국 Cleveland-Marshall School of

Law, 법학)

￭ 특허법학전공 ￭

○ 김관식(金琯植) 교수, 1965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충남대학교 특허협동과정), 이

학박사(서울대학교, 고체물리/지적재산권법)

○ 신운환(申雲煥) 교수, 1951년생, 법학사(서울대학교),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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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전현철(全顯撤) 부교수, 1965년생, 법학사(고려대학

교), 석사(한양대학교), 변호사

○ 조인성(趙寅成) 부교수, 1964년생, 법학사(서울대학

교), 법학석사(단국대학교), 법학박사(독일 튀빙

엔대학교, 공법)

○ 피용호(皮龍虎) 부교수, 1970년생, 법학사(연세대학

교),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학박사(연세대학

교, 사회법)

￭ 법무법학전공 ￭

○ 김원규(金元奎) 교수, 1961년생, 법학사(한남대학교),

법학석사(일본 상지대학교), 법학박사(일본 상

지대학교, 상사법)

○ 손원선(孫元旋) 교수, 1954년생, 학사(이화여자대학

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박사(독일 튀빙엔대

학교, 민법)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김철회(金哲會) 부교수, 1969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학교, 행정학)

○ 신현중(申鉉仲) 교수, 1959년생, 정치학사(한양대학

교), 정치학석사(한양대학교/미국 Ohio State

Univ. Political Science), Ph.D.(미국 Florida

State Univ. Political Science, 계량행정)

○ 원구환(元求桓) 교수, 1966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

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지방재정)

○ 이승철(李承喆) 교수, 1954년생, 행정학사(중앙대학

교), 행정학석사(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독일

Konstanz Univ., 지방행․재정론)

○ 이은구(李殷九) 교수, 1963년생, 행정학사(연세대학

교), 행정학석사(연세대학교), 행정학박사(헝가

리 부타페스트대학교, 정책학)

○ 이형우(李炯雨) 조교수, 1976년생, 학사(한양대학교)

석사(한양대학교), 박사(미국 Univ. of Southern

California/School of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 행정학)

○ 전제상(全濟相) 부교수, 1955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충남대학교/미국 The American Univ.),

박사(고려대학교, 행정학)

○ 조만형(趙萬衡) 교수, 1958년생, 문학사(전남대학교),

행정학석사(미국 Iowa State Univ.), 행정학박

사(미국 Syracuse Univ., 행정정보체계론)

<정치언론 국방학과(정치언론 국제학과)>

○ 김상태(金相泰) 교수, 1955년생, 정치학사(연세대학

교), 정치학석사(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미국

Univ. of Kentucky, 국제정치)

○ 김연철(金煉喆) 교수, 1955년생, 정치학사(고려대학

교), 정치학석사(고려대학교), 정치학박사(고려

대학교, 비교정치)

○ 김종하(金鐘夏) 부교수, 1964년생, 학사(울산대학교),

석사(경희대학교), 박사(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책분석)

○ 마정미(馬旌美) 부교수, 1966년생, 학사(경희대학교),

석사(경희대학교), 언론학박사(경희대학교, 광고

홍보학)

○ 이봉철(李捧喆) 교수, 1950년생, 정치학사(서울대학

교), M.A. (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정

치학박사(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정치

사상이론)

○ 최정진(崔正進) 조교수, 1965년생, 정치학사(한남대학

교), 정치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근현대)

<도시부동산학과>

○ 강병주(姜秉周) 교수, 1952년생, 행정학사(건국대학

교), 행정학석사(서울대학교), Ph.D.(미국 Univ.

of Wisconsin, 계획 및 부동산 경제)

○ 김 진(金 鎭) 조교수, 1970년생, 경제학사(가천대학

교), 경제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 박사(미국

Texas A&M Univ.,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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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金賢洙) 조교수, 1972년생, 법학사(부산대학

교), 법학석사(부산대학교), 법학박사(미국

Univ. of lllinois at Urbana Champaign, College

of Law)

○ 박서호(朴西浩) 교수, 1950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석사(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서울

대학교, 사회공간계획)

○ 신동호(申東虎) 교수, 1958년생, 경제학사(한남대학

교), 경제학석사(부산대학교, 캐나다 Univ. of

British Columbia), Ph.D.(캐나다 Univ. of

British Columbia, 지역계량분석)

○ 정순오(鄭淳午) 교수, 1954년생, 농학사(서울대학교),

조경학석사(서울대학교), 농학박사(서울대학교,

환경계획)

<경찰행정학과>

○ 박미랑(朴美郞) 조교수, 1980년생, 학사(이화여자대학

교), 석사(미국 Michigan State Univ.), 박사(미

국 Univ. of Florida, Criminology)

○ 유성연(柳盛淵) 조교수, 1976년생, 이학학사(동아대학

교), 이학석사(동아대학교), 이학박사(동아대학

교, 무도사)

○ 이진권(李桭權) 부교수, 1964년생, 학사(경찰대학교),

석사(중국 무한대학교), 법학박사(전북대학교,

형사법)

○ 이창훈(李昌勳) 부교수, 1972년생, 학사(한양대학교),

석사(미국 Michigan State Univ.), 박사(미국

Michigan State Univ., 범죄학 및 비행청소년학)

○ 탁종연(卓鍾延) 부교수, 1971년생, 학사(경찰대학교),

석사(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범죄학박사(미

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정책)

<사회복지학과>

○ 김성한(金成漢) 교수, 1965년생, 문학사(서울대학교),
문학석사(서울대학교), 문학박사(서울대학교, 사
회복지행정)

○ 박미은(朴美銀) 교수, 1964년생, 학사(카톨릭대학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이화여자대학
교, 사회사업방법론)

○ 오창순(吳昌純) 교수, 1954년생, 문학사(숭실대학교),
문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이화여자
대학교, 사회복지방법론)

○ 이영미(李英美) 부교수, 1965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미국 Georgia State Univ.), 박
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방법론)

○ 이태영(李泰泳) 교수, 1954년생, 정치학사(한국외국어
대학교), 정치학석사(국민대학교), Ph.D.(미국
Univ. of Houston, 복지국가․사회보장론)

○ 정윤경(鄭允景) 조교수, 1980년생, 학사(서울여자대학

교), 석사(미국 Washington Univ. in St. Louis),

박사(미국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사

회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

<아동복지학과>

○ 김민정(金敏貞) 교수, 1970년생, 아동학학사(서울여자
대학교), 아동복지학석사(숙명여자대학교), 이학
박사(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

○ 나종혜(羅鍾惠) 교수, 1970년생, 아동학학사(연세대학
교), 아동학석사(연세대학교), 박사(미국 The
Pennsylvania State Univ., 영유아보육 및 아동
교육)

○ 박영애(朴永愛) 교수, 1951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M.S.(미국 Univ. of Illinois), 이학박사(고려대학
교, 가정관리․가족관계)

○ 손승희(孫丞希) 조교수, 1974년생, 문학사(연세대학

교), 문학석사(연세대학교), 문학박사(연세대학

교, 영유아보육)

○ 양명숙(梁明淑) 교수, 1959년생, 이학사(경희대학교),
이학석사(경희대학교), 철학박사(독일 Heinrich
Heine Univ., 발달심리)

○ 최목화(崔목화) 교수, 1954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주
생활론)

조형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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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

○ 박동교(朴東敎) 교수, 1959년생, 학사(한남대학교),

미술석사(한남대학교, 목칠공예)

○ 박신영(朴信榮) 부교수, 1968년생, 미술학사(홍익대학

교), 미술학석사(홍익대학교, 가구디자인)

○ 사희민(史熙珉) 교수, 1964년생, 미술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한남대학교, 시각디자인)

○ 송순영(宋淳永) 교수, 1952년생, 미술학사(숙명여자대

학교), 미술학석사(숙명여자대학교, 염색․염직)

○ 오성진(吳成鎭) 교수, 1956년생, 미술학사(서울대학

교), 경영학석사(숭실대학교, 마케팅)

○ 이병훈(李炳勳) 교수, 1958년생, 미술학사(홍익대학

교), 미술학석사(일본 경도시립예술대학교, 제품

디자인)

○ 이재황(李在晃) 조교수, 1960년생, 미술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경기대학교, 도자)

○ 하은경(河恩卿) 조교수, 1972년생, 학사(서일대학교),

석사(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홍익대학교, 공

예)

<회화과>

○ 강구철(姜求鐵) 교수, 1959년생, 미술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대만 문화대학교, 한국화)

○ 이재호(李在晧) 교수, 1953년생, 미술학사(한남대학

교), 교육학석사(동국대학교, 동양사생화)

○ 박경범(朴京範) 조교수, 1975년생, 미술학사(한남대학

교), 미술학석사(한남대학교, 서양화)

○ 신영진(申榮鎭) 부교수, 1963년생, 미술학사(세종대학

교), 미술학석사(세종대학교, 서양화)

○ 이주형(李宙亨) 조교수, 1974년생, 미술학사(서울대학

교), 미술학석사(서울대학교, 서양화)

<예술문화학과>

○ 변상형(卞相馨) 부교수, 1965년생, 학사(충남대학교),

석사(홍익대학교), 철학박사(원광대학교, 비교미

학)

<의류학과>

○ 김윤희(金倫希) 교수, 1965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교, 복

식디자인)

○ 김정신(金貞伸) 교수, 1960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미술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 김정호(金貞鎬) 교수, 1953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숙명여자대학

교, 한국복식사)

○ 김천희(金天姬) 교수, 1960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미국 Univ. of

Texas, 의류학)

○ 장수경(張秀敬) 교수, 1957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미국 Purdue Univ.), 이학박사(충남대

학교, 텍스타일패션)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린튼글로벌칼리지)

<글로벌비즈니스전공(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 전나진(全羅鎭) 조교수, 1972년생, 학사(경성대학교),

석사(싱가폴 National Univ. of Singapore), 박

사(미국 Univ. of Texas at Austin, 라디오

-TV-필름)

○ 김기태(金奇泰) 부교수, 1968년생, 학사(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 석사(미국 Virginia

Commonwealth Univ.), 박사(충북대학교,

Concentration in Poetry)

○ 켄 모리슨(Kenneth Bruce Morrison) 외국인전임교원

(조교수), 1975생, 학사(미국 Wayne State

College), 석사(미국 Emporia State Univ., 교육

디자인기술)

○ 안토니 페닝스(Anthony Pennings)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56년생, 학사(미국 Univ. of Hawaii),

석사(미국 Univ. of Hawaii, 정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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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쟝룩르노(Jean-Luc Renaud)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55년생, 학사(스위스 State Gymnase

Lausanne), 석사(미국 Southern lllinois Univ.),

박사(미국 Michigan State Univ., 언론홍보학)

○ 홍사무엘(Samuel Eunsu Hong)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69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

학교), 박사(미국 Boston Univ.,

Counseling/Mental Health/Psychology)

<글로벌비즈니스전공>

○ 김종운(金鍾云) 부교수, 1966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미국 Indiana Univ., 미

시/산업조직/국제경제)

○ 스테판 게르쉡스키(Stephan Gerschewski) 조교수,

1979년생, 경영학사(독일 Furtwangen Univ.),

경영학석사(뉴질랜드 Victoria Univ. of

Wellington), 경영학박사(뉴질랜드 Victoria

Univ. of Well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 필립 로즈(Rose, Philip Stephen 조교수, 1977년생,

학사(뉴질랜드 Lincoln Univ.), 석사(뉴질랜드

Massey Univ.) 박사(호주 Curtin Univ., 사회학

과)

○ 콜리난 나이젤 제럴드(Callinan Nigel Gerald) 외국인전

임교원(조교수), 1976년생, 학사(아일랜드

Univ. College Dublin), 석사(아일랜드 Dublin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학박사(아일랜드

Univ. of Limerick, Business)

○ 조중근(Joong Kun Jay Cho)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52년생, 학사(육군사관학교), 석사(미국 Univ.

of Arkanasas), 경영학박사(미국 Univ. of

Arkansas, Marketing and Logist)

○ 줄리 제닝스(Jennings, Julie Nicole) 외국인전임교원

(조교수), 1982년생. 학사(미국 Univ. of Mary

Washington), 석사(코스타리카 United Nations

Univ. for Peace, 성문학과)

○ 필립(Philip John Scothern)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59생, 학사(영국 Univ. of East Anglia), 석사

(영국 Univ. of East Anglia, 한국학)

○ 얀 비어스(Jan Wiers)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2

년생, 학사(독일 Victoria Univ.), 석사(코스타리

카 United Nations Univ., Management)

<글로벌IT경영전공(경영정보학과)>

○ 강신철(姜信哲) 교수, 1956년생, 상학사(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미국 St. Univ. of New York), 경영

학박사(미국 Univ. of nebraska-Lincoln, 경영정

보시스템)

○ 김재경(金在經) 교수, 1954년생, 문학사(한남대학교),

교육학석사(서울대학교), 경영학박사(서울대학

교, 경영정책)

○ 김재경(金載庚) 조교수, 1973년생, 학사(아주대학교),

석사(미국 Miami Univ.), 박사(미국 Univ. of

Nebraska-Lincoln, Department of

Management)

○ 남수현(南秀鉉) 교수, 1955년생, 경제학사(고려대학

교), 경영학석사(미국 Texas Tech./Rutgers

Univ.), 경영학박사(미국 Rutgers Univ., 경영정

보시스템)

○ 박광일(朴光一) 교수, 1958년생, 경영학사(연세대학

교), 경영학석사(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연세

대학교, MIS/경영과학)

○ 송희석(宋熙碩) 교수, 1965년생, 경영학사(고려대학

교), 경영학석사(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한

국과학기술원, CRM과 데이터마이닝)

○ 주석정(朱錫政) 부교수, 1957년생, 학사(아주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카톨릭대학교, 경영학)

생명․나노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과>

○ 고성철(高聖哲) 교수, 1952년생, 이학사(고려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학교, 식

물계통분류학)

○ 김명관(金明寬) 부교수, 1958년생, 경영학사(고려대학

교), 경영학석사(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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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산관리)

○ 김영민(金榮民) 교수, 1957년생, 학사(독일 Göttingen

Univ., 석사(독일 Göttingen Univ.), 박사(독일

Göttingen Univ., 유전학)

○ 김인섭(金仁燮) 교수, 1965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교,

응용미생물학)

○ 박경량(朴京亮) 교수, 1954년생, 이학사(고려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학교, 미

생물생리학)

○ 박진숙(朴眞淑) 교수, 1960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농학박사(일본 동경대학

교, 미생물분류학)

○ 변봉규(邊鳳奎) 부교수, 1963년생, 학사(강원대학교),

석사(강원대학교), 박사(강원대학교, 곤충분류

학)

○ 유제근(兪悌根) 부교수, 1957년생, 이학사(건국대학

교), 이학석사(건국대학교), 이학박사(독일 괴팅

엔대학교, 미생물유전학)

○ 이인수(李仁洙) 교수, 1959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이학박사(한남대학교, 토

양미생물학)

○ 이진아(李眞雅) 부교수, 1976년생, 이학사(이화여자대

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

학교, 신경세포생물학)

○ 정성은(鄭聖鄞) 교수, 1959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이학박사(한남대학교,

생리학)

○ 정혜신(鄭惠信) 교수, 1957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미국 Purdue Univ.), 이학박사(미국

Purdue Univ., 효소학)

○ 최순용(崔舜鏞) 교수, 1956년생, 이학사(고려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농학박사(고려대학교, 미

생물유전학)

○ 한규웅(韓圭雄) 교수, 1958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교, 식

물생리학)

○ 호하월(Howell T. Ho)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0

년생, 이학사(필리핀 Univ. of the Philippines),

이학석사(필리핀 De La Salle Univ., 생물학과)

< 식품영양학과 >

○ 강명희(姜明喜) 교수, 1951년생, 이학사(이화여자대학

교), 가정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이학박사(이

화여자대학교, 영양학)

○ 권영인(權寧仁) 부교수, 1969년생, 이학사(건국대학

교), 이학석사(건국대학교), 농학박사(미국

Univ. of Massachusetts., 식품미생물학 및 건강

기능식품학)

○ 민혜선(閔慧仙) 교수, 1956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Ph.D.(미국 Univ. of

California, 영양학)

○ 박은미(朴銀美) 조교수, 1974년생, 이학사(용인대학

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미국 텍사

스 어스틴 주립대학교, 영양생화학)

○ 이미숙(李美淑) 교수, 1952년생, 가정학사(서울대학

교), 가정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

학교, 영양학)

○ 장해동(張海東) 교수, 1957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농학박사(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단백질화학)

<화학과>

○ 김 철(金 哲) 부교수, 1967년생, 이학사(서울대학

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

교, 물리화학)

○ 김선환(金善煥) 부교수, 1955년생, 이학사(연세대학

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

교, 유기화학)

○ 김승준(金承俊) 교수, 1959년생, 농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Ph.D.(미국 Univ. of

Georgia, 물리화학)

○ 김운중(金雲重) 부교수, 1973년생, 이학사(한남대학

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이학박사(한남대학

교, 물리및분석화학)

○ 윤국로(尹國老) 부교수, 1971년생, 이학사(한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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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이학박사(서강대학

교, 유기나노소재)

○ 이규환(李揆煥) 교수, 1955년생, 이학사(고려대학교),

이학석사(미국 State Univ. of New York),

Ph.D.(미국 State Univ. of New York, 고체착

물화학)

○ 이성광(李成光) 부교수, 1969년생, 이학사(연세대학

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연세대학

교, 분석화학)

○ 이승호(李承頀) 교수, 1958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미국 Univ. of

Utah, 분석화학)

○ 임춘우(林椿于) 조교수, 1970년생, 이학사(서울대학

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이학박사(서울대학

교, 유기화학)

○ 정종진(鄭鍾鎭) 조교수, 1973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박사통합(미국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Nanobiotechnology/Biophysics)

○ 최성호(催成浩) 교수, 1967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공학박사(일본 나고야대

학교, 유기합성화학)

< 화공신소재공학과(화학공학과)>

○ 김극태(金極泰) 교수, 1960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미국 Rensselaer Polytech, Ins.), 공학

박사(미국 Rensselaer Polytech, Ins., 전달현상)

○ 이병철(李秉哲) 교수, 1961년생, 공학사(연세대학교),

공학석사(연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 열역학)

○ 임지원(林志源) 교수, 1956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한양대학교), Ph.D.(캐나다 Univ. of

Waterloo, 구조공학)

○ 정성일(鄭聖逸) 교수, 1959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Univ. of

Maryland, 공정설계 및 제어)

○ 최정길(崔檉吉) 교수, 1958년생, 공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공학박사(미국 Univ. of

Michigan, 촉매반응공학)

○ 하성호(河盛皓) 부교수, 1967년생, 학사(성균관대학

교), 석사(성균관대학교), 박사(미국 Univ. of

California Irvine, Chemical and Biochemical

Engineering)

<화공신소재공학과(신소재공학과)>

○ 김명호(金明鎬) 부교수, 1964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미국 스티븐공과대학교,

고분자공학)

○ 김태동(金泰東) 부교수, 1972년생, 이학사(한남대학

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공학박사(미국

Univ. of Washington, 고분자합성)

○ 나양호(羅亮皓) 조교수, 1971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일본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Biodegradable Polymer)

○ 송현훈(宋賢勳) 교수, 1954년생, 이학사(서울대학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미국 Univ. of Cincinnati),

Ph.D.(미국 Univ. of Cincinnati, 재료공학)

○ 오주석(吳周錫) 부교수, 1961년생, 학사(서울대학교),

석사(서울대학교), 박사(서울대학교, 유변학)

○ 이광섭(李光燮) 교수, 1954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독일 Freiburg

Univ., 고분자화학)

○ 이진호(李鎭浩) 교수, 1957년생, 이학사(한양대학교),

공학석사(서울대학교), Ph.D.(미국 Univ. of

Utah, 고분자물성)

○ 최선웅(崔善雄) 교수, 1957년생, 공학사(미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석사(미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미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고분자복합자료)

○ 프렘 프라브 하카란(Prem Prab Hakaran) 외국인전임

교원(조교수), 1980년생, 학사(인도 Univ. of

Kerala), 석사(인도 Cochin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박사(한남대학교, 전자정보신

소재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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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

○ 김경자(金景子) 조교수, 1977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성인간호

학)

○ 김미종(金美鍾) 부교수, 1966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모성간호

학)

○ 박성원(朴成援) 부교수, 1974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정신간호

학)

○ 박종덕(朴種德) 부교수, 1953년생, 학사(독일 쾰른가

톨릭대학교), 석사(독일 쾰른가톨릭대학교), 박

사(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 유승연(柳承延) 부교수, 1970년생, 학사(국군간호사관

학교), 석사(연세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간

호학)

○ 이인숙(李仁淑) 조교수, 1978년생, 학사(가톨릭대학

교), 석사(가톨릭대학교), 박사(가톨릭대학교,

아동간호학)

○ 이혜순(李惠純) 부교수, 1965년생, 학사(고려대학교),

석사(이화여자대학교),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기

본간호학)

<수학과>

○ 김상배(金相培) 교수, 1962년생, 이학사(연세대학교),

이학석사(연세대학교), Ph.D.(미국 Purdue

Univ., 응용수학․해석학)

○ 김지현(金智賢) 조교수, 1979년생, 학사(경북대학교),

석사(KAIST), 박사(KAIST, 수리과학)

○ 김화정(金花貞) 부교수, 1969년생, 이학사(서울대학
교), 이학석사(서울대학교), Ph.D.(독일
Universitaet des Saarlandes, 수학미분기학)

○ 노금환(盧金煥) 조교수, 1977년생, 학사(서강대학교),

석사(서강대학교), 박사(KAIST, 수리과학)

○ 유천성(兪天星) 교수, 1966년생, 이학사(경북대학교),

이학석사(경북대학교), Ph.D.(경북대학교 수학/

일본 九州(Kyushu)대학교, 응용수학)

○ 이길섭(李吉燮) 교수, 1956년생, 이학사(한남대학교),

이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학교, 해

석학)

○ 이희영(李羲永) 조교수, 1971년생, 이학사(한남대학

교), 이학석사(한남대학교), 이학박사(한남대학

교, 수학)

○ 최은미(崔恩美) 교수, 1959년생, 이학사(이화여자대학

교), 이학석사(이화여자대학교), Ph.D.(미국

Tufts Univ., 대수학)

○ 박상범(Piao Xiangfan)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6

년생, 이학사(중국 Yanbian Univ.), 이학석사(중

국 Yanbian Univ.), 이학박사(경북대학교, 수치

해석)

<광 전자물리학과>

○ 이종용(李鐘龍) 교수, 1955년생, 공학사(서울대학교),

공학석사(미국 U. C. Irvine), 공학박사(미국

Arizona Univ., 초전도 비정질)

<생활체육학과>

○ 김선휘(金善輝) 조교수, 1977년생, 학사(이화여자대학

교), 석사(미국 Georgia Univ., Physical

Education & Sport Studies), 박사(미국

Georgia Univ., Physical Education & Sport

Studies, Pedagogy)

○ 윤진환(尹眞煥) 교수, 1961년생, 이학사(성균관대학

교), 이학석사(성균관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

학교, 체육학연구법)

○ 이희혁(李熙赫) 부교수, 1975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이학/의학박사(고려대학교,

운동처방/경희대학교, 생리학)

○ 정일규(鄭一圭) 교수, 1958년생, 이학사(청주대학교),

체육학석사(고려대학교), 이학박사(고려대학교,

운동생리학)

○ 최승오(崔乘五) 교수, 1969년생, 이학사(강원대학교),

이학석사(미국 Slippery Rock Univ.), Ph.D.(미

국 Texas Woman's Univ.,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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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 및 특수체육)

○ 한동유(韓東攸) 조교수, 1970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연세대학교), 이학박사(미국 Univ. of

Louisville, 스포츠사회학)

교양융복합대학

○ 강승일(康勝一) 조교수, 1972년생, 학사(장로회신학대

학교), 석사(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미국

Johns Hopkins Univ., 구약학)

○ 곽덕환(郭德煥) 부교수, 1955년생, 학사(한국외국어대

학교), 석사(중국 상해복단대학), 박사(중국 상

해복단대학, 국제정치)

○ 김진일(金鎭一) 조교수, 1970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박사(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

/고려대학교, 교육학)

○ 남승숙(南承淑) 조교수, 1959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박사(고려대학교, 미국문학)

○ 손혜숙(孫惠淑) 조교수, 1977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중앙대학교), 박사(중앙대학교, 국어국문

학)

○ 신명희(申明姬) 조교수, 1967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한남대학교),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

학)

○ 이하준(李河雋) 조교수, 1968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박사(독일 베를

린자유대학교, 사회철학.문화철학)

○ 정용한(鄭溶瀚) 조교수, 1973년생, 학사(연세대학교),

석사(미국 Yale Univ.), 박사(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 신약)

○ 최윤희(崔潤熙) 조교수, 1973년생, 학사(대구카톨릭대

학교), 석사(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러시아언어학)

○ 형진의(邢鎭義) 조교수, 1963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한남대학교), 박사(일본 히토츠바시대학교,

일어학)

○ 나탈리 미트라코스(Natalie Ann Mitrakos) 외국인전임

교원(조교수), 1980년생, 조교수, 학사(미국

Univ. of Central Florida), 석사(미국 Florida

Atlantic Univ., 스포츠경영)

○ 니콜 워커(Nicole A. Walker)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1년생, 학사(미국 Columbia Union College),

석사(삼육대학교, 공중위생교육)

○ 라이언 헤쳐(Ryan Hacher)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9년생, 학사(호주 제임스쿡대학교), 석사(호

주 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인적자원관리)

○ 리차드 파킨슨(Richard Parkinson)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87년생, 학사(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교), 석사(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교, 교육학과)
○ 마리엄 나하드 자바루티(Maryam Paknahad Jabarooty)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69년생, 학사(이란

아자드대학교), 석사(이란 아자드대학교, 언어학

과)

○ 맥켄지 카(Mackenzie Alexis Carr) 외국인전임교원(조

교수), 1981년생, 학사(미국 Nova Southeastern

Univ., 석사(미국 Univ. of Phoenix, 심리학과)

○ 비셀야 저스틴(Justin Bisceglia)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87년생, 학사(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석

사(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초등교육과)

○ 사무엘 오스틴(Samuel Austin)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80년생, 학사(영국 글로스터셔대학교),

석사(영국 노팅엄대학교, TESOL)

○ 어선션 페레즈(Asuncion Perez) 외국인전임교원(조교

수), 1968년생, 학사(캐나다 Univ. of Alberta),

석사(캐나다 Univ. of Britich Columbia, 교육학)

○ 제임스 리드(James Reid)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81년생, 학사(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석사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교육학과)

○ 제임스 세인트 클레어(James St. Clair) 외국인전임교

원(조교수), 1981년생, 학사(미국 와이오밍대학

교), 석사(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정치학과)

○ 콘라드(Kostecki, Konrad) 외국인전임교원(조교수),

1976년생, 학사(호주 Monash Univ.), 석사(호

주 Univ. of Southem Queensland, 언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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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부설 <기록관리학교육원>

○ 곽건홍(郭健弘) 부교수, 1961년생, 학사(한양대학교),

석사(고려대학교), 문학박사(고려대학교, 한국

사)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서아람(徐아람) 부교수, 1973년생, 학사(성신여자대학

교), 석사(성신여자대학교), 박사(연세대학교,

체육학)

○ 이근춘(李根春) 부교수, 1964년생, 학사(한남대학교),

석사(건국대학교), 박사(건국대학교, 체육학)

교육대학원

○ 고미숙(高美淑) 조교수, 1968년생, 학사(충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한양대학교), 교육학박사(고려대학

교,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곽철원(郭哲源) 조교수, 1976년생, 학사(영국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석

사(영국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회화)

○ 김종오(金鐘午) 조교수, 학사(한남대학교), 석사(한남

대학교), 박사(고려대학교, 운동생리학)

○ 정경옥(鄭慶鈺) 조교수, 1961년생, 학사(경북대학교),

석사(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육학박사

(한남대학교, 영어교육)

학제신학대학원

○ 조윤옥(趙潤玉) 조교수, 1961년생, 학사(장로회신학대

학교), 석사(한남대학교), 박사(한남대학교, 실

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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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원

부 서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총 장
비서실

최성규 비서실장
고은숙 비서담당

감사실
김성훈 감사담당차장
조성기 감사담당 (겸직)

교목실
선교훈련팀

이명종 선교훈련팀장(법인사무처장겸직)
최문하 선교담당과장

오성숙 선교담당

기획조정처
기획예산팀

이종윤 기획예산팀장
곽노일 기획담당차장
김진웅 건설·공간담당
이원현 법제․규정담당
김태현 예산․교육통계·연보담당

기획조정처
전략평가팀

박용서 전략평가팀장
구경모 검수담당차장
박효균 평가·전략기획담당
김현민 평가담당

기획조정처
특성화사업
팀

김성훈 특성화사업팀장 (겸직)

조성기 특성화사업담당

교무연구처
교무연구팀

노인석 교무연구팀장
윤인영 교원업적담당차장
서명화 교원인사담당차장
김샤론 비전임교원·조교인사담당
원선오 교비연구비·IRB담당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오연철 학사관리팀장
윤선미 교직담당차장
조현일 학적담당과장
유영수 수업담당
우영섭 성적담당
박상희 교직사정·무시험검정담당

교무연구처
교수학습지
원센터

권선영 교수학습지원센터팀장
신형근 교수학습지원담당차장 (겸직)
이임훈 기자재담당과장

박은주 온라인강좌담당과장

교무연구처
기초교육·
인증센터

오연철 기초교육·인증센터팀장 (겸직)

김창국 담당차장 (겸직)

입학홍보처
입학관리팀

박철수 입학관리팀장
임동은 입학담당차장
나세일 입학담당과장
이병구 입학담당
안형준 입학담당

부 서 명 성 명 담 당 업 무
입학홍보처
홍보팀

전성우 홍보팀장
이찬구 홍보담당

학생인재개발처
취업지원본부
취업지원팀

윤덕환 취업지원팀장
이용규 취업정보담당차장
한상동 취업교육담당차장
황선남 취업부직활동담당과장
이창욱 취업교육담당

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팀

신형근 학생복지팀장
송수영 학생지도담당차장
이봉환 봉사활동담당과장
이용기 학생지도담당

학생인재개발처
장학팀

신형근 장학팀장 (겸직)
박종철 장학담당차장
하사라 장학담당

학생인재개발처
체육부 이봉환 사무담당과장(겸직)

사무처 강전의 사무처장

사무처
총무인사팀

이계천 총무인사팀장
김창석 담당부장
이병호 담당차장(노조위원장)
조형호 인사담당차장
박현선 연금·보험담당차장
박정미 의무담당과장
권순재 총무복지담당

사 무 처
구매관재팀

임경묵 구매관재팀장
권인기 관재담당차장
김수미 구매담당과장
안진철 비품기자재담당

사 무 처
시설관리팀

정해성 시설관리팀장
배기준 전기·통신담당차장
이주섭 건축담당차장
문승일 행정·차량담당과장
최성숙 교환담당과장
이병준 체육시설담당
이원진 설비·환경담당
김영경 건축·영선담당

사 무 처
경리팀

한상민 경리팀장
김선녀 급여담당과장
박종숙 지출통제담당과장
윤영석 등록담당
정지용 출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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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성 명 담 당 업 무
학술정보처
중앙도서관

김경대 중앙도서관장

학술정보처
정보서비스팀

조인기 정보서비스팀장
이경한 대덕밸리학술담당차장
김은혜 대출·반납담당차장
한가숙 학술정보시스템담당과장
인응식 대덕밸리학술담당부장
손종호 대덕밸리학술담당차장

학술정보처
문헌정보팀

김경대 문헌정보팀장(겸직)
임송옥 연속간행물담당차장
양희정 수서·행정담당과장
육미경 정리담당과장
김영은 학술정보시스템담당
최시내 정리담당

학술정보처
시스템운영팀

손호영 시스템운영팀장
김창국 행정시스템담당차장
이진의 네트워크담당차장
박형진 학사시스템담당과장

학술정보처
시스템개발팀

장명호 시스템개발팀장
정명혜 학사행정시스템담당과장
안기석 입시행정시스템담당과장
송성범 학사행정시스템담당

대외협력처
국제교류팀

김원배 국제교류팀장
오보배 국제교류담당

대외렵력처
대외협력팀

조남춘 대외협력팀장
김호식 대외협력담당차장

대외협력처
한국어학당교학

팀
최욱 교학담당

대외협력처
외국어교육원

김남기 교학담당차장

대학원 교학팀
장은자 교학팀장
임영롱 교학담당

특수대학원

사회문화·행정

대학원

손유일
교학팀장(교학담당부장
겸직)

교육대학원 신양수 교학담당차장
경영대학원 정재환 교학담당차장

학제신학대학원 박천홍 교학담당차장
국방전략대학원 정재환 교학담당차장(겸직)

단과대학
사범대학부속실

장은자 교학담당차장(겸직)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장은자 교학담장차장(겸직)

신양수 교학담담차장(겸직)

부 서 명 성 명 담 당 업 무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직과
박상희 교직담당(겸직)

공과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권선영
공학인증담당차장
(겸직)

단과대학
생명·나노과학대

교학팀
김종필 교학담당과장(파견)

단과대학
교양융복합대학

교학팀

김성철 교학팀장

장성숙 교학담당과장

평생교육원 김신환 사무팀장
중앙박물관 서대원 학예담당
자연사박물관 이흥수 학예담당과장

출 판 부
박용서 출판부장(겸직)
김용관 출판부담당차장

생활관
나경옥 생활관장
황의정 사무담당과장

국책사업기획단 장윤철
국책사업담당차장
(겸직)

산학연구지원팀
김혜숙 산학연구지원팀장
김기애 연구비담당과장
고상범 연구관리담당과장

산학전략사업팀 김종문
산학전략사업팀장 직무
대리

현장실습지원센터 김종문
현장실습지원담당차장
(겸직)

산업단지캠퍼스
사업지원팀

박완용 사업지원담당차장

창업지원단
창업기획팀

장윤철 창업기획담당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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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계 열 학부(학과) 전 공 입학정원

문

과

대

학

인문사회

국어국문 창작학과 72

문헌정보학과 36

영어영문학과 110

일본 프랑스어문학과 72

역사 철학상담학과 66

기독교학과 30

사

범

대

학

인문사회

국어교육과 32

영어교육과 32

교육학과 32

역사교육과 32

예 능 미술교육과 27

자 연 수학교육과 25

공

과

대

학

공 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165

전자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과 8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40)

75
건축학전공(5년제)(35)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2015학년도 학부(과)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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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계 열 학부(학과) 전 공 입학정원

경

상

대

학

인문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95

무역학과 60

중국경제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법과

대학
인문사회 법학부

법학전공(60)

145특허법학전공(40)

법무법학전공(45)

사회

과학

대학

인문사회

행정학과 95

경찰행정학과 40

정치․언론․국방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38

조형

예술

대학

예 능

디자인학과 8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40

예술문화학과 30

의류학과 40

린튼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인문사회 린튼글로벌비즈니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73)

128
글로벌 IT 경영전공(55)

생명

나노

과학

대학

이 학

생명시스템과학과 77

식품영양학과 48

화학과 57

수학과 57

간 호 간호학과 50

공 학 화공신소재공학과 10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총계 3개학부(7개 전공), 42개학과 2,855





Ⅱ. 학 사

▶ 한남대학교 학칙
▶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
▶ 시간제 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주요 학사행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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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3. 1. 제정 1983.12.27. 변경 1984. 9.18. 변경

1985. 8.30. 변경 1986. 3. 1. 변경 1987. 3. 1. 변경

1987. 9. 1. 변경 1989. 5. 2. 변경 1990. 3. 1. 변경

1991. 5.14. 변경 1992. 3. 1. 변경 1992. 5.18. 변경

1993. 3.31. 변경 1993. 9. 1. 변경 1994. 2.21. 변경

1994.12.13. 변경 1996. 3. 1. 변경 1996.11.20. 변경

1997. 3. 1. 변경 1998. 3. 1. 변경 1998. 6. 1. 변경

1999. 3. 1. 변경 1999. 7.28. 변경 1999.11. 1. 변경

2000. 2. 1. 변경 2001. 3. 1. 변경 2002. 1. 3. 변경

2002. 3. 1. 변경 2003. 3. 1. 변경 2003. 9. 1. 변경

2003.10.17. 변경 2004. 3. 1. 변경 2004. 6. 8. 변경

2004. 6.15. 변경 2004. 8.10. 변경 2004.10. 5. 변경

2004.11. 2. 변경 2004.12. 1. 변경 2005. 2. 4. 변경

2005. 2.23. 변경 2005. 4.26. 변경 2005. 8.23. 변경

2005.10.18. 변경 2005.12.27. 변경 2006. 2. 6. 변경

2006. 3.21. 변경 2006. 4.25. 변경 2006. 5.23. 변경

2006. 9.26. 변경 2006.11.28. 변경 2007. 3. 1. 변경

2007. 9. 1. 변경 2007.12.12. 변경 2008.10. 1. 변경

2008.10. 9. 변경 2009. 1.19. 변경 2009. 9. 8. 변경

2010. 9.28. 변경 2011. 1.13. 변경 2011. 2. 8. 변경

2011. 5.11. 변경 2011. 9. 6. 변경 2011.11. 8. 변경

2011.12. 6. 변경 2012. 4.10. 변경 2012. 5. 9. 변경

2012. 7.19. 변경 2012.11.15. 변경 2013. 2. 6. 변경

2013. 5.10. 변경 2013.11.14. 변경 2014. 1.23. 변경

2014. 6. 10 변경 2014. 8.19 변경 2015. 2. 3 변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과 목표) ①한남대학교는 진리ㆍ자유ㆍ봉

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

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운다.

1.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성인 양성

가. 기독교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기른다.

나. 인문적 소양과 미덕을 쌓아 건전한 문화를

창출한다.

2.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인 양성

가. 고도산업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지식 및 기술을 갖춘다.

나. 국제사회에 대한 안목을 넓혀 국제적 감각

과 경쟁력을 갖춘다.

다.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

습능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다.

3.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지도자 양성

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

해 봉사한다.

나.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지도자로서

의 품성과 능력을 함양한다.

개정(2004. 12.1)

제 2 조(편제) 본 대학교에 문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

학, 경상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조형예술대

학,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생명․나노과학대학,

교양융복합대학, 대학원,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

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및

국방전략대학원을 두며, 사범대학에는 교육연수원

과 교직과, 공과대학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둔

다. 개정(2003.3.1, 2004.6.8, 2004.10.5, 2005.2.4,

2005.4.26, 2005.10.18, 2006.2.6, 2007.9.26, 2009.9.8,

2011.9.6, 2012.4.10, 2013.5.10., 2013.11.14.,

2015.2.3)

제 3 조(학생정원) 각 대학의 편성학과(부) 및 학과

(부)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대학원) 대학원, 사회문화 ․ 행정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학제신학대학원, 국방전

략대학원에 대한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2004.6. 8, 2005.2.4, 2005.4.26,

2006.2.6, 2013.11.14)

제 5 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 대학교에 다음과

한남대학교 학칙  

 학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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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속기관과 연구소를 두고, 각 기관과 연구

소에 필요한 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1. 부속기관 : 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신문방

송국, 인돈학술원, 기독교문화연구원, 과학기술

법연구원, 평생교육원, 출판부, 생활관, 예비군

연대 개정(2003.9.1, 2003.10.17, 2005. 2.4,

2005.12.27, 2009.9.8, 2011.9.6, 2012.5.9,

2013.5.10)

2. 삭제(2004.2.4)

3. 부설연구소 : 인문과학연구소, 교육연구소, 자연

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경영연구소, 경제

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개정(2003. 10.17,

2004.8.10, 2009.9.8, 2013.5.10)

제 5 조의 2(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본교는 총장 산하

기구로 법인격을 가진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두고, 필요한 정관과 세칙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 9. 1)

제 2 장 수업년한과 재학년한

제 6 조(수업년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년한은 4년(건

축학 전공은 5년)으로 한다. 단, 성적이 특히 우

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

는 1년 이내에서 수업년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

정 2003. 3. 1)

②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수업년한은 제한하

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1)

제 7 조(재학년한) ①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

과하지 못한다.

②편입학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

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해당학과 전과정을 이수

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8 조①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이를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06. 9. 26)

1. (삭제 2006. 9. 26)

2. (삭제 2006. 9. 26)

②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기

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계절학기의 취득 학점은 9

학점 범위 내로 한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 소속 학생은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을 8학점 범

위 내로 한다.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성적이 우수하

거나, 재수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로 한다. 개정(2011.2.8., 2015.2.3)

제 9 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0 조(정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

5. 기타 법정공휴일

제 11 조(임시휴업일) ①입학시험, 졸업식 등 기타 사

정이 있을 때는 제10조의 휴업일 외에도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②비상사태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9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에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이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

제 12 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3.11.14)

1.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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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 중 ․ 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3. 재입학

4. 편입학

제 13 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14 조(제출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 접

수시 다음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 15 조(입학전형) ①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

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

성ㆍ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

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2, 3학년 편입학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

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3.11.14.)

④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

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2015.2.3.)

⑤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15.2.3.)

제 16 조(입학절차)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본 대학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와 입학금 기타의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이유 없이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 한다.

③제2항 이외의 입학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13.11.14)

제 17 조(편입학) ①본 대학교의 제2,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전급학기 이상을 수료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그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또한 3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에 한한다.

③입학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1.14)

제 18 조(재입학) ①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적당시의 동일 학과/전공의 동

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2. 7. 19)

②삭 제 (2001.3.1)

③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④제47조(징계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게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9)

⑤제1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 (개정 2012. 7. 19)

제 5 장 전공배정, 전공변경(전과),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 19 조(전공배정)①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속

학부의 배정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1. 2. 8, 2012. 4. 10)

②전공배정 신청, 기준, 인원 산정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의 2 (전공변경(전과))

①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2학기를 이수하

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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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변

경(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 2011. 2. 8)

②삭제 (2000.2.1)

③전공변경(전과)한 자는 해당학과(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0 조(휴학) ①병역의무의 이행,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에 종합병원 발

행의 진단서 또는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2.6, 2013.11.14)

②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적된다. 개정

(2008.10.9, 2009.9.1)

③병역, 임신·출산·육아, 질병, 창업으로 인한 휴학

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6, 2013.11.14)

④1학년 2학기를 수료한 자는 휴학 전에 전공 지망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1 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복학

해야 할 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

어 복학할 수 있다.

제 22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3 조(제적)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4. 재학년한 내에 졸업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자퇴한 자

6. <삭제 2009.9.1 개정>

7.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8.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국제교류

유학생 제외) (신설 2011. 2. 8)

9.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2014.8.19.)

제 6 장 교과와 이수, 수업, 수료

제 1 절 교육과정과 이수

제 24 조(교과구분) 본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

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

로 구분한다. 이밖에 필요에 따라 부전공과목,

복수전공과목, 교직과목, 다전공과목 등으로 추

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교과구분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2. 3. 1)

제 25 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이수단위)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

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

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지

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R.O.T.C.학생의 경우에는 제3학년 및 제4학년에

서 이수하는 군사학을 한 학기당 3학점씩 총 12학

점을 인정한다. 개정(2002.3.1)

③모든 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과(부)에서 반드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본 대학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특정한 전공 교

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

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이를 표시한

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다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및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7.3.1.,

2014.1.23)

⑦트랙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

공에서 정한 트랙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선택 이

수하면 트랙 이수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이를 표

시한다. 트랙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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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업 및 이수학점

제 27 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개강

전에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 28 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

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

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정 절차를 완료치 못한 자는 수업을 받

을 수 없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9 조(이수학점)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

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소

속 학생은 매 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

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성적

우수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20이

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이수 할 수 있다. 개

정(2011.2.8, 2015.2.3)

제 30 조(학점교류) ①본교와 협정관계에 있거나 총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정부나 국가

기관 등에서 파견하는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35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 6. 8)

②본교 학생은 대학원(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학생에 한하며, 학기당 3학

점까지 인정한다.

제 30 조의 2 (국내외 대학과의 학위과정 및 교육과

정 공동운영)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

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07.

9. 1 개정)

제 31 조(계절학기수업) 소정학기 외에 계절학기 수

업을 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2 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에 대하여

는 재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

한 후 본 대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인정하

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3 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학점을 재 사

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기타 세

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절 수 료

제 34 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

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3.

1, 2003. 3. 1, 2007. 09. 01, 2011. 2. 8)

졸업
학점

수료
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60학점 165학점

1학년 32학점 34학점 34학점 35학점 37학점 32학점 33학점

2학년 64학점 68학점 68학점 70학점 75학점 64학점 66학점

3학년 96학점 102학점 102학점 105학점 112학점 96학점 99학점

4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28학점 132학점

5학년 160학점 165학점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 35 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

간시험, 학기말시험을 행하며, 그 외의 시험도

부과할 수 있다.

제 36 조(출석) ①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

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교과목당 결석일수가 그 학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③제2항에서 정한 결석 허용 한계를 초과한 학

생의 해당교과목 성적을 과목낙제로 처리한다.

제 37 조(추가시험) 병역,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

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전에 추

가시험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지 못

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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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 그 성적은 B+ 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8 조(특별학점 인정)학점취득 특별시험과 특별학점

인정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개정 2003. 3. 1)

①학점취득 특별시험은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

시하며, 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해당과목의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고 당해 과목의 수강은 면제한

다.

②자격증 및 외부시험으로 인정받은 성적을 본

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기타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9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

점으로 하고 교과목별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

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

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40 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A0
A-
B+
B0
B-

97 - 100
94 - 96
90 - 93
87 - 89
84 - 86
80 - 83

4.5
4.3
4.0
3.5
3.3
3.0

C+
C0
C-
D+
D0
D-
F

77 - 79
74 - 76
70 - 73
67 - 69
64 - 66
60 - 63
0 - 59

2.5
2.3
2.0
1.5
1.3
1.0

0.0(낙제)

제8 장 졸업 및 학위

제 41 조(졸업)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2.3.1, 2003.3.1, 2006.9.26, 2011. 2.8,

2012.4.10., 2012.7.19., 2015.2.3)

【졸업학점기준표】

구 분 2002~2005년
입학생

2006~2010년
입학생

2011년이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학 이학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사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②학칙 제6조의 단서에 의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졸업학점 기준표의 기준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그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4.20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3.1, 2003.3.1,

2012.7.19)

③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전체 평점평균 2.00 이

상이어야 한다. 단, 학칙 제6조의 단서에 의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4.2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 2. 8, 2012. 7. 19)

④입학정원 외의 졸업대상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사편입자, 농어촌학생, 군위탁생, 특수교육대상

자,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개정(2003.3.1,

2011.2.8., 2012.7.19., 2014.8.19)

⑤졸업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하되 후기졸업 대

상은 조기졸업,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

상을 등록하고 1학기말에 졸업의 요건을 갖춘자

로 한다.(개정 2007. 3. 1, 2011. 2. 8, 2012. 7. 19)

⑥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및 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의 학생에 대한 졸업요건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8, 2012.7.19, 2014.1.23)

⑦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개

정 2011. 2. 8, 2012. 7. 19)

제 42 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의 제출이 부적당한 학과(부)에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졸업논문은 2인 이상의 전임교수의 사정을 거

쳐 판정한다.

⑤실기발표(작품발표)의 경우는 전시회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전임교수 2명 이

상을 위촉하여 실시케하고, 그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⑥다전공자는 제1전공 및 제2,3전공의 졸업논문

(종합시험 또는 졸업작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

다.



․2015 한남대학교 요람96

⑦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

지 않고 수료증명서만 교부할 수 있다.

⑧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차후 심사

기간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⑨졸업논문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2 조의 2(졸업유보) 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학점

을 이수한 자가 졸업연기를 원하는 경우 1년 범

위 내에서 졸업을 유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 2. 8)

제 43 조(학위)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

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1에

의하여 별표2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다전

공 학생은 제1전공과 동일한 학위증서번호로 제

2,3전공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 44 조(포상)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

정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5 조(수강신청 학점제한)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이 1.50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에 학점을 제한한다. 수강신청 학점제한에 관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6 조(학사경고) ①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과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

은 학생(단, 국제교류유학생 예외)은 학사경고를

받는다.(개정 2009. 9. 1, 2011. 2. 8)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하는 경우 교

무연구처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 및 보호자

와 소속학과(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15학점(2011년 이전 입학자는 16학

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 2.

8)

제 47 조(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장 또는

학생특별지도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근신, 유기

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무상한 자

3. 학업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 10 장 학생활동

제 48 조(학생회) ①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지도력

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 총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

③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

고자 할 때에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④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9 조(학생임원 자격기준) (삭제 2006.4.25)

제 49 조 2① 학생자치기구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009.1.19 조 신설).

1. 4학기 이상(68학점이상 이수예정자) 6학기 이

내(102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 132학점이상 이수예정자)의 등록

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119학점이상 이수예정자. 단, 건축

학전공은 9학기 이내, 149학점이상 이수예정

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단, 2011년 이후 입학자

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비즈니

스스쿨 소속 학생은 4학기 이상(64학점 이상

이수예정자)6학기 이내(96학점 이상 이수예정

자)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112학점 이상 이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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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등록을 필한 자 개정(2011.2.8.,

2011.11.8., 2015.2.3)

2. 성적이 전체평점평균 2.50이상인 자

3. 형사처벌(금고이상)을 받거나, 유기정학 이상

의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제①항 제2호 또는 제

3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

실한다.

제 50 조(학생지도위원회) ①학생생활과 학생자치활동

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본부 학생지도위원회

와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특별지도위

원회를 둔다.(2009.1.19 개정)

② (삭제 2009.1.19 개정)

③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 학생상벌, 학생과 관련한 학칙사항, 학생복지

및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심의한

다.(2009.1.19 개정)

④학생지도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다.(2009.1.19 항 신설)

제 51 조(학생특별지도위원회) ①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2개 대학 이상의 학생

이 관련된 경우 대학간 조정 및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학생특별지도위원회를 둔다.

②학생특별지도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한다.

제 52 조(학생경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53 조(학생지도) 총장 또는 학장은 매 학년 초에 학

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

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

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54 조(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

의 기본 기능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적

행위와 본교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55 조(집회)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대학(교)과의 연합행사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56 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

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총장 또는 학

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

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 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납입금

제 57 조(입학금)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8 조(납입금)①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시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과,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없이 전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된다.

②실험실습, 실기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따로

징수한다.

③다전공 학생의 제1전공과 제2,3전공의 계열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계열별 등록금의 차액을

징수한다.

④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 이유로 감면되

지 아니한다.

⑤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납입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9 조(기성회비 등) 삭 제

제 12 장 위탁생 및 외국인학생

제 60 조(위탁생) 위탁생은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수학을 허락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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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외국인학생) ①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학입

학(편입학 포함) 자격을 갖추고 입학(편입학 포

함)을 원할 때에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고 입학정원 외로 30%까지 입학(편입학 포

함)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칼리지는 입

학정원의 100%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② 외국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학칙 제41조에 해당하

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1)

③ 삭제 (2011. 5. 11)

제 62 조(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13 장 장학금

제 63 조(장학금) ①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이 단정한 자,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특기자, 국

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교

육자 직계자녀, 교역자 직계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 14 장 직 제

제 64 조(직제) ①본 대학교에 총장 외에 다음 같은 교

원과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단,

모든 교직원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한다. 개정

(2002.3.1)

1.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개정

(2013.5.10)

2. 직원 :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

사, 서기, 부서기

②제1항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임

시서기를 둘 수 있다.

③본 대학교의 각 대학에 학장과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교수로서 겸무하고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다. 다만, 학장 또는 대학원장이 비정년계열로 임용

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협동학장 또는 협동대

학원장을 둘 수 있으며, 교무위원중에서 겸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8.23)

④본 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교수회

제 65 조(구성)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수회

를 둔다.

1. 교수회는 전체 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눈

다.

2.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단,

총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을 출석케 할 수 있다. 개정(2013.5.10)

3.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교수회는 학장이 소

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

에 참석할 수 있다.

제 66 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특별한 자문에 응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할 수도 있다. (개정 2006. 9. 26)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16 장 교 원

제 67 조(특별임용교원) ①본 대학교에 특별임용교원을

둘 수 있다.

②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

제 68 조(명예교수) ①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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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명예교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9 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 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69 조의 2(전임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계약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

교법 제53조의 2 규정에 따르며 이에 관한 사항

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 2. 23)

제 17 장 교무위원회

제 70 조(설치 및 구성) 본 대학교의 교육, 연구 및 운

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

원회를 둔다.

①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교목실장,

처장, 대학장,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10)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71 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대학원, 학과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6.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사정 개정

(2013.11.14)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2 조(각종 위원회) ①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구현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부설로 특별과정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 18 장 특별과정

제 73 조(설치 및 시행) ①본 대학교의 특별목적을 구

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내에 부설로 특별과정

을 설치 할 수 있다.

②특별과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제 19 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가상대학,

학점은행제, 해외복수학위과정

제 74 조(공개강좌) 본 대학교는 직무, 교양연수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

는 자를 널리 지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 75 조(공개강좌개설)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수강료 징수, 기타에 관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6 조(시간제등록) ①본 대학교는 열린교육 또는 평

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둘 수 있다.

②시간제 학생의 선발방법, 선발인원 및 이수학

점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6 조의 2(학점은행제)①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와 전

공이 유사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교양30학점 이상, 전공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서 84학점 이

상을 본교에서 취득하되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

었을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장은 별도서식

(2)에 의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할수 있다.(신설

2003. 9. 1) (개정 2005. 8. 23)

②학점은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3. 9. 1)

제 76 조의 3(해외복수학위과정) 해외자매대학과의 협

약을 통하여 해외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자격, 이수학점, 학점인정, 학위수여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3.1)

제 77 조(가상대학) ①본 대학교는 가상대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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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상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장 학교기업

(신설 2004. 6.15)

제 78 조(학교기업 설치) 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

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5.10.18,

2006.11.28, 2014.8.19)

제 79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삭제(2014.8.19.)

제 80 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삭제(2014.8.19.)

제 21 장 보 칙

제 81 조(학칙개정절차) 본 학칙의 개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심

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2. 5. 9)

제 82 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3 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

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③(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숭전대학

교 대전분교에 입학하여 재적하는 학생은 이 학

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남대학의 해당 소속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1982학년도 이전에 외국어

교육과에 입학 및 전공학과를 배정 받은 학생으

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3학

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

여는 영어교육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3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단, 변경학칙 중 제42조 ①항은 1984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84학년 9월 18일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1983학년도 이전에 수학과(야간강좌 개설

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칙변동(복학)으로 인하

여 1984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

여는 전자계산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 및 수학과(주

간)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한남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한남

대학교의 각 대학 해당 학과, 해당 학년에 1986년 3

월 1일자로 편입한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중 제33조 제③항, 제34조, 제42조 본문

및 제①항의 변경사항은 1986학년도 법학과 입학자부

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변경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1. 미술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

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2. 가정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

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다.

3. 수학과의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20명으로 한다.

4. 물리학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 까지의 졸

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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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학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

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명으로 한다.

6. 상업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별표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명으로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

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3조, 제33조, 제35

조및 제42조제②항의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

에 의하며, 졸업정원제도로 입학한 학생 중 미등록학사

경고 및 휴학기간 초과로 인한 제적자는 이 변경 학칙

제18조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8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8학년도 이전에 전자계산학과로 입학

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89

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

는 전자계산공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0학년도 이전에 도서관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1학

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되는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

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2

조, 제18조 및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1995학년도 이전에 상업교육과로 입학

한 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5

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경영정보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2.1995학년도 이전 경영학과, 회계학과 입학생중 학적

변동(복학ㆍ재입학)으로 인하여 1996학년도 이후 입

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자는 변경된 학칙에 의한 경영

학부(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11월20일부터 시행하

되, 199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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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

되, 1997년 3월 1일 전에 제적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

할 수 있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전자계산공학과, 토

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컴퓨터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

하고 있는 학생은 2000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1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이과대학 “수학과”,“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과”와 “미생물학과”는 “자연과학부”로,

나. 경상대학 “중국학과”와 “경제학과”는 “중국ㆍ경

제 학부”로 본다.

2. 1997학년도 이전에 가정교육과로 입학한 학생은

가정교육과로 졸업할 수 있다.

3.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

는 자는 생활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경영

학부(회계학전공)에 재적하고있는 자는 각각 경영학

과, 회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

고 있는 학생은 2001학년도까지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2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인문학부”로

나.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와 “일어일문학과”는

“영　일어문학부”로

다.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는

“유럽어문학부”로

라. 문과대학 “철학과”와 “사학과(야간강좌 개설학

과)”

는 “역사철학부로”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사학

과(야간강좌 개설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

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1999학년 이후 입

학

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에 재

적하는 자로 본다.

마. 문과대학 “응용미술과”와 “회화과”는 “미술.조형

디자인학부”로

바. 이과대학 “식품영학학과”와 “의류학과”는 “응용

과학부”로

사.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와 “정

보통신공학과”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로

아.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와 “토목환경공학과“는 ”

건축.토목환경공학부“로

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와 “기계공학과”는 “산업.

기계공학부”로

차. 공과대학 “화학공학과”와 이과대학 “고분자학과”

는 “화공.고분자공학부”로 단,1998학년도 이전에

고분자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1999학년 이후 입학생과 졸

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화공.고분자학부에 재적

하는 자로 본다.

카. 경상대학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와 “무역학과

와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학부“로

타. 경상대학 “응용통계학과”는 “중국.경제학부”로

파.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와 경

상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는“사회과학부”로

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개설학과)”

와 “아동복지학과“는 사회복지학부” 로 단,1998학년

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야간강좌 개설학과)로 입

학한 학생으로서 학적 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

여 199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거. 경영학부 창업전공과 중국.경제학부 하이테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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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사회과학부 광고홍보학전공은다전공시 제2

전공 이상로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변경 당시의 하이테크산업전공을

다전공하고 있는 자는 하이테크비즈니스를 다전공 하

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 배정 결과는 이

변경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0년 2월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중 제19조의 2는 2001학년도부

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의 전

과(부) 시기는 변경 전 학칙(제2,3학년 재학 중 1회

에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부〕신청)을 적용한다.

2. 제58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 다전공 신청자

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학기까지다전공을 신청

하여 이수중인 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3. 학부로 통합되는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와 멀티미

디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2학년도까지 입

학당시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3학년

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의 역사철학부, 미술․조형디자인

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학부, 사회과학부 (지역

개발학전공)에재적하고있는자는각각역사․철학부, 조

형예술학부, 산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

부, 사회과학부(도시․지역계획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

다. 다만, 1999학년도 이전에 역사철학부,미술․조형디

자인학부, 산업기계공학부, 중국․경제학부, 사회과학부

(지역개발학전공)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

학․재입학)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

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역사․철학부, 조형예술학부, 산

업공․기계공학부,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전공)에재적하는자로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이 학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학전

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3월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1. 제19조의2의 2호는 1999학년도 입학자

와 2002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한다.

2. 문과대학 “인문학부”를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

보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인문 학부”로 입

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

여는 “국어국문학부”와 “문헌정보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

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3. 문과대학 “영․일어문학부”를 “영어영문학부”, 일

어일문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영․일어문학

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

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

생에 대하여는 “영어영문학부”와 “일어일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

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 할 수 있다.

4. 이과대학 “응용과학부”를 "식품영양학과“와 ”의류

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에 ”응용과학부“로 입학

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

여는 ”식품영양학과“와 ”의류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

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5. 공과대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전자

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전공”

을 두고, 2001년도 이전에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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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전자정보통신전공“ ”컴퓨터공학전

공“, ”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2001년도 이전의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에 재

적하던 학생이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 된 학부의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고,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에 재적하던

학생이 동일 전공으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

는 ”컴퓨터공학전공“과 ”멀티미디어전공“중에서 본인

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6. 이 학칙 변경 당시 공과대학 산업공․기계공학부

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산업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

는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1년도 이전에 “산업공․기계공학부”로 입학한 학

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

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산업시

스템 ․기계공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7. 경상대학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를 “중국․

경제학부“와 ”정보통계학과“로 하고, 2001년도 이전

에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2년도 이후

입학생과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중국․경제학부

“와 ”정보통계학과“ 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부

(과)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

할 수 있다.

8. 이 학칙변경 당시 사회복지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사회․아동복지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9.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부”를 “사회과학부“와 ”여

성경찰행정학과“로 하고, 이 학칙 변경당시 ”여성경

찰행정학전공“을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는 ”여성경찰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10. 제26조의제2항은 2002학년도부터 4학년에게도 변

경된 학점을 적용하며, 제34조와 제41조는 2001학년

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변경 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3학년도 대학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

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건축․토목환경공학부(건축공

학전공, 토목환경공학전공)의 경우 해당 입학연도 입

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

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집단위가 없

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 또는 토목환

경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하여야 한다. 단, 건

축․토목환경공학부 재적생(전공미배정자)이 학적변

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변경된 모집단위인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또는 토목환경

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변경학칙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유럽어문학부(불

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

는 “유럽어문학부(프랑스어문학전공, 독일어문학전

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유럽어문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

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

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2. 이 학칙 변경 당시 “화공․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

전공, 고분자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

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

보신소재공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

학년도 이전에“화공․고분자공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

학 할 수 있다.

3. 이 학칙변경 당시 “법학부(지적재산권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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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법학부(특허법학전공)”에 재

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3학년도 이전에 “법학부”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변경 당시 학부에서 학과로

되는, 다음의 학부에 재적하는 학생은 2007학년도 까

지는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

년도부터는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04학

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학적변동으로 동일학부로 복

학,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한다.

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과 “문예

창작전공(야)”은 각각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로

나. 문과대학 역사․철학부 “사학전공”과 “철학전공”은

각각 문과대학 “사학과”와 “철학과”로

다.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과 “미

생물학전공”은 각각 이과대학 “광․ 전자물리학과”

와 “생명공학과”로

라. 공과대학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

공학전공”과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은 각각

공과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와 “생명정보신소

재공학과”로

마.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에서 “산업시스템

공학전공(야)”을 폐과하여 “산업시스템공학전공”

과 “기계공학전공”은 각각 공과대학 “산업시스템

공학과와 기계공학과로

바.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경영학전공

(야)”, “회계학전공(야)”, “국제통상학전공(야)”은

각각 경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

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과(야)”, “회계학과

(야)”, “국제통상학과(야)”로

사.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정치언

론․국제학전공”, “도시․지역계획전공”, “행정학

전공(야)”은 각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치

언론․국제학과”, “도시부동산학과”, “행정학과(야)

로

2. 이 학칙 변경 당시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 학부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

학,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

학전공(야))으로 복학, 재입학 한다.

3. 이 학칙 변경 당시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회화전공”,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신설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

과”, “디자인학과(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회화과”, “디자

인학과(야)로 복학, 재입학 한다.

4. 이 학칙 변경 당시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정보통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동일학부

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

하여 동일학부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없는 경우는 변

경된 학부 전공(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으

로 복학, 재입학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변경학칙은 200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4년도에 실시되는 학생자치기구장 선

거에서는 현행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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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 학부 및 학

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은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

이 해당 대학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

다.

② 또한 2005학년도에 학부 및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적생도 2005학년도 편제명칭으로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2005학년도 편제 2006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부 화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화학전공
자연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생명공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바이오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전공 공과대학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전공)

산업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생명․나노과학대학 나노과학부 신소재공학전공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상대학 무역학과
중국․경제학부 중국전공 경상대학 중국통상․경제학부(중국통상전공, 경제전공)

사회과학대학 여성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린튼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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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이 학적변

동(복학)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004학년도 편제 2005학년도 편제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대학명 학부 및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전공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
역사․철학부 철학전공 문과대학 철학과
역사․철학부 사학전공 문과대학 사학과

이과대학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전공 이과대학 광․전자물리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

공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경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경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경상대학 회계학과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사회과학부 정치언론․국제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언론․국제학과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전공 사회과학대학 도시부동산학과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소속변경 대상자

2002 기계공학과(야)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기계공학과(야) 학생

2005 산업경영공학과(야)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산업경영공학과(야) 학생

2006 컴퓨터공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컴퓨터공학과(야) 학생

2006 회계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회계학과(야) 학생

2006 무역학과(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무역학과(야) 학생

2006 법학부 법학전공(야) 2009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법학부 법학전공(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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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제적생은 동일학과 주

간강좌로 재입학할 수 있다.

3.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문예창

작학과(야)의 2004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8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

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

적을 변경할 수 있다.

4. 2005년 명칭 변경된 영어영문학부(아동영어학전공

(야))의 재적생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

부(전공)명 또는 변경된 학부(전공)명으로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1. (야간강좌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강좌의 재적생은 입학정

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시 다음

과 같이 동일학부(전공), 동일학과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로는 재입

학을 할 수 없다.

폐지년도 학과(전공)명 주간으로 학적변동 대상자

2007 경영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경영학과(야) 학생

2007 행정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행정학과(야) 학생

2007 사회복지학전공(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사회복지학전공(야) 학생

2007 디자인학과(야)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는 디자인학과(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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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야간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아동영

어학전공(야)의 2006년도 이전 입학생중 학적변동(복

학, 재입학)으로 2010년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

생들은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과 주간으

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3.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회과학대학의 “사회⦁아동복지학부” 를 “사회복지

학과” 와 “아동복지학과”로 학과전환을 하고 2006년도

이전에 “사회⦁아동복지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

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

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학과”

와 “아동복지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

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된 학과 중

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②생명⦁나노과학대학의 “바이오과학부”를 “생명과학과”

와 “식품영양학과”로 학과전환하고 2006년도 이전에

“생명⦁나노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

(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명⦁나노과학대학”

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복학(재입학)할 경우는 분

리된 학부의 전공이나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4. (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

시의 “나노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나노과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생명⦁나노과학대학의 “생명나노과학부” 를

“생명공학과” “화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신소

재공학과”로 학과전환을 하고 2007년도 이전에 “생명

나노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

입학)으로 인하여 2008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명공학과” “화학과”“나노생

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동일 학부로 복학(재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

된 학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토목환경공학과”, “정

보통계학과”에 재적 하고 있는 자는 “건설시스템공학

과”, “비즈니스통계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8학년도 이전에 “토목환경공학과”, “정보통계

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신설규정 제 49조의 1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학생자치기구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유럽어문학부”에 재적

하고 있는 자는 “프랑스어문화학과” 또는 “독일어문학

과”, “중국통상․경제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중국

통상학과” 또는 “경제학과”, “컨벤션산업학과”에 재적하

고 있는 자는 “컨벤션경영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09학년도 이전에 “유럽어문학부”, “중국통

상․경제학부”, “컨벤션산업학과”로 입학한 자로서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과)로 복학, 재

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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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1. 이 변경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단, 별표 1 중 2010, 2011학년도 간호학과의 간호계

열 편입에 대한 규정개정은 2010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프랑스어문화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프랑스어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10학년도 이전에“프랑스어문화학과”로 입학

한 자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부

(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

로 복학,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연계전공 주관부서 변경) 정치언론․국제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광고․홍보학전공”의 주관부서를 교양융복

합대학으로 변경한다.

③(연계전공 폐지) 경영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창업전

공”과 경제학과 주관 연계전공인 “하이테크비즈니스전

공”을 폐지하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

라 모집단위가 변경된 “생명과학과”와“생명공학과”의 경

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위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 당해 모

집단위가 없을 때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생명시스템과

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2012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결과에 따

라 학부제 유지 하에 전공별 모집을 하는 건축학부의 경

우 전공배정 전에 휴학한“건축학부”소속인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건축공학전

공”과“건축학전공”중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 명칭이 변

경된 재적생은 소속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해

당 대학 학부(과)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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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생명·나노과학대학 광·전자물리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광·전자물리학과의 존속은 2015학년도까지로

한다.

2. 광·전자물리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

입학할 시에는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광·전자물리학과의 해당학년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광·센서공학

과 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소급적

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다만, 이 학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71조의

규정 개정은 2013년 3월 1일로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

다.

②(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문과대학 독일어문학과,

철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독일어문학과, 철학과의 존속은 2016학년도까지로

한다.

2. 독일어문학과, 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19조의 2 제1항의 이수학기에 의한 신청자격 제

한에도 불구하고 전공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

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제외)로의 전공변

경을 허용한다.

2011학년도편제 2012학년도편제

대학명 학부및학과 대학명 학부및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과

광·전자물리학과 회화과

의류학과 예술문화학과

생활체육학과 의류학과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생명․나노

과학대학

생명시스템과학과

회화과 식품영양학과

예술문화학과 화학과

생명․나노

과학대학

생명과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수학과

간호학과 광·전자물리학과

나노생명화학공학과
생활체육학과

신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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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어문학과, 철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

입학할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사범계열 및 간

호학과 제외)의 해당학년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

③(학과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법과대학 법학부에 법무

법학전공을 추가로 신설하고 2014학년도 이후 입학

생부터 제19조에 따라 법학전공, 특허법학전공, 법무

법학전공으로 전공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당시

“중국통상학과”,“컨벤션경영학과”, “나노생명화학공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각각 “중국경제통상학

과”,“컨벤션호텔경영학과”,“화학공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단, 2013학년도 이전에 “중국통상학과”,

“컨벤션경영학과”,“나노생명화학공학과”로 입학한 자

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여 동일학과로

복학, 재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변경된 학과로 복

학, 재입학 할 수 있다.

⑤(융합기술·경영학과) 융합기술ㆍ경영학과는 공학 및

경영계열 학과의 융합된 학과이며 별도 교육과정으

로 운영한다.

➅(학과계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의류학과의 계열을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이학계열에서 예능계열로 변

경하고 의류학과의 학위명을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 이후부터 의류학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2015년 모집단위 학과(전공) 통합에 따

른 경과조치는 다음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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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존속

기간

해당 학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시

해 당 학 년 

교육과정이 

개 설 되 어 

있는 경우

해당학년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철학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센서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미디어영상전공)

정치언론 ‧ 국제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글로벌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처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경영정보학과

2017학년

도까지

해당학과의 

해당학년으

로 복학 및 

재입학

아래 표와 같이 복학 및 재입학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사범계

열 및 간호학과, 건축학전공은 제외)로 복학 및 재입학 할 수 있음

기존 학과 

(~에서)

복학 또는 재입학 가능학

과(~으로)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창작학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아

동영어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일본·프랑스어문학과

사학과, 철학상담학과 역사·철학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광·센서공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멀티미디어학부(멀티미디어공학

전공, 미디어영상전공)
멀티미디어학과

정치언론 ‧ 국제학과 정치 ‧ 언론 ‧ 국방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

처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경

영정보학과

린튼글로벌비즈니스 스쿨(글로벌

비즈니스전공, 글로벌IT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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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개정 2008.10.1, 2011.1.28, 2011.12.6, 2012.4.10, 2012.11.15)

대학 계열 1990년 1991년 비고

문과
대학

소계 440 440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도서관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91년 명칭변경

90년 학과 신설

예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사범
대학

소계 220 220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이과
대학

소계 400 440

이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90년 학과 신설
91년 학과 신설

체육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과 40 90년 학과 신설

공과
대학

소계 320 320

공학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경상
대학

소계 390 390

인문
사회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법정
대학

소계 160 160

인문
사회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총    계 1,93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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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1992년 1993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40 520<4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93년 정원 분할
93년 야간강좌 신설

93년 야간 학과 신설

예 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사 범
대 학

소계 220 22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40 440

이 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5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4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체 육 사회체육과 40 사회체육과 40

공 과
대 학

소계 320 450<90>

공 학

전자계산공학과 9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0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학과 신설
93년 야간 학과 신설

경 상
대 학

소계 390 52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0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강좌 신설

법 정
대 학

소계 160 280<120>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행정학과 40

정치외교학과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강좌 신설

93년 야간 학과 신설
총   계 1,970 2,4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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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1994년 1995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80<80> 520<8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95년 40명 증원

예 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95년 전공분할 모집

사 범

대 학

소계 220 22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40 440

이 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체 능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학과 40

공 과

대 학

소계 450<90> 450<90>

공 학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경 상

대 학

소계 520<130> 52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상업교육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법 정

대 학

소계 280<120> 280<120>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총   계 2,430<420> 2,4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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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1996년 1997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520<80> 520<8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철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학과<야간> 40

예 능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응용미술과 40
회화과 40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사 범
대 학

소계 220 22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40 460

이 학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40
고분자학과 40

수학과 60
물리학과 60
화학과 60
생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미생물학과 50
고분자학과 50

97년 10명 증원
97년 10명 증원

체 능 사회체육학과 40 사회체육학과 40

공 과
대 학

소계 490<90> 590<130>

공 학

전자계산공학과 90
전자계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50
화학공학과 40
산업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컴퓨터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야간> 50
건축공학과 60
토목환경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화학공학과 60
산업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기계공학과 60
기계공학과<야간> 40

97년 10명 증원
97년 20명 증원
96년 학과 신설

97년 학과 신설
97년 야간 강좌 신설

경 상
대 학

소계 520<130> 57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경영정보학과 3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제학과 40
경영정보학과 40
지역개발학과 40
응용통계학과 40
중국학과 40

96년명칭변경/97년10명증원

97년 학과 신설

법 과
대 학

소계 120<40> 130<40>

인 문
사 회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40

법학과 80
법학과<야간> 50 97년 10명 증원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160<80> 170<90> 96년 대학 신설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50 97년 10명 증원

합   계 2,470<420> 2,66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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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1998년 1999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560<80> 560<4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영어영문학과 80
영어영문학과<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불어불문학과 40
독어독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야간> 40
기독교학과 40

인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99년 학부 신설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주간전환/99년소속변경

예 능 응용미술과 6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60

미술·조형디자인학부
공예·디자인전공 6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60

99년 학부 신설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학 98년 가정교육과 폐과

이 과
대 학

소계 460 410

이 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고분자학과 5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98년 학부 신설
98년 소속 변경
99년 명칭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8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대학 변경(공대)

체 능 생활체육학과 40 생활체육학과 40 98년 명칭 변경

공 과
대 학

소계 590<130> 640<130>

공 학

컴퓨터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야간> 5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건축공학과 6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공학과 40
산업공학과<야간> 40
기계공학과 60
기계공학과<야간> 40

화학공학과 60

컴퓨터전자통신공학부 23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전자공학전공 (60)
정보통신공학전공 (6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산업·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대학 변경(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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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1998년 1999년 비고

멀 티
미 디
어
대 학

소계 120 120

공 학
멀티미디어학부 120

매체전공 (60)
비즈니스전공 (60)

멀티미디어학부 120
컨텐트전공 (60)
비즈니스전공 (60)

98년 학부 신설
98년전공신설/99년전공명칭변경
98년 전공 신설

경 상
대 학

소계 570<130> 55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무역학과 40
무역학과<야간> 40
경영정보학과 40
중국·경제학부 80

경제학전공 (40)
중국학전공 (40)

응용통계학과 40
지역개발학과 40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40
경제전공 (50)
중국전공 (50)
정보통계전공 (40)

98년학부폐지/99년학부신설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소속변경
98년학과독립/99년명칭변경
98년학과독립/99년명칭변경
99년 소속변경

99년 10명 증원
99년 10명 증원
99년 명칭ᆞ소속 변경
99년 소속대학 변경(사회대)

법 과
대 학

소계 160<60> 160<60>

인 문
사 회

법학과 100
법학과<야간> 60

법학부
 법학전공 (100)
 법학전공<야간> (60)

99년 학부 신설
98년 20명증원/99년소속변경
99년 소속 변경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210<90> 280<80>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외교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과<야간> 50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지역개발학전공 (4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9년 소속 변경
99년 명칭ᆞ소속 변경
99년 소속 대학 변경(경상)
99년 학부 신설
99년 소속 변경
98년 학과 신설
99년소속변경/99년10명감원

총   계 2,860<490>  2,9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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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0년 2001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600<80> 600<80>

인 문
사 회

인문학부 12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인문학부 12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헌정보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일어문학부 16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전공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00년 신설

예 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00년 학부 명칭 변경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30 430

이 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응용과학부 90
식품영양학전공 (50)
의류학전공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00년 20명 증원

공 과
대 학

소계 760<130> 760<130>

공 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 (18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멀티미디어전공 (18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00년 명칭 변경
00년 명칭ᆞ소속 변경
00년 명칭ᆞ소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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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0년 2001년 비고

공 과
대 학

공 학

산업공·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산업공·기계공학부 180
산업공학전공 (40)
산업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기계공학전공<야간> (4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00년 명칭 변경

00년 멀티미디어학부 폐과

경 상
대 학

소계 550<130> 55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14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전공 (40)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 14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전공 (40)

00년 학부 명칭 변경

법 과
대 학

소계 160<40> 160<40>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4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4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00년 20명 감원
00년 20명 감원
00년 전공 신설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280<80> 310<80>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과학부 19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전공 (30)

사회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1년 전공 신설

총   계 2,970<460> 3,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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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2년 2003년

문 과
대 학

소계 640<120> 640<12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불어불문학전공 (40)
독어독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02년 학부 명칭 변경

02년 학부 명칭 변경

02년 소속 변경
02년 소속 변경

예 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간> 40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야간> 40 02년 야간 전공 신설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30 430

이 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02년 응용과학부 폐지
02년 학과 독립
02년 학과 독립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720<90> 720<90>

공 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토목환경공학부 120
건축공학전공 (60)
토목환경공학전공 (60)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2년 컴퓨터멀티미디어 분리
03년 학부 분리

03년 전공 신설(5년제)
03년 학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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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2년 2003년

공 과
대 학

공 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화공·고분자공학부 110
화학공학전공 (60)
고분자공학전공 (50)

02년 학부명칭 변경
02년 전공명칭 변경
02년 전공명칭 변경

02년 기계공학 야간 폐과

경 상
대 학

소계 550<130> 55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02년 학부 명칭ᆞ소속 변경

02년 학과 독립

법 과
대 학

소계 160<40> 160<40>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전공<야간> (60)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지적재산권법학전공 (40)
법학전공<야간> (60)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10<80> 310<80>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ᆞ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ᆞ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2년 학과 독립

총   계 3,000<460> 3,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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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4년 2005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640<120> 480<4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부 80
국어국문학전공 (40)
문예창작전공<야간>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영어영문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역사·철학부 80
철학전공 (40)
사학전공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80)
아동영어학전공<야간> (4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주간변경 및 학과 독립

05년 학과신설

04년 학과명칭 변경
04년 학과명칭 변경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예 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전공 6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지털문화이벤트전공<야간> 40

05년 학부폐지(대학신설)

05년 야간 전공 폐지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30

이 과
대 학

소계 430 430

이 학

자연과학부 280
수학전공 (60)
광·전자물리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미생물학전공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자연과학부 170
수학전공 (60)
화학전공 (60)
생명과학전공 (50)

광·전자물리학과 60
생명공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의류학과 40

05년 학부 조정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720<90> 680<40>

공 학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50
전자정보통신전공  (12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5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정보통신·멀티미디어공학부 340
전자공학전공 (60)
정보통신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 (60)
컴퓨터공학전공<야간> (40)
멀티미디어전공 (120)

건축학부 60
건축공학전공 (3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05년 학부 조정
05년 전공 분리
05년 전공 분리

05년 10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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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4년 2005년 비고

공 과
대 학 공 학

산업시스템·기계공학부 1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전공<야간> (40)
기계공학전공 (60)

생명화공정보신소재공학부 11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60)
생명정보신소재공학전공 (40)

산업시스템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생명정보신소재공학과 50

05년 학부 폐지
05년 20명 증원
05년 야간 전공 폐지

04년학부명칭변경/05년학부폐지
04년전공명칭변경/05년학과독립04
년전공명칭변경/05년학과독립

경 상
대 학

소계 550<130> 550<130>

인 문
사 회

경영학부 410
경영학전공 (100)
경영학전공<야간> (50)
회계학전공 (100)
회계학전공<야간> (40)
국제통상학전공 (40) 
국제통상학전공<야간> (40)
경영정보학전공 (40)

중국·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경영학과 100
경영학과<야간> 50
회계학과 100 
회계학과<야간> 40
국제통상학과 40
국제통상학과<야간> 40
경영정보학과 40
중국·경제학부 100

중국전공 (50)
경제전공 (50)

정보통계학과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법 과
대 학

소계 160<40> 155<35>

인 문
사 회

법학부 160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40)
특허법학전공 (40)

법학부 155
법학전공 (80)
법학전공<야간> (35)
특허법학전공 (40)

05년 5명 감원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10<80> 310<80>

인 문
사 회

사회과학부 160
행정학전공 (40)
행정학전공(야) (40)
정치언론·국제학전공 (40)
도시·지역계획전공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ᆞ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 (40)
아동복지학전공 (40)

행정학과 40
행정학과<야간> 4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여성경찰행정학과 30
사회·아동복지학부 12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40)
아동복지학전공 (40)

05년 학부 폐지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
05년 학과 독립ᆞ명칭 변경

미 술
대 학

소계 160<40> 05년 대학 신설

예 능
디자인학과 60
디자인학과<야간> 4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05년 야간 학과 신설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45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05년 대학 및 학부 신설

총   계 3,000<460> 3,0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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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6년 2007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80<30> 48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야간>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06년 10명 증원
06년 10명 감원, 07년 주간 변경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40
영어교육과 40
교육학과 40
역사교육과 40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06년 4명 감원
06년 4명 감원
06년 5명 감원
06년 4명 감원

예 능 미술교육과 30 미술교육과 27 06년 3명 감원

이 학 수학교육과 20 07년 학과 신설

이 과
대 학

소계 210 210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06년 학부 폐지
06년 학과 독립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30 520

공 학

컴퓨터공학과 7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06년 학부 폐지
06년10증원,학과독립/07년10감원
06년 야간 전공 폐지
06년 학과 독립
06년 학과 독립
06년 학부 독립, 30명 감원

06년 10명 증원

06년 생명나노과학대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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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6년 2007년 비고

경 상
대 학

소계 570<30> 575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10
경영학과<야간> 3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0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06년 10명 증원/07년 30명 증원
06년 2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06년 야간 학과 폐지

06년 야간 학과 폐지
06년 10명 증원
06년 40명 증원, 명칭변경
06년 20명 증원
06년 20명 증원

06년 학과 신설

법 과
대 학

소계 155 155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06년 25명 증원
06년 야간 전공 폐지
06년 10명 증원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50<60> 340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70
행정학과<야간> 3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아동복지학부 110

사회복지학전공 (40)
사회복지학전공<야간> (30)
아동복지학전공 (40)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06년 학부 폐지
06년 30명 증원/07년 30명 증원
06년 1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06년 30명 증원, 명칭 변경
06년 10명 감원/07년 학부 폐지
07년 20명증원, 학과 독립
06년 10명 감원/07년 야간 폐지
07년 학과 독립

미 술
대 학

소계 160<40> 175

예 능

디자인학과 60
디자인학과<야간> 40
회화전공(한국화/서양화) 60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07년 35명 증원
07년 야간 학과 폐지
07년 10명 감원
07년 학과 신설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45 45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전공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07년 전공명칭 변경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310 310 06년 생명나노과학대학 신설

이 학

바이오과학부 150
생명과학전공 (50) 
식품영양학전공 (50)
생명공학전공 (50)

나노과학부 160

화학전공 (6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50)
신소재공학전공 (5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나노과학부 210
생명공학전공 (50)
화학전공 (60)
나노생명화학공학전공 (50)
신소재공학전공 (50)

07년 바이오과학부 폐지
06년 이대 변경/07년 학과 독립
06년 이대 변경/07년 학과 독립
06년 이과대에서 변경
07년 학부 명칭 변경, 50명 증원
07년 바이오과학부에서 변경
06년 이과대에서 변경
06년 공대에서ᆞ전공으로 변경
06년 공대에서ᆞ명칭ᆞ전공으로 변경공 학

총   계 3,000<16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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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8년 2009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80 48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이 과
대 학

소계 210 210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20 520

공 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미디어영상전공 (40)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09년 5명 증원(자체조정)
09년 5명 감원(자체조정)

09년 학과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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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8년 2009년 비고

경 상
대 학

소계 575 575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09년 학과명칭 변경

법 과
대 학

소계 155 155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40 340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미 술
대 학

소계 175 175

예 능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45 45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08년 전공명칭 변경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310 310

이 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08년 학부 폐지
08년 학과 독립
08년 학과 독립
08년 학과 독립
08년 학과 독립공 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총   계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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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9년 2010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80 48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120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유럽어문학부 8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독일어문학전공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화학과 40
독일어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2010년 학부제 유지하에 전공별 모집

2010년 학부제 폐지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이 과
대 학

소계 210 210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20 520

공 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9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미디어영상전공 (40)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토목환경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2010년 학부제 유지 하에 전공별 모집
2010년 5명 감원(자체조정)
2010년 5명 증원(자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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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09년 2010년 비고

경 상
대 학

소계 575 575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경제학부 140

중국통상전공 (70)
경제전공 (70)

정보통계학과 40
컨벤션산업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2010년 학부제 폐지

2010년 학과명칭 변경

법 과
대 학

소계 155 155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40 315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100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6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2010년 5명 감원

2010년 20명 감원

미 술
대 학

소계 175 170

예 능
디자인학과 95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2010년 5명 감원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45 50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45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2010년 5명 증원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310 335

이 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2010년 학과 신설간 호 간호학과 25

공 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총   계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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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0년 2011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80 470

인 문
사 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화학과 40
독일어문학과 40
철학과 4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11년 학과명칭 변경
11년 5명 감원
11년 5명 감원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 문
사 회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예 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0

이 과
대 학

소계 210 210

이 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체 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20 520

공 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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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0년 2011년 비고

경 상
대 학

소계 575 575

인 문
사 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법 과
대 학

소계 155 155

인 문
사 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15 310

인 문
사 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6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11년 5명 감원

미 술
대 학

소계 170 170

예 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50 50

인 문
사 회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335 350

이 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11년 15명 증원간  호 간호학과 25 간호학과 40

공 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총   계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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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1년 2012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70 465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40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2012년 5명 감원)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6
영어교육과 36
교육학과 35
역사교육과 36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2012년 1명 감원)
(2012년 1명 감원)
(2012년 1명 감원)
(2012년 2명 감원)

예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 학 수학교육과 20 수학교육과 25 (2012년 5명 증원)

이 과
대 학

소계 210

이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50
의류학과 40

(2012년 5명 감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공 과
대 학

소계 520 520

공 과
대 학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70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2012년 학부제 유지하에 
전공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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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대 학

소계 575 575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법 과
대 학

소계 155 150

인문
사회

법학부 155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50)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2012년 5명 감원)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10 310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조 형
예 술
대 학

소계 170 170

예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이학 의류학과 40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50 60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5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25)
글로벌비즈니스전공(25)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2012년 10명 증원)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350 555

이학

생명과학과 50 
식품영양학과 50
생명공학과 50
화학과 60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2012년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각   5명씩 감원 및 
생명시스템과학과로 
 통합)

(2012년 10명 증원)
간 호 간호학과 40 간호학과 50

공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이학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45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2012년 5명 감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이과대학 폐지로 소속 변경

총   계 3,000 2,995 (2012년 5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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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2년 2013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65 455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5
철학과 35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0
철학과 3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13년 5명 감원
13년 5명 감원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예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학 수학교육과 25 수학교육과 25

공 과
대 학

소계 520 570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광․센서공학과 45

13년 5명 증원

13년 신설

경 상
대 학

소계 575 585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55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0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60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5

13년 5명 증원

13년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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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2년 2013년 비고

법 과
대 학

소계 150 150

인문
사회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10 305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13년 5명 감원

조 형
예 술
대 학

소계 210 210

예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이학 의류학과 40 의류학과 40

린 튼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60 60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515 470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광․전자물리학과 45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13년 폐지

공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간호 간호학과 50 간호학과 50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교 양
융 복
합
대 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광고홍보학전공 0 (연계전공)

금융공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연계전공)

총    계 2,995 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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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3년 2014년 비고

문 과
대 학

소계 455 420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독일어문학과 30
철학과 3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5

국어국문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프랑스어문학과 40

철학상담학과 30
사학과 40
기독교학과 30

14년 학과 폐지
14년 학과 폐지
14년 학과 신설

14년 5명 감원

사 범
대 학

소계 190 190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국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5
교육학과 34
역사교육과 34

예능 미술교육과 27 미술교육과 27

이학 수학교육과 25 수학교육과 25

공 과
대 학

소계 570 570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광․센서공학과 45

컴퓨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광․센서공학과 45

경 상
대 학

소계 585 585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10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60
중국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경영학과 45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95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60
중국경제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14년 5명 감원

14년 학과명칭 변경

14년 5명 증원,  학과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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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열 2013년 2014년 비고

법 과
대 학

소계 150 150

인문
사회

법학부 150
법학전공 (105)
특허법학전공 (45)

법학부 150
법학전공 (60)
특허법학전공 (45)
법무법학전공 (45)

14년 45명 감원

14년 전공 신설

사 회
과 학
대 학

소계 305 300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5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5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14년 5명 감원

조 형
예 술
대 학

소계 210 210

예능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디자인학과 9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예술문화학과 30
의류학과 40 14년 계열 변경

이학 의류학과 40

린 튼
글 로
벌
칼 리
지

소계 60 80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6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30)

글로벌학부 80
글로벌커뮤니케이션ᆞ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50) 14년 20명 증원

생 명
ᆞ
나 노
과 학
대 학

소계 470 470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9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생명시스템과학과 80
융합기술 ․ 경영학과 0
식품영양학과 50
화학과 60
수학과 60

14년 10명 감원
14년 선취업 후진학 
학과(정원외 30명)

공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화학공학과 50
신소재공학과 50

14년 학과명칭 변경

간호 간호학과 50 간호학과 60 14년 10명 증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생활체육학과 60

교 양
융 복
합
대 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광고홍보학전공 0

14년 연계전공

금융공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 0

총    계 2,995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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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015학년도

대학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대학 
및

독립
학부

계
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변경내용

문과
대학

소계 420

문과
대학

소계 386 34명 감원

인문
사회

국어국문학과 40

인문
사회

국어국문·창작학과 72  국어국문학과 + 문예창작학과 통합, 
학과명칭 변경, 8명 감원문예창작학과 4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아동영어학전공 30

영어영문학과 110 학부 소속 2개 전공을 통합, 학부를 
학과 편제로 변경, 10명 감원

일어일문학과 40
일본·프랑스어문학과 72 일어일문학과 + 프랑스어문학과 통

합, 학과명칭 변경, 8명 감원프랑스어문학과 40
문헌정보학과 40 문헌정보학과 36 4명 감원
사학과 40

역사·철학상담학과 66 사학과 + 철학상담학과 통합, 학과명
칭 변경, 4명 감원철학상담학과 30

기독교학과 30 기독교학과 30

사범
대학

소계 190

사범
대학

소계 180 10명 감원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5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2 3명 감원
영어교육과 35 영어교육과 32 3명 감원
교육학과 34 교육학과 32 2명 감원
역사교육과 34 역사교육과 32 2명 감원

예능 미술교육과 27 예능 미술교육과 27
이학 수학교육과 25 이학 수학교육과 25

공과
대학

소계 570

공과
대학

소계 566 4명 감원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공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165

컴퓨터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광·센서공학과 통합, 
학과명칭 변경

정보통신공학과 60
광․센서공학과 45
전자공학과 60 전자공학과 60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미디어영상전공 45

멀티미디어학과 86
학부 소속 2개 전공을 통합, 학부를 
학과 편제로 변경,
4명 감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5년제)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5년제)

건설시스템공학과 60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경상
대학

소계 585

경상
대학

소계 525 60명 감원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회계학과 95 회계학과 95
무역학과 60 무역학과 60

경영정보학과 60 소속 /명칭변경(글로벌비즈니스스쿨 / 
글로벌IT경영전공)

중국경제통상학과 70 중국경제통상학과 70
경제학과 70 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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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015학년도

대학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대학 
및

독립
학부

계
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변경내용

법과
대학

소계 150

법과
대학

소계 145 5명 감원

인문
사회

법학부 150
  법학전공 (60)
  특허법학전공 (45)
  법무법학전공 (45)

인문
사회

법학부 145
  법학전공 (60)
  특허법학전공 (40)
  법무법학전공 (45)

특허법학전공 (5)명 감원

사회
과학
대학

소계 300

사회
과학
대학

소계 293 7명 감원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정치언론·국제학과 40 정치·언론·국방학과 40 학과명칭 변경
도시부동산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경찰행정학과 45 경찰행정학과 40 5명 감원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40 아동복지학과 38 2명 감원

조형
예술
대학

소계 210

조형
예술
대학

소계 190 20명 감원

예능

디자인학과 90

예능

디자인학과 80 10명 감원
회화과(한국화/서양화) 
5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40 10명 감원

예술문화학과 30 예술문화학과 30
의류학과 40 의류학과 40

생명ㆍ
나노
과학
대학

소계 470

생명
ㆍ나
노과
학대
학

소계 442 28명 감원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80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77 3명 감원
융합기술 ․ 경영학과 0 융합기술 ․ 경영학과 0
식품영양학과 50 식품영양학과 48 2명 감원
화학과 60 화학과 57 3명 감원
수학과 60 수학과 57 3명 감원

공학
화학공학과 50

공학 화공신소재공학과 100  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통합, 학
과명칭 변경신소재공학과 50

간호 간호학과 60 간호 간호학과 50 10명 감원
체능 생활체육학과 60 체능 생활체육학과 53 7명 감원

교양
융복합
대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교양
융복
합
대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 0 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 0

기록관리학전공 0 15년 신설

린튼
글로벌
칼리지

소계 80

린튼
글로
벌
비즈
니스
스쿨

소계 128 48명 증원

인문
사회

글로벌학부 80
  글로벌커뮤니케이션
ㆍ컬쳐 전공(30)
  글로벌비즈니스전공(50)

인문
사회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73
  글로벌 IT 경영전공 55

대학 폐지, 독립학부(린튼글로벌비즈
니스스쿨) 신설
학부 소속 2개 전공 통합, 전공명칭 
변경, 7명 감원

독립학부 소속 전공(글로벌 IT 경영전
공) 신설, 5명 감원,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에서 독립학부
로 소속변경

총 계 2,975명 총 계 2,855명 120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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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016학년도

대학 
및

독립
학부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대학 
및

독립
학부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변경내용

문과
대학

소계 386

문과
대학

소계 386

인문
사회

국어국문·창작학과 72  

인문
사회

국어국문·창작학과 72  

영어영문학과 110 영어영문학과 110

일본·프랑스어문학과 72 일본·프랑스어문학과 72

문헌정보학과 36 문헌정보학과 36

역사·철학상담학과 66 역사·철학상담학과 66

기독교학과 30 기독교학과 30

사범
대학

소계 180

사범
대학

소계 180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2

인문
사회

국어교육과 32

영어교육과 32 영어교육과 32

교육학과 32 교육학과 32

역사교육과 32 역사교육과 32

예능 미술교육과 27 예능 미술교육과 27

이학 수학교육과 25 이학 수학교육과 25

공과
대학

소계 566

공과
대학

소계 543 23명 감원

공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165

공학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165

전자공학과 60 전자공학과 55 5명 감원

멀티미디어학과 86 멀티미디어학과 8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40
  건축학전공 35 (5년제)

건축학과 33 (5년제)
건축학부 폐지, 건축학전공을 
학과 편제로 변경, 
2명 감원

건축・토목공학과 93
건축학부 폐지, 건축공학전공 + 
건설시스템공학과 통합,
학과명칭 신설, 7명 감원

건설시스템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60 산업경영공학과 51 9명 감원

기계공학과 60 기계공학과 60

경상
대학

소계 525

경상
대학

소계 483 42명 감원

인문
사회

경영학과 140

인문
사회

경영학과 126 14명 감원

회계학과 95 회계학과 90 5명 감원

무역학과 60 무역학과 60

중국경제통상학과 70
경제학과 122

중국경제통상학과 + 경제학과 
통합, 학과명칭 변경,
18명 감원경제학과 70

비즈니스통계학과 40 비즈니스통계학과 35 5명 감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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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016학년도

대학 
및

독립
학부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대학 
및

독립
학부

계열 학과(부)편제 및 입학정원 변경내용

법과
대학

소계 145

법정
대학

소계 393 45명 감원

인문
사회

법학부 145
  법학전공 (60)
  특허법학전공 (40)
  법무법학전공 (45)

인문
사회

법학부 120
  법학전공 (75)
  법무법학전공 (45)

법과대학 + 사회과학대학 통
합, 대학명칭 변경
학부 소속 3개 전공 통합, 2개 
전공명칭 유지
25명 감원(법학전공 15명 증원, 
특허법학전공 40명 폐지)

사회
과학
대   
 학

소계 293

행정・경찰학과 123
행정학과 + 경찰행정학과 통
합, 학과명칭 변경,
12명 감원

인문
사회

행정학과 95
경찰행정학과 40

정치·언론·국방학과 40 정치·언론·국방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40 도시부동산학과 35 5명 감원
사회복지학과 40 사회복지학과 37 3명 감원
아동복지학과 38 아동복지학과 38

생명
ㆍ나
노과
학대
학

소계 442

생명ㆍ
나노
과학
대학

소계 442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77

이학

생명시스템과학과 77
융합기술 ․ 경영학과 0 융합기술 ․ 경영학과 0
식품영양학과 48 식품영양학과 48
화학과 57 화학과 57
수학과 57 수학과 57

공학 화공신소재공학과 100  공학 화공신소재공학과 100  
간호 간호학과 50 간호 간호학과 50
체능 생활체육학과 53 체능 생활체육학과 53

교양
융복
합
대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교양
융복
합
대학

인문
사회

광고홍보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금융공학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융복합창업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문화관광학전공 0

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 0 국제개발비즈니스학전공 0

기록관리학전공 0 기록관리학전공 0
린튼
글로
벌
비즈
니스
스쿨

소계 128 린튼
글로
벌
비즈
니스
스쿨

소계 128

인문
사회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73
  글로벌 IT 경영전공 55

인문
사회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73
  글로벌 IT 경영전공 55

조형
예술
대학

소계 190

조형
예술
학부

소계 180 10명 감원

예능

디자인학과 80

예능

조형예술학부
  디자인예술문화전공 105
  회화전공 40
  의류학전공 35

대학 폐지, 독립학부(조형예술
학부) 3개 전공 신설
디자인학과 + 예술문화학과 통
합, 전공신설, 5명 감원 
학과를 전공편제로 변경, 트랙별
(한국화,서양화) 모집 불가
학과를 전공편제로 변경, 5명 
감원

예술문화학과 30
회화과(한국화/서양화) 40

의류학과 40

총 계 2,855명 총 계 2,7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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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2010.9.28, 2011.12.6, 2012.1.13, 2012.4.10, 2013.2.6, 2013.11.14., 2013.1.23., 2015.2.3)

학위종별 학 과 (부)

문 학 사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문헌정보학과,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아동영어학전공),
일어일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기독교학과, 국어교육과, 영어
교육과, 교육학과, 역사교육과, 철학상담학과, 국어국문 창작학과, 일본 프랑스어문학과, 역사
철학상담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사 아동복지학과

이 학 사
수학과, 광․전자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수학교
육과

의 류 학 사 의류학과(2017학년도 전기학위수여자 이후부터)

공학사

① 일반 프로그램 학위 명칭(국문)

학위종별 학과(부)

공학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② 일반 프로그램 학위 명칭(영문)

학위종별 학 과(부)

BS in Engineering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
부(멀티미디어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산업경영
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
공학과,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화공신소재공학과

Bachelor of Architecture 건축학부(건축학전공)

Bachelor of Multimedia 멀티미디어학부(미디어영상전공)

③ 심화 프로그램 학위 명칭(국문)

학위종별 학 과(부)

공학사(전자공학심화)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정보통신공학심화)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건축공학심화)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사(기계공학심화)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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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별 학 과 (부)

공학사

④ 심화 프로그램 학위 명칭(영문)

학위종별 학 과(부)
BS in Electronic Engineering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BS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건 축 학 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멀티미디어학사 멀티미디학부(미디어영상전공)

경 영 학 사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창업전공, 광고홍보학전공, 컨벤션경영학과

경 제 학 사 중국통상학과, 경제학과, 정보통계학과,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

법 학 사 법학부(법학전공, 특허법학전공)

행 정 학 사 행정학과, 도시부동산학과, 경찰행정학과

정 치 학 사 정치언론․국제학과

미 술 학 사 미술교육과, 디자인학과, 회화과, 예술문화학과

체 육 학 사 생활체육학과

글로벌비즈
니스학사

글로벌학부(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
커뮤니케이
션․컬쳐전
공 학사

글로벌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금융공학사 금융공학전공



․2015 한남대학교 요람146

[ 서 식 1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O  O  O

OOOO 년 O월 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_______전공,_______부전

공,_______트랙)을 이수하고 _______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를 증명함.

OOOO 년 O 월 O 일

OO대학장 OO박사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OOOO 년 O 월 O 일

한남대학교 총장 OO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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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2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O  O  O

OOOO 년 O월 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OOO전공)을 이수하고 공학사

(OOO심화)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OO년 O월 O일

공과대학장 OO박사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00년 0월 0일

한남대학교 총장 OOO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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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3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O  O  O

OOOO년 O월 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OOO전공)을 이수하고 문학사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OO년 O월 O일

문과대학장 OO박사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OO년 O월 O일

한남대학교 총장 OOO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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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4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O  O  O

OOOO년 O월 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OOO전공,OOO부전공)을 이수

하고 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OO년 O월 O일

문과대학장 OO박사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20OO년 O월 O일

한남대학교 총장 OOO박사 O O O

학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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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5]

 

HANnam University
in recognition of completion 

of the required course of study approved by the faculty 

confers on

¡ ¡ ¡

 the degree of 

Bachelor of ¡ (in              )

with all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pertaining thereto, 

given in the metropolitan city of Daejeon in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th day of ¡ in the year two thousand and ¡ ¡.

_________          __________
    ¡ ¡ ¡, Dean                                     ¡ ¡ ¡, President

    ¡ ¡ ¡ (Name of college)                            Hannam UniversityUniversity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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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6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O O O O

                          OOOO 년 O 월 O 일 생

          전 공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2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 남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한남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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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09.01 제정 1996.06.01 개정 1996.12.12 개정

1997.08.01 개정 1998.08.04 개정 1999.03.01 개정

1999.07.28 개정 1999.11.01 개정 2000.02.01 개정

2001.03.01 개정 2001.11.26 개정 2002.03.01 개정

2003.09.01 개정 2003.12.02 개정 2004.08.10 개정

2004.11.02 개정 2004.12.01 개정 2005.04.26 개정

2005.08.23 개정 2006.02.06 개정 2006.06.27 개정

2006.09.26 개정 2007.02.06 개정 2007.03.01 개정

2008.03.01 개정 2008.10.09 개정 2009.09.01 개정

2010.01.14 개정 2010.12.10 개정 2011.02.08 개정

2012.04.10 전면개정 2012.07.31 개정 2013.02.05 개정

2013.03.26 개정 2013.10.29 개정 2014.01.21 개정

2014.02.11. 개정 2014.03.31 개정 2014.06.10. 개정

2014.08.19. 개정 2014.09.30 개정 2014.11.11.개정

2015.02.0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과정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등록

제3조(등록) ①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

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완료되며, 이를 위반한 때

에는 제적된다.

②등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절학기, 시간제등록(수강료)및 총장이 인정하

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하며 학점당 수강료는 계열별로

정함

2.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가 학점미달로 수학을 계

속하여야 하는 경우 잔여 학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가. 1학점~3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6

나. 4학점~6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3

다. 7학점~9학점이하 : 등록금 전액의 1/2

라.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마. 채플과목 수강에 따른 등록금 : 없음

3.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이 경과되기 이전의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자 및 군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됨

4. 수업일수 1/3 이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과 해당 학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

주함

5.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않고 군휴학한 자가 복학

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함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

간고사 이전에 군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등

록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여야 함

7. 다전공 이수자의 제1전공과 제2,3전공 계열이 상

이한 경우 계열별 등록금 차액을 다전공 신청시

부터 취소 이전까지 징수하며, 다전공 이수 신

청 기간동안 제2,3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징수함

8.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

지 않음

9.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10. 인턴십·현장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11. 4학년(건축학전공 5학년) 2학기까지 정규과정

을 마친 자로서 졸업유보로 수학을 계속하게 된

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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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절학기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4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신

설 2012. 7. 31)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는 등

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에

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

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

니함

④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

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편성

제5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6조(편성원칙) ➀최저 졸업이수학점은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별로 아래표와 같다.

단과대학별
입학년도

2006 ~ 2010 2011 ~
문과, 경상, 법과,
사회과학, LGC

136학점 128학점

사범대학 140학점 135학점
공과, 조형예술,
생명·나노대학 140학점 136학점

공과대학(건축
학전공) 165학점 160학점

②단일전공 이수자의 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60학점

(건축학 전공 108학점)으로 한다.

③다전공 이수자의 전공별 최저 이수학점은 입학년도

및 이수전공 별로 다음표와 같다.

이수전공
입학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

반

다

전

공

1전공 36 36 36 36 36 36

2전공 36 36 36 36 36 36

글로벌학부 - 42 42 42 42 42

법학부 48 48 48 48 48 48

건축학전공 72 72 72 72 72 72

교직

다전공

1전공 42 42 42 50 50 50

2전공 42 42 42 50 50 50

④학기별 전공필수 학점은 0∼18학점으로 한다(인문

사회계열(사범대학 포함), 예·체능계열은 0~15학

점, 이학·공학계열은 0~18학점). 개정(2015.2.3.)

⑤전공개설 및 편성학점은 현행대로, 전공편성은

90~111(건축학전공 132)학점 체제를 유지하되 필

요한 경우 입학정원 100명 이상 학과는 이 기준의

2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개설학점 108, 편성학점

132)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역량기초과목은 입학년도에 따라 대학별 또는 학문

계열별로 다음 표와 같이 편성한다. 개별 학과에서

는 별도로 역량기초과목을 편성할 수 없으며, 학과

는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계열기초 과목의 지정여부

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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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출서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 목적 및 목표

2.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양 선택 교과목 요청표

3.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계열기초 교과목 편성표

4.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5.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과 편성 신청서

6. 특별학점 인정과목 신청서

7. 00학년도 입학생 적용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

표

제8조(심사기준)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 교육목적·목표 : 교육목적은 예상되는 교육의

결과를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교육목표는

구체적으로 서술함

2. 과목명·과목개요 : 과목개설 취지와 더불어 가

르칠 내용과 기대효과를 기술함

3. 학점·강의·실험(실습)·설계

가. 모든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과목은 1학점 또는 2학점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과목

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순수 실험·실습·실기 수업시수는 학점수의 2배

이내로 한다.

다.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 시간은 강의 1시간, 실

험·실습·실기는 2시간 이내로 한다.

라. Ⅰ·Ⅱ로 편성된 교과목의 학점과 시수는 동일

하게 편성한다.

마. 동일교과목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학점수와

수업시간수가 동일하여야 한다.

4. 계열기초설정 : 특정학과의 전공과목을 계열기

초로 편성할 수 없음

5. 전공 선택의 필수화 : 조건을 제시하여 전공 선

택 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가. 전공 선택 과목을 전공필수과목의 선·후수과

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나. 이론은 전공 선택으로, 그 내용을 다루는 실험

은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없다.

다. 내용상 선후관계가 분명한 과목을 Ⅰ은 전공

선택으로, Ⅱ는 전공필수로 지정할 수 없다.

6. 특정학년에 전공학점을 집중하여 편성 할 수 없

음

7. 연계전공의 전공과목은 70학점 내외로 편성하고,

전공필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함

8.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시 기존의 교과목 이외

에 연계전공만을 위해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 이

내로 편성함

제2절 교육과정적용

제9조(이수구분) 교육과정은 교양(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부전공, 다전공, 교

직, 일반선택)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성적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개정(2015.2.3.)

입학

년도
계열 및 편성 학점

2014학

년 도 

이 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 0~9학점

이·공계열 : 0~18학점

사범계 및 예체능계열 : 0~6학점

공학인증과정 : 0~30학점

2015학

년 도 

이 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 0~12학점

이·공계열 : 0~18학점

예체능계열 : 0~12학점

공학인증과정 : 0~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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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내용 1 2 3 4 5

이수

구분

교양필수

(역량기초)
전공필수전공선택

제1부전

공
교직

표시내용 6 7 8 9 10 *

이수구분
교양

선택

제2부

전공

제2

전공

제3

전공

일반

선택

영어

강의

제10조(이수학점) ①이수학점에는 교양교육과정, 역량

기초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다전공, 부전공, 트랙,

연계전공 포함), 교직교육과정에 따라 이수 또는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한다. 개정(2015.2.3.)

②제1항에서 규정한 학점이외에 총장이 인정하는 과

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점을 이

수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③매학기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금을 수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학점이상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졸업예정자

의 경우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이상 수강하여 이

수하여야 함). 개정(2015.2.3.)

제11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

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체육 등의 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2조(이수원칙) ①교육과정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적변동이후부터는 신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양필수와 계열기초과목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교

육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과목

의 이수를 면제한다.

제13조(대체과목폐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현행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토록 한

다.

제14조(시행절차) ①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한다.

②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강좌의 개설

2. 수강인원 및 분반의 설정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타 경미한 사항

제3절 교양교육과정

제15조(교양편성) ①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기본 학습

능력과 수학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

성한다.

②교양교육과정은 다음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한

다. 개정(2015.2.3.)

2011~2014학

년 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

영역

구분

①인간과역사

②글로벌언어와문화

③문학과예술

④과학과기술

⑤사회와이념

⑥생활과스포츠

⑦직업과윤리

①인문학과예술

②글로벌언어와문화

③인간과사회

④과학기술과생활

⑤융·복합과창의

⑥창업과직업윤리

③영역별 교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이수방법) ①입학년도별 교양선택 교육과정 이

수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개정(2015.2.3.)

2011~2014학년

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

이수

방법

위 영역 중 최소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을 이수함을 원칙으

로 함

영역당 최소 이수 기준 

없음

②공학인증은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제17조(한남사회봉사졸업인증제) ①2005학년도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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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회봉사활동 7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②본교는 성적증명서에 이를 표기하고 P/F 처리하여

야 한다.

제18조(해외단기 어학연수) ①해외어학연수교과목의 개

설은 다음과 같으며, 재학 중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과 목
개설
학기

학점 주 관
이수
영역

해외단기어학연수Ⅰ
해외단기어학연수Ⅱ

하계계절학기
동계계절학기

3-3-0 국제교류팀
교양
선택

②국제교류팀에서 주관하는 한남세계화연수단 참가

학생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③해외어학연수교과목의 성적평가는 P/F로 처리하

며,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취업프로그램) 학생의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양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교

양선택 6영역(창업과 직업윤리)으로 편성할 수 있

다. 개정(2015.2.3.)

제4절 전공교육과정

제20조(전공편성) ①전공교육과정은 학과에서 정하되

교육과정 시행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공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관련 학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속 학과에 개설된

동일 전공과목인 경우에 한하여 주전공의 전공과목

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학점배정) 학과(부)별 학점배정표는 별표1과 같

다.

제5절 다전공

제22조(정의) ①재학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전공 이수를 전제로 제2, 3전공 이

수가 가능하다.

②다전공을 이수할 때에는 해당전공별로 이수학점을

감면하며, 이수한 전공별로 각각 학위증이 수여된

다.

③다전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 다전공(모든 학과)

2. 일반 연계전공 개정(2014. 3. 31)

3. 교직 다전공(사범대 또는 교직 설치학과)

4. 교직 연계전공 개정(2014. 3. 31)

제23조(신청) ①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

2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학년 1학기말부터 3학

년 2학기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②각 호의 경우는 다전공 신청을 불허한다.

1. 건축학전공으로 신청하는 경우(단, 건축공학전공

자는 가능)

2. 간호학과로 신청하는 경우

3. 교직 미이수자가 교직 다전공 또는 교직 연계전

공으로 신청하는 경우

4. 다전공 승인을 받은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

우

③제3전공 신청은 제2전공 이수중인 자로 제2전공 교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

다.

④휴학생의 다전공 신청은 직후학기 복학예정자의 경

우에 한하고, 다전공 승인 후 직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⑤신설학과로의 다전공 신청은 제2, 3학년 교육과정

이 개설되는 연도부터 가능하다.

제24조(선발기준) ①다전공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학과(전공) : 입학정원의 40% 이내

2. 사범대 : 입학정원의 100% 이내

3. 연계전공 : 인원제한 없음

4.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 다전공 : 교직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개정(20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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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정 학과(전공)를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인원을 상

회할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1. 제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2. 제2순위 : 학과(전공) 계열기초과목 성적순

3. 제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제25조(이수학점) 다전공 학생은 주전공 및 제2, 3전공

의 학점을 아래의 다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다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구분
입학년도

2006~2010 2011~

일반학과(전공) 36학점 36학점

건축학전공 72학점 72학점

법과대학 48학점 48학점

글로벌학부 42학점 42학점

사범대학(교직설치학과)
2006~2008 2009~

42학점 50학점

제26조(이수원칙) ①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

학년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1999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학부기

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

의 허가에 의거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2.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과 및 전공별 계열

기초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②제2, 3전공의 전공과목은 다전공 승인시점의 해당

학년 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주전공 및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과목이 있

을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전공과 제2전공에서 동일과목이

있을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제3전공으로는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④다전공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다전공 인정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제27조(다전공포기) ①매 학기 6월 첫째 주, 12월 첫째

주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다전공 시작 당해학기에는 포기가 불가하며, 직

후 학기부터 포기가 가능하다.

②다전공의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다전공 관련 취득

학점은 원칙적으로 교양선택 과정으로 구분하여 졸

업취득학점에 포함하되, 부전공 신청 시 부전공 과

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학위증서)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주전공

과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제2, 3전공 학위증을

수여한다.

제6절 부전공

제29조(이수대상) 부전공은 모든 학생이 이수할 수 있

다. 단, 건축학전공, 간호학과 및 비사범계의 사범

계열 부전공 이수는 불허한다. 개정(2014.8.19.)

제30조(이수방법) 부전공이수희망자는 해당학과(전공)

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최종

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부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학위증서) 부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

우 부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이수를 표

기한다.

제7절 연계전공

제32조(정의)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새

로운 전공학문 분야를 이수하는 것으로 연계전공의

주관부서는 교양융복합대학으로 한다.

제33조(신청 및 이수원칙) 연계전공의 신청 및 이수원

칙은 다전공 기준에 준한다.

제8절 교직과정

제34조(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교직과정이

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절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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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정의)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

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3. 3.

26)

1. 현장실습 : 방학 중 풀타임 현장 실습

2. 인턴십 : 정규학기 중 풀타임 기업 연수

3. 캡스톤디자인 :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

는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문

제해결 도출

제34조의 3(운영원칙) 현장실습·인턴십 및 캡스톤디자

인 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은 현장실습·인턴십 및 캡스톤디자인 운영규정

에 따른다. 신설(2013. 3. 26)

제4장 수업

제1절 수업시간표

제35조(운영원칙) ①1학점당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

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 수업기간은 15주 이상이여야 하며 이를 단축할

수 없다. 단, 계절학기는 4주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36조(개설과목) ①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표에 의

한다. 다만,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과목이라도 개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양과목은 교양융복합대학, 교직과목은 사범대학

교직과, 계열기초 및 전공과목은 소속대학 및 학과

가 주관하되,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의 승인을 받

아 개설한다. 개정(2014.8.19.)

제37조(시간표의 공지) 수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신청 1주일 전에 수업시간표를 공지하여야 한

다.

제38조(수업시간배정원칙) ①전임교원의 수업시간은 4

일 이상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강의를 주당

6시간 이상 담당하여야 한다.

②전임교원의 연구일은 특정요일에 소속학과(학부)

교원의 50% 이상을 배정할 수 없으며, 시간표 배

정 시 1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임교원은 학생상담을 위하여 주당 3시간의

Office Hour를 지정 공지하여야 한다.

④시간강사가 주당 7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

는 2일 이상 분산 배정하여야 하며 3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할 경우 1일에 집중 배정할 수 있다.

제39조(수업시간) ①수업시간의 운영단위는 50분과 75

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업은 주중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및 연습은 수

업특성상 연속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수업시간은 75분제 수업의 경우 A교시부터 G교시,

50분제 수업의 경우 0교시부터 10교시로 운영한다.

제40조(시간배정) ①3학점 강의에서 75분 수업은 1+1

로 배정하고 50분 수업은 2+1로 배정한다. 다만, 2

학점(2시간) 강의는 연속강의를 할 수 있다.

②3학점 강의의 수업시간배정은 격일제로 동일교시,

동일강의실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배정순위)①수업시간표의 배정순위는 채플, 교

양선택, 교양필수(공통) 교과목을 우선배정하며 교

직, 군사학, 계열기초, 전공 등의 순위로 한다.

②실험·실습·실기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분산 편성하

여 실험실의 활용도를 높이며, 지정강의실을 우선

배정한다.

③실험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경우 강의 및 실험분반

의 담당은 1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우선적으로 담

당하고, 잔여 시간이 있는 경우 시간강사로 충당한

다.

⑤학장 및 학과장은 개설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임교

원이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대학 및 다른 학

과 전공교수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가급적 시간강사

가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⑥학과의 필수(계열기초 및 전공필수)과목의 수업시

간은 다전공, 부전공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강

이 가능하도록 중복되지 않게 배정하여야한다.

⑦교양 선택 과목은 그룹별로 우선 배정하여야 함으

로 각 그룹별 시간대에는 다른 과목(교양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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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을 배정할 수 없다.

제42조(배정제외) ①교무위원의 수업은 공식적인 회의

시간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전임교원의 수업은 교직원채플 시간에 배정하지 아

니한다.

제43조(개설 및 폐강기준) ①전공과목은 5명 이상 수강

신청자가 있을 때 개설할 수 있다.

②교양과목은 수강신청자가 15명 이상이어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인턴십 및 현장실습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계절학기의 전공과목은 개설학과 학년편제정원의

25%(단, 학년편제정원 100명 이상일 경우 20명)

이상, 교양과목은 15명 이상의 수강신청자가 있어

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분반기준) 개설된 교과목의 분반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강인원이 해당 인

원의 20%를 초과할 경우 분반을 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70명

2. 전공과목: 50명

3. 외국어(회화·작문 등)과목: 25명 내외

4. 실험·실습: 실험·실습실 정원내외(25명 내외)

제2절 수업관리

제45조(수업계획서) ①담당교원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수업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업은 반드시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진행

되어야 한다.

제46조(외부출강) ①전임교원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

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부대학으로 출강

할 수 있다.

②외부출강을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외부출강 허가

원을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개강 또는 출강일

1개월 전까지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부출강은 1개 기관에 한하며 ‘주1일 총6시간’ 이

내로 하되, 본교의 수업시간(학부, 대학원 포함)과

외부대학 수업시간을 합하여 한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산학협력교수, 책임시수 미달교수, 책임시수 면제를

받는 보직교수는 외부출강을 할 수 없다.

⑤외부출강을 이유로 본교의 수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수업운영) ①수업은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을 휴강하게 될 때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경일 및 공휴일로 인한 수업 결손의 경우 반드시

보강기간에 결손부분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

다.

③원격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

의대상과목은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출장관리) ①전임교원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공·사적인 업무로 국내 및 국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원(해외여행허가원은 출국 10일 이전)

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기 중의 출장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되, 논문

발표 등 출장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단순학회, 세

미나참석, 해외여행, 친지방문, 자료수집 등은 불

가)

③출장원 제출 시 관련근거서류(일정표, 참석자 명단

기재사항)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업의 결손이 발생

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보강 계획서를 사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출석) ①강의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

는 매 교시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

하여야 한다.

③결석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

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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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1

배우자, 직계존속, 직
계비속, 형제자매의
사망등으로인한경
우

직계 존․비속:
5일 이내
기타:3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2
병역의무로 인한 경
우

해당 일
징병검사통지서,
훈련통지서 등

3
질병, 사고로 입원
한 경우

입원기간
(매학기 10일
이내

입원확인서
(종합병원)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

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공결원) 제49조 제3항의 사유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갖춰

소속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수령하여야 한다. 공결 승

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2.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제3절 수강신청

제51조(수업시간표 공고) ①총장은 매학기별로 수강과

목,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강의실 등이 기재된 수

업시간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기간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수업시간표 공고시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

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수강지도) ①학과장은 소속 학생들이 소정의 교

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사항을 수

강지도 하여야 한다.

②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 수강신청임을 유의하여 본

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학과장의 지도

를 받아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수강신청) ①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에

따라 학기당 15~24학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와 같이 학업성적 능력에 따른 수강신청학점의 상

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포기로 재산출된

평점 평균은 수강신청학점 상한선 적용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강신청학점 상한선

직전학기
평점평균

2010학년도
입학생까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전체학과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공학 이학예체능
사범계열,
건축학전공

4.20이상 24학점 23학점 24학점

4.00이상 21학점 20학점 21학점

1.50이상 19학점 18학점 19학점

1.50미만 16학점 15학점 16학점

②수강신청학점 상한선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학기에 신청 가능한 학점에서 미사용한 학점 중 3

학점 범위 내에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하 자격을 소지한

신(편)입학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 당해 학기

에 한해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을 인문 계열은 15학

점, 공학·이학·예체능 계열은 16학점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후 첫 학기에 한하여 21

학점(2011학년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

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들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학점등록(9학기 이상)의 경우 전액등록에 한하여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⑥최종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⑦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⑧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⑨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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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한국학 강좌를

일반 학생이 수강할 경우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

다.

⑪인턴십 교육과정 참여자의 수강신청, 변경, 취소,

학점취득 및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다.

제54조(수강변경) ①수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수강

신청변경기간을 학사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이미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로 정한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신청 변경은 분반 및 폐강된 과목에 한

하여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강신청 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목

의 성적은 낙제처리 한다.

제55조(수강포기) ①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

(수강능력부족, 적성의 부적합, 착오신청 등)로 중

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2과목(6학점) 이내로 포기를 할

수 있다. 단, 포기로 인한 졸업학점미달 및 장학금

수혜대상 요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수강포기 전에 모든 강좌의 분·폐강이 종료되므로

수강포기로 인하여 폐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기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56조(학사일정) 총장은 다음 학년도 수업계획(행사기

간 포함)을 학사일정으로 작성하여 시행학년도 2개

월 전까지 발표한다.

제57조(학점교류) ①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학점교류

는 한국지역대학연합(RUCK)소속 7개 대학 등 본

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대학과 가능하며 교류대

학별 신청과목, 학점 등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별

신청기준에 의한다. 단, 최종학기의 계절학기에는

타대학의 학점교류를 할 수 없다.

②국내·국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간 35학점 범

위 내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학부 4학년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대

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학기당 3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제4절 계절학기

제58조(수강대상)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2014.6.10)

1. 재적생 중 정규학기 이외에 학점취득을 희망하

는 학생 단, 군휴학생 또는 정규학기를 모두 이

수한 학생 중 휴학생은 불가 개정(2014.6.10)

2. 삭제 개정(2014.6.10)

3.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학교의 장

이 승인한 학생

제59조(과목개설 및 수강신청) ①전공과목은 개설학과

학년 편제정원의 25%(단, 학년편제 정원 100명 이

상일 경우 20명) 이상, 교양과목은 15명 이상의 수

강신청자가 있는 경우 개설함을 원칙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 개정(2014.8.19.)

②재학생은 매학기별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 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매 계절학기당 8학

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14.6.10)

③휴학생은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매회 최대 수강가능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신설

(2014.6.10)

④수강신청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총장이 정한 수강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강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

지 아니한다. 다만, 과목이 폐강되거나 개강 전 수

강신청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전액을 반환한다.

개정(2014.6.10)

제60조(수업관리) ①수업기간은 4주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업시간은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담당교수는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③ 삭제(2014.6.10)

④ 삭제(2014.6.10)

⑤ 삭제(2014.6.10)

⑥ 삭제(2014.6.10)

제60조의 2(학점관리) ①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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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성적과 달리 계절학기로 처리하며 최종 졸

업사정 시에만 인정한다. 신설(2014.6.10)

②졸업학점 부족으로 계절 학기를 수강한 경우 당해

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신설(2014.6.10)

③취득학점은 전공배정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6.10)

④취득학점은 장학금 수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6.10)

⑤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한 후 복학 및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6.10)

제5장 시험과 성적

제1절 시험

제61조(시험) ①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 시험을 실시한다.

②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62조(추가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시험기간 중 부득이

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강의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원을 교무연구처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시험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성적등급은“B+”까지 인정

한다.

제63조(시험 중 부정행위처벌 및 기타) ①시험 중 부정

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받는 경우 부정행

위 과목만 “F”로 처리한다.

②시험 중 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③기타 정학처벌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

달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학기 수강신

청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64조(군휴학자의 성적인정)①학기도중 중간고사를 마

치고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군입대한 자는 중간

시험 성적을 그 학기 성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

만,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강의시

간수를 총 강의시간수로 하여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②중간고사 이전에 군입대 입영을 통보받은 자는 통

보받은 입대일이 중간고사 이후와 기말고사 이전

사이에 해당되면 당해 학기 중간고사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1. 학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를 필

히 응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2. 학기를 인정받지 않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이전에 군휴학을 신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수강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③1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성적을 인정받는 자는 군

휴학 전에 전공지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기 중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학을 승인 받은 학생

이 해당 학기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는 군휴학자의

성적인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2015.2.3.)

제65조(성적의 정정)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과(부) 게시판에 당해 학기

성적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담당교

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그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66조(편입학생 학점인정) ①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의 소속 학과

(부)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

의를 거쳐 교무연구처에서 최종 인정한다.

1. 편입학생의 성적은 교육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인정함

【 편입학생 성적인정 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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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편입학생까지
2013년

편입학생부터
비고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70학점 64학점

3학년 1학기
편입학

(총 4학기 인정)
공학 이학 예체능

사범계열, 건축학전공
70학점 68학점

학사편입 72학점 68학점

2. 전공학점은 학기당 최대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3.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연구처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00학점(교양 00학

점, 전공 00학점)인정”으로 기재함

4.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기

하여 학적부에 기재함

5.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며, 전

적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과목의 학점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

6.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학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함

②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편입학생(학사편입생 포함)은 3학년부터 개설되

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건축학전공

10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전공 인정학점 포함)

을 이수하여야 함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생 포

함: 이하 전입생으로 약칭함)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생 포함 :

이하 전입생으로 약칭함)은 건축학교육프로그

램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신설

(2014.1.23)

③편입학생은 전공변경(전과),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67조(출석의무) ①모든 학생은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3이상을 결석

하였을 경우 해당성적을 낙제처리 한다.

②모든 학생은 재학 중 4학기 이상 채플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채플은 출석에 의하여 성적을 산출하

되, P/F로 성적을 부여한다.

제68조(성적분류) ①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

다.

등 급 실 점 평 점 등 급 실 점 평 점
A+

A0

A-

B+

B0

B-

97∼100

94∼96

90∼93

87∼89

84∼86

80∼83

4.5

4.3

4.0

3.5

3.3

3.0

C+

C0

C-

D+

D0

D-

F

77∼79

74∼76

70∼73

67∼69

64∼66

60∼63

0∼59

2.5

2.3

2.0

1.5

1.3

1.0

0.0

②평점평균은 성적평점 계(학점×평점)를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눈다. 다만, 졸업사정 시 평점평균은 F

학점을 재수강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 수는 제

외하고 산출한다.

③P/F로 부여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으로는 인

정하지만 평점평균 성적계산에서 제외한다.

④평점평균 성적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제69조(환산점수) 성적평점평균에 대한 실점(백분율 점

수)환산은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한다.

등 급 평 점
환산
점수

등 급 평 점
환산
점수

A+

A0

A-

B+

B0

B-

P

4.50

4.30

4.00

3.50

3.30

3.00

0.00

100

96

93

89

86

83

99

C+

C0

C-

D+

D0

D-

F

2.50

2.30

2.00

1.50

1.30

1.00

0.00

79

76

73

69

66

6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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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이 3.11인 경우

A

B

C

D

E

취득 평점평균

상위 평점평균

하위 평점평균

하위 환산점수

상위 환산점수

최종 환산점수

3.11

3.30

3.00

83

86

84.10

공식 (A-B)/(C-B)×(D-E)+D

제70조(성적평가) ①모든 과목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A등급으로 처리 가능한 인원에 미달

된 인원만큼은 B등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교양과목
(필수, 선택)

전공과목
(필수, 선택)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직실무영역)
평가
방법

적용비율
평가
방법

적용비율
평가
방법

적용비율

상대
평가

A 등 급
0~25%
B 등 급
0~60%
C등급 이
하 40%
이상

상대
평가

A 등 급
0~30%
B 등 급
0~60%
C등급 이
하 40%
이상

상대
평가

A 등 급
0~35%
B 등 급
0~75%
C등급 이
하 25% 이
상

※ 단, 수강인원 15인 이하 교과목 및 실험․실습․실
기 교과목은 A+B 70% 이내 상대평가 가능

③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수강생 중 특기자(체육,

미술, 예능), 국내(외)교류학생, 군위탁생 및 시간

제 학생은 해당성적을 절대평가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총 수강신청 학생 수에서 제외 처리된다.

1. P/F로 성적을 표기하는 교과목 개정

(2014.09.30.)

2. 군사학 교과목 개정(2014.09.30.)

3. 논문지도 관련 교과목 개정(2014.09.30.)

4. 총장이 인정하는 기타 취업관련 교과목 및 특수

목적 교과목 등 개정(2014.09.30.)

④실험·실습을 포함하는 교과목의 평가는 강의를 담

당하는 교수가 실험·실습성적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야 하며 실험·실습을 맡은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

하여 강의 담당교수에게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담당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교원번호가 빠른 교수

에게 성적입력권한을 부여하며, 나머지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입력권한이 부여된 교수에게

성적입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동일교수가 담당하는 동일과목 분반강좌의 경우 시

스템으로 합반처리 후 합반인원에 대한 성적평가

비율로 성적입력이 가능하다.

제71조(성적제출) ①담당교수는 성적평가방법에 의하

여 학업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학기 수업

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기도중 중간고사를 마치고 군휴학을 완료한 학생

에 대하여는 중간고사성적으로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은 입대일 1주 전

까지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2조(성적정정)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

다. 다만, 학생의 이의제기 및 착오나 누락으로 인

하여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확

정 이전의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수정·게시하여

야 한다.

제73조(성적확정) 성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교수

가 제출한 성적을 처리하여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

라 당해학기 성적을 확정한다.

제74조(특별학점) ①정규학기수강 이외의 자격증 취득

및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적은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은 수업연한 내에서만 취득을 허용하고,

개별 자격증의 종류 또는 공인된 유효기간을 고려

하여 총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자격증

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③매 학기 개강 2주차 소정의 기일 내에 특별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

으로 졸업직전 매 년 1월과 7월 셋째 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④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5조(학점포기) ①본조의 학점포기는 2013학년도 이

전에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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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②이미 취득한 학점중에서 C, D등급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F학점은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학점포기 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일주일 전 정해

진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4.1.21,

2014.8.19.)

④이수체계도에 의하여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의 경우는 당해 수강학기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

청할 수 있다. 개정(2014.1.21)

⑤학부로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배정 전에 포기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2014.1.21)

⑥학점을 포기할 경우,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사경고도 삭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점

포기가 승인된 과목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다. 개

정(2014.1.21)

⑦학점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개정(2014.1.21)

제76조(재이수) ①기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할때에는 B+이하 석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4.1.21)

②재이수 성적상한 등급은 A-로 하며, 재이수 교과

목 성적으로 성적표에 기록한다. 단, 교육과정의 변

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F학점은 포기할 수 있

다. 개정(2014.1.21)

③ 삭제 (2014.1.21)

제77조(학위취득요건)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으로서 졸

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 작품, 실험실습보고서

등으로 분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6장 학적

제1절 전공배정

제78조(신청) 학부로 입학한 경우의 전공배정은 1학년

2학기말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청한다.

제79조(전공배정 원칙) ①전공배정 인원 상한선은 전공

배정 대상자 수를 편제정원 비율로 계산하여 최대

인원을 120%이내로 최소인원은 50% 이상으로 한

다. 단, 전공배정대상자가 학부편제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재학생총원(배정시점)×입학정원비율(A

전공 편제정원/학부 편제정원)×120%”로 전공배정

인원 상한선을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배정한

다.

1. 제1기준 :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배정

2. 제2기준 : 1학년 2개 학기의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인 학생을 우선배정

3. 제3기준 : 특정전공의 희망자가 전공배정 상한

선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함

가. 1순위 : 전체 평점평균

나. 2순위 : 계열기초 과목 평점평균

다. 3순위 : 전공 과목 평점평균

②전공배정예외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전공배정 미신청자의 전공은 학부에서 따로 배

정함

2. 외국인 특례입학자와 특수교육대상자는 희망전

공에 우선 배정할 수 있음

제80조(전공배정 절차) ①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계

획에 따라 당해 모집단위의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

의 허가를 얻어 배정한다.

②모집단위의 장은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학생의 전공을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지망비

율이 낮은 전공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법학부, 글로벌학부 소속의 학생이 첫 학기만 이수

하고 휴학하였을 경우 복학 후 1학기를 이수하고

해당학기 말에 전공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전공변경

제81조(신청자격) ①전공변경(전과)은 2학기 이상 이수

한 자가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미 전공변경 이력이 있는 자나 4학년 진급예

정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편입생과 특기자 입학생의 전공변경은 불허하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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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학생정원령에 의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전공

변경을 신청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외국인 특례입학자의 전공변경은 위의 항들에도 불

구하고 1회에 한하여 예외로 전공변경할 수 있다.

제82조(선발원칙) ①전공변경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에서 정하는 기간에 소속 학장을 경유

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선발한다.

②전공변경가능 여석은 학과(전공)별 편제정원의

120% 범위 내로 하며 전공변경가능 여석관리는 입

학년도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단, 사범대와 간호

학과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별도로 정한다.

③전공변경 희망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 할 경우

에는 교수회의에서 선발하되, 별도의 시험과 면접

을 부가할 수 있다.

④전공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개강일 이전에 휴학할 수 없다.

⑤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본교는 전공변경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3절 휴학·복학

제83조(휴학) ①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

생은 소정의 휴학절차를 이행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은 일반휴학,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으로 한다. 개정(2013.2.5, 

2013.10.29)

  ③입학생(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다. 개정(2013.2.5)

   ④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

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2.5, 2013.10.29)

    1.군휴학(남학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

서 신설(2013.2.5)

    2.임신·출산·육아휴학(여학생) : 임신확인서, 출생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3.2.5)

    3.질병휴학(남․여학생) : 종합병원 발행 전치 4주 이

상(의) 진단서 신설(2013.2.5)

    4.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 개정

(2013.10.29)

  ⑤일반(가사)휴학은 매 학기 개강일 이전 소정의 기

간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⑥매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는 등록절차 없이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1/3선까지 학기 중 휴학이 

가능하다. 개정(2013.2.5)

  ⑦학부소속인 학생이 1학년 2학기를 수료하고 휴학하

는 경우에는 전공지망원서를 소속 학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2013.2.5)

  ⑧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입대일을 기

준으로 7일 전까지 군휴학원과 입영통지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3.2.5)

  ⑨전 항의 경우, 군휴학기간, 일반휴학기간의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3.2.5)

    1.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 학기말(기말고사 종료

일)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군휴학기간”으

로 간주함

    2. 입대일이 일반휴학 당해 학기말(기말고사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학기를 “일반휴학기간”

으로 간주함

  ⑩일반휴학의 경우 휴학신청 당해 학기의 성적은 불

인정한다. 신설(2013.2.5)

제84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신입학 및 편입학에 따

라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3.2.5,

2013.10.29)

1. 신입학 : 최대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통산하

여 6학기

2. 편입학 : 최대 1년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통산하

여 3학기

3. 재입학 : 본인의 신입학 시점으로부터 통산하여

6학기

②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3.2.5) 개정(2013.10.29)

1. 군휴학: 군복무기간 내에서 최대 3년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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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 신설(2013.2.5)

2. 임신·출산·육아휴학: 최대 1년(2개 학기)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통산하여 본인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2013.2.5)

3.질병휴학: 1개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2013.10.29)

4.창업휴학: 1년(2개학기)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최

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설(2013.10.29)

제85조(휴학연장) 특별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

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소정

의 휴학 연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6조(복학신청)①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정의 등록 및 복학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②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학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제적된다.

③군 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중에 복학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복학을 할

수 있다.

제87조(휴학취소) 휴학절차를 마친 자가 휴학을 취소하

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 이내 소정의 절

차를 통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절 학사경고 및 제적

제88조(학사경고) ①정규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으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는다.

1. 학기당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

2.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

(단 국내․외 교류유학생, 졸업학점 이미 취득

한 자 예외)

②제1항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학적부에 기재하고 본인 및 보호자, 소속

학과에 통보한다.

③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16학점(2011년도 인문사회계열 입학생부터는 15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수강신청 학점

을 제한한다.

제89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2.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4. 재학년한 내에 졸업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6. 2학기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국내․외

교류유학생 제외)

7. 자퇴한 자 신설(2014.8.19.)

8. 사망한 자 신설(2014.8.19.)

제90조(자퇴) 학생은 본인이 원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할 수 있다.

제5절 재입학

제91조(재입학) ①재입학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전공(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2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한 제

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재입학 여석산정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따로 정한

다.

③재입학 지원자는 매 학기 개강 전 소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재입학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

다.

⑤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재입학금 포함)을 필하는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⑥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수한 학

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해당학과(부) 및 학년 교

육과정에 따라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⑦학칙 제47조에 의한 징계제적은 제적된 날로부터 1

년 이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⑧재입학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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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절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92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

생은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국적 또는 성별

제7장 학생교류

제1절 외부대학
제93조(대상·인원) ①외부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에 따라 당해 학생의 취득학

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술교류를 체결하지 아니

한 대학에서 수학한 학점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가된 경우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

②외부대학에 수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생으로

서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1.50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외국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외부대학에 수학하는 인원은 매학기 해당학과의 편

제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교육

의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4조(교류승인) ①외부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외부대학과 협의를 거쳐 수학대상자를 승인

하고 그 명단을 외부대학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대학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내의 외부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1년 이

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수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통산 2년 이내로 하

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에 참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와 학기개시일이

상이하여 본교의 학기 중간에 외국대학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의 학기개시일 부터 기산한다.

제95조(학점인정) ①국내의 외부대학에서 이수할 과목

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과목

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②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지

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할 수

있다.

③외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본교 과목명으로 인

정하며 학점 수는 해당 대학과 본교 동일과목 학점

수 중 작은 수로 인정한다.

④본교와 성적환산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외부대학의

등급과 상관없이 실제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

한다.

제96조(등록금) 수학을 승인받은 학생은 수학기간에 속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7조(학위수여)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

를 수여할 수 있다.

제2절 본교수학

제98조(대상·인원 시기) ① 외부학생은 아래 법령 및

협약(정)에 따라 본교 수학을 허가하되, 협약이 체

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

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3.10.29)

1.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신설

(2013.10.29)

2.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운영 협약 신설

(2013.10.29)

3. 학술교류협정 신설(2013.10.29)

② 수학인원은 당해 학과(전공) 사정 및 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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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계절학기 수학인원은 국

내·외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2013.10.2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개설 및 운영은 본교

내부사정 및 관련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3.10.29)

제99조(교류승인) ① 외부학생은 아래 법령 및 협약

(정)에 따라 본교 수학을 허가하되, 협약이 체결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학을 허

가할 수 있다. 개정(2013.10.29)

1.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신설

(2013.10.29)

2. 고교-대학연계 심화과정 운영 협약 신설

(2013.10.29)

3. 학술교류협정 신설(2013.10.29)

② 수학인원은 당해 학과(전공) 사정 및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계절학기 수학인원은

국내·외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결정한

다. 개정(2013.10.29)

③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개설 및 운영은 본교

내부사정 및 관련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3.10.29)

제100조(취득학점) ①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

는 당해 외부대학에서 정한 방법 또는 학술교류협

정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협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2013.10.29)

  ②학점의 평가 및 평정은 본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협약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2013.10.29)

  ③협약대학에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그 취득 학점을 인

정할 수 있다. 신설(2013.10.29)

제101조(등록금) 수학이 허가된 외부학생의 등록금은

관련 협약 등에 따른다. 개정(2013.10.29)

제102조(학위수여)국내․외 외부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술교류협정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수료·졸업

제1절 수료

제103조(수료기준) 각 학년을 수료하는데 있어서의 인

정학점은 졸업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졸업
학점
수료
학년

128
학점

135
학점

136
학점

140
학점

150
학점

160
학점

165
학점

1학년 32학점 34학점 34학점 35학점 37학점 32학점 33학점

2학년 64학점 68학점 68학점 70학점 75학점 64학점 66학점

3학년 96학점 102학점 102학점 105학점 112학점 96학점 99학점

4학년 128학점 135학점 136학점 140학점 150학점 128학점 132학점

5학년 160학점 165학점

제2절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포함)

제104조(졸업논문제출) ①학위취득을 위한 졸업논문 제

출은 전학과에 적용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

에 따라 졸업인증,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로 대체 할 수 있다.

②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

여부는 매 년 논문작성 계획서 제출 공고시에 확정

발표한다.

③졸업논문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실

시 4학기 이전에 변경 사유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졸업논문 적용을 학과(전공)별 자체 졸업인증제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전

공)는 시행 전 학년도에 자체 졸업 인증내규를

정하여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2. 졸업인증 내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함

가. 인증평가 항목(각종 자격증 및 기타)

나. 평가항목별 인증점수 기준표

제105조(논문작성 제출자격) ①졸업논문 작성계획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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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실기발표계획서, 졸업종합시험신청서)은 4년

제는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에 재학 중인 자, 5년

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 9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다음 각 호 1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전과

정을 지도 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칙으

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학기 3월 15일(전기졸

업예정자) 및 9월 15일(후기졸업예정자)까지 학

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부)

가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106조(논문제출시기) 완성된 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5월 30일(후기졸업자) 및 11월 30일(전기

졸업자)까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7조(지도교수 선정)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의

하여 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를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08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졸업논문 심사위원은

전임교수 중에서 학과(부)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

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109조(논문심사) ①제출된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

원이 심사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학과(부)회의

에 심사를 부의할 수도 있다.

②논문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을 합격으로 하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성적의 평

균치로 계산한다.

제110조(종합시험자격) 본 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다. 개정(2014.8.19.)

제111조(종합시험과목) ①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

은 해당학과(부) 교수회의에서 결정, 공고한다.

②종합시험은 소속학장이 관리한다.

제112조(종합시험 출제) ①출제위원은 학과(부)장이 추

천하여 소속학장이 위촉한다.

②시험은 매 과목 또는 영역별 60분으로 하고, 과목

당 2인 이상이 출제하되 출제위원당 100점 만점으

로 출제한다.

③합격기준은 매 과목 또는 영역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종합 합격으로 한다.

과목당 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고 59점 이하를 과

목낙제로 한다.

제113조(종합시험 시기) ①본 시험은 5월(후기졸업) 및

9월(전기졸업)에 실시한다.

②재시험자가 있는 경우 6월(후기졸업) 및 11월(전기

졸업)에 실시할 수 있다.

③학과(부)장이 시험과목 및 구체적인 사항을 시험 2

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④성적은 시험종료 2주일 이내 발표할 수 있다.

제114조(졸업작품 자격) 본 규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다. 개정(2014.8.19.)

제115조(졸업작품 제출)졸업작품은 본인이 선택한 전공

실기와 동일한 과목의 작품 2점을 5월말(후기졸업)

과 10월말(전기졸업)에 해당학과(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6조(졸업작품 규격) 전공별 졸업작품 규격은 아래

와 같다.

1.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2. 조 소 : 높이 3m 이내

3. 판 화 : 켄트지 전지 이내

4. 서 예 : 높이 3m 이내

5. 사 진 : 전지 이내

6. 공 예 : 100, 200, 300cm

제117조(졸업작품지도교수) ①학과(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전공별 담당교수를 선정하여 해당학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②학장은 지도교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명단을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졸업작품심사 및 작품전) ①졸업작품 심사위원

은 지도교수를 포함 해당학과(부)의 전임교수 전원

이 분야별로 심사한다.

②작품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각 심사위원 평가성적의 평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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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③작품전에는 심사에 합격된 작품만 전시한다. 다만,

후기졸업자의 작품은 다음 학년도 졸업예정자와 같

이 전시한다.

제119조(성적제출) ①평가한 성적은 졸업사정 1개월 전

까지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A, B, C, F 등급으로

기재한다.

제120조(재심사) ①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졸업논문심

사(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논문 재 제출,

작품 재 제출, 종합시험 차기 심사기간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요청 가능기간은 최

초 졸업심사일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졸업논문에 불합격한 자는 그 학적상태를 수료로

변경한다.

제121조(졸업논문 관리) ①졸업논문(종합시험, 졸업작

품, 졸업인증 등)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

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2, 3전공의 졸업논문

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의 시행절차는 학과장이 정한다.

③졸업논문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는 실시

전 학년도(1년 전)에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학과장은 졸업논문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학생

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⑤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졸업

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서류는 총장

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2조(공고) 졸업논문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공고를 통해서 고지한다..

제3절 졸업

제123조(졸업자격 및 졸업기준) ① 졸업사정에 합격하

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평점평균 2.0이상으로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아

래의 졸업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졸업최저이수학점 】

구분
2002~2005
년 입학생

2006~2010
년 입학생

2011년 이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과 이과
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사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②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과목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

택) 일반선택과목(부전공, 교직, 다전공)별로 소정

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

로그램 및 견축학교육프로그램의 졸업요건 및 졸업

사정 절차는 따로 정한다. 개정(2014.1.23)

③전체 평점평균이 2.00 이상으로 한다.

④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과목 모두를 이수

하여야 한다.

⑤졸업논문(종합시험, 작품발표, 졸업인증 등)심사에

합격(C등급 이상)하여야 한다.

⑥채플을 4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⑦한남사회봉사인증을 7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 외국인 및 장애인의 봉사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편입 : 36시간 이상

2. 외국인 : 신입학(72시간 또는 4회 이상), 편입학

(36시간 또는 2회 이상)

3. 장애인 :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시수를 면제 할

수 있음

제124조(조기졸업) 학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로서 전

체성적의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

학전공 8학기) 이상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

②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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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

(부)장, 학장을 거쳐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③조기졸업요건에 미달되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등록 하여

야 한다.

제125조(다전공 졸업요건) ①다전공 이수시, 제1전공

졸업요건(전공 60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제2, 3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전공만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 3전공은 자동 취

소된다.

②제1전공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였다면 제2, 3전공의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등록을 하여 다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제1전공 학위증은 제2, 3전

공과 함께 졸업 시 동시 수여한다.

제126조(학위수여) ①졸업사정은 졸업을 담당하는 부

서의 장이 시행하며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졸

업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다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를 전공별로 수

여한다.

③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

기한다.

제127조(공학교육심화과정)①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

는 학과의 학생은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등

에 심화과정 및 일반과정이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여

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화과정이수 및 절

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7조(공학교육심화과정)①건축학교육프로그램 대상

학생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에서 정한 소정의 과목

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14.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등

에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14.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학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학교육프

로그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4.1.23)

제128조(명예졸업증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본교 학사과정 재학(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하

여 희생하거나 공헌함으로써 부득이 소정의 과

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국가와 지역사회 및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9조(졸업유보) ①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중, 학위수

여 조건 [졸업학점, 졸업논문(졸업인증 포함), 봉사

시간] 을 모두 충족한 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4.2.11., 2014.11.11.)

②수료예정자(졸업논문, 봉사시간 미충족자)의 졸업

유보는 3학점 신청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

정(2014.2.11., 2014.11.11.)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졸업유보의 신청 및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2014.11.11.)

④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가 졸업유보를 원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신설

(2014.11.11.)

1. 졸업유보 신청자격은 재학생 중 졸업학점을 이

수한 자로 하며 재학연한 내에서 2개 학기까지 유

보 가능함

2. 졸업유보 신청자는 졸업유보 신청학기에 최소 1

학점 이상 최대 3학점 이하를 수강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3조 제2항 11호에 의거하여 학점에 해당되

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3. 졸업유보 신청시기는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성적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졸업

유예 취소신청은 졸업사정 2일전까지로 하며, 이후

에는 취소할 수 없음

4. 졸업유보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전체성적에 반영

됨

5. 졸업유보자는 휴학이 불가하며, 졸업유예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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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졸업사정 이전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졸업 또는 수료로 처리함

6. 졸업유보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7. 졸업유보자는 졸업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졸업

예정증명서는 발급 가능함

8. 졸업유보자가 재학도중 취업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기말고사 이전까지 수강신

청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졸업신청을 하

는 것으로 간주함

제130조(졸업시기) 졸업시기는 매 년 전기, 후기로 한

다.

제9장 제증명 발급

제131조(제증명 발급) 학교는 재학, 재적, 졸업예정 등

학사관계 증명서 및 학생증 등 학생신상에 관한 증

명서를 발급하며, 해당 증명서의 발급시기는 각 호

와 같다.

1. 졸업예정증명서(학부생) : 최종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강일부터 발급이 가능함

2. 수료증명서(학부생) : 당해 학기 성적 확정일을

기준으로 취득학점에 따라 수료학년을 구분하여

발급이 가능함

3. 졸업증명서 : 학위수여일자부터 발급이 가능함

부 칙

이 세칙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 34, 35, 37, 38조는 1981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하며, 제6조 제3항은1985학년도 입학자부

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85년 5월 15일부터 시

행한다.

②(기타사항) 이 변경세칙 중 제35조의 2는 1988년

2월 졸업자까지만 인정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0년 5월 25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조 제2항 제3,6호

는 90년 2학기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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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4년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4월17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 2항2호 중 단서 추가(채플 제외), 제8조 단

서추가, 제23조 전체 내용변경, 제69조 중 제6호

신설)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23조는 199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변경세칙 중 제11조와 제12조는

199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하고, 제23조는 1996

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12호 한국학 강좌 근거 신설, 제58조 제1항

의 학과별 종합시험과목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

토록 변경, 제60조 제3항에서 종합시험과목공고를

2개월 이전에 학과장 공고토록 수정함)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개정학칙시행세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전공배정 결과는

이 변경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본 변경세칙중 제2조 제7항, 제27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되, 1999학년도 2

학기 까지 다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자에게

는 소급하지 않는다.

2. 제39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은 2000학

년도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 입학

생까지의 전과(부)시기는 변경전 학칙(제2,3학

년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학기초에 전과 〔부〕

신청)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변경세칙 중 제27조 제4항 제9호

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1학년도

1학기부터 다전공을 이수하는 자에게는 소급하

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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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조치) 이 세칙 변경 당시의 생물학과, 생물

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생명과학전공에

재적하는 자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14조, 23조, 제69조는 2002학년

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

자의 경우는 변경 전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는 2002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사범대학 부전공 이수학점 배정표

는 2001학번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9조 7호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시 행 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3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시행세칙 중 제69조 7호는 2005

학년도 입학생과 200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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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전

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소

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

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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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교

직

문과

대학

국어국문학과 9 51 60 13 0 13 - (21) (20) 136
문예창작학과 9 51 60 13 6 19 - (21) - 136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4 46 60 13 0 13 - (21) (20) 136
아동영어학전공 16 44 60 13 0 13 - (21) (20) 136
일어일문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유럽어문학부
프랑스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20) 136
독일어문학전공 15 45 60 13 8 21 - (21) - 136
사학과 12 48 60 13 0 13 - (21) - 136
철학과 14 46 60 13 0 13 - (21) (20) 136
기독교학과 12 48 60 13 0 13 - (21) (20) 136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12 48 60 13 2 15 - (30) (20) 140
영어교육과 13 47 60 13 2 15 - (30) (20) 140
교육학과 15 45 60 13 2 15 - (30) (6) 140
역사교육과 0 60 60 13 2 15 - (30) (20) 140
미술교육과 14 46 60 13 2 15 - - (20) 140
수학교육과 15 45 60 13 2 15 - (20) 140

이과

대학

수학과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광․전자물리학과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의류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40
생활체육학과 14 46 60 13 0 13 - - - 140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20) 140
전자공학과 12 48 60 13 30 43 - (21) (20) 140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20) 140
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3 18 31 - (21) (20) 140
미디어영상전공 12 48 60 13 18 31 - - - 14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3 30 43 - (21) - 140
건축학전공 15 93 108 13 30 43 - - - 165
토목환경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140
산업경영공학과 15 45 60 13 30 43 - (21) - 140
기계공학과 16 44 60 13 24 37 - (21) (20) 140

경상

대학

경영학과 0 60 60 13 18 31 - (21) (20) 136
회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무역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3 15 28 - (21) (20) 136
창업전공(연계전공) 3 33 36 - - - - - -
중국통상․경제학부
중국통상전공 6 54 60 13 18 31 - (21) - 136
경제전공 6 54 60 13 18 31 - (21) (20) 136

〔2007학년도 교육과정)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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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교

직

경상

대학

정보통계학과 15 45 60 13 15 28 - (21) - 136
하이테크비즈니스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컨벤션산업학과 15 45 60 13 15 28 - - - 136

법과

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15 45 60 13 15 28 - (21) - 136
특허법학전공 13 47 60 13 15 28 - (21) - 136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15 45 60 13 12 25 - (21) (20) 136
정치언론․국제학과 12 48 60 13 12 25 - (21) - 136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3 12 25 - (21) - 136
광고․홍보학전공(연계전공) 6 30 36 - - - - - -
경찰행정학과 9 51 60 13 12 25 - (21) - 136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3 0 13 - (21) - 136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3 0 13 - (21) (20) 136

미술

대학

디자인학과 13 47 60 13 8 21 - - (20) 140
회화과 15 45 60 13 8 21 - - - 140
예술문화학과 14 46 60 13 8 21 - - - 140

린튼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학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트전공 15 45 60 13 17 30 - (21) - 136

생명
나노
과학
대학

생명과학과 15 45 60 13 18 31 - (21) (20) 140
식품영양학과 15 45 60 13 6 19 - (21) (20) 140
생명나노과학부
생명공학전공 8 52 60 13 24 37 - (21) - 140
화학전공 15 45 60 13 24 37 - (21) (20) 140
나노생명화학공학 15 45 60 13 24 37 - (21) - 140
신소재공학 14 46 60 13 24 37 - (21) (20) 140

※ 졸업이수 주의사항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
를 인정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

직과정 이수자 42학점, 법학부 48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

전공부터 36학점이상 이수함.
4) 본 배정표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를 

적용 받음.
5) 사범대학에서의 부전공 최저이수학점은 사범대

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적용됨.

6) 사범대학 부전공의 이수학점 배정표는 2001학번

부터 적용한다.
7)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7개영역 중 5개영역에서 15학점이상을 이수하여

야함. 단 사범대학은 3개영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2002~2005학년도 입학생은 2006학년

도 입학생적용 교양선택과목 7개영역 중 3개영

역에서 9학점이상을 이수해야함)
8)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한남사회봉사단에서 운영되는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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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
〔2011학년도 교육과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8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 25 - 21 8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9 3 28 - 21 8 128
독일어문학과 15 45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철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사범 국어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 25 - - 8 135

교육학과 0 60 60 16 9 - 25 - - 9 135
도덕·윤리 연계전공 8 42 50 - - - - - - 8
역사교육과 9 51 60 16 9 - 25 - - 9 135
공통사회 연계전공 9 41 50 - - - - - - 9
미술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이과 수학과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대학 광․전자물리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의류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36
생활체육학과 15 45 60 16 9 - 25 - 21 136

공과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6 9 24 49 - 21 9 136
대학 전자공학과 12 48 60 16 9 30 55 - 21 - 136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9 15 40 - - -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30 55 - 21 -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중국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 21 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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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 주의사항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를 인정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

직과정 이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벌

칼리지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

전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수)

4) 본 배정표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

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

정표를 적용받음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1학년도 입학생부

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경상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대학 컨벤션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법과 법학부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과학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광고․홍보학 연계전공 6 30 36 - - - - - - -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9 128

미술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9 136
대학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아

트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과학과 15 45 60 16 9 17 42 - 21 8 136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5 45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생명공학과 9 51 60 16 9 18 43 - 21 - 136
대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나노생명화학공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4 46 60 16 9 18 43 - 21 8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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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012학년도 교육과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8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8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 25 - 21 8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9 3 28 - 21 8 128
독일어문학과 15 45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철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사범 국어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 25 - - 8 135

교육학과 0 60 60 16 9 - 25 - - 9 135
도덕·윤리 연계전공 8 42 50 - - - - - - 8
역사교육과 9 51 60 16 9 - 25 - - 9 135
공통사회 연계전공 9 41 50 - - - - - - 9
미술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9 135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공과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9 136
대학 전자공학과 12 48 60 16 9 30 55 - 21 - 136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멀티미디어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9 15 40 - - -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12 37 - 21 -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중국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 21 8 128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컨벤션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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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법과 법학부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과학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9 128

조형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9 136
예술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대학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의류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시스템과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8 136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9 41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19 41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8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수학과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광․전자물리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8 136
생활체육학과 15 45 60 16 9 - 25 - 21 136

교양융복합 광고․홍보학 연계전공 6 30 36 - - - - - - -
대학 금융공학 연계전공 6 30 36 - - - - - - -

※졸업이수 주의사항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

를 인정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

벌칼리지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

전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

공과목 50학점 이수)

4) 본 배정표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

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

정표를 적용받음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2학년도 입학생

부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을 이수하여야 함.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부

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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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013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10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10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10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 25 - 21 10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9 3 28 - 21 - 128
독일어문학과 15 45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철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사범 국어교육과 6 54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 25 - - 11 135

교육학과 9 65 74 16 9 - 25 - - 9 135
(도덕·윤리 연계전공) 8 42 50 - - - - - - 8
역사교육과 9 51 60 16 9 - 25 - - 8 135
미술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11 135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공과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9 136
대학 전자공학과 12 48 60 16 9 30 55 - 21 - 136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21 - 13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9 15 40 - - -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12 37 - 21 -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광․센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중국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 21 - 128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컨벤션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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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법과 법학부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과학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조형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12 136
예술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대학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의류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시스템과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10 136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9 41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10 136
대학 나노생명화학공학과 19 41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8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수학과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생활체육학과 15 45 60 16 9 - 25 - 21 136

교양융복

합

대학

(연계전공)

광고․홍보학전공 6 30 36 - - - - - 21 - -
금융공학전공 6 30 36 - - - - - 21 - -
융복합창업전공 6 30 36 - - - - - 21 - -
문화관광학전공 6 30 36 - - - - - 21 - -

※졸업이수 주의사항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

를 인정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

벌칼리지 4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

전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수)

4) 본 배정표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

를 적용받음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3학년도 입학생부

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

수하여야 함.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

부터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

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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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014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문과 국어국문학과 9 51 60 16 9 - 25 - 21 10 128
대학 문예창작학과 11 49 60 16 9 - 25 - 21 - 128

문헌정보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10 128
아동영어학전공 15 45 60 16 9 3 28 - 21 10 128
일어일문학과 6 54 60 16 9 - 25 - 21 10 128
프랑스어문학과 14 46 60 16 9 3 28 - 21 - 128
사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기독교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철학상담학과 6 54 60 16 9 - 25 - 21 - 128

사범 국어교육과 6 54 60 16 9 - 25 - - 9 135
대학 영어교육과 14 46 60 16 9 - 25 - - 11 135

교육학과 9 65 74 16 9 - 25 - - 9 135
역사교육과 9 51 60 16 9 - 25 - - 9 135
미술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8 135
수학교육과 15 45 60 16 9 - 25 - - 11 135

공과 컴퓨터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8 136
대학 전자공학과 12 48 60 16 9 30 55 - 21 - 136

정보통신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미디어영상전공 15 45 60 16 9 18 43 - 21 - 136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건축학전공 97 11 108 16 9 15 40 - - - 160
건설시스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 136
산업경영공학과 0 60 60 16 9 12 37 - 21 - 136
기계공학과 15 45 60 16 9 30 55 - 21 - 136
광․센서공학과 15 45 60 16 9 12 37 - 21 - 136

경상 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대학 회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무역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경영정보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8 128
중국경제통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경제학과 6 54 60 16 9 9 34 - 21 - 128
비즈니스통계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컨벤션호텔경영학과 15 45 60 16 9 9 34 - 2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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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교과

교육

개설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학부)
기초

계
교양

선택

부

전공

법과 법학부
대학 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특허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법무법학전공 6 54 60 16 9 9 34 - 21 - 128

사회 행정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과학 정치언론․국제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대학 도시부동산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28

경찰행정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사회복지학과 12 48 60 16 9 - 25 - 21 - 128
아동복지학과 15 45 60 16 9 - 25 - 21 8 128

조형 디자인학과 10 50 60 16 9 6 31 - 21 12 136
예술 회화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대학 예술문화학과 15 45 60 16 9 6 31 - 21 - 136

의류학과 15 45 60 16 9 - 25 - 21 - 136
린튼 글로벌학부

글로벌
칼리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컬쳐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 45 60 16 9 9 34 - 21 - 128

생명
생명시스템과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10 136
(공통과학 연계전공) 12 38 50 - - - - - - 8

나노 식품영양학과 19 41 60 16 9 0 25 - 21 - 136
과학 화학과 15 45 60 16 9 18 43 - 21 10 136
대학 화학공학과 19 41 60 16 9 18 43 - 21 - 136

신소재공학과 18 42 60 16 9 18 43 - 21 - 136
간호학과 15 75 90 16 9 18 43 - - - 136
수학과 12 48 60 16 9 18 43 - 21 8 136
생활체육학과 15 45 60 16 9 - 25 - 21 136
*융합기술․경영학과(정원외)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 - - - - 128

교양융복

합

대학

(연계전공)

광고․홍보학전공 6 30 36 - - - - - 21 - -
금융공학전공 6 30 36 - - - - - 21 - -
융복합창업전공 6 30 36 - - - - - 21 - -
문화관광학전공 6 30 36 - - - - - 21 - -

* 선취업 후진학 학과인“융합기술․경영학과(정원외)”는 추후 

교육과정개편 완료시 산입 예정임.

※졸업이수 주의사항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 “P”를 인정

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

수자 50학점, 법학부 48학점, 글로벌칼리지 42학점)이상 이수

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공부터 

36학점 이수함(단, 교직연계전공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수)

 4) 본 배정표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를 적용받음

 5) 교양선택과목 이수원칙: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7개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6)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 전

까지 사회봉사활동에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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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    번 소속학부

성    명 이수학기 학적변동 □복학 □단축복학 □재입학

주    소

연 락 처 Tel.(       ) / H.P.

전공지망

우선순위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상기 본인은 1999학년도 00학부 학생으로 위와 같이 전공지망을 하고자 합니다.

1999  년  12 월  7 일

지망자 :           (인)

확인자 :           (인)

성    적

(평점평균)

1/1학기 1/2학기 총 평점평균

    /4.50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기록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친권자외 대리접수 불가)

▶ 학부별 개설 전공 수만큼을 전공지망 우선순위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접수 후, 전공지망 우선순위 변경은 불가능 하다.

▶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한 후 휴학을 하여야 한다.

▶ 연락처는 학적부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전

   화번호는 보호자 전화와 현재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전공지망원서(학생보관용)

학    번 소속학부

성    명 학    년 이수학기

전공지망

우선순위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 제4지망 제5지망

접수확인 학 부 장 (인) 학부(전공)조교 (인)

▶ 전공지망원서의 학생보관용은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전공지망원서 학생보관용은 학부별 전공조교가 확인한 즉시 수령한다.

전 공 지 망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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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관한규정

1984. 3. 1 제정 1999. 3. 1 개정 1999. 8. 1 개정

2000. 8. 1 개정 2005. 2. 4 개정 2007. 9. 1 개정

2011. 2. 8 개정 2012. 2.10 개정 2012. 7.31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납부방법) ①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학생이 그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을 한 때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기일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등록금을 납입하고 수업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

분의 1이 경과된 이후에 휴학한 자는 복학 당해연

도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다. (2011.2.8 개

정, 2012.2.10 개정)

1. 삭제 (2011.2.8 개정)

2. 삭제 (2011.2.8 개정)

제 3 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

생은 다음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2.7. 31 개정)

1.학부 (개정 2007.9.1)

가. 3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

나. 4학점 이상 6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7학점 이상 9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012.7.31 개정)

2.대학원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

분의 1 해당액 (2012.7.31 개정)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012.7.31 개정)

다. 삭제 (2012.7.31)

3.기 타

계절학기와 시간제 등록(수강료) 및 총장이 인정

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

로 정한다. (2005. 2. 4 신설)

제 4 조(납부기일) 등록금의 납부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의 개시 전 10일 이내에 실시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당시의 등

록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제 5 조(등록금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2012.2.10 개정)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

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본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2012.7.31 신설)

②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는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을 반환한다. (2012.2.

10 개정)

③반환사유 발생일이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일 경우

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2012.2.10 개정)

1.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

의 5 해당액 (2005.2.4 개정, 2012.2.10 개정)

2.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2005.2.4 개

정, 2012.2.10 개정)

3.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05.2.4 개

정, 2007.9.1 개정, 2012.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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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2005.2.4 신설)

제 6 조(징벌) ①총장은 등록금을 그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까지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012.7.31 개정)

②입학금의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입학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과태료 등) ①등록금의 체납에 대해서는 그 체

납자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 또는 학칙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및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교과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012.7.31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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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에관한규정

1982. 10. 1 제정 1999. 4. 1 전면 개정

2001. 3. 1 전면개정 2002. 3. 1 개정

2006. 9. 1 개정 2007. 2. 6 개정

2008. 3. 1 개정 2009. 3. 1 개정

2010. 3. 25 개정 2010. 9. 28 개정

2014. 5. 27 개정 2014. 10. 14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

(학과)의 학생이 졸업 후 2급 정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제 2 조(이수신청 및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년도별 2학년 1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격

은 이수중인 학기를 포함하여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30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2002.3.1., 2014.5.27)

②편입학자는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별도로 한다.(개정

2006.9.26)

③휴학 등의 사유로 입학년도별 2학년 1학기에 “교

직과정 이수신청서”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자는

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14.5.27)

④교직과정 이수자의 선발은 “교직과정이수신청서”

를 제출한 직후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해당전공(학과)으로 통보하며, 선

발인원은 소속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 내

에서 선발한다. 신설(2014.5.27.)

제 3 조(선발기준) 선발기준은 2학년 1학기까지 취득

한 총 3학기의 평점평균 50%, 전공성적 30%, 면

접, 인ㆍ적성검사 20%의 비율로 한다. 단, 동점자

가 있을 경우 선발기준은 1순위 전공성적, 2순위

면접, 인ㆍ적성검사로 한다. 개정(2008.3.1.,

2014.5.27)

제 4 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과

정 이수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수자격을 상

실한다.(개정 2002.3.1)

1. 학칙에 의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된 자

(신설 2002.3.1)

2. 교직과정 이수자중 전과(전공 변경)한 자(신설

2002.3.1)

3. 교직과정 이수자중 제적된 자(신설 2002.3.1)

4.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

학과에 재입학 등으로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 단, 해당학과의 표시과목의 변

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신설 2008.3.1)

제 5 조(과목이수) ①교직과정 이수자는〔별표3〕의 소

요최저이수학점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은 2008학년

도 이전 입학생은 총 20학점,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 까지의 입학생은 총 22학점[별표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22학점[별표1]을 이

수하여야 한다. 개정(2008.3.1., 2009.3.1.,

2014.10.14.)

②교직과정 이수자는 기본이수영역으로 지정된 과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은 1999

학년도까지는 9학점 이상, 2000학년도부터는 14학

점 이상을,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1학점(7과

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8.3.1)

③1995학년도 입학자부터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 전

공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④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직과목 중 “교

육행정및교육경영”과 “교과교육론”을 8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으로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⑤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대학 및 교

육대학원에서 추가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4.)

제 6 조(성적) ①2008학년도 이전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학과 입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무시

험검정 합격기준은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각 80점(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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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하 버림)이상이어야 하며, 사범대학 입학자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학과에서 다전공 및 부전

공시에도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3.1., 2008.3.1., 2014.10.14.)

②평균성적 환산방법은 성적계(취득학점수 ×100만

점으로 평가된 실점)를 수강신청학점계로 나눈다.

다만, 졸업사정시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

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를

수강신청 학점계에서 제외하여 산출한다.

③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모든 2급 교사자격 취득대

상자(교직과정설치 일반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

원)의 성적기준은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하고,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전공평균 75점

이상, 교직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기재된 졸업성적

만 적용한다. 신설(2008.3.1.) 개정(2014.10.14.)

제 7 조(무시험검정원서)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졸

업예정자는 소정기일 내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

여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이하 검정원서라

한다)를 학적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원서

를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개정 2002.3.1)

2.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3. 교직및전공성적이무시험검정합격기준에해당하는자

4. 기타 무시험검정 합격요건을 갖춘 자 신설

(2014.10.14.)

5. 교원자격검정령 및동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않는

자개정(2014.10.14.)

②검정원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

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하며, 오기로 인하여 교원

자격증 발급이 취소될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8 조(다전공 및 부전공) ①다전공으로의 교직이수는

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후 다전공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2009.3.1)

②1전공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1

전공 및 다(부)전공으로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

였다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③교직다(부)전공 이수는 사범대학과 비 사범계 전

공(학과)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만

가능하다. 개정(2014.10.14.)

1.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다전공은 전공과목(제

1전공 및 제2전공)을 42학점 이상, 기본이수영

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을 전공별

로 각각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

터는 다전공의 전공과목(제1전공 및 제2전공)을

50학점(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포함) 이상, 기

본이수 영역 21학점(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의 경우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구

분 없이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 2009.3.1., 2014.10.14.)

2. 부전공은 제1전공을 60학점 이상, 부전공 전공과

목을 30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4학점은 전공별로 각각 이수하여

야 하며 적용기준은 사범대의 경우 2001학번부

터, 교직설치학과의 경우 2002학년도 교직선발

자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2.3.1,

신설 가, 나, 다 호)

가. 교직설치 학과 : 2001학년도 이전 교직 선발자

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나. 사범대 : 2000학번 및 복학자의 경우 3학년 복

학자까지는 부전공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다. 편입생 : 2001학년도 편입생까지는 부전공 전

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라.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

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를 폐지한다.(신설

2008.3.1)

3.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009학년도 입학자

부터 21학점, 2000학년도 이수 입학자의 경우

14학점,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9학점

으로 한다.(개정 2008.3.1)

④학교급별이 다른 전공간의 부전공은 불가능하다.

⑤다전공시 교원자격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사범대학 졸업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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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3.1)

2.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제5호(개정 2008.3.1)

3. 교직과정 이수자의 사범계 다전공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제5호(개정 2008.3.1)

4. 사범계 학생이 비 사범계 다전공 : 중등학교 정

교사 2급 제5호 (개정 2008.3.1)

5. 아동복지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자 : 유치원 정교사

2급제2호(신설2002. 3. 1)

6.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사서교사 2급

제1호 (개정 2008.3.1)

7. 식품영양학과 교직과정 이수자 : 영양교사 2급

제1호 (개정 2008.3.1)

⑥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 이수는 [별표4],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교과목 이수표는

[별표4-1]과 같다.(개정 2008.3.1)

⑦다전공 및 부전공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기준으

로 하고, 2005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는 학칙에 의

거 선발하고,, 2005학년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

자부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8.3.1)

1. 사범계 학과 : 입학정원의 50%이내

2.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10%이내

⑧2006년도 입학자부터 다전공의 선발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며, 부전공은 폐지로 인하여 선

발하지 않는다.( 1, 2호도 신설 2008.3.1)

1.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

2.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

내 신설(2008.3.1.) 개정(2014.10.14.)

⑨학과(별) 다전공/부전공 선발인원 현황표는 [별

표5]와 같다. (신설 2008.3.1, 개정 2009.3.1)

제 8 조의 1(다전공 신청자격) 다전공의 신청자격은 다

음과 같다.(개정 2008.3.1)

①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선

발자 중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

②복학생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복학한자는 당해연도의 2학년 학생들과 같이 신청

할 수 있으며,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자는 2학

년 2학기말 여석이 있는 범위안에서 신청할 수 있

다.

제 8 조의 2(다전공 신청자격) 다전공의 신청자격은 다

음과 같다. 개정(2008.3.1)

①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이수

선발자 중 3학기를 이수한 자로 한다.

②복학생의 경우 2학기를 이수하고 2학년 1학기

에 복학한자는 당해연도의 2학년 학생들과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2학년 2학기에 복학하는 자는

2학년 2학기말 여석이 있는 범위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의 3(다전공 신청시기, 선발시기) 다전공의 신

청시기 및 선발시기는 다음과 같다.개정(2008.3.1)

①다전공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며 2학년 1학기말

부터 3학년 2학기말까지 신청한다. 단, 편입생의

다전공 신청은 사범대학에 편입한 학생에 한한다.

개정(2008.3.1., 2009.3.1)

②다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을 배정

2. 제2기준: 특정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사범계

학과는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

학정원의 10%를 상회할 경우에는 다음순위에 따

라 배정하며,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학과

는 입학정원의 100%, 교직과정 설치 일반학과는

교직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개

정(2008.3.1., 2014.10.14)

㉮ 1순위: 전체 교과목 성적순

㉯ 2순위: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 3순위: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③3전공 신청은 2전공 이수중인 자로 2전공 과목

을 6학점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3전공 신청이 가능

하다. 개정(2008.3.1., 2009.3.1)

④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 신청을 할 수 없

다.

⑤ 삭제(2008.3.1)

제 9 조(교육실습) ①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

봉사활동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3.25)

②학교현장실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

중 4학년(6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만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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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13학년도 이후 사범계 학과 입학생은 3

학년(4학기 이상 이수) 진급자부터 신청할 수 있

다. 개정(2010.3.25., 2014.10.14.)

③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0.3.25)

④“학교현장실습신청원”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제출

한다.(개정 2010.3.25., 2010.9.28., 2014.10.14)

⑤교육봉사활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3.25)

제 10 조(연계전공) ① 교직연계전공은 표시과목별로

아래의 해당 전공(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만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2.3.1)

1. 공통사회 : 역사교육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개정 2006.9.26)(개정 2010.9.28)

2. 공통과학 : 광․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개정2006.9.26)(개정2010.9.28)

3. 도덕․윤리 : 교육학과, 철학과(개정 2006.9.26)

②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계

전공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단,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는

1전공, 연계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

상이어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졸업평

균성적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

③교직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전공 42학

점, 연계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

목), 교과교육영역 4학점이상 이수하여야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전공 50학점, 연계전

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수하고,

연계전공의 교직과목은 면제된다. (개정

2008.3.1)

④해당 전공(학과)별 중복인정 학점은 15학점 내에서

가능하며, 전공(학과)별중복인정과목은따로정한다.

제 11 조(교원양성위원회)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3.1)

제 12 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교무연구처장과 교육

대학원장, 사범대학장, 교직과장, 교원양성에 관한

전문가(외부위원)1인과 위촉직 위원으로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가 있는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

다. (개정 2008.3.1., 2010.9.28., 2014.10.14)

제 13 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3.1)

1. 교원양성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 평가

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2. <삭제> (2008.3.1)

3. 교육실습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3.1)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개정

2008.3.1)

② <삭제> (2008.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하되, 도서관학과 및 제6조, 제7조 제2,3항, 제8조,

제9조제1,2항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15 한남대학교 요람194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전면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전면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

되 제2조 제1항중 1998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 교직

과정이수신청원”을 제출한 후 학적변동으로 변경 규

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학 연도별로 신청자

격을 부여한다.

부 칙

①(시행일)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중 제8조 제3항의 제2호,

[별표4]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

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중 제8조제3항의 제2호의

라, 제8조 제⑧항, 제8조의2 제②항 제2호, 제8조의2

제④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

학 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2. 2008년도 선발은 종전 기준에 준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

과정이수 대상은 2013학년도 이전 아동복지학과 입학생

에 한한다.

②제10조의 교직연계전공 중, 공통사회는 2012학년

도 이전 해당학과 입학생, 공통과학, 도덕․윤리는

2013학년도 이전 해당학과 입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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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81학년도 이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학교와 지역사회(필수)

․교육원리, 발달심리, 중등교육론 등(선택)
4학점 이상

12학점 이수

심 리 학 ․교육심리, 발달심리 등(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선택) 2학점 이상

과 목 지 도 법 ․ 각과목(필수) 2학점

교 육 실 습 ․ 각과목(필수) 2학점(4주)

   

['82, '83학년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역사․철학․사회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원리, 교육사, 중등교육론, 교사론 및

유아교육개론 등(선택)
6학점 이상

16학점 이수

심 리 학 ․교육심리, 발달심리(선택) 2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평가, 유아교육과정

(선택)
4학점 이상

과 목 지 도 법 ․각 과목(필수) 2학점

교 육 실 습 ․각 과목(필수) 2학점(4주)

   

교직과정이수표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 사서교사 교직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대신에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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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 육 이 론

․ 교육학개론(2)
․ 교육사회(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심리(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14학점(7개과목전부)

20학점 이수

교 과 교 육
․ 교과교육론(2)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

4학점(2개과목 전부)

교 육 실 습 ․ 교육실습(2) 2학점(4주)

[09학년도 이후 입학생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 육 이 론

ㆍ교육학개론(2)
ㆍ교육사회(2)
ㆍ교육철학 및 교육사(2)
ㆍ교육심리(2)
ㆍ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ㆍ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ㆍ교육과정(2)
ㆍ교육평가(2)

16학점(8개과목) 중
14학점(7과목) 필히 이수

22학점 이수

교 직 소 양
ㆍ특수교육학개론(2)
ㆍ교직실무(2)

4학점(2개과목 전부)

교 육 실 습
ㆍ학교현장실습(2)
ㆍ교육봉사활동(2)

4학점(2개과목 전부)

[13학년도 이후 입학생적용〕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교 육 이 론

ㆍ교육학개론(2)
ㆍ교육사회(2)
ㆍ교육철학 및 교육사(2)
ㆍ교육심리(2)
ㆍ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ㆍ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ㆍ교육과정(2)
ㆍ교육평가(2)

16학점(8과목)
중 12학점(6과목)
필히 이수

22학점 이수

교 직 소 양
ㆍ특수교육학개론(2)
ㆍ교직실무(2)
ㆍ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

6학점(3과목 전부)

교 육 실 습
ㆍ학교현장실습(2)
ㆍ교육봉사활동(2)

4학점(2과목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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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표

전 공 전공이수학점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발급기준

1전공 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ㆍ전공, 교직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다전공

1전공 42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ㆍ1전공, 다전공, 교직 성적이 각
각 평균 80점 이상

다전공 42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아동복지, 문헌
정보, 식품영양
만 별도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부전공

1전공 60학점 전 과목(20학점) 필히 이수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ㆍ아동복지, 예․체능계, 문헌정
보, 식품영양만 부전공 불가

ㆍ1전공, 부전공, 교직 성적이 각
각 평균 80점 이상부전공 30학점

교과교육영역
4학점

14학점 이상
(5과목 이상)

▪전공이수학점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부전공의 부전공 전공이수학점은 이 규정 제8조에 따른다.

▪기본이수영역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전공이수는 2006년~2008년입학자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2-2) 다전공 교과목 이수표[‘09학년도 이후 입학생 적용]

전 공 전공이수학점 교직과목 이수 교육실습 기본이수영역 발급기준

1전공

전공 60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11 과목
(22학점)

필히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생: 졸

업평균성적 75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

과목 평균성적 75점,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다전공

1전공 50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11 과목
(22학점)

필히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다전공 50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면 제 면제가능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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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2006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다전공 부전공 다전공 부전공

국어국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12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정보통신공학과 60 12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18 12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경영학과 110 11 22

문헌정보학과 40 12 8 회계학과 100 10 20

철학과 40 12 8 무역학과 60 6 12

기독교학과 40 12 8 경영정보학과 50 5 10

디자인학과 60 18 12 경제전공 70 7 14

국어교육과 40 40 40 행정학과 70 7 14

영어교육과 40 40 40 아동복지학전공 40 12 8

교육학과 40 40 40 생명과학전공 50 4 8

역사교육과 40 40 40 화학전공 60 6 12

미술교육과 30 30 30 식품영양학전공 50 15 10

수학과 60 6 12 신소재공학전공 50 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아동영어학전공(야) 30 3 6

의류학과 40 4 8 경영학과(야) 30 3 6

컴퓨터공학과 70 7 14 회계학과(야) 0 0 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10 무역학과(야) 0 0 0

미디어영상전공 45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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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9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5 5 9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12 12

프랑스어문학 40 4 8 정보통신공학 60 12 12

문헌정보학과 40 12 8 기계공학과 60 18 12

철학과 40 12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12 8 회계학과 100 10 20

디자인학과 95 18 18 무역학과 60 6 12

국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제전공 70 7 14

교육학과 35 35 35 행정학과 100 10 20

역사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12 8

미술교육과 27 27 27 생명과학과 50 5 10

수학교육과 20 20 20 화학전공 60 6 12

수학과 60 6 12 식품영양학과 50 1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신소재공학전공 50 5 10

의류학과 40 4 8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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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 45 5 9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5 5 9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6 12

프랑스어문학 40 4 8 정보통신공학과 60 6 12

문헌정보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6 12

철학과 40 4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4 8 회계학과 100 10 20

디자인학과 95 10 19 무역학과 60 6 12

국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제전공 70 7 14

교육학과 35 35 35 행정학과 100 10 20

역사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4 8

미술교육과 27 27 27 생명과학과 50 5 10

수학교육과 20 20 20 화학과 60 6 12

수학과 60 6 12 식품영양학과 50 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신소재공학과 50 5 10

의류학과 40 4 8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Ⅱ. 학 사․201

(2009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50 5 10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미디어영상전공 40 4 8

일어일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6 12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정보통신공학과 60 6 12

문헌정보학과 40 4 8 기계공학과 60 6 12

철학과 40 4 8 경영학과 140 14 28

기독교학과 40 4 8 회계학과 100 10 20

국어교육과 36 36 36 무역학과 60 6 12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교육학과 35 35 35 경제전공 70 7 14

역사교육과 36 36 36 행정학과 100 10 20

미술교육과 27 27 27 아동복지학과 40 4 8

수학교육과 20 20 20 디자인학과 95 10 19

수학과 60 6 12 생명과학과 50 5 10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화학과 60 6 12

의류학과 40 4 8 식품영양학과 50 5 10

신소재공학과 50 5 10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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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전자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정보통신공학과 60 6 12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컴퓨터공학과 60 6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9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미디어영상전공 45 4 8

문헌정보학과 40 4 8 경영학과 140 14 28

철학과 40 4 8 회계학과 100 10 20

기독교학과 40 4 8 무역학과 60 6 12

국어교육과 36 36 36 경영정보학과 55 6 11

영어교육과 36 36 36 경제학과 70 7 14

교육학과 35 35 35 행정학과 95 10 19

역사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4 8

미술교육과 27 27 27 디자인학과 90 9 18

수학교육과 20 20 20 생명과학과 50 5 10

수학과 60 6 12 화학과 60 6 12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식품영양학과 50 5 10

. . . . 신소재공학과 50 5 10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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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수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광․전자물리학과 50 5 10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컴퓨터공학과 60 6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9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회계학과 100 8 16

문헌정보학과 40 4 8 무역학과 60 5 10

철학과 35 4 7 경영정보학과 55 6 11

국어교육과 36 36 36 행정학과 95 9 18

영어교육과 36 36 36 아동복지학과 40 4 8

교육학과 35 35 35 디자인학과 90 9 18

역사교육과 36 36 36 생명과학과 50 5 10

미술교육과 27 27 27 화학과 60 6 12

수학교육과 20 20 20 식품영양학과 50 5 10

. . . . 신소재공학과 50 5 10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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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5 9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회계학과 100 8 16

일어일문학과 40 4 8 무역학과 60 5 10

프랑스어문학전공 40 4 8 경영정보학과 55 6 11

문헌정보학과 40 4 8 행정학과 95 9 18

철학과 35 4 7 아동복지학과 40 4 8

기독교학과 35 4 7 디자인학과 90 9 18

국어교육과 35 35 35 생명시스템과학과 90 5 10

영어교육과 35 35 35 화학과 60 6 12

교육학과 34 34 34 식품영양학과 50 5 10

역사교육과 34 34 34 신소재공학과 50 5 10

미술교육과 27 27 27 수학과 60 6 12

수학교육과 25 25 25 광․전자물리학과 45 5 9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Ⅱ. 학 사․205

(2013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컴퓨터공학과 60 6 12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4 8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회계학과 100 8 16

일어일문학과 40 4 8 무역학과 60 5 10

문헌정보학과 40 4 8 경영정보학과 60 6 12

철학과 30 3 6 아동복지학과 40 4 8

국어교육과 35 35 35 디자인학과 90 9 18

영어교육과 35 35 35 수학과 60 6 12

교육학과 34 34 34 생명시스템과학과 90 5 10

역사교육과 34 34 34 화학과 60 6 12

미술교육과 27 27 27 식품영양학과 50 5 10

수학교육과 25 25 25 신소재공학과 50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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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미술교육과 27 27 27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수학교육과 25 25 25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컴퓨터공학과 60 6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4 8

문헌정보학과 40 4 8 디자인학과 90 9 18

국어교육과 35 35 35 수학과 60 6 12

영어교육과 35 35 35 생명시스템과학과 80 5 10

교육학과 34 34 34 화학과 60 6 12

역사교육과 34 34 34 식품영양학과 50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2015학년도 입학자 기준)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학과

입학

정원

승인

인원

다전공

선발인원
비고

국어국문학과 40 4 8 미술교육과 27 27 27

영어영문학전공 90 9 18 수학교육과 25 25 25

아동영어학전공 30 3 6 컴퓨터공학과 60 6 12

일어일문학과 40 4 8 멀티미디어공학전공 45 4 8

문헌정보학과 40 4 8 디자인학과 90 9 18

국어교육과 35 35 35 수학과 60 6 12

영어교육과 35 35 35 생명시스템과학과 80 5 10

교육학과 34 34 34 화학과 60 6 12

역사교육과 34 34 34 식품영양학과 50 5 10

▪ 선발인원은 교육부 승인인원에 준함.



Ⅱ. 학 사․207

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에관한규정

1998. 3. 1 제정 1998. 9. 1 개정

1999. 3. 1 개정 2001. 3. 1 개정

2006. 3.2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남대학교 학칙 제19장 제76

조에 의한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형 및 등록

제 2 조(등록정원) 시간제학생의 등록정원은 당해 년도

입학정원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당해 년도 학

과(부)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수업학기)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학

기는 제1학기, 제2학기 및 계절학기로 구분하고 매

학기 전형을거쳐등록하여 수업을받을 수 있다.

제 4 조(등록시기)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

일전의 소정 기일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

록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 조(등록자격)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6 조(지원절차) ①본 대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와 전형료를 다음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2.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이미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

지 아니한다.

③계속지원의 경우에는 전형료 및 제출서류의 일부

를 면제 또는 삭감할 수 있다.

제 7 조(전형 시기) 지원자에 대한 전형시기(학기, 계

절학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전형 방법) ①시간제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학과(부)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②시간제학생의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선발하되,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

록부)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계절학기의 전 학기에 선발되어 등록한 자가 전

일제 취득기준학점의 1/2 이하 범위내에서 부족

학점을 계절학기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선

발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장이 따로 정

한다. (개정 2006.3.21)

제 9 조(등록금) ①등록금은 학점당 등록금으로 책정하

되, 정규학생의 계열별 학기당 총 등록금액을 취

득 기준학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③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

부하고, 시간제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

여야 한다.

④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입

급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9 조의 2(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한다.

1.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전염병 및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 타 학생의 수학

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해교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수강신청

제 10 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속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시간제



․2015 한남대학교 요람208

학생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강 신청한다.

제 11 조(신청 기준) ①정규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의 학

기당 취득기준학점(18학점을 원칙으로 함)의 1/2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계절학기에는 전일제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

수강가능학점의1/2범위내에서신청할수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2 조(미수강 신청이수)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

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

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교무연구처의 확인을 거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 14 조(중복수강 금지) 동일과목을 중복수강 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부)에서

심사하여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

만을 인정한다.

제 4 장 교 과

제 16 조(교육과정) 시간제학생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교양필수 및 교양선택)과 전공과목(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전일제학생과 통합․운

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 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한다. 기타 이에

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따로 정한

다.

제 5 장 편입학․학위수여

제 18 조(신분 변경) ①시간제학생의 편입학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②시간제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의 인정범위

는 따로 정한다.

제 19 조(학위수여) ①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1. 학칙 제41조 및 42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2. 졸업 요구학점 중 85학점 이상의 교과목(학

점)을 본 대학에서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교양필수과목은 최초 등록한 학년의 교육과정

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학과(부) 기초과목 : 전부 이수

* 순수교양필수 : 각 영역별(기독교, 인성, 생

활작문, 실용영어, 정보)로 1과목 이상 이

수

4. 전공과목은 54학점 이상을 필수, 선택과목 구

분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

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종별은 본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④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한다.

제 6 장 학 적

제 20 조(학적관리) 시간제 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기

록․관리한다.

제 21 조(학년배정) 시간제 학생에게는 특별히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 한다.

제 22 조(학적변동) 시간제 학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

기 때문에 휴학, 복학, 수료, 제적,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7 장 학생활동

제 23 조(학생활동 금지) 전일제 학생의 자치활동에 가

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



Ⅱ. 학 사․209

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24 조(학칙준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본 대학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제증명

제 25 조(제증명 발급) 시간제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

모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

을 발급한다. 다만, 학생증을 도서관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6 조(발급신청)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및 학생증

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 27 조(준수사항) ①발급된 등록증명서는 해당 학기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증명

을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신분을 밝히는 사

안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8 조(학칙준용) 이 규정에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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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학사학위신청서

학사학위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공

주 소

학점취득사항
총 학 점

교양과목

학 점

전공과목학점
일반선택과목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남대학교 총장 귀하



Ⅱ. 학 사․211

(별표2)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학위번호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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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행정 안내

1. 학기등록

1)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

여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적된다.

2) 8학기 등록을 마치고 8학기(단, 건축학전공은 10학

기)까지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학점 미달로 졸업

을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게 될 때 잔여 학점수가 3

학점 이하일 때는 등록금의 6분의 1, 잔여 학점수

가 4학점 이상 6학점 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 잔

여 학점수가 7학점 이상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

분의 1,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채플, 논문)의 수강에 따른

등록금은 납입하지 않으나, 등록금 이외의 기타 납

입금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3)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3선이

경과되기 이전에 일반(가사, 질병, 기타) 휴학한 자

가 일정기간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면

제한다.

4)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수업의 1/3선이 경

과된 이후에 휴학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

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5) 중간고사이후 군휴학한 자 중 성적을 인정받지 아니

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징수한다.

6)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당해 학기 중간고

사 이전에 군입대 휴학한 자가 제대 복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은 면제하고 기타 납입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7) 등록금은 결석, 정학 또는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8) 징계처벌로 무기정학 중에 있는 자도 해당학기 등록

을 필하여야 한다.

9) 이미 납입된 등록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2. 수강 신청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

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통합정보시스템의 수강

신청화면에 정확히 입력한 후 확인한다.

2) 신청학점은 매학기당 15-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학업성적 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학점 상한선을 준수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아 래 -

3) 기 타

가) 최종학기의 수강신청은 6학점 이상 신청하여

야 한다.

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치 않으면 “F”로 처

리한다.

바)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초과 신청한 학점은 낙제과목, 교양선택, 전공

선택 및 기타 과목 중에서 교무연구처의 판

단에 의해 취소된다.

아)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정 이수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재입학 및 편입학(일반, 학사)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구분

2010학년도
입학생까지

2011학년도입학생부터

전체학과
인문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공과 이과 예체능
사범계열,건축학전공

4.20이상 24학점 23학점 24학점
4.00이상 21학점 20학점 21학점
1.50이상 19학점 18학점 19학점
1.50미만 16학점 15학점 1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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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및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학과(부)로 재입학 또는 편입시에는 최

대 1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방법

가) 수강신청을 위한 임시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편람 및 수업시간표를 확인한다.

나) 〔학부전용수강신청〕을 누르고 수강신청화

면으로 이동한다.

다)〔수강신청화면〕사용자 화면 및 암호를 입력

하고, 확인란을 클릭한다.

(●사용자번호 : 학번 8자리 ●초기암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라) 교과목조회를 누르면 원하는 교과목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수강신청하면 된다.

마) 수강신청인원이 넘는 과목은 활성화되지 않

으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바) 수강신청의 취소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바로

취소된다.

사) 연결과목 신청은 수강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과목을 신청하면 같이 수강해야 될 과

목(강독과 실험 등)의 분반들이 화면에 표

시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시간의 과목 및 분

반을 선택하면 연결과목 신청을 할 수 있다.

아)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8학기째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부전공신청”화면에서

부전공 학과(전공)을 선택해야만 부전공으

로 인정받는다.

5) 학점포기제

가)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중에서 “C", “D”등급의 학

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F학점은 교육과정

의 변경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하여 포기할 수 있다.

나) 학점포기 신청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 1주

전 소정의 기간에 Hi-portal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학부로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배정 전에 포기

신청을 할 수 없다

라) 학점을 포기 할 경우, 당해학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학사경고도 삭제되지 아니

한다.

마) 학점포기가 승인된 후에는 해당학기의 평점

평균을 새로이 산출한다.

6) 수강신청 확인 및 취소

가) 수강신청 확인은 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포기

기간 경과 후 학과(전공)사무실에 배포된 수

강신청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한 후, 반드시

서명한다.

나) 수강신청 변경은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변경

기간 동안 변경한다.

다) 수강포기는 학사일정상 수강신청 포기기간에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강포기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수 업

1) 학년, 학기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

로 한다.

나) 천재지변 기타 학사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매학년도 2주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수업계획서

각 교과목은 학기초 배부되는 수업계획서

(Syllabus)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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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시간

가) 50분제 강의시간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제 0 교시
제 1 교시
제 2 교시
제 3 교시
제 4 교시

08:00~08: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제 5 교시
제 6 교시
제 7 교시
제 8 교시
제 9 교시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나) 75분제 강의시간

4. 출석 및 결석

1)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

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는 사전에 교무연구처

장의 승인을 받아, 직인이 날인된 공결원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결 승인사항은 ‘학

칙시행세칙’에 따른다.

3) 개인결석은 공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개강일 이후에 등록금을 추가기간 내에 납입하는

학생은 여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등록 전일

까지 결석으로 인정한다.

5) 채플의 경우 4번 이상 결석 시 ‘미이수’로 한다.

5. 시 험

1)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간 및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정기시험 외에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처벌

가) 시험 도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처분

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과목만 “F"로 처리

한다.

나) 부정행위로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때

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로 처리한다.

다) 정학처벌로 인하여 시험기간 중 시험을 보지

못하였거나 수업일수가 총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시험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하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절학기

1) 계절학기 수강자격

가)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본교 재적생과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다른 학교의 장이 승

인한 학생으로 한다.

나) 계절학기는 방학 중에 개설한다.

2) 수강신청 및 개설과목

가) 매 계절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 이내

(단,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중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 글로벌칼리지 소속 학생은 매

계절학기당 8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나) 과목 개설은 1과목당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개설전공(학과)학년 편제정원의 25%이상 수

강신청자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온라인 강좌는 한 과목 또는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7. 학업성적 평가

1) 성적평가는 시험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학업성

취도를 담당교수가 성적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이

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 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

석, 예습, 복습, 과제,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

가한다.

교 시 시 간 교 시 시 간
제 A 교시
제 B 교시
제 C 교시
제 D 교시
제 E 교시

09:00~10:15
10:30~11:45
12:00~13:15
13:30~14:45
15:00~16:15

제 F 교시
제 G 교시
제 H 교시
제 I 교시
제 J 교시

16:30~17:45
18:00~19:15
19:30~20:45
21:00~22:15
22:3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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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D"급 이

상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실점 평점 등급 실점 평점
A+ 97~100 4.5 C+ 77~79 2.5
A。 94~96 4.3 C。 74~76 2.3
A- 90~93 4.0 C- 70~73 2.0
B+ 87~89 3.5 D+ 67~69 1.5
B。 84~86 3.3 D。 64~66 1.3
B- 80~83 3.0 D- 60~63 1.0

F 0~59 0.0(낙제)

나) 평점평균의 계산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성적평점계

를 수강신청 학점으로 나눈다.

즉, (과목별평점×학점)의 총합

수강신청 총학점
다만, 졸업사정시 평점평균 산출방법은 “F"로

평가된 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과목의 학점수는 제외하고 산출한다.

3) 성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

가)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 인정

학기도중 중간시험만을 마치고 병역, 기타 법

령에 의하여 군입대된 자는 중간시험 성적을

그 학기의 성적으로 간주 할 수 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개강일로부터 군입대일 1주일 전까지의 수업

시간수를 총 수업시간수로 하여 3분의 2이상

을 출석한 경우에만 학점이 인정된다.

② 중간시험 응시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일부 교과목만 응시했을 경우 불응한 과목은

자동 “F"로 처리된다.

나) 편입생의 학점 인정

(1)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교의 소속학과(부)의 교육과정

범위내에서 해당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교무연구처에서 최종 인정한다.

① 편입학생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편입학생 성적인정 학점기준 -

구분
2012년

편입생까지
2013년

편입생부터
비고

인문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70학점 64학점 3학년1학기
편입학

(총 4학기
인정)

공과 이과예체능
사범계열,건축학전공

70학점 68학점

학사편입 72학점 68학점

② 인정한 학점내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해당 학과(부)의 심의 및 교무입학처의 인

정을 받은 학점은 학적부에 “편입학 ◦◦

학점 (교양◦◦학점, 전공◦◦학점)인정”

으로 기재한다.

④ 전공 인정학점은 인정된 과목과 학점수를

병기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⑤ 전공과목 학점인정은 동일 교과목에 한하

며, 전적대학 교과목의 학점수가 본교 교

과목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

야 하고 학점수는 본교 교과목 학점수를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다.

⑥ 편입학생은 졸업시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만

으로 평점평균을 산정하며, 인정된 전적대

학의 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2) 편입학생은 해당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른

① 편입학생(학사편입생 포함)은 3학년부터

개설되는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

점(건축학전공 108학점)이상의 전공과목

(전공 인정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

생포함)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의 편입학생(전과생

포함)은 건축학교육프로그램 규정에 따

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편입학생은 전과, 조기졸업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2015 한남대학교 요람216

8. 휴학, 퇴학 및 제적

1) 휴 학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은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① 일반휴학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이전까지는 등록금 납입없

이 휴학이 가능하다.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3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등록금과 학기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영장) 사본을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에 따

라 제출하며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를 하

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영장)사본 1부 및 본

인, 보호자 인장을 지참하여 학사관리팀에서 휴

학기간 연장 등의 휴학 절차를 필하고 입대하여

야 한다.

④ 일반휴학중에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일반휴학

의 만료시점까지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변경하

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초과로 제적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⑤ 질병 휴학

질병 휴학의 경우 종합 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에 따

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 창업 휴학

창업 휴학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

에 따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

특별휴학의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확인서 등의

기타 증빙 서류를 지참,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소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 한다.

나) 절 차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Hi-portal에서 휴학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 준비물

① 본인 및 보호자 인장(방문신청 시)

② 입영통지서 원본 및 사본(군입대의 경우), 종합

병원 진단서(질병의 경우)

라) 휴학의 제한

① 휴학원은 학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3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제적된다. 다

만, 군입대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사유

인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4학기(2년)까지 연장 허

가할 수 있다.

③ 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 군입대, 질병사유 이외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을 불허한다.

마) 휴학시 성적처리 : 학기중 휴학한 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자 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할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

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원서를 작성

날인하고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제 적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적된다.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②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③ 자퇴한 자

④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포함)

⑤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재입학 불가)

⑥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9. 복학 및 재입학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 분

가) 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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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이 휴학
기간 만료시점에서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금
을 납부하면, 복학이 된다.
① 시기 : 규정된 휴·복학기간내
② 절차 : 소정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나) 재입학

제적된 학생에 한해 실시하며, 그 제한은 학
칙시행세칙 제43조(재입학)와 같다.

10. 전공변경(전과)

1) 허가조건

․전공변경(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기 이상
이수 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소속대학의 학
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전공변경
(전과)을 할 수 있다.

2) 허가범위

․입학연도 기준으로 학과별 편제정원의 20%(단,
사범대, 간호학과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별도 정함)

3) 절 차

가)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소속대학(부)장의

승낙을 받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증명서

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전공변경(전과)을 할 수 있다.

나) 학과(전공)는 전공변경(전과) 원서를 받아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유의사항

가) 전공변경(전과)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

(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입학년도 해당 교육과정 또는 전공변경(전과)

시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

수하여야 한다.

11. 학사징계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에게는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사징계를 가하고 학적부에 등재한다.

1) 학사경고

가) 정규학기를 이수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는다.

① 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단, 국내․외 교류유학생, 졸업학점 이미

취득한 자 예외)에게 하되, 학과로 통보하고

그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나)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하고 본인 및 보호자,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다)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

강신청시 16학점(2011년도 인문사회계열 입학

생부터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도

록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2) 징계처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처분을 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다) 학업이열등하여성업의희망이없다고인정된자

라)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마)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3) 학사징계의 결과

징계의 결과는 본인, 보호자 및 학과(부)장에게

통고하며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시에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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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졸 업

1) 정규졸업

규정된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목 및 학
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졸업인증, 졸업종합시
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가)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교수회의에서 행하며, 졸업이수학
점의 취득여부, 필수교과의 이수여부, 졸업논문
합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
사하여 사정한다. 이러한 졸업사정의 결과에 따
라 학위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그 사정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전체 평
적평균 2.0이상으로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
의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졸업기준학점을 취득하여
야 한다.

- 졸업기준학점 -

  

구 분
2006년
이전
입학생

2011년
이전
입학생

2011년
이후
입학생

인문사회계열,
법과대학,

린튼글로벌칼리지
140학점 136학점 128학점

공과 이과예체능 140학점 140학점 136학점

사범계열 140학점 140학점 135학점

건축학전공 165학점 165학점 160학점

② 학과(부)별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교양과
목(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
공선택), 일반선택과목(부전공, 교직, 다전공)
별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한다.(학칙시
행세칙 중 별표 1 참조)

③ 졸업논문심사(졸업종합시험, 작품발표 포함)에
합격한 자

나) 절 차
대상자 선발 졸업사정→교무위원회 심의→졸업생
확정→졸업대장 작성→졸업증서, 학위등록증 작성
→학적부 및 등록대장 정리→학위수여

2) 조기졸업

학업능력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기졸

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면학정신을 고취하기 위

한 제도이다. 조기졸업 지망신청에 의하여 선정

된 학생이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사

정과 절차에 의해 졸업요건을 갖출 때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가) 대 상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또는 성적 우수자의

학점 초과취득으로 140학점(사범대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계열은 136학점, 법학부의 2001학년

도 이전입학생은 150학점, 건축학전공은 165학

점)이상을 취득하고 이수성적 전체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는 6학기(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수료 후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단, 2011학

년도 인문사회계열, 법과계열, 린튼글로벌칼리지

소속은 128학점 이상 취득자로 한다.

나) 절 차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과

(부)장, 학장을 거쳐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에 제

출하여야 한다.

3)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논문 제출은 전학과에 적용

한다. 다만, 학과(전공)의 특성에 따라 졸업인증,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또는 작품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논문작성 및 제출자격

① 졸업논문 작성계획서(실기발표 계획서, 졸업종합

시험신청서)는 4년제는 6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

에 재학 중인 자, 5년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 9학

기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된 자로 한다.

② 논문작성 제출자격을 얻은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

를 다음 각 항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

에 따라 학과(부)별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받아야 한다. 논문은 개인연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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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하되 전공 성격에 따라서 공동연구가 가

능하며 이 경우 각 연구자는 연구분야의 중복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ㄱ. 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학기 3월 15일(후기

졸업예정자) 및 9월 15일(전기졸업예정자)까

지 소속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논문작성의 방법, 규격, 양식 등은 소속학과

에서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합시험

종합시험의 과목(혹은 영역)은 해당학과(부)에서

결정 공고하며, 그 관리는 소속학장이 한다.

① 본 시험은 5월(후기졸업) 및 9월(전기졸업)에

실시한다.

② 재시험자가 있는 경우 6월(후기졸업) 및 11월

(전기졸업)에 실시할 수 있다.

다) 졸업작품

예능계 4학년 학생으로서 6개 학기를 이수하고 7개

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이 그 자격이 된다.

① 졸업작품 규격

ㄱ. 동양화, 서양화 : 200호 이내

ㄴ. 조소 : 높이 3m 이내

ㄷ. 판화 : 켄트지 전지 이내

ㄹ. 서예 : 높이 3m 이내

ㅁ. 사진 : 전지 이내

ㅂ. 공예 : 100, 200, 300cm 이내

라)졸업인증제

자체 졸업인증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는 시행 전 학년도에 자체 졸업인증내규를 정하여
해당 대학장을 경유, 교무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4) 학위수여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칙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3. 부전공 제도

1) 신 청

부전공 신청은 4학년 2학기 또는 졸업직전학기수

강신청 정정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 “부전공 신

청” 화면에서 부전공학과(전공)를 신청해야 한

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간호학과로의 부전공은

제외한다.

2) 부전공 표시인정

각 학과(부)에서 제시한 전공 교과목(전필, 전선

구분없음)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부

전공을 인정하고 졸업증서에 부전공 이수를 표시

한다.

3) 부전공 학점인정

가) 이미 취득한 부전공 과목학점은 부전공 학과

(부)를 변경 및 취소하였을 경우 그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나) 부전공 신청 전에 취득한 과목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으

로 개설될 때는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4. 다전공제도

1) 신청시기

가) 다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희망하는 자는 6월 첫

째주, 12월 첫째주에 통합정보시스템의 “다전공 신청”

에서 제2전공이나 제3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나) 신청자격

․ 동일학부를 다전공할 때

- 2학기 이상 이수자부터 신청가능 (단.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학기 이상 이수자 신청가능)

․ 타학부(과)를 다전공할 때

- 1학년 2학기 말부터 3학년 2학기 말까지 신청가능

2) 선발

가) 동일학부 내의 다전공 신청은 선발인원에 제한이

없다.

나) 타학부(과)로의 다전공은 전공별 입학정원의 40%

(사범대 학생 100%이내 적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

며, 승인은 1인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제3전공은

제2전공 이수중인 자로 제2전공 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



한 경우에만 다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전공별 입학정원의 40%(교직 다전공의 경우

교직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 사범계 학과의 경우 입

학정원의 100%이내 적용)를 초과할때의 선발 방법

제 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제 2순위 : 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제 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다) 사범계 학과에서의 다전공도 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 범위에서 허용되며,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

로의 다전공도 허용된다. 다만,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

로의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며,

사범계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자격기준은

비사범계 자격기준(5호)으로 표시된다.

3) 학점이수

가) 타학부(과)․연계전공 : 36학점 이상, 법학부 : 48

학점 이상, 글로벌학부 : 42학점이상, 건축학전공

72학점이상

․ 제1전공만을 이수할 경우 전공을 60학점 이상 취득하

여야 한다. 다만,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제1전공만

을 이수할 경우전공을 54학점(법학부 60학점)이상 취

득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학과)에서 다전공을 하는 경우 2008학년

도 이전 입학자는 제1, 2전공 모두 42학점 이상, 2009

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제1, 2전공 모두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대상자는 사범계 학생과 비사

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학생으로 제한된다.

나) 전공과목은 제2, 3전공의 다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 또는 입학년도 해당 교육과정을 따

라야 한다.

4) 학점인정

다전공 이수 전에 부전공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은

면제과목과 인정과목이 다전공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

전공 시작 전에 어떤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과목으로 제1전공과 제2전

공으로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학점은 12학점이내

에서 가능하나, 제3전공으로는 추가 인정을받을 수 없다.

․ 면제과목이란 : 타학부로 다전공을 할 때 다전공하지

않는 전공의 학부기초과목 중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

․ 인정과목이란 : 타학부(과)로 다전공 할때다전공 시

작 이전에 이수했던 과목 중 다전공 과목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 과목

5) 논문제출

다전공자는 이수한 다전공별로 학위가 수여되므로 제1전

공 및 제2, 3전공(연계전공 포함)에 대한 졸업논문(졸업

인증, 종합시험, 졸업작품 포함)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 제증명 발급

1) 각종 증명서 발급

학부 학생들을 위한 취업 및 각종 시험 응시에 필요

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

료증명서, 학적부사본, 휴학증명서, 장학증명서, 입학성

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등의 제증

명을 국문․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의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

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있고, 시간

강사재직,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2) 접수처리

창구발급, 우편민원, 팩스민원 등을 신청 즉시 처리해

주고있다.

3) 민원업무 : 민원FAX, 인터넷 증명

학사관리팀은 모든 제증명 업무를 가까운 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등에서 FAX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24시 처리기관으로 본교를 등록하여 접수, 발급하

고 있다.



Ⅲ. 학생생활

▶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 장학제도

․ 장학금 지급규정

․ 장학금 지급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 장학제도 안내

▶ 취업 및 부직

․ 추천서 발급에 관한 규정

․ 취업 및 경력개발지원 안내

▶ 봉사활동

▶ 학생 해외유학제도

․ 해외교류유학생 규정

․ 교비유학생 선발규정

․ 인정유학제도에 관한 규정

․ 해외 자매대학 현황

․ 교비․교류유학생 제도

▶ 학생상담센터 안내

▶ 학술정보관 안내

▶ 학생병사 안내

▶ 학생군사교육단 안내

▶ 대학직장예비군․민방위대 안내

▶ 학생자치기구 안내

▶ 동아리 안내

▶ 교내․외 복지시설 이용안내



․2015 한남대학교 요람222

1984. 3. 1 제정 1994. 3. 1 개정

1997. 6. 1 개정 2001. 3. 1 개정

2009. 1.19 개정

제 1 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5조, 제47조, 제

49조, 제49조의 2에 의거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

하고자 할 때 밟아야 할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

계의 절차와 시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이 세칙에 따르되 교무행정상의 이유로 포

상 또는 징계할 때에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3 조(포상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

2.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

생

3.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학과장의 포상추천을 받은 학생

②당해 학기 성적이 학과 학년 수석자로서 평점평균

이 3.75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이 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 4 조(포상의 발의)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단대별 전체 교수회의

(이하 “교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

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의견서 1부

제 5 조(징계대상) ①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한 학생

2. 비신사적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3. 타 대학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4.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

케 한 학생

5. 그 밖에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②시험 중 부정행위의 처벌은 학칙시행세칙 제20조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부정행위는 1주일 이상의 유기정학

2. 대리시험은 무기정학 이상

제 6 조(징계의 발의)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학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교수회에 상정

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

음)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제 7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4주 이상), 퇴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8 조(심의 및 절차) ①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의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9.1.19)

②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대학 이상의 학생이 관

련된 경우 학생특별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

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과

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학생복지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9.1.19)

③학생자치기구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학생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2009.1.19 항 신설)

④포상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

다.

1. 포상대상자 : 위원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학

생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며, 추천된 학생은 구

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야 한다.(개정 2009.1.19)

학생상벌에관한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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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대상자

가. 위원장은 제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9.1.19)

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해당학생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

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다. 학장은 부정행위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만으

로 징계할 수 있다.

라. 총장은 징계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징계의 해제) 지도교수 및 학장으로부터 무기

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학장에게 제출되면, 학

장은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은 다음 총

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 10 조(통보 및 발효) ①학장은 포상 및 징계의 결과

를 학생복지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복지처장은 총

장의승인을받은 후 해당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발효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한다.

제 11 조(유보)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8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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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제 도

□ 장학금지급규정

1984. 3. 1 제정 1996. 3. 1 개정
1998. 3. 1 개정 1998. 11. 10 개정
2000. 9. 1 개정 2001. 3. 1 개정
2002. 3. 1 개정 2004. 6. 8 개정
2005. 1. 18 개정 2005. 9. 22 개정
2008. 6. 17 개정 2008. 10. 9 개정
2009. 9. 8 개정 2010. 1. 14 개정
2010. 8. 10 개정 2010. 9. 28 개정
2010. 10. 28 개정 2011. 7. 8 개정
2011. 11. 8 개정 2012. 1. 12 개정
2012. 07. 31 개정 2013. 1. 29 전면개정
2013. 10. 29 개정 2014. 04. 08 개정
2014. 09. 30 개정 2015. 02. 0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하여는 법

령 및 교외 장학기관(개인을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사무관장)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인재개

발처장이 관장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 4 조(설치) 장학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으

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5 조(구성) ①학생인재개발처장은 장학위원회 위원

장이 된다.

②장학위원회 위원은 교목실장, 기획조정처장, 교무

연구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사무처

장, 학술정보처장, 장학팀장,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

성된다.

제 6 조(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심

의

3.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에 관한 심의

4. 기타 필요 사항

제 7 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 8 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교내장학금 : 교

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의 [별표 1]에 의한다.

②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지급

제 9 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인재개발처 장학팀에 비치된 장학금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청자격의 제한) ①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장학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③징계(유기정학 이상)가 해제되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2014.4.8.)

제 11 조(장학생 배정) 장학생 배정은 특별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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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장학생 추천) 각 대학은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이수학기 학업성적 2.00 이상으로서 이

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단, 졸업 직전

학기는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4.4.8., 2015.2.3.)

2. 경제사정 곤란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13 조(선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

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2.00 미만 또는 이수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단,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개정(2014.4.8.,

2014.9.30., 2015.2.3.)

2. 졸업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신

설(2015.2.3.)

3.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4. 한남장학금, 인돈장학금, 글로벌칼리지장학금,

한남가족사랑장학금의 경우 교류유학생에 한

해 전(前)학기 이수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

5.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되고 한 학기

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4 조(장학생의 확정) 학생인재개발처장은 각 대학

으로부터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과정,

추천기준, 선발제한 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15 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16 조(지급기준액) ① 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장학위

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4.8.)

1.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

구(보조)원 수당,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

련비, 연수 체제비, 기숙사비, 임원장학금 등이 등록

금과 무관하고 등록금 감면이 아닌 경우 신설

(2014.4.8.)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신설

(2014.4.8.)

3. 발전기금 및 교외장학금 중 지정기부금의 경우

신설(2014.4.8.)

제 17 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

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당해 학

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을 상환

처리한다.

제 18 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

수한다.

1.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 19 조(이중수혜) 삭제(2014.4.8.)

제 20 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 21 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

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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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

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

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12월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UN장

학금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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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 한남대학교 요람228

□ 장학금지급사무처리에관한내규

1984. 3. 1 제정 1994. 3. 1 개정

1998. 3. 1 개정 1998. 11. 10 개정

1999. 8. 1 개정 2004. 6. 8 개정

2005. 1. 18 개정 2005. 9. 8 개정

2008. 7. 7 개정 2008. 10. 9 개정

2009. 5. 20 개정 2009. 8. 10 개정

2010. 6. 28 개정 2010. 7. 22 개정

2010. 12. 30 개정 2011. 5. 19 개정

2011. 11. 15 개정 2012. 7. 31 개정

2013. 1. 29 전면개정 2013. 10. 4 개정

2013. 11. 5 개정 2014. 4. 17 개정

2014. 9. 4 개정 2015. 1. 8 개정

2015. 3. 26 개정 2015. 5. 6 개정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장학

금 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장학생 선발)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

기에 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

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소멸된다.

②장학생 성적기준은 직전 이수학기 학업성적 2.00

이상으로서 이수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4. 4. 17, 2014. 9. 4,

2015. 1. 8.)

③졸업직전학기는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2015. 1. 8.)

④그 외의 선발기준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개정(2015. 1. 8.)

제 4 조(장학생 교체추천) 장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체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한 관련 공문을 접

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금지급규정 제10조(신청자격의 제한)에 해

당될 경우

2. 이중수혜로 장학금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본인이 수혜를 포기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 5 조(지급결과 보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장학금 지

급결과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개폐)이 내규를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준용)이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

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행일)이 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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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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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1. 교내장학금

1-1 신입생 장학금 개정(2014.09.04., 2015.01.08., 2015.03.26., 2015.05.06)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성적우수장학금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 각 1명
(수시1차, 2차 통합선발)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지급

농어촌학생장학금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

특성화(전문계)
고교출신자장학금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학금

수석합격자 1명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

어학특기자장학
금

어학특기자 전형 수석합격자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수시모집(1차, 2차), 정시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
일정 인원

학기중,
연수완료
후 지급

▪해외 어학 연수경비
일정액 지급

한남장학금(진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형 1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1등급 이내인 자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 지급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200만
원 지급

한남장학금(자유)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형 2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2등급 이내인 자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지급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 상실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150만
원 지급

한남장학금(봉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형 3등급이며(A형은 2등급), 탐구영
역은 두 과목 모두 3등급 이내인 자
-지원기간 : 1학년만 지급(1,2학기)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70만원
지급

인돈장학금
단과대학 수석합격자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년

학기초,
등록금

▪등록금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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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등록금, 도서비 전액지급
-성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2회 탈락한 경우
자격 상실

선감면 원 지급

청림장학금

-수석, 차석 : 모집단위별 1명
-차차석 : 모집단위별로 10명당 1명 선발
※ 각 전형에서 모집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

석자만 선발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석:수업료 100% 지급
▪차석:수업료 50% 지급
▪차차석:수업료 30% 지급

외국인장학금 특례 신ㆍ편입학자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입학시 :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지급
▪재학중
-평점평균 4.00 이상 :
수업료 100%
-평점평균 3.50 이상
4.00 미만 : 수업료 50%
-평점평균 2.50 이상
3.50 미만 : 수업료 30%

해외선교사
자녀장학금

선교 파송훈련을 받고 외국에서 2년 이상 선교 활
동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는 선교사
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
하여 중ㆍ고교 과정에 연속 2년(4학기) 이상 재학
하고 귀국한 자. 단, 선교 파송기관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나
본교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이어야 함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입학시 :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 지급
▪재학중
-평점평균 4.00 이상 :
수업료 100%
-평점평균 3.50 이상
4.00 미만 : 수업료 50%
-평점평균 2.50 이상
3.50 미만 : 수업료 30%

고시장학금

① 국가고시(자격시험 포함) 제1회차 시험 합격자

로서 제1회차 시험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역이

모두 B형 1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두 1

등급이내인 자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4
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입학시 : 등록금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120만
원 지급

② 수능 응시영역 중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영

역이 모두 B형 2등급이며, 탐구영역은 두 과목 모

두 2등급이내인 자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2
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입학시 : 등록금 전액
지급
▪도서비 : 학기당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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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내 고시원 입실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인정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외무고등
고시, 기술고등고시, 지방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
사시험

미술우수자장학금

고교재학 중 본교 주최 전국고교 미술실기대회
에서 입학시점 3년 이내에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자로 디자인학과, 회화과, 예
술문화학과, 미술교육과에 입학한 자. 단, 충원
대상자로서 합격ㆍ입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우수로 인한 중복 수혜는 불가
-장학생 선발 : 부문에 관계없이 학생부(내
신)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단, 최우수상 수혜
자 중 탈락자는 우수상 장학금 우선 배정
-평점평균 3.5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최
우수상은 4년, 우수상은 2년 동안 장학혜택 부
여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최우수상(3명 이내) :
등록금 전액 지급
▪우수상(6명 이내) :
수업료 70% 지급

문학우수자장학금

고교재학 중 본교 주최 전국고교 백일장에서
입학시점 3년 이내에 입상한 자로서 국어국문
학과,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
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독일어문학과, 국어교육
과,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자. 단, 충원대상자로
서 합격ㆍ입학한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적우수로 인한 중복 수혜는 불가
-장학생 선발 : 부문에 관계없이 학생부(내신)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단, 대상 수혜자 중 탈
락자는 금상 장학금 우선 배정
-평점평균 3.5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대
상은 4년, 금상은 2년 동안 장학혜택 부여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대상(1명 이내) : 등록
금 전액 지급
▪금상(2명 이내) : 우수
상을 입상한 자로서 수업
료 70% 지급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자
-재학 중 체육위원회 추천과 교무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졸업 때까지 지원

학기초, 등록
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학교장추천장학
금

우수고교로 선정된 학교장 추천자(50명 이내) 학기중 ▪100만원

대전ㆍ충청지역
군부사관자녀장학금

대전ㆍ충청지역에 근무하는 군부사관(하사, 중사,
원사) 자녀

입학 첫 학기,
학생통장지급

▪수업료 20% 지급

대전ㆍ충청지역 대전ㆍ충청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 자녀 입학 첫 학기, ▪수업료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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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자녀
장학금

학생통장지급

대전ㆍ충청지역
소방관자녀
장학금

대전ㆍ충청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자녀
입학 첫 학기,
학생통장지급

▪수업료 20% 지급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시ㆍ군ㆍ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입학 첫 학기,
학생통장지급

▪수업료 70% 지급

융합기술·경영학과

장학금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융합기술·경영

학과 에 입학한 자

*평점평균 2.50 이상 유지하면 4년간 장학금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입학시 : 수업료 30%
▪재학중 : 평점평균 2.50
이상 이면 수업료 30%

글로컬인재육성장

학금
지방고교 출신 신입생 일정인원 학기중 ▪일정액

지방인재장학금

도서비

지방인재장학생 선발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1년

간 지급
▪학기당 100만원

지역인재장학금
-수석합격자(1명)
-차석합격자(1명)
-차차석합격자(3명)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석(수업료 70%)
-차석(수업료 50%)
-차차석(수업료 30%)

동문자녀장학금 본교 학부 졸업생의 자녀
입학 첫 학기,
후감면

▪입학금 면제

한남엘리트장학금

- 수시 한남대 입학전형 학생부 반영 등급이 2.5
미만인 자

- 정시 한남대 입학전형 수능 3개영역 등급이 2.5
미만인 자

입학 첫 학기,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25%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성적우수장학금

각 학부(과)별, 전공별 및 학년별 학생수의 12%내
에서 선발하며, 기 선발된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
한 재 선발은 하지 않음.
-학부(전공)학년 : 수석
-학부(전공)학년 : 차석
-학부(전공)학년 : 차차석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100%지급
▪수업료 50% 지급
▪수업료 30% 지급

가족우대장학금

부모, 형제, 자매가 본교에 2명 이상 학부에 재
학 중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
-1학년 2학기부터 장학 성적기준 적용
-등록 후 군 휴학한 경우에는 지급

매학기 홈페이
지공지(4월, 10
월)

▪학기당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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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드림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및 기타 경제사정
곤란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보람장학금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학기
당 130시간 이상을 봉사한 학생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지급

학기말
▪학기당 50만원
지급

면학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3급 이내)이며 성적이 우
수한 학생
-입학 후 2번째 학기부터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평점평균 3.70 이

상 ( 장애학생은

3.50이상) : 수업

료 40%

▪평점평균 3.50 이

상 3.70 미만(장애

학생은 3.0 이상

3.50 미만) : 수업

료 30%

목련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또는 타의 모범이 되거나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학기중 ▪70만원

복지장학금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
-대학별 재학생수에 의거 배정하여 추천받아 지급

학기중 ▪70만원

교육자 및 직계자

녀장학금

대전․ 충남 교육회 산하 교육자 및 자녀 중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학기당 일정 인원 선발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학기당 50만원

지급

교역자 및 직계자

녀 장학금

전국의 현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목사 및 그

자녀 중 성적우수자 순으로 학기당 일정 인원 선발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학기당 50만원

지급

학생임원장학금

①총학생회장

②총학생회 부회장, 각 단과대학생회장, 총동아리연

합회장, 취업대책위원장, 총대의원회의장, 실레스트

총무

③총학생회부장, 각 단과대부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총대의원회부의장, 총대의원회상임대의원,

각 학과학생회장

④각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부장 2명, 학생인재개

발처장이 추천하는 총동아리연합회 및 총대의원회

부장 각 2명

⑤전임 간부중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부회장은 임

기 후 2개 학기에 한하여 ‘①’, ‘②’에 준하여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전액 지급

▪수업료 70% 지급

▪수업료 50% 지급

▪100만원 지급

보훈장학금 ①국가유공자 자녀 : 8학기까지만 지급하며, 직전 학기초, 등록금 ▪등록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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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학기의 실점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②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성적 및 학기에 관
계없이 졸업시까지 지원
-보훈처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

선감면

북한이탈주민장학
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로 직전 학기의 실
점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통일부 교육지원 업무기준에 의거 지원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UN장학금

①21개 참전국(의료지원 5개국 포함) 출신 학생중
본교 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본교에 입학시 지급
②재학기간중 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취득학점

16학점 이상이면 외국인․재외국민장학금 지급기
준과 관계없이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장애도우미장학금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학습 활동 지원을 위
한 도우미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학기중 ▪일정액

학군단장학금

①ROTC대대장 후보생
②참모장교 후보생(인사, 정작, 군수, 정훈공보)과
중대장 후보생 2명
③전국단위 경쟁에 의해 선발된 여후보생

학기중
▪수업료 70% 지급
▪수업료 30% 지급
▪수업료 50% 지급

신문방송봉사장학
금

①신문사편집국장, 방송국장
②영자신문사국장, 교지편집실국장
③신문방송국 소속 부장 및 정기자 일정 인원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수업료 70% 지급
▪수업료 50% 지급
▪수업료 30% 지급

교내봉사장학금

교내 행정부서 및 대학사무실 등에서 봉사한 학생에
게 지급
-근무시간 : 주15시간, 주30시간
-상시 접수를 받아 부서별 교체자 발생시 선발 배정

근로후 매월말
지급

▪일정액

미천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과
추천에 의거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학기초 ▪일정액

학과 및 부서장학
금

학과 및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선
발된 자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특별장학금
총장 추천에 의거 선발된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

학기중 ▪일정액

해외봉사장학금
하계 해외봉사 및 동계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
하여 일정 인원 선발하여 참가자에게 지급

하계, 동계방학중 ▪일정액

해외유학장학금
국제교류팀 선발규정에 의해 선발된 자에게 지급
(교비유학장학금)

학기중
▪학기당 400만원
지급

중국위탁교육장학금 중국자매대학 위탁교육 파견 학생 대상 학기중
▪중국위탁교육비
전액 지급



․2015 한남대학교 요람236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발전기금기탁장학금
발전기금으로 모금된 장학금으로 학과에서 추천된
자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교류유학생장학금 국제교류팀에서 선발된 외국인유학생에게 지급 학기중 ▪일정액

군위탁생장학금 군위탁 편입생에게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일정액

본교 우수 학군단
직계자녀 장학금

본교 학군단장 및 부장자녀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지원
-학기당 장학 성적기준에 의거 지급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한남가족사랑장학금

①본교 교직원(전임교원 및 15년 이상 재직한 계약
직원 포함) 및 그의 직계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
②본교에서 10년 이상 봉직한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
망시 자녀가 입학할 경우 지원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지급

레인보우장학금 학생경력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레벨별로 차등 지급. 학기중
▪레벨별 20~150만
원 지급

한국어우수장학금

① 한국어공인시험은 교육과학기술부 직속 국립국
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S-TOPIK)에 한함.

② 공인성적은 신청학기 기준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함.

학기중
▪[별표 3] 장학금
지급 기준표에 따
라 지급

멘토교수장학금 멘토교수로 부터 지도를 받고 추천받은 자 학기중 ▪70만원

외국어특별장학금 외국어교육원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학기중
▪일정액

튜터장학금 학과에서 튜터로 추천된 자 학기중 ▪70만원

독서.문화장학금 독서.문화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일정 인원 선발 학기중
▪A : 70만원
▪B : 50만원
▪C : 30만원

성적향상장학금
직전학기 보다 성적이 2등급 이상으로 향상된 자 중

일정 인원 선발
학기중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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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외장학금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학술경진대회장학금 단과대학장 주최의 학술경진대회 입상 자 학기중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 70만원
▪장려상(2명) : 50만원

취업특별장학금 취업특별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학기중 ▪일정액

고시장학금

국가직 및 지방직 5급시험(외교관후보자시험 포함),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 제1차에

합격한 자

※ 평점평균 3.70 이상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 재학

중 등록금 전액 지급

학기초, 등록금
선감면

▪등록금 전액

해외취업장학금 졸업예정자로 해외취업이 확정된 자
해외취업이 확정
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내

▪일정액

장학금 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방법 지급액

정부지원 장학금

①장학금 명칭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사랑드림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
근로장학금 등
②지급기준 :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

학기중, 등록금
선감면

▪일정액

사설, 개인 및 기
타 기관 기탁장학
금

①장학금 명칭 : 농어촌희망재단장학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교수장학금, 직원장학금, 동문장학금, 계룡장
학재단 장학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키움
증권 금융장학금,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교목실 기탁장학금 등
②지급기준 :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학기중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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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한국어우수장학금 지급기준표

한국어능력시험(S-TOPIK) 학부 외국인 유학생

급수 등급 최초 지급액 중복 신청시

중급 4급 200,000원

고급
5급 500,000원 300,000원 추가

6급 1,000,000원 500,000원 추가

※ 다른학기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총 지급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며 같은 등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별표 4) 한국어우수장학금 지급기준표

한국어능력시험(S-TOPIK) 학부 외국인 유학생

급수 등급 최초 지급액 중복 신청시

중급 4급 200,000원

고급
5급 500,000원 300,000원 추가

6급 1,000,000원 500,000원 추가

※ 다른학기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총 지급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하며 같은 등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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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안내

■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면

-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평점평균 2.00 이상

-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학기는 예외

- 졸업직전학기는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1.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조건

■ 국가장학금 및 한남드림장학금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본

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 소득분위(0~8분위) 및 성적기준 충족시 소득분위

에 따라 국가장학금 차등 지급

․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

라 한남드림장학금을 차등 지급

■ 성적특대장학금

․입학시 선발되며 평점평균 3.70이상 되어야만 장학

금을 받을 수 있다.

․한남장학금(진리) : 등록금 전액지급, 도서비 학기당

2.000,000원 4년 지급

․한남장학금(자유) : 등록금 전액지급, 도서비 학기당

1,500,000원 2년 지급

․한남장학금(봉사) : 수업료 전액지급, 도서비 학기당

700,000원 1년 지급

․인돈장학금 : 등록금 전액지급, 도서비 학기당

1,000,000원 2년 지급

■ 성적우수장학금

학과 지급액 비고

수 석

차 석

차차석

등록금의 100%

등록금의 50%

등록금의 30%

학부(과),별,전공별,

학년별 학생수의

12%범위내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지급

․ 직전학기 성적 실점 70점 이상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

․ 직전학기 성적 실점 70점 이상

■ 문학, 미술우수자 장학금

․ 고교 재학중 본교 주최 전국고교대회 입상자로서

입학시 선발된 자

․ 재학중 평점평균 3.50이상을 계속유지시 지급

■ 체육특기자장학금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자

․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 2.50 이상

․ 재학중 대회 입상성적이 우수한 자로 소정의 심사

를 거쳐 졸업때까지 지급

■ 학군단장학금

․ ROTC 대대장 후보생, 참모장교 후보생, 중대장

후보생 및 여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학생임원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국장, 각 단과대 회장․부

회장, 학과 학생회장 등 각종 임원에게 지급한다.

■ 기타장학금

글로벌칼리지장학금, 외국인.장학금, 복지장학금, 목련

장학금, 보람장학금, 고시장학금, 한남가족사랑장학금,

교육(역)자 자녀 장학금, 가족우대장학금, 군부사관자녀

/환경미화원자녀/경찰관자녀/소방관자녀 장학금, 외국

어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장애도우미장학금, 신문방송

봉사장학금, 미천장학금, 해외봉사장학금, 글로벌인재육

성장학금, 한국어우수장학금, 멘토교수장학금, 튜터장학

금, 레인보우장학금, 중국위탁교육장학금, 교류유학생장

학금, 학과 및 부서장학금 등이 있다.

■ 교외장학금

교외장학생 선발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

정에 따라 추천, 선발하여 특별한 조건이 없이 추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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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경우 장학생 규정 의하여 선발된다.

장학기관 학생인재개발처

장학계

대 학 학 과

추천의뢰

학부(과) 회의를
통한선발

공 지

해당대학의
장학생추천

취업 및 부직

□ 추천서발급에관한규정

1983. 3. 1 제정

1986. 5. 6 개정

1998. 7. 1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취업 및 부직추천서

(이하 “추천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

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발급) 추천서는 요구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 3 조(발급기준) ①졸업생의 경우는 최종 2개년간의

성적(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게 총장 또는

학장 명의로 발급한다.

②재학생의 경우는 최종 3개 학기를 기준 하여 성

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총장 또는 학장 명의로

발급한다.

③성적(평점평균)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필요로 할 때는 총장 또는 학장의 판단

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 4 조(발급절차) 제3조 제1, 2, 3항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의 취업 및 부직 등을 위한 총장추천서 발급은

학생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에서, 학장추천서는 해

당 단과대학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발급

할 수 있다.

1. 추천서 발급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학생

인재개발처(혹은 단과대학)에 제출

2. 학생인재개발처 취업지원팀(혹은 단과대학)에서

는 학생인재개발처장(혹은 학장)의 전결로 총

(학)장의 명의로 추천서 발급

3. 제3조 제3항의 경우는 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제4 조 제1, 2호의 절차를 거쳐 발급

제 5 조(‘98.7.1 삭제)

제 6 조(‘98.7.1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취업 및 경력개발지원 안내

취업지원팀에서는 진로, 대학생활 설계, 경력개발,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 위치 : 법과대학 1층(우체국 옆)

1. 취업정보시스템 이용안내

한남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i-Portal 로그인

후 취업정보를 클릭하면 각종 취업뉴스, 채용속보, 취업

관련자료, 취업특강, 아르바이트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취업홈페이지(http://job.hnu.kr)를 통하여

취업지원팀 주관 프로그램 정보 및 온라인입사서류클리

닉, 모의면접기 신청, 온라인동영상강좌, 경력마일리지

시스템 등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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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nnam Career Navigation System 구축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든 경력사항을 마일리지(점수)화

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 경력종류 : 성적, 외국어, 전공자격증, 정보화능력,

봉사활동, 상담실적, 취업훈련, 해외연수, 인턴십,

공모전, 수상실적, 기타경력 등

• 경력점수 : 1,000점 만점(250점 가산점)

• 활 용 : 우수자에게 장학금 수여, 졸업인증제 및

멘토교수제와 연동 등

2) 진로(취업) 훈련・교육 사업안내

가. 리쿠르팅 노마드 :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 리쿠르팅에

도전하고 취업트렌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CAP+(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 직업탐색에서

면접․기술까지 청년층이 확고부동한 목표를 가지

고 자신감 있게 취업준비에 임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4～5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지원팀에서

별도로 모집하여 시행한다.

다. 캠프 : 취업준비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실질적

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시간/목표관리 캠프 운영

- 참가 대상자 : 1·2학년 40명

- 신청방법 : Hi-Portal에서 참가신청서를 업로드

한 후 신청

- 교육내용 : 열정과 성공리더십, 오리엔티어링,

용기 있는 리더십,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 관리와

자기관리, 등

• 성공 취업 캠프 운영

- 참가 대상자 : 3·4학년 40명

- 신청방법 : Hi-Portal에서 참가신청서를 업로드

한 후 신청

- 교육내용 : 심리검사해석, 의사결정법, 입사서류

작성법 및 콘테스트, 인사담당자특강, 면접특강 등

라.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 인․적성 검사 : 정확한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로 그 결과를 가지고, 능력 개발을 위한

Mind-map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1학년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를 상

담해 준다.

• 직무능력검사 : 고학년 학생들에게 직업선택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여

검 사 결과와 상담을 통하여 Research할 기업의

채 용시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입사

와 관 련한 정보를 취득케 하고 있다.

3) 취업 활동 지원 사업안내

가. Job-Fair & Festival : 기업 공채 시즌에 맞춰 저

학년에게는 현장 채용경험을 통하여 진로를 설정하

고 미래의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 기회를, 고학년

에게는 우수업체로의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현실에

직면한 취업에 대한 취업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한다.

• 참여기업 : 30여개 우수기업

• 실시기간 : 9월 중

• 주요내용

- 취업Festival : Contest,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등

- Job-Fair : 30여개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나. 커리어데이 : 취업지원 행정부서와 동일 간 내에

있는 Job Cafe 및 각 단과대학에서 재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학기에 Career

day를 지정, 각종 진로탐색프로그램, Spot이벤트, 직

업카드게임 등을 통해 취업지원팀의 홍보 및 취업의

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 행사진행 : 각 기수별 Job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주

도적으로 진행

• 일정 및 장소

- Job Cafe : 1일간 진행

- 각 단과대학 : 단과대학별 1일간 진행

다. 대학별 현장 실습 지원 : 취업특강 및 취업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우수학과

를 특별 지원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 취업특강

계획서 를 제출받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하며, 단 과대학 차원의 특강을 원칙으로 특강계

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라. 창업동아리 관리 지원 :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등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마. 취업동아리 운영 :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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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관별로 동아리를 구분하여 기존 동아리 평가/

재선정 및 신규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효율

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후원하고

있다.

바. 전문취업동아리 운영 : 3~4학년을 대상으로 기업

체 인사팀장 및 인사담당자를 동아리와 매칭시켜 직

무별 및 직종별로 맞춤 동아리 교육 운영을 하고 있

다.

•모집분야 : 금융/보험, 언론/방송, 마케팅/광고, IT

사. 외국어(영어) 우수 장학금 지급 : TOEIC 및

TOEFL 등 외국어시험 우수학생에게 타 장학금

수혜와 별도로 매 학기 초 해당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서 접수받아 지급하고 있다.

4) 취업교과목 운영 안내

가. BTC(Businessman Training Course):자신의 Vision

설정에 부합하는 Team-Work 훈련과 트랙활동 등

을 통하여 기업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학교

이론교육을 기반으로 기업실무에 접목하여 보다 수

월하게 현업에 적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8년에 개

설한 Business 훈련과정이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3~4학년)

• 교육기간 : 1학기(3월 말~6월 초)/2학기(9월 말~

12월 초) ※연 2회

• 교육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8:00~21:00

• 교육내용 : 생애설계와 비전형성, CEO특강, 진로탐색

과분석, 창조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효

과적인프레젠테이션(이론, 실기), 스피치

훈련, 인간경영기법, 성공학, 비즈니스매

너, 이미지메이킹등

나. 성공취업 사례연구(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 : 재학

생을 대상으로 온라쇼핑몰 창업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창업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실

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 수업내용: 창업시장 트렌드 이해, 쇼핑몰 창

업 프로세스, 창업아이템 선정방법, 웹 기술,

쇼핑 상품 사업 전략, 쇼핑몰 성공 및 실패요

인, 상품 촬영 테크닉, 옥션 상품등록 실습, 창

업 시 필요한 세법 및 오피스 능력, 쇼핑몰 홍

보전략 등

다. 여대생리더십아카데미(Leadership Academy for

Women) : 21세기 국제화로 가는 시대적 환경 변

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배양하여 능력과 지

성을 두루 겸비한 전문여성으로서 사회 도처에서 필

요로 하는 여성인재 및 지도자 역할을 주도할 선진

화된 인물을 양성, 배출하기 위하여 1992년 개설한

여학생 전문Business 훈련과정이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3~4학년)

• 교육기간 : 하계방학 중

• 교육시간 : 매주월~금요일 09:30~12:30

• 교육내용 : 직무능력검사, 관계형성 팀빌딩, 여성 주

요 채용 업종에 따른 취업 전략, 입사서

류작성법, 이미지메이킹, 파워프레젠테

이션, 면접전략, 기업탐방 등

라. 대학생 진로지도과정(CDP-C) : 직업관 형성 및 진

로 의사결정에서부터 취업준비 실무교육을 통해 진

로 선택 및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이

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전체)

• 교육기간 : 학기 중

• 교육시간 : 온라인 강좌/2분반

• 교육내용 :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의사결정, 진로계획, 오프라인 특강

등

마. 진로탐색과 능력개발 :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더불

어 취업준비와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

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생활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탐색과 경력

관리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성취하

게 하고 취업성공에 지름길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

생인재개발처에서 매학기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로탐

색과 능력개발(교양선택, 2학점 P/F) 교과목을 개

설․운영하고 있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1~2학년)

• 교육기간 : 학기 중

• 교육시간 : 매주금요일 / 2분반

(13:00~15:00, 15:00 ~ 17:00)

• 교육내용 : 자기분석, 업직종의 이해, 신문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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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희망 직무 분석, 커리어 로드맵

등

바. 취업전략 : 입사 서류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유형

별 면접전략,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 취업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으로 중견 기업체 CEO 및 인사담당자

초청 특강으로 이루어진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3~4)

• 교육기간 : 학기 중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2분반

(14:00 ~ 16:00, 16:00 ~ 18:00)

• 교육내용 : 중견기업의 이해와 취업 전략, 입사서류

작성법, 유형별 면접 전략, 기업별 분석

및 발표 등

사. 신문읽기와 경력개발 : 효과적인 신문읽기와 글쓰기

(기사)로 구분하여,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수업이 아

니라 정보의 보고인 신문을 스크랩하고 이를 통해 각

종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직접 기사를 써보는 글쓰기

까지 포함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신문 읽기와 글쓰

기를 통해 경력개발 및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대 상 : 본교 재학생(1~4)

• 교육기간 : 학기 중

• 교육시간 : 매주금요일 09:00 ~ 11:00

• 교육내용 : 신문 바로 알기, 신문 파헤치기, 신문 펼

보기, 신문 트렌드파악, 쉬운 경제기사의

세계, 신문과 취업 등

5) 인프라 구축 사업 안내

가. Job Cafe 운영

• 위치 : 법과대학 1층 우체국 옆 취업지원팀 내

• 구성 : 구인 구직정보 검색실, 취업정보 책자, 신

문 등 열람실, 취업관련 영상물 DVD실,

모의 면접실 등

나. 취업정보열람실 운영 : 기관정보 및 기업채용정보

Research 작업을 위한 PC와 신문, 사보, 잡지, 시

청각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자료를 비치하여 학생들

이 용이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인재개

발처 취업지원팀 내에 상담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운

영하고 있다.

다. 관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실 설치 :CAP+, CDP-C

프로그램 진행 및취업동아리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다.

6) 기타 프로그램 안내

가. 모의면접기 운영 : 면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면접과 유사한 모의면접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

로 학생들이 면접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구축장소 : 취업훈련실A

• 구축목적

- 면접과정을 녹화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가진

단 가능

- 단체면접 영상촬영 시스템 제공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집단 면접 지원

- 취업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사용 예약 가능

- 취업교과목에서 과제 및 면접훈련 등으로 활용

나. 잡매칭프로그램 운영 :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전문기관 컨설턴트의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우고 구인기업과의 잡

매칭을 통해 성공취업으로 이끌고 있다.

• 대 상 :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 미취업자

• 운영방법

-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역량 및 구직현황 분석

- 대상자의 취업교육(입사서류, 면접클리닉)

- 구인기업과의 잡매칭

다. 취업정보망 운영(Hi-Portal ➡ 취업정보) : 각종 채

용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

으며,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및 아르바이트 신청을

접수받아 해당 기관에 추천하고 있다.

라. 취업상담 : 재학시절 자신의 명쾌한 진로설정을 토

대로 체계적인 준비와 본인적성의 맞춤식 직종과 업

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관․기

업 인사담당자, 재직동문 선배 및 취업전문기관 등

과의 연결망을 기초하여 개인별, 집단별 상담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기업 및

채용정보, 입사서류 및 면접 Clinic 등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마. E-mail 및 SMS Service : 상담, 훈련, 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이 원하는 취업 희망분야를 신청 받아

단계별 취업 준비요령 습득, 기업정보, 채용정보, 각

종 공지사항 등을 학생들에게 개인 E-mail 또는

SMS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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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사서류 및 면접 Clinic : 취업에 기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본인이 희망하는 기

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입사서류와 면접절차

및 요령 등을 Clinic 해주고 있다.

사. 공개 모의면접 : 기업체 인사담당관이 직접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면접요령

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 멘토링 System :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활동과 개별 희망진로에 따른 정보

와 취업성공을 위한 준비 요령 등을 기업 인사담

당자, 헤드헌터, 재직동문들이 개인별 성향과 특성

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로 취업지원팀 상담을 통하여 연계시켜 주는 활동

이다.

자. Campus Recruiting 및 기업설명회 : 채용계획이 있

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초빙하여 기업에 대한 올

바른 정보와 사전 면접을 실시하여 유능한 학생들

의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봉 사 활 동

한남대학교의 창학이념과 시대적 요청, 그리고 교육이

념과 복지이념을 토대로 한 전인적 인간교육을 실현하

기 위하여 봉사활동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1. 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 이수구분 : 교양선택

● 학수번호 : 15904(봉사활동Ⅰ), 15905(봉사활동Ⅱ),

18784 (봉사활동Ⅲ)

● 학 점 : 교양선택 1학점(1학기에 1학점, 3회까

지 가능)

● 평가자료 : 봉사활동결과보고서, 봉사활동일지, 소

감문, 평가서 등

● 평가방법 : 1차평가 - 봉사기관(평가양식에 따라

평가)

2차평가 - 위원회 및 지도교수

● 관 리 : ① 이수자는 졸업학점에 반영됨

②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재학중 봉사

활동 자)

● 수강신청 방법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중에 다음

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하이포털에서 수강신청용 봉사기관을 열람한 후, 본

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한다.

2) 봉사기관을 한번 선택하면 취소가 불가능함으로 신

중하게 한다.

3) 봉사기간을 잘못 선택한 학생은 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4) 봉사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마친 학생은 학교 및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5) 기본 교육은 신청자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기 이수

한 학생들도 참여한다.

6) 봉사활동은 학기당 32시간(기본교육 포함) 이상을 해

야 한다.

2. 졸업인증제 실시

2005학년 입학생부터는 재학 중 의무적으로 72시간 이

상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생 해외유학제도

□ 해외교류유학생 규정

1988. 6. 16 제정 1998. 9. 1 개정

2002. 3. 1 개정 2003. 10. 17 개정

2007. 10. 23 개정 2009. 2. 17 개정

2011. 5. 11 개정 2014. 7. 15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본

교”라 한다)와 교류협정을 맺은 해외자

매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교류유학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지원자격) 자매대학에 교류유학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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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본교 2학기부터 6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자격

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2003.10.17., 

2014.7.15)

2. 수료한 총 학기 평점이 3.0이상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

생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5. 외국어공인성적 취득 학생 (개정 2011. 

5. 11)

제 3 조(등록) 유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

에 소정의 등록금과 기타 납부금을 본교  

 경리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규학

기 중 마지막 학기를 초과하여 유학하는 

학생은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에 의거

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

간 내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제적처리한다. 개정(2007.10.23., 2014.7.15)

제 4 조(장학금) 해외교류학생은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재학생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신설

(2014.7.15.)

제 5 조(유학기간) 해외자매대학에서의 유학

기간은 파견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위 

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제적 처리한

다.

제 6 조(선발 및 파견시기) ①교류유학생 선

발시험은 매년 2학기 초에 실시한다. 다

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로 실시 할 수 있다. 개정(2003.10.17., 

2011.5.11, 2014.7.15)

   ②선발된 유학생은 해당대학의 학사일정

에 맞춰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 3.1, 2011.5.11)

제 7 조(교류유학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유학생은 해외자매대학에서 한 학기 최  

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및 부전공이 

아닌 과목은 본교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유학생은 교류학생 과목이수계획서(별

첨1)를 학과(부)장 및 대외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7.15.)

제 8 조(과목인정절차) ①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과목인정은 자매

대  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에 의거한

다.

②교류유학 중에 취득한 과목을 인정받고

자 하는 자는 귀국 즉시 국제교류팀에 

귀국사실을 알리고 성적표를 받아 교류

학생 대체과목인정 신청서(별첨2)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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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에 제출한다. 대체과목인정 신청

서는 자매대학 학기 종료 후 60일 이내

에 제출해야한다.개정(2002.3.1, 2011.5.11)

   ③소속학과(부)에서는 학과(전공)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과목을 선정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에게 대

체과목인정서(별첨3)를 제출한다

   ④교무연구처는 결과를 대외협력처(국제교

류팀)에 통보한다. 

제 9 조(과목인정원칙) ①교과목 명칭과 동

일한 것을 우선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②교과목 대체는 전필, 전선, 교필, 교선순

으로 대체한다.

③동일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과목순

으로 대체한다.

④유사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교양선택과

목 중에서 선택하여 대체한다.

⑤대체후 인정받지 못한 학점이 있을 경

우에는 해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교의 대체과목 학점

에 맞게 조정하여 인정하되, 성적이 상이

한 경우 낮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⑥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언어연수과목 

은 전필, 전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 신설

(2011.5.11)

제 10 조(학점인정 및 성적평가) ①학점인정

은 연간 35학점의 범위내에서 한남대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5.)

②교류학생의 성적평가는 파견국가에 관

계없이 Pass / Fail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09.2.17, 2014.7.15)

③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대체과목

인정서 접수 후 교무연구처에서 교류학생 

성적 인정기준(내규)에 의해 산정한다. 개

정(2011.5.11., 2014.7.15)

 ④'교류학생 학점인정에 대한 성적취득기

준’에 해당하는 대학이 없는 경우는 본

교 성적인정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처리한다. 신설(2009.2.17.), 개정

(2014.7.15)

  1. 기준 실점이 70점 이상은 Pass

  2. 기준 실점이 70점 미만은 Fail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6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해외자매대

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학

과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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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7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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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학생 학점인정에 대한 성적취득기준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해진 실점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Pass로 인정됨.

본교 학점인정 관련 자매대학 성적표기
비고

실점/만점 등급/만점

중
국
어
권

영
어
권

70점 이상 : 100점 C-이상 : A 또는 A+
필리핀 De La Salle University

: 2.0 이상/4.0 만점

일
본 70점 이상 : 100점

B 이상 : S 또는 AA Nanzan University

: B- 이상/A+ 만점良 이상 : 優



Ⅲ. 학생생활․249

(서식 1)

파견교류학생 과목 이수계획서

소속대학및학과(부)           대학                    학과(부)        학년

학            번 성명

자 매  대 학 명

해 외 유 학 기 간

자  매  대  학  과  목  이  수  계  획  서

교  과  목  명 학  점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학년도  제      학기

학  점  계 학  점  계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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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파견교류학생 대체과목 신청서

소 속 대 학 및 학 

부(과)
         대  학                 전공(학과)            학년

학               번 성  명

자  매  대  학  명

해  외  유 학 기 간

대  체  과  목  신  청  내  용

자 매 대 학  이 수 과 목 본  교  대  체  인  정  과  목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학년도    제   학기

         학년도    제   학기

학     점     계 학     점     계

 기  타: 

 * 본교 대체인정과목란의 성적은 학사관리팀에서 기입하므로 기입하지 마세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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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파견교류학생 대체과목 인정서

소 속 대 학 및 학 

부(과)
        대  학              전공(학과)              학 년

학               번 성  명

자  매  대  학  명

해  외  유 학 기 간

대  체  과  목   인  정  내  용

자 매 대 학  이 수 과 목 본  교  대  체  인  정  과  목

교 과 목 명 학 점 성 적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성 적

        학년도    제 1 학기

       학년도    제 2 학기

학     점     계 학     점     계

* 본교 대체인정과목란의 성적은 학사관리팀에서 기입하므로 기입하지 마세요.

첨부 : 1. 학과(부)교수 회의록 1부

2. 자매대학 성적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대  학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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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유학생선발규정

 

1986. 5. 27 제정 1989. 9. 1 개정

2001. 3. 1 개정 2005. 12. 19 개정

2011. 5. 11 개정 2014. 7. 15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본

교”라 한다) 학생의 교비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비유학생 선발기준) 교비유학생은 

외국에 교비유학을 원하는 본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개정 2011. 

5. 11)

 2. 수료한 총 학기 평점이 3.0이상인 자 

(개정 2011. 5. 11)

3. 년 10명 이내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비유학시험에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제 3 조(유학기간) 교비유학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장학금) ①교비유학생으로 선발된 학

생이 해당대학에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05. 

12.19)(개정 2011. 5. 11)

②제1항에 의하여 해외에 유학하여 해

당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할 시 2년차 

첫 학기 등록 후 2차분을 지급한다. 

단, 학위과정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전

체 유학기간을 고려하여 동년에 2차분

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19)

(개정 2011. 5. 11)

  ③유학생은 학업계획서, 학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장학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1. 5. 11)

제 5 조(유학시험) ①교비유학을 원하는 학생

은 본교 국제교류팀에서 시행하는 소정

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개

정 2011. 5. 11)

②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공인성적 (개정 2011. 5. 11)

2. 적·인성 검사 (신설 2014. 7. 15 )

 3. 면접 (개정 2011. 5. 11)

 

제 6 조(선발시기) 교비유학생은 10월 중에 

정기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개정 2011. 5. 11)

제 7 조(유학시험 합격 중 유효기간) 본교에

서 시행한 교비유학시험에 합격한 학생

은 본교 4년 졸업 후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대학에 유학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 경과한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과 졸업 후 군

입대 전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준수사항) 교비유학생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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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유학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학생의 졸업후 취업은 본교에서 보장

하지 않는다.

4. 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보고

서를 대외협력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 1985년

도 교비유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이 규정  

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5년에 선발된 교비

유학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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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원서

성명 성별 학과 학년 생년월일
유학코자

하는 국가

응시코자

하는과목

현주소(주민등록상)

본              적

첨부 : 학과장 추천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상기 본인은 국제교류팀에서 실시하는 교비유학생선발시험에 응시를 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외협력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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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합 격 통 지 서

번호 : 

20   연도

교비유학생 선발 시험 유효기간 : 20    .     . ∼ 20    .    .

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유학대상국
성           적

필기시험 전공(논문) 면  접 평  균

귀하는 19 연도 제   회 교비유학생 선발시험에 위와 같이 합격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교부자인

대 외 협 력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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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교 비 유 학 생 계 약 서

“갑”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을”

     위 당사자간의 학교측을 “갑”이라 칭하고 유학생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건에 따라 

유학파견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갑"은 ”을“의 해외유학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외유학 시험     및 기타 

유학 및 여행결격 사항)

제2조 “을”은 출국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

다.

제3조 장학금 200만원은 여권비자 및 비행기 티켓이 나온 후 출국시에 지급하며 유학 일     년 후 해당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할 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해당대학에서      계속  유학하지 않을 시 장

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3학년 학생은 졸업 후에 유학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을”이 유학을 마친 후의 취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을”은 본교 4년 졸업 후 1년 이내에 해당대학에 유학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할 경

우엔 유학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위 당사자 간의 계약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쌍방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전시 동구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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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유학제도에 관한 규정

2005. 12. 19 제정, 2007. 9. 1 개정, 2008.10. 9 개정,

2010. 9. 28 개정, 2011. 5. 11 개정 2014. 7. 15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재학생이 재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의 유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서 해외유학을 장려하고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1.5.11)

제 2 조 (인정유학의 종류) 이 규정은 교류유학(Student Exchange Program ; SEP), 추천유학(Recommended Study 

Program ; RSP), 자비유학(Overseas Credit Program ; OCP), 단기어학연수유학(Short Term 

Language Training Program ; STP), 중국위탁교육유학(Study China Program ; SCP), 공동학위유학

(Joint Degree Program ; JDP), 그리고 복수학위유학(Dual Degree Program ; DDP)으로 구분한

다. 개정(2008.10.9, 2014.7.15)

제 3 조 (정의) 이 규정이 정한 인정유학의 종류별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교류유학(Student Exchange Program;SEP)이라 함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양 대학

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의 학생을 파견함을 의미한다. 개정(2008.10.9, 2011.5.11, 

2014.7.15)

   ②추천유학(Recommended Study Program;RSP)이라 함은 대학이 정한 6개월 또는 1년 과정 이하

로 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에서 유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비유학(Overseas Credit Program;

OCP)이라 함은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대학에서 자비로 6개월 또는 1년 과정을 유

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1.5.11., 2014.7.15)

③자비유학(Overseas Credit Program;OCP)이라 함은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대학에

서 자비로 6개월 또는 1년 이하의 과정을 유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2014.7.15.) 

   ④단기어학연수유학(Short Term Language Training Program ; STP)이라 함은 대학이 하

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에 진행하는 최저 2주 이상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단기어학연수를 의미 한다. 개정(2007.9.1., 2011.5.11, 2014.7.15)

   ⑤중국위탁교육유학(Study China  Program ; SCP)이라 함은 대학이 중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1

년 과정(3+1)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2011.5.11, 2014.7.15)

   ⑥공동학위유학(Joint Degree Program; JDP) 이라 함은 대학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해 양 대학

이 협의한 특정 전공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개의 공동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1.5.11, 2014.7.15)

   ➆복수학위유학(Dual Degree Program; DDP) 이라 함은 대학이 외국대학과의 협정을 통해 양 대학

이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양 대학에서 각각 해당 전공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

미한다. 개정(2011.5.11,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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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등록의무) 이 규정이 정한 인정유학은 해당 유학기간 중에 본 대학에서 정한 등록금과 지원하

는 상대 외국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유학별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07.9.1)

제 5 조 (지원자격) 인정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하“지원자”라 한다.)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인정유학 

종류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정유학 종류별 지원 자격]

(개정 2008.10.9)(개정 2011.5.11)

제 6 조 (인정유학 종류별 등록의무, 제한, 유학기간, 인정학점 범위와 지원)

   ① 인정유학의 종류별 유학기간과 학점인정은 아래와 같다.

   ② 인정유학은 복수 지원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단기어학연수는 예외로 하며, 교류유학, 추천유학, 

복수학위, 위탁교육프로그램간의 복수 참가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

다.(개정 2010. 9. 28)

[인정유학 종류별 등록의무, 제한, 유학기간, 인정학점범위](개정 2008.10.9)(개정 2011.5.11)

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자격

1. 교류유학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의 제한사항은 유학 종류별 별도로 정한다.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외국어공인성적 소지자
2. 추천유학, 자비유학 -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
3. 위탁교육유학 -1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

4. 공동학위유학 -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관련 외국대학 기준 및 소속 학과의 요구자격 소지자

5. 복수학위유학 -관련 외국대학 기준에 부합하는자

6. 단기어학연수유학 -1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친 자

구분  공통사항 제한 유학기간 학점인정
1. 교류유학 해당 유학기간 중 본교의 등록의무를 1회 6개월/1년 총3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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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인정유학 대학의 범위 및 인정유학 지원시기) ① 외국 인정유학 대학의 범위는 본교와 학생교

류 협정을 맺은 해외자매대학으로 한다. 단,‘자비유학’과‘단기어학연수유학’의 경우는 예외로 한

다. 개정(2011.5.11) 

   ② 인정유학의 지원 시기는 인정유학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1)

제 8 조 (등록 및 재학의 의무) ①인정유학 중인 학생은 해당 인정유학기간 중에 본교의 제반 등록절차

에 따라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개정(2011.5.11) 

   ② 휴학한 후 인정유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등록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2011.5.11) 

제 9 조 (선발기준 및 절차) 선발기준과 절차는 국제협력위원회가 인정유학 종류별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2011.5.11) 

제 10 조 (지원서류) 지원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전공지도교수)을 경

유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5.11., 2014.7.15.) 

                           <인정유학 종류별 구비서류 목록>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세부

1. 교류유학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최근 2년 이내)

2. 추천유학 -소속학과장 추천서

3. 자비유학

-해당대학 입학허가서

-소속학과장 추천서

-왕복 항공권 사본

4. 공동학위,

  복수학위
-해당 외국대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제 11 조 (교과목의 표기방법) 인정유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유학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기준

으로 하며 인정유학 종류별 교과목 인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5.11) 

2. 추천유학,    자비유학 이행하여야 함. 없음 6개월/1년 총24학점
3. 위탁교육유학 1회 6개월/1년 총24학점
4. 공동학위유학  양 대학이 정한 바에 따름 협의 양 대학이 정함 양 대학이 정함5. 복수학위유학
6. 단기어학연수유학 2회 2주이상~5주 3학점(총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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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류유학, 추천유학, 자비유학의 교과목 인정은 해외교류유학 규정 제7조(과목인정절차)에 따

른다. 개정(2008.10.9)

2. 단기어학연수유학은 언어권 구분 없이 “해외어학연수(3-3-0) Ⅰ, Ⅱ”라는 교과목명칭과 

성적을 표기한다.

3. 위탁교육유학, 공동학위유학, 복수학위유학은 양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12 조 (성적대체시 이수 구분) ① 인정유학대학의 취득성적 대체시 교류유학, 추천유학, 자비유학의 

경우, 본교는 그 이수구분에 있어서 전필, 전선, 교필, 교선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 학과

(부)를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8.10.9., 2011.5.11., 2014.7.15)

   ② 교직과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한다. 신설(2007.9.1.), 개정(2014.7.15.)

제 13 조 (인정유학대학의 성적절차) ① 교류유학, 추천유학, 자비유학의 성적인정은 해외교류유학생 규

정 제7조(과목인정절차)에 따른다. 개정(2008.10.9)

1. 삭제(2007.9.1)

2. 삭제(2007.9.1)

3. 삭제(2007.9.1)

4. 삭제(2007.9.1)

5. 삭제(2007.9.1)

② 삭제(2007.9.1)

③ 삭제(2007.9.1)

④ 위탁교육유학, 공동학위유학, 복수학위유학의 성적인정은 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9.1)

⑤ 삭제(2007.9.1)

제 14 조 (장학금 등 지원) 해외 인정유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성적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8.10.9)

제 15 조 (교류협약) ① 인정유학대학과 상호 수학허가나 등록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약이 

체결되면 그 교류협약이 이 규정에 우선한다.

   ② 삭제(2007.9.1)

제 16 조(준수의무)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획된 학업의 성취를 위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다.

2. 학교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언행을 금한다.

제 17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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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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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매대학 현황
본교 국제교류팀에서는 학문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중국, 호주, 터키 등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교수교류, 학생교류, 학술정보교류 그리고 각종 유학 및

연수, 견학의 길을 넓히고 있다.

▶ 자매대학 현황

구분 자매대학 국가별 현황

국
가
명

호
주

캐
나
다

중
국

이
디
오
피
아

프
랑
스

독
일

에
콰
도
르

인
도
네
시
아

일
본

모
로
코

뉴
질
랜
드

필
리
핀

푸
에
르
토
리
코

러
시
아

포
르
투
갈

대
만

태
국

인
도

우
크
라
이
나

미
국

케
냐

소
계

자매
대학
수

3 3 37 1 1 1 1 4 13 1 1 24 1 1 1 4 2 4 1 34 1 139

구분 외국대학 국가별 현황

국
가
명

우
간
다

영
국
베
트
남

사
우
디
아
라
비
아

키
르
키
즈
스
탄

캄
보
디
아

싱
가
폴

우
즈
베
키
스
탄

몽
골

방
글
라
데
시

체
코
칠
레
브
라
질

콜
롬
비
아

크
스
타
리
카

페
루

말
레
이
시
아

루
마
니
아

스
웨
덴

카
자
흐
스
탄

터
키

소
계

합
계

자매
대학
수

1 2 4 1 2 1 1 1 5 1 1 1 1 2 1 1 2 1 1 1 1 3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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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현재>

언어권
외국어

공인시험 종류

응시자격격 선발전형(100점) 최종 선발자

교류 교비 평점평균 적․인성 외국어능력 평점평균 교류 교비

영어권
TOEFL IBT 78 이상 83 이상

00 0
GRE - 1200 이상

일어권
JPT 700 이상 800 이상

00 0
NJLPT N2 이상 N1

중화권 新HSK 4급(구3급) 5급(구8급) 3.0 이상 25 50 25 00 0

독어권 Goethe Institut N/A Start
Deutsch 1 N/A 0

불어권 DELF N/A DELF A2 N/A 0

교류시험의 경우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별도의 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 교비․교류유학생 제도
▶ 시험제도 개정내용

○ 지원자격제한(공인 외국어 시험 특정 점수나 급수 이상인자로 함)

○ 2012학년도 교비 및 교류 유학시험제도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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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교비 및 교류 유학시험

구분 교류유학생 교비유학생

응
시
자
격

공통
사항

① 직전학기까지 총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학칙에 의거 징계 받지 않은 자

언어
능력

영어권  TOEFL IBT 78  이상 영어권
TOEFL IBT 83이상

GRE 1200 이상

일어권
JPT 700 이상

일어권
J..P.T. 800 이상

NJLPT N2 이상 NJLPT N1
중화권 新HSK 4급(구 3급) 중화권 新H.S.K. 5급(구 8급)

독어권 Goethe Institut N/A 독어권 Goethe Institut Start
Deutsch 1

불어권 DELF N/A 불어권 DELF DELF A2
학년
제한    ① 본교 1,2,3 학년에 재학 중인 자   ① 본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인정
기간 상기의 외국어공인능력시험 인증서는 시험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구비
서류

   ① 응시원서 (사진 3매) 1부
   ② 재학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자기소개서 ⑤ 이력서
   ⑥ 외국어공인능력시험 인증서 사본1부(원본 지참할 것)

전형
방법

￭접수기간 : 
￭시험일자 : 10월 중 각 언어권별로 실시(개별통보)

선발전형(100점)
적․인성 외국어능력 (공인시험점수) 학부성적(평점평균)

25 50 25
선발
인원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독어권 불어권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유학
기간 1년 / 6개월 석사과정 2년

유학
시기

영
어
권

- 미 국 : 매년 8월 - 익년 7월
- 필리핀 : 매년 5월 - 익년 2월
- 호 주 : 매년 7월 - 익년 6월

일본
어권

- 일 본 : 매년 4월 - 익년 2월
- 난잔대 : 매년 8월 - 익년 7월

중국
어권

- 중 국 : 매년 2월 - 익년 1월
- 연변대 : 매년 2월-7월, 8월-익년1월

등록
및
혜택

① 유학대학에서의 학비등록은 면제한다.
   (단, 추천유학생은 제외한다.)
② 유학대학에서의 취득학점은 년간 35학점
   까지 인정한다.

① 교비장학증서를 발행한다.
② 1년에 4백만원씩 2년간 총8백만원 교비
   비장학금을 지급한다.

의무
사항

① 유학기간중의본교학비등록은필하여야한다.
② 유학과정, 혹은 유학종료 후 본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학점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
다.
③ 정해진 유학기간(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
으며 불이행시 즉시 제적처리한다.
④ 본교에서의 8학기 등록의무를 필하여야 한
다.

① 본교졸업후, 1년 6개월이내에외국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군복무기간 제외)
②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진학한 경우,
   -외국대학 재학증명서 1통
   -외국대학 등록금납입증명서 1통
   -본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교비장학증서 사본 1부
    를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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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센터에서는 한남인의 정신건강을 돕고 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심

리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성격, 진로, 친구, 학업,

이성, 가족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

한다.

1. 개인상담

■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 진로에 대해 갈등이 있을 때

■ 가족관계로 마음이 힘들 때

■ 성격을 알고 싶고 변화하고 싶을 때

■ 성문제 및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2. 집단상담

신뢰롭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전문 상담자와 집단

동료들의 도움으로 깊숙한 속마음을 나누는 소집단 모

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의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를 체험함으로써 바람직

한 인간 관계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성장 프로그램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커플관계 증진 프로그램
나를 알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알고, 서로의 관계에 도

움이 되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켜 행복한 이성 관계

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진로탐색 프로그램
여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능력에 맞는 적성 분

야를 찾아가며, 진로 결정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한다.

● 참살이 프로그램

요가 및 명상기법을 토대로 학생의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도모한다.

● 자기표현력 증진 프로그램
움직임과 표현예술을 통하여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을 알아차리게 한다.

● 음악힐링 프로그램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힐링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

차리고, 자아를 찾는다.

●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다양한 스트레스를 집단 상담을 통해 감소시키고, 몸과 마

음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3. 심리검사

자신의 성격과 정서, 적성, 흥미,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자신감 있는 결정과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I-PORTAL에서

검사가능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 MBTI(30분소요)

선척적인 선호경향을 알고 개인의 관심, 흥미, 가치관을

알 수 있다.

○ 성격진단검사(40분소요)
개인의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 등을 알

아보는 검사이다.

○ 적성탐색검사(40분소요)

직업적 흥미를 알아봄으로써 장래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 자아개념검사(40분소요)
개인의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가정적, 사회적 자아 등

을 알아볼 수 있다.

○ 에니어그램검사(40분 소요)

타고난 기질적 성격유형이해로 자신을 이해해보는 검사

이다.

○ 기타검사

4. 성상담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전

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사건의 접수를 받아

<한남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학생상담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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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사건을 조사․처리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의료적 지원기관 연계

활동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및 심리상담

○ 가해자 처벌 및 성인지 향상 교육 제공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방문교육실시)

5. 초청강연

건강하고 만족스런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

는 다양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최한다.

6. 연구 및 출판활동

대학생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 및 연구지 발간, 신입생

실태조사,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

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7. 학생상담센터 이용방법

■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별 시간표는 학기마다 다름

(매학기초 3월, 9월에 시간표 공지 및접수받음)

․집단상담 프로그램별로 1주당 2시간씩 총 10주(20

시간)간 이루어짐

■ 학생상담센터 이용방법

․이용시간 :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신청방법 : 방문신청, HI-PORTAL 온라인 신청

전화신청 042)629-7731,7732

성상담실 042)629-7333

․위치 : 학생회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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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은 대학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담당

하고 있다. 현 건물은 총 2,398평 규모로 1999년 12월에

개관하였고, 도서관과 대학의 하이포털(학사/행정)과

CNS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시스템개발/운영팀이 함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761,500권의 단행본, 참고도서, 멀티미디

어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인쇄저널 뿐만 아니라 전

자저널도 상당수 구독 중에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내의

자료열람석 이외에도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914석의 중앙열람실을 별도의 건물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 단과대학에도 자유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1층은 IT(Information Technology)Zone으로 멀티미디

어자료, 각종 시청각자료, 인터넷 및 각종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국제문화자료실이 있다. 이러한 제반기능

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와 관내 모든 자

료에 대한 통합 대출/반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

앙 대출/반납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2층에서 4층까지는 연속간행물영역, 인문과학자료영역,

기독교자료영역, 사회과학자료영역, 과학/기술/예술자료

영역, 법학자료실 등의 주제 분야별 자료실이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학술정보서비스(문헌자료, 멀티미디

어매체 열람서비스, 국내외 학술정보검색시스템 및 원문

제공서비스), CNS 관리운영서비스(캠퍼스네트워크에 관

한 관리, 운영 및 상담업무), 종합정보시스템운영(학사/

행정, 하이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대덕밸리 캠퍼스 교직원 및 재학생을 위한 대덕

밸리 학술정보실 및 56주년 기념관내 전자열람실을 운영

하고 있다.

■ 중앙도서관 운영시간

요 일 학 기 중 방 학 중 분 관

평 일 09:00～22:00 09:00～17:00 좌동

토요일 09:00～13:00 09:00～13:00 휴무

휴관일
일요일, 국경일,
개교기념일

특별한 경우, 중앙도서관장
이 휴관을 정할 수 있음.

■ 중앙도서관 자료 배치도

층별배치도 자료내용

4층
법학자료실 법학도서 전반

고 서 실 고서 한적본

3층

사회과학자료영역
일반전집, 서지학, 도서관학, 일반상
식, 통계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복지
학, 교육학, 무역학, 민속학

과학/기술/
예술자료영역

응용S/W,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
학, 생물학, 의학, 공학, 가정학, 경영
학, 회계학, 화학공학, 건축공학, 건축
학, 조각, 회화, 사진, 음악, 체육

2층
연속간행물 최신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일간신문

기독교자료영역 기독교자료, 기타종교

인문과학자료영역 철학, 어학, 문학, 역사, 지리

1층

대출/반납서비스
데스크

대출, 반납, 특별열람증 발급

멀티미디어
열람영역

DVD, CD-ROM, Foreign Language
PC, 스캔, 노트북

디지털 스터디룸 인터넷 강의학습
그룹 스터디룸 소그룹의 토의실
정보화교육실 정보화교육, 인터넷 정보열람
국제문화자료실 각국의정치, 문화, 역사, 교육자료
한남교양도서코너 한남 교양 100선선정도서

지하1층 보존서고 상층 단행본 국외서

지하2층 보존서고 하층 참고도서( ～1994년까지)
연속간행물 제본도서

■ 56주년기념관 전자열람실

C동
2층~4층

전자열람실 PC, 멀티미디어기자재및스터디룸
중앙열람실 제1~3열람실, 개인사물함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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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캠퍼스 분관

■ 층별 주요서비스

1. 1F : IT(Information Technology) 영역

●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
∙정보화교육시설 운영 및 관리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부대장비의 대여 서비스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정보화교육 신청 접수
∙인터넷 열람영역, 멀티미디어열람영역, 정보화교육실,
디지털스터디룸, 그룹스터디룸, 국제문화자료실, 한
남교양도서코너 유지․관리

∙장애인 학술정보관 이용 상담 전담 서비스

● 대출/반납서비스데스크
∙소장자료의 대출/반납/예약/연장/딸림자료
∙자료분실 및 훼손도서 신고
∙중앙열람실 365일 24시간 무인 자동반납기 운영
∙중앙도서관 1층 무인 자동대출기 운영
∙중앙도서관 지역사회 개방 업무(특별열람증 발급)
∙대전지역 7개 협약 대학교 도서관 자료대출 및 시설

이용(자료공동이용신청서 발급)
∙휴학/복학/수료생 반납업무

● 인터넷열람영역
∙각종 인터넷 정보의 열람
∙온라인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의 열람
∙각종 워드 등을 활용한 과제 수행
∙국회도서관 원문 열람

∙네트워크 프린터 운영 : 인터넷열람영역, 디지털스터

디룸, 정보화교육실, 멀티미디어열람영역 등 전체영역

에서 출력 가능

● 멀티미디어열람영역
∙DVD, CD-ROM 등 멀티미디어의 활용
∙Foreign Language PC, 노트북, 스캔 Zone
∙Video Tape, 음반 등 자료의 활용
∙마이크로자료의 열람 및 출력
● 국제문화자료실
- 각국의 정치, 문화, 역사, 교육 자료
- 책자자료 및 DVD 열람가능
- 교내 및 외부 이용자 열람 가능
- PC, 빔 프로젝터 시청 가능

대덕밸리
캠퍼스 학술정보실 나노생명과학 관련자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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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교육실
∙학술정보처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
∙이용자들의 그룹별 교육신청에 의한 교육에 활용
● 디지털스터디룸(Digital Study Room)
∙멀티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개인 학습실
∙동영상 강의, 인터넷 강의, 가상강좌, e-book등 이용

2. 2F : 연속간행물·인문과학·기독교자료영역

● 연속간행물영역 :

∙최신 교양 및 국내외 학술지의 열람

∙전자저널/웹DB 제공 서비스

∙석/박사 학위논문의 열람

∙각종 일간, 주제신문 및 일반 서지류 열람

● 그룹스터디룸(Group Study Room)
∙소그룹의토의, 과제, 학습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

간

● 인문과학・기독교자료영역
∙주제범주: 철학, 어학, 문학, 역사, 지리, 기독교, 기타

종교 단행본 및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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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F : 사회과학·과학/기술/예술자료영역

● 사회과학자료영역

∙주제범주 : 서지학, 도서관학, 일반상식, 저널리즘, 통

계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무

역학, 민속학 등

4. 4F : 기독교자료영역/ 행정지원영역

● 과학/기술/예술자료영역

∙주제범주 : 응용S/W,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

구과학, 고생물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의학, 공

학, 농학, 가정학, 경영학, 회계학, 화학공학, 제조공

학, 건축공학, 조경학, 건축학, 조각, 응용미술, 회화,

그래픽아트, 인쇄술, 사진, 음악, 체육 등



Ⅲ. 학생생활․271

● 법학자료실 :

∙주제범주: 법철학, 법과 사회, 법령집, 판례집, 국제

법,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법, 사법제도, 소송

법, 법제사, 외국법 등

5. B1 : 보존서고영역(국외서 단행본)

6. B2 : 보존서고영역(참고도서 Old Book, 제본잡지)

● 고 서 실 : 고서 한적본(문의: 3층 서비스데스크)

● 국외서 단행본 영역 : 언어가 외국어로 되어있는 전 주제분야 단행본 자료가 있으며, 관내외 대출이 가능하다.

∙ 주제범주: 언어가 외국어로 되어있는 전 주제분야 단행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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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도서영역 : 언어와 주제에 관계없이 ~ 1994년까

지의 참고도서

● 제본잡지영역 : 전년도 연속간행물을 제본하여 보관

● 지정도서 : 개인교수 또는 과목별 지정도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 개인문고 : 활용도 높은 자료를 특정 개인으로부터

상당수 수증 받았을 경우, 중앙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범주 내에 개인문고를 운영

● 중앙복사실 : 복사 및 제본 서비스

■ 서비스 및 이용 안내

1. IT Zone의 PC/장비 이용방법

∙인터넷열람영역, 멀티미디어열람영역, 디지털 스터디

룸, 그룹스터디룸 정보화교육실의 PC는 전자정보서

비스데스크 앞 PC 자율접수코너에서 예약 후 지정된

좌석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들 PC 및 장비 이용시 특정자료(CD-ROM, DVD,

비디오테이프, 음반 등)가 함께 필요한 경우는 전자

정보서비스데스크에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그룹 스터디룸(Group Study Room)은 소그룹의 토의,

과제, 학습이 가능하며, 하이포탈시스템->인트라넷->

정보화시설을 이용하여 예약한다.

∙정보화교육실은 학술정보처 주관 교육과정에 따라 운

영하며, 이용자들의 그룹별 교육요청에 따라 운영한

다. 학술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

육이 없는 시간대에는 인터넷 열람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문화자료실의 자료는 관내열람만 가능하며, DVD

등 비도서자료는 1층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에 신청하

면 열람할 수 있다.

2. 자료의 대출 및 반납

● 자료의 대출 및 반납절차

①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학술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

하여 검색하고 대출상태를 확인한다.

② 대출 가능한 자료이면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찾아

학생증(또는 신분증)과 함께 1층의 대출/반납서비스

데스크에 제시하여 대출할 수 있으며, 연체도서가

있으면 대출할 수 없다.

※ 학생증은 학사관리팀 증명계에서 일괄 발급된다.

※ 신입생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온라인 이

용교육” 과정을 가동하여 “인증”을 받은 후 자료 대

출할 수 있다.

※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사관리팀 증명

발급담당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분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

③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처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이용자 1인당

대출권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연체일수만큼 대출

이 정지되므로 반납예정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 구분 대출가능 책수 대출기간
학 부 생 10 15일
대학원생 20 60일
교 수 60 180일
시간강사 20 60일

직원 및 조교 20 60일
기타 처장이 허락한 자 5 10일

또한, 도서반납의 편리성을 위하여 중앙열람실(56주년

기념관 3F)에 365일 24시간 무인 도서자동반납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수동반납함도 24시간 비치되어

있다.

④ 장기대출은 통상적으로 방학 시작 전 일주일부터

개강 후 일주일까지이다.

※ 아래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외 대출이 불가능하다.

-최신 연속간행물(제본도서 포함), 참고자료, 비도서

자료, 마이크로자료, 신문 및 신문 축쇄판, 지정도서,

국제문화자료실의 자료 및 기타 별치기호가 부여된

모든 자료

● 대출연장 및 예약

①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면 대출한 자료의 반납

예정일 이전에 재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대상 자료가 이미 다른 이용자에 의해 예약되

었거나, 해당 이용자가 대출한 자료 중 연체자료가

있으면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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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이미 대출되었 때 학술정

보 검색시스템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개인별

예약한도는 이용자 대출허용권수에 따른다.

③ 예약한 자료가 반납되면 SMS 문자로 통보되며 대

출/반납서비스데스크에서 별도로 3일간 보관한다.

대출/반납서비스데스크의 전면에 있는 게시판의

“예약도서도착리스트”을 통하여 게시된다. 예약된

자료는 예약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따

라서 예약자는 예약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대출/

반납서비스데스크에 예약자료 대출신청을 하면 된

다.

④ 예약 자료의 대출 처리 기간은 예약자료 도착 통보

일로부터 3일간 유효하다. 이후는 자동으로 예약

권한이 소멸된다.

● 분관대출

∙“분관대출신청”은 학술정보관, 법학도서관 소장자료

를 대덕밸리 캠퍼스 교직원, 대학(원)생이 학술정보

관 홈페이지에서 학술정보를 검색한 후 대덕밸리 캠

퍼스 전공자료실로 자료배송을 신청하는 것이다.

∙“분관대출신청”은 대덕밸리캠퍼스 교직원, 대학(원)

생만 가능하다.

∙“분관대출신청"한 자료는 1일 정도 소요되며, 자료가

도착하면 SMS 문자 수신 후, 대덕밸리 캠퍼스 전공

자료실에서 대출할 수 있고, 반납 역시 전공자료실에

서 하면 된다.

∙ “분관대출신청”은 도서상태가 “대출가능”할 경우에

만 가능하다.

● 자료 대출에 관련된 주의사항

∙대출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대출한 자료가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수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동일한 자료로 변상한다.

∙대출한 자료를 분실하였 때 동일 자료로 변상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에

는 학술정보관 운영내규에 따라 현금 변상하여야 한

다.

∙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졸

업이 가능하다.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미 반납한

경우는 모든 증명서 발급이 보류된다.

3. 자료 검색법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자료는 물론 국내외 대학도

서관들에 대한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접속방법은 한

남대학교 홈페이지(www.hannam.ac.kr)에서 학술정보

를 선택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hanul.hannam.ac.kr)로 접속하여 원하는 메뉴

를 선택한다.

● 소장자료검색

중앙도서관 소장된 모든 자료는 소장 자료 메뉴에서 자

료의 유형에 관계없이 서명, 저자, 출판사, 주제 등의

어느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검색이 가능하다. 숙련된

이용자라면 상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자료의 유형

별, 검색어의 조합, 검색제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검

색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자

료를 빠른 시간내에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한남대에서 수여된 석/박사 학위논문이나, 구

독중인 전자저널, 웹DB, 전자책 등은 원문 이용이 바

로 가능하다.

● 국내외 전자저널・Web DB 원문검색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기사와 Web DB의 원

문 및 초록의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본 서비

스는 기본적으로 대학 내에 있는 어떤 PC에서든 원

문열람이 가능하며, 재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 교외

서도 중앙도서관 로그인 후 검색 및 원문열람이 가능

하다.

∙교외접속서비스 이용방법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인-> Quick Menu의

[교외접속서비스] 클릭-> [Active X]설치->인증 메시지

창 열림 -> ‘교외접속서비스 종료’ 버튼을 누르면

해제됨

●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일지라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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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도서관과 연동프로그램으로 소장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세부메뉴인 디지털컨텐츠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하단의 RISS/NDLS에 접속하

여면 본교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 원문을 볼 수 있

고, 비 구독시에는 원문복사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이 아니더라도 검색된 자료의 원문을 입수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에 원문복사(유료)를

신청하면 된다.

● 메타검색(아티클검색) 이용

중앙도서관에 구독중인 Web DB 등의 다양한 형태의

전자자원을 메타검색 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원문복사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가기: 디지털컨텐츠->메타검색(MetaLib)

● 디지털컨텐츠 원문 링크 이용 : 링킹솔루션(SFX)

중앙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링킹 솔루션이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화면에서 Full Text를 제공하는 전자저널 사이

트로 쉽게 이동하여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구글스

칼라, 네이버 전문 정보서비스를 통해 학술정보를 함

께 이용할 수 있다.

바로가기: 디지털컨텐츠->메타검색(MetaLib)->

전자저널검색

● 서가에 자료가 없는 경우

찾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서가의 적정 위치에서 발견

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자료의 대출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대출 중인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가

능하다.

대출중이 아닌 자료인데도 자료가 서가에 없을 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찾지 못한 자료 신고’ 또는 담

당 사서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간혹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하고 제자리에 배가하

지 않아 원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이용한 자료는 정확한 자리에 배가하도록 한

다.

● 희망도서신청

중앙도서관에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구입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학부생은 국내 단행본에 한하

여 신청이 가능하고, 교수는 학과구입 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입희망을 원할 경우 학술정보시스템의 희

망도서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자료의 저자명,

서명, 출판사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희망

도서 신청리스트를 통하여 처리사항을 조회할 수 있

다.

● 개인정보관리

중앙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

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번호는 교직원(교수, 직원, 시간강사)은 교직

원번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은 학번을 사용하

며, 비밀번호는 Hi-Portal 계정과 동일하다. 개인정보

관리에서는 대출사항조회, 예약사항조회, 구입희망도

서 신청 및 조회 등이 가능하다.

4.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참고봉사(Q&A)

교육, 학습, 생활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에 대한 참고 질의를 홈페이지 Q&A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상호대차 (원문 복사 서비스)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자료의 소재 조사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도서관에 대한 상호대차 및 복

사서비스(유료)를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1층

의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로 문의한다.

● 타 도서관 이용신청

타 대학 도서관이나 전문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고

자 할 경우 학술정보처장이 발행한(타기관)자료이용

신청서가 필요하다. 타 기관 자료이용신청서는 ʻ재학ʼ 
중이거나 ʻ재직ʼ 중인 이용자만 가능하며, 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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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 스캐너 이용

과학/기술/예술자료영역(학술정보관 3층)에서는 사

진 또는 그림으로서의 활용 용도가 높은 자료들을 위

하여 Scanning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

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1층의

멀티미디어 열람영역에도 스캐너와 작업 PC가 설치되

어 있다.

● 이용자 교육

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이용교육”과 전통적인 “오프

라인 이용교육”을 병행한다. 학부과정 신입생의 경우

학술정보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이용교육” 과

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자료대출이 가능하다. 국내외

학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등 오프라인 교육

을 그룹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을 원할 경우 전

자정보서비스데스크와 일정을 상담하고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신청한다. 개별적인 교육 및 이용안내는 모

든 데스크에서 상시 서비스하므로 언제라도 문의가

가능하다.

● 특별열람증 신청

한남대학교 졸업 후 특별열람증을 발급하면 학술정

보관의 모든 시설, 자료대출, 중앙열람실 좌석배정시

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단 30일 이상 2회 장기연체되

면 자격이 정지된다.

● 휴학생 및 수료생 자료대출 및 자유열람실 이용

∙휴학생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학술정보관 1층대출반납

서비스데스크에서 이용승인을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

다. 단, 학기단위로 재연장해야 한다.

∙수료생은 논문지도비 납부영수증 제출 또는 “수료

(예정)자 대출의뢰서”에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제

출하면 이용이 승인된다.

● 대전지역 7개 협약 대학교 도서관 자료대출 및 시설

이용

학술정보관 1층 대출반납서비스데스크에서 6개 대학(대

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대,한남대,한밭대)은“자료공동

이용신청서”, 3개 대학(한남대,한밭대,충남대)은 “자

료대출신청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학도서관에 학생증

과 함께 제출하여 이용승인 받으면 1년간 해당도서관

에서 자료대출 및 시설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의 대출

/반납은 해당 도서관의 규정에 따르며, 가급적 대출

도서를 연체하면 안 된다.

● 중앙열람실 이용

중앙열람실은 현재 56주년기념관 C동 3~4층에 위치

하고 있다.

열람실 입구에 설치된 좌석배정시스템에서 좌석을 예

약 후 이용한다.

졸업생과 휴학생은 특별열람증을 발급 받거나, 이용

승인을 받고 이용한다.

2012년 9월부터 중앙열람실에는 전자열람실 135석

(PC, 자료열람, 그룹스터디룸 등)과 개인사물을 보관

할 수 있는 사물보관함 1,020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독서클럽 및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독서클럽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독서클럽”은 선정도서를 함께 토론하고, 글쓰기를

통해 자기계발과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며

독서클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정기모임과 방학에는 문화기행과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문화교양프로그램으로 영화, 문학, 기행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문화마일리지를 적립하며, 학

구 분 좌석수 개방시간

3F
제1열람실 218 24시간

제2열람실 318 04:00~24:00

4F 제3열람실 378 04:00~24:00
(방학중 폐실)

합 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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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졸업인증제와 연계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독

서문화장학금>을 선발하여 수여하고 있다.

∙독서클럽 홈페이지

학술정보관 홈페이지(http://hanul.hannam.ac.kr)

-> 독서클럽(http://bookcc.hannam.ac.kr)

● 문의사항처리

서비스데스크 전화번호 E-mail

대출/반납서비스데스크 629-7910, 7689 bookloan@hnu.kr

전자정보서비스데스크

전자정보서비스 629-7693, 7601 dds@hnu.kr

원문제공서비스 629-7693, 7601 dds@hnu.kr

이용자교육의뢰 629-7601, 8019 dds@hnu.kr

독서클럽 629-7601, 7693 dds@hnu.kr

학술정보시스템(학술정보 홈페이지 관리) 629-7914         bookre@hnu.kr

대덕밸리 학술정보실 629-8727, 8726

전자열람실(56주년기념관) 629-7475, 7477

연속간행물서비스데스크 629-7692, 8019 solim@hnu.kr

서비스데스크(지하 보존서고 포함) 629-7688 science@hnu.kr

학술정보관 시설 전반 문헌정보팀 629-7687

자료 구입, 등록 629-7687, 8058 book@hnu.kr

자료 정리 629-7691 ejpark@hnu.kr

독서클럽, 행사 629-7601, 7693 dds@hnu.kr

종합정보시스템
학사시스템 629-7111 ikkwon@hnu.kr

행정시스템 629-7707

홈페이지.웹메일 629-7916 webmaster@hnu.kr

PC clinic 629-8296 it@hnu.kr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신고 629-8244 network@hnu.kr

중앙복사실(지하2층) 628-1813

한남 IT Call Center(PC) 62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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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그 연령상 대개는 병

역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흔히 병사관계 사항에 소홀히

하여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

는 바, 이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에 관해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일단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우선 ‘학적보유자 명부 작

성을 위한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에 근거하

여 학적 보유자명부가 작성되면 연기대상자는 졸업시까

지 입영이 연기처리된다. 이외에도 재학중 입영할 경우

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아래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바란다.

1. 징병검사

1) 대상

- 만 19세가 되는 남자 전원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2) 심사과정

- 신상, 질변상태진술서 제출(입영희망시기 기재)

- 신체검사(1-7급 신체등위 판정)

- 인적검사

- 적성분류(자격, 면허, 경력, 전공, 학과를 고려)

- 병역처분(복무역종결정)

3)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병

역

면

제

제

감

시

대

행

고졸

고퇴․중졸 보충역

중학중퇴이하 제2국민역

2. 재학생 입영연기

1) 대 상

입영대상자로서 제한연령(만 24세 이전)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입영할 때에는 입영하는 해의 병역처분 기준

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기 처리 내용

본인의 출원과 의사내용에 관계없이 대학에 제출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대

상자 전원의 입영을 연기 처리한다.

3) 기타 처리

학적보유자 명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되므로 상

기 연기 대상자 중 매년 1월-3월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

게되면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입학생은 합격통지서와

등록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적지 구․시․읍 면장에게

출원하면 된다(등기우편으로도 가능)

3. 재학생 입영희망원 출원

재학생 입영희망원 제도는 학생들이 휴학과 동시에 본

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장기간의

입영대기로 인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역 후

에 공백없이 복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그러므로 재학중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된다.

1) 출원대상 : 재학생(휴학자 제외)

2) 출원관서 : 병무청, 병사상담창구

3) 출원기간 : 언제든지 가능하고, 입영희망시기는 출원

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하고 군입영 계획의 범위

내 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4) 2001년부터 인터넷으로 재학생 입영원 출원시 입영일

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음.

(www.mma.go.kr)

4. 학적변동자 처리

휴학, 제적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거나 연기사유가 해

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에게 통보한다.

학생병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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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사상담 및 민원안내

입영연기나 취소, 모병계획등의 병역상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학생군사교육단 안내

1972년 창설한 한남대학교 학군단은 ROTC 12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수 인재를 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전역후 정계, 언론계, 교육

계, 재계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하

는 인재를 배출해왔다. 현재 학군단에서 ROTC(학군사관

후보생)선발 및 관리, 군장학생(대학장학생)모집 및 관

리, 학사/여군장교모집홍보, 기타 병무상담을 하고 있다.

1. 임관구분별 지원 및 선발

※선발절차:육군본부 홈페이지(http://www.army.mil.kr)

육군모집 참조

2. ROTC 교육과정

2. ROTC 교육과정

※기타 수시행사 : 리더십 특강(2회), 자연정화활동(수시),

후보생 간담회(수시)

 대학직장예비군·민방위대 안내 

1.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1) 예비군 편입 지원

①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대학원 포함)은 7일 이내에 본

인이 예비군연대에 전화 / 방문하여 대학직장예비군

편입지원서 작성(예비군 연대 직권 처리 병행)

② 교직원은 임용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예비군 연

대에 인장, 지참 신고

③ 기간 내에 미신고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법적인 제재 가능

2) 편성대상

① 대학 및 대학원(전문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에 재학중인 예비군

②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③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

구 분 지원자격 원서접수 복무기간 기 타

ROTC 1,2학년 3월 2년 4개월
3,4학년

기간중 군사학
교육후 임관

학사장교
4학년 졸업
예정자/졸업자

9월∼10월 3년
선발후 16주
군사교육후

임관

군장학생 1∼3학년 9월
의무기간(3
년)+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4년간
지원(등록금)

여군장교
4학년졸업예정
자 및 졸업자

9월∼10월 3년
선발후 16주
군사교육후

임관

구 분 내 용 비 고

입단전 ․기초군사훈련(2주) 학생중앙군사학교

1년차

(3학년)

․1학기 교내교육(44H) 학군단

․하계입영훈련(4주) 학생중앙군사학교

․2학기 교내교육(44H) 학군단

․동계입영훈련(2주) 학생중앙군사학교

2년차

(4학년)

․1학기 교내교육(44H) 학군단

․하계입영훈련(4주) 학생중앙군사학교

․2학기 교내교육(44H) 학군단

․임관(익년 2월) 학생중앙군사학교

일 정 주요활동 대 상 비 고

1월 ․기초군사 / 동계입영훈련 입단예정
자, 3학년 학군교

2월

․입단 / 승급식, 임관축하
행사

입단예정
자,

3·4학년
대학총장주관

․학군장교 임관식 임관예정
자 대통령 주관

3∼5월

․1학기 교내교육 전후보생 학군단
․전반기 체육대회 전후보생 종합운동장

․해외군사문화 탐방 4학년 4박 5일

․인성수련회 전후보생 1박 2일
6월 ․하계 수련회 전후보생 1박2일
7∼8월 ․하계입영훈련 전후보생 학군교

9∼11
월

․2학기 교내교육 전후보생 학군단
․후반기 체육대회 전후보생 종합운동장
․안보현장 견학
전적지 답사 3학년 1일

․지용제 전후보생 대학총장 주관
12월 ․교내교육 종강식 전후보생 학군단

http://www.arm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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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① 학기 및 방학기간 개인선택제에 의한 훈련 실시
② 학생예비군 및 교수 : 향방기본훈련 8시간 부과
③ 일반 교직원 : 년차별 지정된 교육훈련 부과

4)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 해제 절차
① 학적에 의한 보류처리는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으로 처
리하며 기타 사유는 예비군연대에 해당 근거자료 및 보
류 원서제출(방문․FAX․예비군홈페이지)
②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180일 이상

출국으로 인한 보류의 경우 출입국기록에 의한 직권
처리)

③ 보류 사유 해제시 14일 이내에 신고

5)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 절차
①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원서 / 근거자료 1부 제출(방
문․FAX․예비군 홈페이지)
② 대표적 연기 가능 사유
- 질병 또는 심신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진단서, 사망확
인서)
- 각종시험 응시(응시원서 접수증, 수험표, 합격증)
- 국제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석(참가확인서, 합숙훈
련계획)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 주요 업무 수행
6) 전출

① 졸업, 제적, 휴학, 학기초과, 졸업 유예시 전출처리
(학적 변동사항 확인 직권처리)

② 교직원 퇴직시 : 퇴직사항 신고

2. 대학직장 민방위대 편성

1) 편성대상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향토예비군 복무완료자또는병

역면제를받은 교직원으로서 대학총장의 임명을받은 자

2) 편입신고
교직원으로서 임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예비군연대에 신고

3) 전출신고
사직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신상변동시 7일 이내에 예비

군 연대에 신고

4) 주소이전 신고

주소변경시에는 7일이내에예비군연대에 신고

5) 교육훈련
① 비상소집훈련 연1회(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1시간)
② 신규편성 자 교육 연1회(4시간)
③ 정기교육 연 1회(민방위 대원 2-4년차 4시간)
④ 2년차 이상대원은 대학 민방위훈련, 한국안전훈련

등으로 상기 훈련 대체 가능

총학생회

(7785~6)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

고, 창조적 비판능력을 고양하며, 학문사

상의 자유를 통한 올바른 대학문화건설

을 위한 기구로 학생자치활동기구 중 최

고의 의사토의 및 의결기관이다. 매년 11

월에 직접 비밀투표로 회장이 선출되며

사무실은 학생회관 2층에 있다.

총대의원회

(7794)

학생회칙개정, 학생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

고, 학내여론조사 사업실시,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관리

위원회 역할등을 담당하며 사무실은 학

생회관 2층에 있다.

총동아리

연합회

(7795)

모든 동아리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해 주

며, 연합회 사무실은 학생회관 2층에, 각

동아리방들은 학생회관 3․4층에 위치하

고 있다.

단과대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관으

로 학과 학생회와 함께 학생들의 복지증

진 및 학업분위기 진작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각 단과대학 건물에 위

치하고 있다.

취업대책

위원회

(7799)

학생들의 취업관련 업무 및 졸업예정자

들의 앨범, 기념품 등과 관련된 업무에도

참관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

으며, 사무실은 학생회관 2층에 있다.

학생자치기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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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가입

본교에는 6개 분과(음악, 문화, 예술, 사회, 스포츠 레

저, 종교) 59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의 취

미 및 관심분야에 따라 매학기 초에 동아리를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동아리 안내를 받고 싶은 학생은 총동아

리연합회 사무실(학생회관 2층)이나 학생인재개발처 학

생복지팀(학생회관 1층)동아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

다.(총동아리연합회 629-7795/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

팀 동아리담당 629-7256)

■ 음악분과

․리스너 - 언더/인디문화에 대해 연구 , 전화 : 8354

․샤프렛 - 통키타를 통한 건전가요 보급, 전화 : 8217

․스플린 - 제3세계 록 음악, 전화 : 8214

․리소그림 - 클래식 실내악 연주, 전화: 8183

․소리울림 - 클래식 기타를 통한 정서함양

․음표둥지 - 대중음악의 보급 및 공연, 전화 : 8207

․청림그룹사운드-그룹사운드를통한건전가요보급, 전화: 8226

■ 문화분과

․한아름 - 영어회화 공부 모임, 전화 : 8203

․스크린 – 영화제작 및 관람

․바람개비 - 민중적인 몸짓운동 부활, 전화 : 8286

․은하독서회 – 독서토론 및 창작

․에이나임 - 애니메이션 감상 및 평가, 전화 : 8230

․청림문학동인회 - 문학적 소양개발, 전화 : 8199

․해병청룡회 - 해병 전우회 모임, 전화 : 8170

․한남기우회 - 바둑, 장기를 통한 친목을 도모

․시그너스 - 전체과학 연구(86.12)전화: 8191

․픽션 – 공모전 및 취업관련 학습

■ 예술분과

․해커스 - 컴퓨터 동호회(87.03)전화: 8194

․어울소리 - 풍물의 연주 및 행사참여, 전화 : 8219

․통큰소리 - 민요연구를 통한 건전민요보급, 전화 : 8220

․한남탈놀이연구회 – 탈춤연구 및 탈춤 공연연출

․숭맥극회 - 연극의 체계적인 연구 및 공연, 전화 : 8223

․토네이도 - 댄스동호인 모임, 전화 : 8201

․서예연구회 - 서예연수 및 심신수양, 전화 : 8221

․한남사진가족 - 사진 동호인 모임, 전화 : 8182

․그림마당-그림, 만화, 애니메이션등의예술활동, 전화: 8195

․헉스 - 응원 및 공연활동

■ 사회분과

․R.C.Y - 적십자 학생회, 전화 : 8171

․나눔터 – 보육원 봉사 및 다양한 봉사 참여

․퀘스천 - 적극적 참여 의식의 배영, 전화 : 8215

․피닉스 – 봉사활동 참여

․스카우트 – 봉사활동 참여

․중앙레오 – 봉사활동

․흥사단한남대아카데미 – 사회과학학술연구

․굿네이버스 – 아동보호전문기관, 봉사

․상상네이버스 – KT&G상상유니브, 봉사

■ 스포츠 레저 분과

․한검회 - 검도를 통한 심신수련, 전화 : 8249

․한남 합기회 - 호신술, 심신수련 전화 : 8175

․다물경당 - 민속무예를 통한 심신수련, 전화: 8200

․한남농구회(SOUL) - 농구 동호인 모임

․위너스 - 테니스 동호인 모임, 전화 : 8227

․아킬레스 - 축구 동호인 모임, 전화 : 8225

․한남야구회 - 야구 동호인 모임, 전화 : 8160

․블랙파워 - 볼링 동호인 모임,

․한남대산악부 - 등산 동호인 모임

․용궁스킨스쿠버 - 스킨스쿠버 동호인 모임

·그라운드 – 풋살동아리

·유성회 – 유도동아리

·스트로크 – 베드민턴동아리

■ 종교분과

․D.F.C - 제자 선교회 모임, 전화 : 8184

․J.D.M – 기도모임, 전화 : 8179

․IVF - 한국기독학생회

․C .C.C - 복음화와 선교활동, 전화 : 8177

동아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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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토 - 복음적 초교파적인 선교회, 전화 : 8185

․가톨릭학생회 - 가톨릭 학생회 모임, 전화 : 8180

․S.F.C. - 영적 복음 전파, 전화 : 8176

․인터콥캠퍼스 - 복음화와 선교활동

·비젼스테이션 – 기독교봉사동아리

￭ 의무실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 교직원의 건강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신입생 신체검사, 일반건강상

태 검사(혈압, 맥박, 시력, 체중, 신장 등), 외상치료, 응

급약품 투여,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간호사(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

본교 학생이면 누구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학과(부)나 동아리에서 교외수련회나 MT등 행

사시에 의무실에 비치된 단체 약품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 학교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특수 대학원 포함)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및 학과(부)의 공식 행사시 교내·

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식당 및 기숙사식당

학생회관 지하와 남자기숙사 1층, 신관기숙사 지하1층

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학생들의 교내 생활 편익도모를 위해 운영되며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서점 및 문구

법과대학 동편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교내서점은 학업

과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양서를 구비하고 있

어 학생들이 원하는 서적을 교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편

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재를 비롯해서 학술서적, 교양서적, 외국서적,

각종사전, 잡지류 등이 매장에 비치되어 있어 개점시간

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구입할 수 있다.

문구류 코너도 설치되어 있어 학업에 필요한 각종 학

용품구입도 가능하다. 구내서점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시중의 서점보다 저렴하게 책

을 구입할 수 있다.

￭ 편의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과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생명·나노과학대학, 학생회관, 56주년기념관 내에 매점과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시중의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미용실

학생회관 1층에 있는 교내 미용실은 본교생에게 저렴

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미용을 해주고 있으며, 공휴

일을 제외한 평일은 09:00~18:00까지 영업을 하고 있

다.

미용실에는 4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용요금은

저렴하다.

￭ 복사실

본교의 복사실은 법과대학 1층, 사범대학 1층, 문과대

학 1층, 공과대학 지하 1층, 이과대학 2층, 사회과학대학

1층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술정보

관 지하2층 참고열람실과 정기간행물실 안에 대출이 불

가한 도서의 복사를 위해 복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 학교홍보용품 및 기념품 매장

각종 학교홍보용품과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

고 있으며, 학과(부)나 각종 단체 행사시 기념품을 원하

는 대로 주문·제작이 가능하다.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하

고 있다.

￭ 수련장(콘도 회원권)

학과단위나 동아리 기타 단체들의 각종 수련회, 연수,

MT, LT등 학생들의 행사시 학교에서 구입한 콘도를 이

용할 경우 Hi-Portal, 통합/인트라넷>공통행정서비스>총

무>콘도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면 재학생이면 누구

나 사용할 수 있다. 단, 콘도 이용은 행사 외 개인이용은

불가하다. (문의 : 총무인사팀 내선번호 8094)

교내․외 복지시설 이용안내



구 분 구좌수 이용지역 비 고

한화콘도 5구좌
설악, 용인, 양평, 백암, 지리
산, 수안보, 산정호수, 경주,
대천, 해운대, 제주

성수기 및
주말 추첨

사조콘도 5구좌
설악, 수안보, 제주, 경주, 청
평, 금강산, 덕산, 세심천, 지
리산, 벽산덕구온천 등

￭ 우편취급국

본교생의 편익도모를 위해 한남대학교 우편취급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법과대학 1층에 위치하고 있으

며 우편업무에 관련된 등기 및 소포 업무가 가능하다.

※ 우편취급업무는 평일 18:00까지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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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교육대학원

▶ 경영대학원

▶ 학제신학대학원

▶ 국방전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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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학 원

□ 연 혁 □

본교 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에 설립 이념을 두고 학술

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한 응용 방법을 연구하며 지도력

과 창조력을 함양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육법 제108조에 따라 1972년 1월에 설립하였다.

그후 10여년 동안 명실상부하게 학문적 전통 속에서

발전해 오던 본교 대학원은 1982년 12월 숭전대학교의

서울, 대전 양캠퍼스가 분리 독립됨에 따라 대전 캠퍼스

는 교명을 한남대학교 대학원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본교 대학원은 참신한 학풍 속에 학문 연구와

창달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석사 3,273명, 박사

799명, 명예박사 38명을 배출하였으며, 2014년 2월 현재

석사학위 과정 48개 학과와 박사학위 과정 41개, 통합과

정 36개 학과에서 654명의 학생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

다.

본교 대학원 설립 이래 현재까지의 역대 대학원장은

다음과 같다.

1. 숭전대학교 대학원

초대 문학박사 황 희 영 (1972. 3～1973. 2)

2 대 철학박사 이 한 빈 (1973. 3～1975. 2)

3 대 철학박사 고 범 서 (1975. 3～1977. 2)

4 대 문학박사 김 주 현 (1977. 3～1983. 1)

5 대 신학박사 강 신 명 (1983. 2～1983. 2)

2. 한남대학교 대학원

초대 이학박사 유 종 명 (1983. 3～1984. 7)

2 대 이학박사 고 병 우 (1984. 8～1984.10)

3 대 이학박사 유 종 명 (1984.11～1984.12)

4 대 이학박사 박 종 민 (1984.12～1991. 2)

5 대 이학박사 오 승 재 (1991. 3～1993. 2)

6 대 문학박사 이 병 주 (1993. 3～1995. 2)

7 대 행정학박사 신 윤 표 (1995. 3～1996. 2)

8 대 교육학박사 김 수 철 (1996. 3～1998. 2)

9 대 문학박사 송 창 섭 (1998. 3～1999. 2)

10대 문학박사 홍 경 표 (1999. 3～2000. 2)

11대 교육학박사 김 수 철 (2000. 3～2001. 2)

12대 문학박사 김 명 순 (2001. 3～2004. 2)

13대 문학박사 김 득 룡 (2004. 3～2006. 2)

14대 이학박사 류 근 식 (2006. 3～2008. 2)

15대 이학박사 강 명 희 (2008. 3～2010. 2)

16대 문학박사 민 영 대 (2010. 3～2012. 2)

17대 이학박사 이 광 섭 (2012. 3~2014. 2)

18대 문학박사 안 증 환 (2014. 3~2015. 2)

19대 문학박사 신 동 민 (2015. 3~ 현재 )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연 혁 □

2014년 3월 사회문화대학원(12개학과, 입학정원 72명)

과 행정복지대학원(4개학과, 입학정원 40명)이 통합하여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14개학과, 입학정원 112명)으

로 출범하게 되었다.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은 한남대학교의 창학이념에

따라 사회문화 및 행정복지 분야의 학문이론을 체계적으

로 연구하여 사회변동에 대응하고, 변동관리 능역을 발

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의 모태가 된 사회문화대학원

과 행정복지대학원의 연혁은 각각 아래와 같다.

□ 사회문화대학원 연 혁 □

본 사회문화대학원은 우리 대학교 설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수․교수하

여 급변하는 국제사회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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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성하고, 고상한 인격 도야를 바탕으로 국가와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목적으로 1980년 3

월에 설립되었다.

개원 당시 80명 정원의 석사학위과정 4개학과(지역경

제, 개발행정, 산업경영, 지역사회개발)와 4개과정의 연

구과정이 개설되었다. 그 후 지역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1981년에는 석사과정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증과하

고 정원이 1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82년에는 130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1983년 8

월에 관리자 및 경영자과정을 개설하고, 1986년 2월에

목회자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의 목회자에게 신앙과 학문

이 접목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1986년 8월에 부동산학과를 증과하고 정원은 145명으

로 증원하였으며, 1990년 당진지역에 경영자과정을 개설

하고, 1991년 3월 보령지역에 관리자과정, 9월에는 서산

지역에 경영자과정을, 1992년 3월에는 당진군청에 직무

교육반인 고급관리자반을 개설하였다.

1995년 3월에는 서천지역에 최고지도자반을 개설하여

서산, 당진, 보령지역의 경영자과정과 관리자과정을 최고

지도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3월에 지역사회개발학과를 사회복지학과와 지

역사회개발학과로 분리하였고, 인문사회계열에 언론홍보

확과, 국제학과, 협동조합학과를 예․체능계열에 생활체

육학과와 조형미술학과를 증과하였다.

1997년 3월에는 충청남도와의 관학협력을 위하여 석사

과정인 지역발전정책학과를 증과하고 충남도청 내에 분

원으로 개설하여 전국 최초로 석사학위과정 출장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과를 국제통상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원은 연 입학정원 145명으로 증원되었

다.

1998년 3월에는 아동복지학과를 증과하고 정원은 연

입학정원 15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1999년 3월에는 사회

상담학과, 문학예술학과를 증과하고, 국제통상학과를 폐

지하는 한편 재학기간을 4학기제로 단축하였다.

2002년 3월에 향장미용학과와 패션디자인학과를 증과

하였고, 지역경제학과의 명칭을 디지털경제학과로 변경

하였으며, 2003년 2월에는 패션디자인학과와 행정관리학

과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아동영어학과, 외

식급식학과를 증과하였고, 언론홍보학과를 언론홍보광고

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를 평생교육사회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3년 9월에는 사회상담학과를 상담심리학

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3년 3월에는 대학원 명칭을 사회문화과학대학원으

로 변경하였고 2004년 3월부터는 스포츠과학대학원이 따

로 신설되어 입학정원을 135명으로 조정하였고, 2005년

3월부터 자산관리학과를 행정정책대학원으로 이관하여

입학정원을 13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스

포츠과학대학원을 다시 통합하여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생활체육학과, 골프학과,

태권도학과, 공개과정을 다시 편입하면서 디지털경제학

과, 도시및지역경제학과, 외식급식학과, 평생교육사회학

과, 태권도학과를 폐과하고 명칭을 사회문화대학원으로

변경하여 입학정원을 120명으로 조정하였다.

2006년 3월 입학정원을 90명으로 조정하고 디지털경제학

과를 폐과하고 2007년 3월에 사회복지학과를 행정복지대

학원으로 이관, 청소년지도학과를 신설하였고, 2008년 3

월 한국전통복식학과를 신설하였다.

2008년 9월에는 21세기 문화창조 CEO과정을 개설하였

고, 2009년 9월에는 문학예술학과가 폐과되고 공연예술

학과, 문예창작학과가 신설하였다.

2011년 9월에는 창업컨설팅학과를 기업컨설팅학과로,

아동영어학과를 아동영어지도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3월에는 CEO골프아카데미를 개설하였으며, 석사

과정 입학정원 72명으로 조정하고, 골프레저학과를 신설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사무실을 56주년기념관으로

이전하였으며, 9월에는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창업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비를 지원

받아 각종 창업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었다.

□ 행정복지대학원 연 혁 □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은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 군 장교, 차세대 정치지도자, 법률 전문

가, 사회단체 지도자 등에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21세

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

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1998. 3. 1 [행정정책대학원]으로 설립된 이래 꾸

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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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석사과정은 <경찰행정학과>, <정보통계학

과>, <특허법무학과>, <행정정책학과>의 4개학과로 운영

되어 오던 중, 2006-2학기에 <사회복지학과> 이전에 따

라 2007. 3부터는 명칭을 [행정정책대학원]에서 [행정복

지대학원]으로 변경되어 5개학과가 운영 중이다.

2011-2학기부터 경찰행정학과가 폐과됨에 따라 <정보

통계학과>, <특허법무학과>, <행정정책학과>, <사회복지

학과> 등 현재는 4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책학과>는 행정학, 교육행정학, 소방행정학, 공기

업행정학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 실무형 전문경력 인사를 교수로 초빙하여 현장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본 대학원 역대 원장은 아래와 같다.

<사회문화대학원>

초대원장 김세열 (1979.12. 5～1981. 8.31)

2대 원장 신윤표 (1981. 9. 1～1982. 7.31)

3대 원장 이해병 (1982. 8. 1～1984. 7.31)

4대 원장 신윤표 (1984. 8. 1～1984.11. 9)

5대 원장 정현립 (1984.11.10～1985. 2.28)

6대 원장 신윤표 (1985. 3. 1～1987. 8.10)

7대 원장 이해병 (1987. 8.11～1990. 2.28)

8대 원장 김세열 (1990. 3. 1～1992. 2.28)

9대 원장 김세열 (1992. 3. 1～1996. 2.28)

10대원장 나기영 (1996. 3. 1～1998. 2.28)

11대원장 김의섭 (1998. 3. 1～1999. 2.28)

12대원장 김태명 (1999. 3. 1～2000. 2.28)

13대원장 심석무 (2000. 3. 1～2001. 2.28)

14대원장 정순오 (2001. 3. 1～2003. 2.28)

15대원장 홍기영 (2003. 3. 1～2005. 2.28)

16대원장 이규현 (2005. 3. 1～2006. 2.28)

17대원장 이규식 (2006. 3. 1～2008. 2.28)

18대원장 송 전 (2008. 3. 1～2010. 2.28)

19대원장 송 전 (2010. 3. 1～2011. 2.28)

20대원장 신동민 (2011. 3. 1~ 2014. 2.28)

21대원장 이승철 (2014. 3. 1~ 현재 )

<행정복지대학원>

초대원장 김재경 정치학박사 (1998. 3～1999. 2)

2 대원장 이봉철 정치학박사 (1999. 3～2001. 2)

3 대원장 박영기 행정학박사 (2001. 3～2003. 2)

4 대원장 신치재 법학박사 (2003. 3～2005. 2)

5 대원장 김상태 정치학박사 (2005. 3～2007. 2)

6 대원장 임춘식 사회학박사 (2007. 3～2008. 2)

7 대원장 김연철 정치학박사 (2008. 3～2011. 2)

8 대원장 강병주 도시기업계획학박사 (2011.3~2012.2)

9 대원장 신동민 문학박사 (2012. 3~2013. 2)

이후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으로 통합

교육대학원

□ 연 혁 □

본교 교육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의

이념과 한남대학교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각 전공분야

의 이론과 실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교육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고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능력

과 태도를 갖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 6개 전공 60명 정원으로 설치 인가를 받았다.

2014년 2월 현재 교육대학원은 교육행정전공, 상담교

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역사

교육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

공, 체육교육전공, 전자계산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영재교육전공 등 14개 전공,

입학정원 10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개원 이래 1,900여명의 교육학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비

롯한 전국 각지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역대원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원장 강선구 (1989. 3. 1～1990. 2.28)

2대 원장 류구상 (1990. 3. 1～1992. 2.28)

3대 원장 김무헌 (1992. 3. 1～199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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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장 김형태 (1994. 3. 1～1996. 2.28)

5대 원장 최원형 (1996. 3. 1～1997. 2.28)

6대 원장 김명순 (1997. 3. 1～1998. 2.28)

7대 원장 박창도 (1998. 3. 1～1999. 2.28)

8대 원장 조남진 (1999. 3. 1～2004. 2.29)

9대 원장 최덕구 (2004. 3. 1～2004. 5.31)

10대 원장 강광식 (2004. 6. 1～2004.11.30)

11대 원장 윤교찬 (2004.12. 1～2006. 2.28)

12대 원장 배천웅 (2006. 3. 1～2009. 2.28)

13대 원장 최이돈 (2009. 3. 1～2012. 2.29)

14대 원장 윤연수 (2012. 3. 1～ 현 재 )

경영대학원

□ 연 혁 □

본 대학원은 학교 설립정신에 따라 지역사회 기업들과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89년 11월 “중

소기업대학원”으로 인가 받아 1990년 3월 경상대학에서

개원되어 초대원장으로 정현립(회계)박사가 취임하여 처

음 신입생을 모집하여 출발하였다.

1998년 3월에“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해

10월 정부대전청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등 2012년 12월

13대 최장우 원장(경영학박사)에 이르기 까지 800여명의

우수한 석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1996년 3월 정보산업대학원이 공과대학(초대원장

김성옥교수)에서 첫 신입생을 모집하여 2010년 2월 기준

268명의 공학석사를 배출한 정보산업대학원과 직제 변경

에 따라 2007년 3월부터 두 대학원이 통합되어 “경영산

업대학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2011년 3월 경영산업대학원은 ‘경영대학원’으로 명칭 변

경되었다.

2012년 3월에는 입학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였다.

본 대학원 석사과정은 통합된 MBA과정이 있으며 학생

들의 편의를 위해 본교을 포함하여 간호사관학교/자운

대, 군수사령부, 핵융합연구소등 3개의 분원을 별도로 운

영되고 있다.

MBA(석사)과정 외에 최신 경영이론과 기법을 교육하

고, 경영환경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며, 지도자

로서의 리더쉽을 함양할 수 있는 CEO(최고경영자)과

정이 있다.

2015년 4월 현재까지 1200여명이 배출되어 지역사회 곳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역대 원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원장 정현립박사 (1990. 3̃̃̃〜1993. 2)

2대 원장 이해병박사 (1993. 3〜1996. 2)

3대 원장 윤평구박사 (1996. 3〜1997. 2)

4대 원장 현영석박사 (1997. 3〜1999. 2)

5대 원장 성일석박사 (1999. 3〜2001. 2)

6대 원장 백방선박사 (2001. 3〜2003. 2)

7대 원장 이기현박사 (2003. 3〜2004. 2)

8대 원장 윤평구박사 (2004. 3〜2006. 2)

9대 원장 나원호박사 (2006. 3〜2006. 9)

10대 원장 김영태박사 (2006. 10〜2008. 2)

11대 원장 심석무박사 (2008. 3〜2010. 2)

12대 원장 박광일박사 (2010. 3〜2012. 2)

13대 원장 최장우박사 (2012. 3〜2014. 2)

14대 원장 김진호박사 (2014. 3〜 현재 )

정보산업대학원

초대원장 김성옥 이학박사 (1996. 3〜1997. 2)

2대 원장 이영훈 공학박사 (1997. 3〜1998. 2)

3대 원장 오주원 공학박사 (1998. 3〜2000. 2)

4대 원장 송정길 이학박사 (2000. 3〜2001. 2)

5대 원장 이영훈 공학박사 (2001. 3〜2003. 2)

6대 원장 송정길 이학박사 (2003. 3〜2004. 2)

7대 원장 이주영 공학박사 (2004. 3〜2006. 2)

8대 원장 강철신 공학박사 (2006. 3〜2007. 2) 이후 경

영대학원으로 통합됨



․2015 한남대학교 요람288

학제신학대학원

□ 연 혁 □

본 학제신학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

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학과 일반 학문을 통합하는 학

제간 연구 및 목회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1997년

에 목회신학과와 기독교상담학과를 설치하였다.

개원 이래 석사과정 506여명과 지도자과정 213여명을

배출하였다. 2014년 3월 현재 석사과정으로 목회신학과

와 기독교상담학과, 공개과정으로 교회지도자과정이 있

다.

본 대학원의 역대원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원장 이 문 균 (1998. 3～2000. 2)

2 대원장 황 청 일 (2000. 3～2001. 2)

3 대원장 김 광 률 (2001. 3～2004. 2)

4 대원장 장 해 동 (2004. 3～2005. 2)

5 대원장 이 달 (2005. 3～2007. 2)

6 대원장 천사무엘 (2007. 3～2012. 2)

7 대원장 조 용 훈 (2012. 3～ 현재 )

국방전략대학원

□ 연 혁 □

본 국방전략대학원은 한남대학교 창학이념 및 교육법에

의거하여 국방행정 및 정책과 경영 전반에 걸친 과학적

인 연구와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통하여 21세기를 선도

할 수 있는 유능한 군 간부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

여하고자 2006년 3월 1일에 설립하였다.

기존의 사회문화대학원 및 행정정책대학원에 분산 설치

되어 운영되어온 계룡대와 자운대 등 군 관련 재학생의

수업 및 학사관리를 통합하여 보다 나은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특화된 군

관련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국방획득관리학과와 국방무기체

계·M&S학과가 통합되어 국방획득·M&S학과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 3월 현재 2개 학과

(안보국방정책학과, 국방획득·M&S학과)에 26명의

학생이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역대 원장은 다음과 같다.

초대원장 김 태 명 (2006. 3. 1 - 2008. 8. 31)

2대 원장 이 승 철 (2008. 9. 1 - 2010. 2. 28)

3대 원장 조 만 형 (2010. 3. 1 - 2012. 2. 28)

4대 원장 김 종 하 (2012. 3. 1 - 2014. 2. 28)

5대 원장 김 진 호 (2014. 3. 1 - 현재)





Ⅴ. 대학본부

▶ 교목실

▶ 기획조정처

▶ 교무연구처

▶ 입학홍보처

▶ 학생인재개발처

▶ 사무처

▶ 학술정보처

▶ 대외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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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목 실(선교훈련팀)

 학생채플과 교직원예배와 교직원 성경공부를 주관하며

대학의 신앙적 분위기를 제고하고 개인의 신앙 성숙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교내 구성원들

의 신앙 활동을 지원한다. 한남대학교의 창학이념은 기

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케하고,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

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있

다.

또한 대학 내의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 설립 이념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운영 목표

1.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채플 운영

2. 캠퍼스의 건전한 기독문화 형성

3. 기독인 지도자 육성

4.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선교와 봉사

5. 지역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

* 주요업무

1. 채플

채플은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역사의식 함양과 사회과

민족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 속에서

기독교적 체험과 건전한 사상을 접하게 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자아 형성과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체득하도록

하는 예배이다. 이를 위해 본 강좌는 각계각층의 기독인

지도자를 매시간 초청 그들이 삶의 체험과 신앙을 들으

며, 때로 합창, 연극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다.

2. 학생 선교

한남대 학생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

지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학생신앙활동과 학

생 성가대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장학금 유치를 통해서 선교의 비

젼을 품은 학생들이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교직원 선교

모든 교직원들이 교육과 연구, 행정의 각 분야에서 본

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 예배와

성경공부, 영성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

직원 성가대는 교수, 직원, 조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교직원 예배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다. 한남대 교

직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교직원

성경공부 반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눔과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위치 : 정성균 선교관 3층

        기획조정처

소 개

창학 이념을 구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참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으며, 학교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조

직 및 편제 관리, 정원관리, 제규정 관리, 예산 편성 및

조정, 대학특성화 추진, 평가․감사․정보공시 등의 업무

를 관장하고 있다

구 성: 기획예산팀, 전략평가팀

◇ 기획예산팀

소 개

기획예산팀은 우리학교의 21세기 비전실현을 위해 수

립된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교직원 및 학생정원관리,

공간조정 등 학교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수행

하여 본교의 각종 통계․지표 및 제 규정관리 업무를 수

행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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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식과 목표 달성의지를 고취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돕는 업무 및 국제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교육개혁 및 학사자율화 과제 현재화

나. 장기발전계획 추진 상황 점검 및 조율

다. 종합정보시스템 및 업무제도개선(BPR)정착

라. 대학 학생정원 조정(증과․증원)의 합리화

마. 교내 시설․공간의 효율화 방안 및 DB 구축

바. 제 규정류 정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점검및 정비

사. 특별 추진 과제

- 중․장기 공간․시설 발전 계획안 수립

- 교직원(교수, 직원, 조교) 확보 계획안 구안

- 대학벤처창업 설치안 수립

- 재교육 프로그램의 창출 :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특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

아. 교육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자.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차. 통합정보시스템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 전략평가팀

소 개

가. 다양한 유형의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대학의

중․단기발전전략에 따른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 효율성 및 적절성을 분석함

나. 국내․외 대학평가를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대

학의 위상 제고, 각종 재정지원 사업 업무를 지원함

목 표

가. 정보공시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

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진단 평가시

스템 정착

다. 자기 교정적 검수체제 구축

감  사  실

소 개

정기(자체, 내부 및 외부감사) 및 수시감사 제도를 통

하여 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업무처리 전반의 합법성, 합

리성, 합목적성을 검토하고, 부정 및 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며, 비위사항의 처리, 민원업무 처리, 회계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각종

행정 및 학사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목 표

가. 대학단위 부서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상시 감

사체제 구축

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절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감사시스템 구축

교 무 연 구 처

소 개

교원의 초빙 및 인사,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에서의 교

과과정, 수업과 학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구 성

교무연구팀, 학사관리팀, 교수학습지원센터

◇ 기초교육․인증센터

소 개

기초교육·인증센터는 기초 학력 및 전공 학업 능력 부진

학생에 대한 기초 교육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 학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전공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학문분야별 인증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공학인증, 건축학 인증, 간호학 인증 및 자

체 교육 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을 위하여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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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가. 기초 교육 과정의 개발 편성 및 운영

나. 중도탈락자 및 학사 경고자에 대한 동기 부여 프로

그램 개발 편성 및 운영

다. 졸업인증제의 체계적인 관리

라. 학생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인증 관리

마. 각 학문분야의 인증 시스템 관리 및 인증 담당 센터

(부서) 지원

◇ 교무연구팀

소 개

교무연구팀은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개혁과 경쟁의 새로

운 세기 속에서 대학의 주요기능인 연구, 교육, 봉사의 수준

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시스템을 보완하

고 향상시켜 나간다.

교무연구팀에서는 교원초빙, 교원인사, 교원업적관리,

교비연구비 지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조교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목 표

가. 우수교원 확충 및 교원확보율 유지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육과 연구 역량강화

다. 교원 성과평가와 연구업적 기준의 표준화

라. 교원 인사 및 업적 관련규정 선행 정비및 관리

위 치 : 교무연구팀은 본관1층에 있다.

◇ 학사관리팀

소 개

학사관리팀은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학사관리와 철저한

수업관리, 그리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의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실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동시에 학

사관리팀은 학사운영규정 제정, 체계적인 수업운영 및

관리, 엄정한 학사관리 및 성적관리,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으로 교육의 수혜자와 교내구성원 모두의 만족을 제고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 표

가. 교육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학사제도를 보완하여 불필요한 제한과 통제

를 줄이고 대학의 교육목표를 이루면서 학생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

한다.

나. 재적생의 수강관리, 휴/복학 등 학적업무, 재적생 통

계관리 업무, 학위등록 및 수여 업무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와 공유데이터의 업무단위별 연계성을 극대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

진한다.

다.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여 교수 및 학

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

◇ 교수학습지원센터

소 개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우리대학 교육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을 위해 교내 교수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제공, 교수 및 학습자를 위한 시청각기

자재 지원서비스 제공하고 , 학습자에게는 학습자의 눈높

이에 맞는 학습지원프로그램 및 각종 매체제작 지원 서비

스 & e-Learning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

을 위한 운영에힘쓰고 있다.

목 표

가. 교수법 강화를 위한 교수법세미나(특강) 및 워크샵을

실시하고, 교수법연구모임, 수업분석컨설팅, 멘토링 프

로그램운영

나. 학습법 강화를 위한 각종 학습법 세미나(특강) 및워크

샵을 실시하고, 공모전, 스터디그룹, 튜터링프로그 램

운영

다. 글쓰기 상담교실을 통한 온 ·오프라인 글쓰기 지원 및

공모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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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쟁력 있는온라인 대표강좌 육성과 이를 통한 국내외

학점교류사업 확대

마. 강의실 첨단화 사업을 통한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개선

입학홍보처

소 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에서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학교 홍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구 성

입학관리팀, 홍보팀, 입학사정관실

◇ 입학관리팀

소 개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우수한 신입생과 편입생 선발과 관련된 제반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입학관리팀은 다양한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 간의 치

열한 경쟁 속에서 신입생 선발과 우수학생 유치를 효율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의 선발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운영방침

가.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에 부응하는 입학전형제도 구축

나. 대학 간 경쟁에서 질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학전

형제도 마련

다. 대학의 다양한 교육환경 변화와 위기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입학전형제도 개발

라. 본교의 대학특성화 방향과 연계한 입학전형제도 개

발

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전형 진행

바. BI시스템 구축을 통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제 구축

사. 수험생과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우리대학의 구체적

특장점 홍보 전략 추진

아. 서울ㆍ경인지역에 대한 이미지 홍보전략 협의와 지

원 가능한 전략 선택

◇ 입학사정관실

소 개

우리대학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상에

적합하고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선

도할 창의적이며 잠재 역량을 지닌 신입생 선발과 관련

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한남인재상에 적합하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우수인

재를 발굴하고 학생선발의 대학자율화에 부합하는 대학

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구현하며 공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입시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운영방침

가. 기존의 입학전형 및 입학관련 업무와의 조화를 통

해 한남대학교 입학전형 발전에 기여

나. 학생선발과 관련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원칙

있는 입학사정행정 구현

다. 수요자중심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의 개발을 통해 우

수하고 창의적인 인재의 안정적 확보

라. 공평무사한 입학사정업무의 관리를 통해 공정한

입학사정 구현

마. 체계적 추수관리프로그램 도입 운영하여 입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의 정착을 지원

바. 서류 평가 및 심층면접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효

율적인 전형 진행

사. 고교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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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팀

소 개

글로벌시대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발족된

홍보팀은 수요자 중심의 경쟁적 교육시장 속에서 본교만

의 차별화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

을 통한 기사 발굴, 언론기관과의 상호협력, 매체광고 기

획․운영, 각종 이벤트사업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배

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기획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명문 기독교대학 위상 정립

나. 홍보매체의 다변화를 통한 대학 이미지 제고와 경쟁

력 극대화

다.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활동 및 언론매체와의 유기적

인 상호협력 유지

학생인재개발처

소 개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와 지원, 학생상벌, 장학, 봉사활

동, 남․여 생활관 운영, 각종 학생상담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및 기구이용 등을 관장하고 있다.

구 성

학생복지팀, 장학팀, 학생상담센터, 체육부

◇ 학생복지팀

소 개

학생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활동지원, 동아리

활동지원 및 관리,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일, 각종

집회 및 행사, 졸업앨범 관리, 봉사활동 관련 업무, 장애

학생 지원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목 표

가. 학교에 대한 신뢰감 회복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나. 대학문화를 고급문화와 기독교 문화로의 변화 유도

다. 건전하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 운영 지도

라. 면학분위기 조성

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강화

◇ 장학팀

소 개

면학분위기 조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성적장학

금 등의 다양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업무, 정부

학자금 대출관련 업무, 교내 근로장학생 관리 업무, 장학

금 기탁기관 관리 업무 등 학생중심의 장학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

목 표

가. 안정적인 장학금 지원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

나.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다. 최상위 장학행정 운영

라.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신뢰감 회복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마. 효율적인 장학제도의 운영을 통한 건전한 학생활동

유도

◇ 학생상담센터

소 개

개인 또는 집단상담, 각종 심리검사, 다양한 주제의 특

강과 워크샵으로 한남인의 정신건강을 돕고 인격적 성장

을 키우며, 대학생활 관련 연구조사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목 표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 각종 심리검사 및 학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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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조사, 연구, 보급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 발달

을 지향하여 본 대학교의 창학이념을 구현함에 목적을

둔다.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Ⅵ. 학생생활 참조

◇ 체육부

소 개

1965년 3월 20일 남자 탁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1982년

에 레슬링부 및 여자 탁구부, 2000년 3월 축구부가 창단

되었다. 체육부는 학교의 명예는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

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운동과 과학의 접목으로 생활

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리, 자유, 봉사의

정신으로 바람직한 대학인을 양성하고 있다.

1. 각팀 연혁

1) 남자탁구부

1965년 3월 20일 처음으로 탁구부가 창단되었고 1979

년도에 대신고등학교 선수들을 주측으로 재창단되어 지

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탁구부는 전국대회 우승 36회 준

우승 26회 등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1996년도에는 최주성 선수가 호주 세계대학생 탁구대회

에서 개인복식 3위를 차지하였으며 1998년에는 문화체

육부 장관기 탁구대회에서 4관왕을 하여 전종목 제패라

는 경이적인 성적을 내면서 대학최강의 팀으로 발돋움

하였다. 2009년도에 전국남녀종별대회에서 구본환 선수

가 개인 1위의 성적을 내었으며 야간 무역학과에 재학중

이던 주세혁(대우증권) 선수가 2003년 세계탁구선수권대

회에서 개인단식 준우승을 하였다.

최근 2014년도에 제30회 대통령기탁구대회에서 개인복

식 2위, 단체 2위를 하였고, 제60회 남녀종별탁구대회에

서는 단체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일구어 냈다.

2) 여자탁구부

1982년 호수돈여고 출신선수 6명으로 창단된 여자 탁

구부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

며 특히 1994년 세계대학생 탁구대회에서 이영신선수가

1996년 호주 세계대학생탁구대회에는 강혜정 선수가 한

국대표로 참가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

이는데 일조 하였다.

또한 1998년에는 문화체육부 장관기 탁구대회에서 단

체전 및 개인전을 석권하여 명실공히 한국여자대학부 최

강의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2년 폴란드 우라클리오에

서 열린 세계 대학생 탁구대회에서는 이정숙양이 출전하

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2014년도 제32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제60회 남녀종별탁구대회, 제30회

대통령기시도대항탁구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전 3

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3) 레슬링부

레슬링부는 1982년 3월1일 창단되어 각종 국내·외대

회 우승과 많은 국가대표선수와 우수한 지도자를 배출하

였다. 주요성적으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동메달과 1990

년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1999년 세계주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는 최권섭선수

가 세계를 제패하여 레슬링 명문대학으로서 국위를 선양

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단체전에서

는 2011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제29회 회장기 전국레슬링

대회에서 자유형 종합우승의 쾌거를 올렸다. 2014년도에

열린 제38회 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 2개, 동 2개로 대회를 휩쓸었으며, 2015 아시아주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는 손세련, 이지선 선수가 금메달

을 목에 걸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4) 축구부

본교 축구부는 2000년 3월 24일 정식으로 출범의 닻을

올려,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와 대학축구의 수준을 한 단

계 레벨업 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는 구성원들이 한 마

음으로 결속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단체구기 종목

운동부 창단의 필요성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요구가

결집된 결과였다. 전국 대회 우승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창단멤버를 구성한 본교는 2001년 험멜코리아

배 전국 축구 대회에서 그 해 대학축구 우승과 준우승을

한 강호 인천대를 꺾고 16강에 진출하여 파란을 일으켰

다. 또한 그해 국내 프로, 실업, 대학팀이 모두 참가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는 2001년 FA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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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V로 전국에 방송되는 가운데 실업강호 삼익악기,

광운대학을 연파하면서 16강에 진출함으로써 한남대의

존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3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남해에서 열렸던 험멜배 제4회 전국대

학 축구 대회에서는 본교 축구팀이 창단 3년만에 우승의

쾌거를 올렸으며, 2011년 중부 U리그대회에서 1위를 하

여 챔피언쉽토너먼트에 출전하여 3위를 하였다. 이후 다

시 3년만에 2014-U리그 1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 전국체육대회 대학팀 우승에 이어 2013, 2014년

도에는 3등을 차지하여 전국대회 강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위 치 : 학생회관1층 학생복지처에 체육부가 있다.

◇ 취업지원팀

소 개

취업지도 및 상담, 부직알선, 취업관련 추천 등의 업무

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가. 진로(취업) 훈련・교육 프로그램 : 리쿠르팅 노마드

(채용박람회 참여), CAP+(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

램), 캠프(시간/목표관리 캠프, 성공취업 캠프),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나. 취업 교과목 운영 : BTC(Businessman Training

Course), 성공취업 사례연구(온라인쇼핑몰 창업과

정), 여대생리더십아카데미, 대학생 진로지도과정

(CDP-C), 진로탐색과 준비역량, 취업전략, 신문읽

기와 경력개발

다. 취업동아리 운영 : 기존동아리의 평가/신규동아리

선정 등 취업동아리 운영 및 전문 취업동아리(인사

팀장 멘토) 운영

라. 특강 : 분야별․업종별 취업특강, 각종 채용설명회,

서류작성 및 면접, 맞춤형 교육과정(특정 기업 대상

집중 교육), 프레젠테이션 등

마. Job Cafe 운영 : 취업정보검색, 취업도서열람, 열린

마당, 진로상담실, 취업정보센터운영 등

바. 온라인 동영상 강의 지원 : 공무원 On-Line 동영상

강의 지원, 각종 자격증 관련 On-Line 동영상 강의

지원

사. 다양한 취업준비 및 진로지도 지원 :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Job Fair & Festival, 커리어데이,

외국어 우수 장학금 지급, 정부시행사업 지원, 취

업정보망 운영(Hi-Portal ➡ 취업정보), 취업상담,

E-mail 및 SMS Service), 공개 모의면접 등

목 표

가.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탐색 및 목표설정

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대상자들과의 공유

다. 개인 경쟁력 강화로 대학 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

라. 취업률 향상으로 모교에 대한 신뢰와 대학의 위상

제고

◇ 국제IT교육센터

1. 국제IT교육센터 소개

국제IT교육센터는 2000년 12월 26일 정보통신교육원으

로 개원하여 2003년 11월에 인재개발원 국제IT교육센터

로, 2011. 3. 1. 이후 현재까지 학생인재개발처 국제IT교

육센터로 직제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학지원자 수가 급

격히 줄고 있는데, 학과별 취업률이 해당 학과별 입학지

원율에 직접 연관되므로 학과별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본 센터의 목표관리 노력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체

재학생의 취업 준비 필수인 국제/국가공인 IT자격증을

교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고품

질 단기집중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며, 재학생들

이 국제공인 정보화자격증을 교내 취득하도록 국제공인

정보화자격증취득시험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전체 재학생

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다. IT자격증을 취

득한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한 정보화 인력을 사회에 배출

한다.

2. 국제IT교육센터의 목적 및 운영

① 국제공인 IT자격증 취득 교육센터로서 재학생 대상

고품질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② 전체 재학생들이 국제/국가공인 IT교육과정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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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③ 국제공인 IT자격증취득시험장을 위탁 개설하여 시

험 응시자들 편의를 제공한다.

④ 학과별 취업률은 국제공인 IT자격증을 취득하게 함

으로서 제고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⑤ IT자격증 취득한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취업 능력

을 향상시키도록 각 학과에 권고한다.

⑥ 학과별 IT자격증 취득한 재학생이 졸업과 동시 취

업하게 하여 ‘취업률’을 높게 한다.

⑦ 각 취업 현장에서 우수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인재

를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3. 교육과정

교육과정 내용은 IT분야 및 취업현장 변화 추세에

맞춰 업데이트 변경하고 있다.

① 컴퓨터활용능력1,2급자격증 취득 과정(한국상공회

의소 주관) 컴퓨터활용능력1, 2급 자격증은 모든 직

장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컴퓨터, 스프레드

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인증

기술자격증 임

③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주관) 정보화시대의 산업경영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처리 컴퓨터 및 컴퓨터통신의 운용을 중심으로

한 사무자동화 실무, 즉 응용프로그램, 사무자동화기

기 등을 활용하여 사무 능률을 극대화 함

④ MOS Master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관) Microsoft

Office Specialist의 약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

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아웃룩) 기능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공인 IT자격증

⑤ Oracle전문가 과정은 OCA(Oracle Certified

Associate),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 실무 DBA과정 등이 있다.

4. 공인된 초빙강사 및 교수진에 의한 강의

공인된 IT교육센터의 강사들은 각 인증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과정과 자격시험과정을 통과하여야만 공인

IT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강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공인

강사들의 수준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며 매 해마

다 그 자격을 재검증 받게 되어 있다. 국제IT교육센터의

초빙강사 교수진은 모두 해당 교육기관들로부터 공인 강

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5. 국제공인 MOS Master 자격증 취득 시험장 위탁

운영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세계 17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공

인 인증하는 IT자격증 MOS Master 자격증을 재학생들

이 교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취

득하게 하기 위하여 상설시험장을 위탁 개설 운영하면서

재학생과 졸업 후 미취업자 및 지역 일반인에까지 자격

증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국제수준 교육 환경

한남대학교 국제IT교육센터 교육 환경은 국제공인 IT교

육센터 설립 기준에 맞춘 최신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국가시험지원센터

Ⅰ. 목적 및 목표와 운영 방침

1. 목적

본 국가시험지원센터는 국가고등고시 등 공직 및 공인

자격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국가시험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공신력을 갖춘 한남인재를 집

중양성함으로써 우리대학의 사회적 평판도 및 입시경쟁

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와 사회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개원 이래 현재에 이르

고 있다.

2. 목 표

1)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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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교양을 갖춘 소신 있는 법관, 창의성 있는 행

정관, 자긍심 있는 외교관을 배출한다.

2)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전

문 자격인을 배출한다.

3) 국가시험지원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전교생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합격자 배출을 통해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3. 운영방침

국가시험지원센터는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등 고급시

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의욕 향상과 효율적인 수

험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ON/OFF LINE 학습시스템과

수험지원시스템을 제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소

신있는 법관 및 법률전문가, 창의성 있는 행정관 등 국

가공무원, 자긍심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그리고 기

술입국의 기반이 될 기술관 및 변리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최고의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21세기 경쟁

력있는 한남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4. 최상의 학습지원시스템

국가시험지원센터는 소수정예의 7개반(사법공직반,

공직시험반, 국가견습직반, 국제기구·언론반, 기술공직반,

공인회계사반, 자격시험반)으로 총 70여석 규모의 최상

의 학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70여명의 고시생 중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제 1차 합격자가 19명으로, 재실

인원 및 응시율대비 중부권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의 실력배양을 위하여 각 과목별 전

문수험서적은 물론 유명강사의 강의 테입, 그리고 각종

수험자료 및 정보검색 등 사이버강의지원을 위한 최신형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추고 있으며, 고시생들의 그룹스터

디 지원을 위해 2개 룸의 스터디 룸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쾌적한 수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에어

콘 및 온풍기 등 최신 냉난방시설과 최고급 정수기 및

가습기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관으로 이용되

어 왔던 26명 수용가능 한 학사를 여학생들만의 전용공

간으로 확보하여 여학생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

데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5. 최고의 수험지원시스템

국가시험지원센터는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위해 매학기 방학 중 출제위원급 교수들과 국내 유명학

원 전문강사들을 초빙하여 전액 무료로 집중특강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생들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교내의 국내유명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를 무료수강할 수 있도록 24시 사이

버강의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 입

실시험에 합격한 재학생들에게는 학기 당 최고 150만원

의 공직특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전국통합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에게도 소

정의 도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학 중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학생

에게는 등록금 전액면제 및 월 20～30만 원의 도서지원

비를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게는 서울지역 제2차시험 전

문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 파격적인 장학제도 도입

특히 2003학년도 부터는 본교에 지원하는 신입생 중

고시장학생을 선발하여, 입학금 및 4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은 물론, 학기당 120만원씩 4년간 도서비 지급 및

고시원에 자동입실 기회를 부여하며, 국가고시 및 자격

시험 제1차시험 합격시 제2차시험 전문교육기관에 전액

무료 위탁하는 등 파격적인 수험지원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Ⅱ. 입실절차

1. 입실 자격 :

1) 본교 재학생 및 재적하고 있는 휴학생

2) 졸업 후 3년 이내의 자.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하

는 각종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차 합격 유예기

간 내에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사정기준 :

1) 각종 고시 1차 합격자는 입실시험 면제

2) 각종 고시 1차 준비생은 국가시험지원센터 지도교

수 회의에서 시행하는 객관식 입실시험에 의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자 중

에서 성적순으로 입실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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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실 시험 : 학기를 단위로 4월과 9월, 년 2회 실시

(입실시험 시행 30일 전 학교신문 및 각 통합수험정

보센터<http://exam.hannam.ac.kr> 공지사항란에 공

고)

4. 입실 인원 : 총 70명

5. 장학 제도 :

1) 입실비 없음

2) 입학 성적장학생은 유지학점 3.0이상으로 해당 장

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재학 중 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 기술, 입법,

법원,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제1차시험 합격자에

게는 등록금 전액면제 및 월 30만원의 도서구입비

지급

4) 재학 중 자격시험(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제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월

20만원의 도서구입비 지급

5) 재학 중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에게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혜택 부여

6) 입실시험 합격자 중 재학생(단, 직전학기 무휴학

자로 1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2.50이상자)

에게는 공직특강장학금 지급(2012학년도 1학기 기

준 최대 150만원 지급)

7) 입실시험 합격자 중 성적우수자 15명에게는 재실

기간 매월 10만원의 도서구입비 지급(재학생에

한 함)

8) 기타 재실자 전원에게 수험관련 각종 지원 혜택

부여

Ⅲ. 운영

1. 운영담당자

국가시험지원센터장 및 각반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고

시전담직원이 수험지도 및 일반행정관리 등 일상적인 운

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시험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위해 근로학생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중무휴

로 운영하고 있다.

2. 자치 조직

각 반별로 1인의 반장을 두어 7인으로 구성된 자치 위

원회가 자치규율 활동을 펴고 있다.

3. 생활 수칙

면학분위기 유지 및 원만한 단체활동을 위한 생활수칙

이 마련되어 있고, 1일 3회의 면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및 퇴실 등 처분을 한다.

Ⅳ. 고시특강 및 모의고사

1. 집중특강

1) 개설과목 : 사법공직반, 공직시험반, 국가견습직

반, 국제기구·언론반, 공인회계사반, 기술공직반,

자격시험반 공통과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개설한다. (예컨대, 영어, 헌법, 민법, 행정학, 회

계학, 경제학 등)

2) 개설시기 : 여름방학 집중강의(50일), 겨울방학

집중강의(60일), 봄/가을 집중강의(기본강의-문

제출제-모의고사-강평)

3) 각종고시 1차 비공통과목 및 고시 2차 과목은 고

시학원에 위탁특강 및 부분별 특강유치

2. 모의고사

1) 영어실력평가시험 : 매일 1회, 년 12회 실시

2) 통합모의고사실시 : 각종고시 1차 시험전 5회이상

실시(서울지역 각 대학 모의고사 입수)

      사 무 처

소 개

학교의 직원행사 및 직인관리, 문서수발과 통제, 보존,

폐기, 건물의 신축 및 보수, 비품과 기자재구매 및 관리,

학교회계관리 및 집행등을 관장하고 있다.

구 성 :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구매관재팀, 경리팀,

예비군연대

◇ 총무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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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직원복무, 직인관리, 문서관리, 보안업무, 직원 훈·포상,

의전, 교직원친목회, 대외지원업무, 후생복지, 보건체련,

직원인사, 직원채용, 직원교육, 직원해외연수, 직원징계,

연금 및 4대보험, 교직원공제회, 노사관계업무, 제증명

발급 업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행정의 합리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행정’구현

나. 친절 봉사 정신 체질화

다.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라. 인사의 공정성 신장

마.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바. 친목 도모 창출

사. 각종 보수체제의 재정비

위 치 : 본관 2층

◇ 시설관리팀

소 개

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전기, 설비, 조경시설의 유지보

수, 도시계획사업중 인․허가 업무 등 각종 시설물 관리,

행사준비, 각 건물의 경비․청소, 시설물사용 신청접수․

허가 등 학교전반의 재산관리 유지업무와 시설관리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나. 교육용 기본시설과 건축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다. 시설관리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위 치 : 본관 2층

◇ 구매관재팀

소 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 경제적인 가격 및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기에

구매하여 공급하며, 공급된 물품을 강의와 행정 등에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재물

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목 표

가. 나라장터(조달청) 및 단가계약을 통하여 물품구매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제고에 앞장선다.

나. 물품 구매사무규정을 준수하여 구매한다.

다. 각종 물품의 등재 및 보유물품의 이력관리를 통한

재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라. 각 부서별로 배정된 물품에 대한 적절한 사용 및 철

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내용연수를 증가시킬 수 있

도록 재물관리 운용지침에 따라 학교의 유형고정자

산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위 치 : 본관 1층

◇ 경리팀

소 개

우리 경리팀은 등록금 수납, 자금의 관리와 각종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한 자금의 운용, 그리고 결산을 통한 회

계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 경리, 세무 전

반에 걸쳐 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회계업무의 전산화는

물론 업무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 치 : 본관 1층

목 표

1. 고객 만족을 위한 편리한 회계 행정의 실천

2. 정보화시대에 맞는 회계처리 전산화 실현

3. 각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효율적인 회계처리

4. 경영정보 제공을 위한 회계정보 자료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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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연대

소 개

전시 대학방호 및 대학내의 예비군, 동원, 민방위, 비

상계획, 공익근무요원 통제 및 관리 등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전시 대학방호태세 확립

나. 대학직장예비군의 잠재전력 강화

다. 유사시 재난대비태세 완비

라.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위 치 : 학생회관 1층(학생복지처 옆)

학 술 정 보 처

소 개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를 통합한 조직으로 학술자료

와 대학내 각종 전산정보(학술정보, 학사/행정정보, 대학

홈페이지 운영 등), 네트워크 및 정보통신 보안, 소프트

웨어 관련 업무를 시스템적 차원에서 기획, 개발함과 동

시에 유지,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PC

실습실과 같은 컴퓨터 관련 연구지원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학술정보 및 학사/행정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

제공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교육, 연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정보센터로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성(조직)

중앙도서관(정보서비스팀, 문헌정보팀) 시스템개발팀,

시스템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보서비스팀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제공과 전자

정보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 교육 지

원,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정보 서비스데스크

및 대출/대납 서비스데스크, 독서클럽, 문화프로그램 등

을 관리․운영한다. 분관으로 대덕밸리캠퍼스 학술정보

실을 운영한다.

목 표

가. 이용자 서비스 극대화

나.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 문헌정보팀

문헌정보팀은 학술자료 전반에 관한 선정, 주문, 교환,

기증 등의 수서업무와 자료의 조직 및 서지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업무, 국내외 전자저널 및 Web DB 유지관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목 표

가. 학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나. 연구 및 수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 학술 자료지원

다. 소장 자료 및 정보의 최신성 유지

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효율적인 학술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운영팀

시스템운영팀은 대학의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공

용 소프트웨어, IT 콜센터, PC 클리닉센터, 홈페이지, 그

룹웨어(전자문서시스템), 공용 PC실습실, 메일서비스 등

을 주 업무로 하여 교내 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관리·운

영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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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가.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및 홍보

․ 정보보안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나. 교내 네트워크 관리

․ 교내 전산망 인터넷 랜 유지관리

– 약 5,000 여대 사무자동화기기

(PC, 프린터, 스캐너, 서버)

⋅ 유선망(1Gbps), 무선망(500Mbps) 인터넷 연결

⋅ 생활관 기숙사 유무선 인터넷 연결

⋅ 공인 인터넷 주소 관리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NMS) 운영

⋅ 신규 건물 네트워크 구축 및 노후화 장비 교체

⋅ 수시 인터넷 장애 지원 및 행사 지원

다. 공용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 대학내 공용 소프트웨어 관리 운영

․ 대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관련 업무 처리

라. PC 클리닉 운영

․ 각 대학 공용 PC 실습실 관리운영

․ 행정·연구용 PC 유지 보수 지원

마. IT 콜센터 운영

․ 통합정보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

․ 교내 정보화 관련 상담 및 PC 원격 지원

바.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서버 관리, 운영

․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및 통합게시판 운영

․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 교내 학과/기관 홈페이지 지원

․ 홈페이지 리뉴얼 및 컨텐츠 관리 지원

사. 메일 서비스 운영

․ 스팸 및 메일 서버 관리, 운영

⋅ 메일 사용자 계정 관리

․ 학생용 구글앱스 서비스 운영

아. 그룹웨어 시스템 운영

․ 전자결재, 교내 공문 수·발신, 사용자 계정관리

⋅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운영

․ 교외 공문 수·발신을 위한 문서유통시스템 운영

․ 모바일 그룹웨어 운영

◇ 시스템개발팀

소 개

시스템개발팀은 대학의 학사, 교무, 입학, 일반행정 업

무의 정보화를 위한 기획, 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응

용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관리, 정보통신보안 관

련 업무를 수행한다.

목 표

가.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연구/입시/경영통계)의

구축 및 운영

․ 학사시스템 : 학적, 수업, 진급졸업, 교원자격, 제

증명, 장학, 등록, 취업, 채플, 봉사, 국제교류, 학

생관리, 국제 IT교육센터, 예비군

․ 행정시스템 : 기획, 예산, 인사, 총무, 회계, 급여,

구매, 자산, 발전기금, 홍보, 시설, 교수학습, 생활

관, IT행정

․ 연구시스템 :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창업보육,

HRD

․ 대학원시스템 : 학적, 수업, 등록, 장학, 논문, 졸

업, 제증명

․ 부속기관 : 취업지원팀,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

원, 한국어학당

․ 경영통계 : 경영정보, 부서통계, 통계연보, 교육통

계(대학), 교육통계(대학원), 정보공시(대학), 정보

공시(대학원)

․ 입시

- 학부신입학 (원서관리, 학생부관리, 예외자처리,

합격자관리, 수학능력관리, 면접관리, 실기고사

관리, 입시통계)

- 학부편입학 (기초관리, 원서관리, 예외처리, 면

접관리, 체육실기관리, 미술실기관리, 최초합격

자,충원관리)

- 대학원입학 (입시기초관리, 원서관리, 성적입력

관리, 입학정보출력)

․ 인트라넷 : 공통행정서비스, 교수서비스, 조교서비

스, 학부생서비스, 대학원생서비스, 특수대학원생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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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시스템 : 공통코드관리, 조직코드관리, 프로그

램관리, 접근제어 관리, 데이터베이스 정보관리, 메

뉴 및 권한관리

․ HI-Class, 상담, 교육인증, 자체평가, 통합게시판,

e-Portfolio, 설문 및 투표, 단문문자서비스(SMS),

모바일 포털(Mobile Portal)

나. 정보화시스템 관련 업무

․ 정보화시스템 관련 기획 및 관리

․ 정보화시스템 관련 장비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Portal Engine, WAS, LDAP,

SSO, RD, SMS, VOD, 형상관리시스템 등

․ 정보화 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정보시스

템 백업 및 복구 정책 운영

다. 정보통신보안 관련 업무

․ 정보통신보안 관련 업무 기획 및 관리

․ 정보통신보안 관련 장비 운영 : 인터넷 방화벽,

웹방화벽,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원도우 백신, 윈도우즈 패치관리

시스템, PC개인정보관리시스템, IP관리시스템, 개

인정보사후점검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ESM), 인프라통합관리시스템(EMS), 위협관리

시스템(TMS), 인터넷품질관리시스템(QOS)

․ 정보통신보안 관련 민원 및 정부기관(교육부, 안

전행정부 등) 연계 업무 처리

대외협력처

◇ 대외협력팀

소 개

대학발전기금 조성업무를 위한 사업계획, 모금행사, 기

부자 발굴 등 다양한 기금모금의 전략적 계획과 발전기

금의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협약식

등을 체결해 대학발전 및 산․학․연사업의 매개체 역할

을 하고 있다.

목 표

가. 국내 기관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추진

나. 대학발전기금 대상의 구체화․조직화를 기반으로 지

속적이고 다양한 모금사업 추진

라. 대학발전 및 산학연 사업의 매개체 역할

◇ 국제교류팀

소 개

1999년 3월 대학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 국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된 국제교류팀은 국외대

학 및 기관과의 학술정보 교환과 교류유학생․교비 유학

생 선발 및 파견 등의 학생교류제도, 자매결연 및 기관

관리, 국제교류 관련 제반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목표 및 위치

수요자 중심의 경쟁적 교육시장을 이행하면서 국외 대

학간 학점교류를 확대하고, 세계화 능력의 양성을 위해

서 외국어교육과 연계한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교육기회

의 확대, 외국 자매대학 및 각종 연구소 등과의 유기적

이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를 맞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인 국제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

여, 본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운영방침

◦ 업무추진관계 : 해외기관의 업무추진을 신속 정확

히 처리하여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남의 역동적 국제화 : 한남대와 외국 대학과의 교

류증대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교환프로그램을 확

대하고, 해외 선교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한다.

◦ 의전관계 : 본교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에 대해서는

본교에 관한 최대한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 학생 상담관계 : 자매기관의 정보는 물론 유학과 관

련한 제반 자료 및 정보를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유

학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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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글로벌캠퍼스(50동) 309호

◇ 외국어교육원

소 개

외국어교육원은 학교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연장함은

물론 외국어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목적으로

1983년 3월 대학 부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본원은 세

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 외국어교육과 새로운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최고의 어학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목 표

가. 우수한 교수 체계와 교육 설비를 구축한다.

나. 수강생의 수준과 목적에 따라 선택 수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다. 교육의 질 향상과 다양한 교수법 개발을 위하여 지

속적으로 연구한다.

라. 교수와 직원은 공동의 무한 책임 정신으로 봉사한다.  

운영일정

연간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나누어 진행되

며 개설기간은 다음과 같다.

- 봄 학 기 : 3월 ~ 5월 (10주)

- 여름학기 : 6월 ~ 8월 (6주)

- 가을학기 : 9월 ~ 12월 (10주)

- 겨울학기 : 1월 ~ 2월 (6주)

개설강좌

1. HEAL(Hannam English All-out Learning)과정 TOEIC

학과 졸업인증제의 어학 능력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체계적인 학습과 관리를 바탕으로 졸업인

증 요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영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진단 평가 성적에 의하여

HEAL과정 1~4까지 총 4단계로 분반되어 수준별

TOEIC 수업이 이루어진다.

2. 정규 과정 TOEIC/TOEFL/기타강좌

영문법 기초부터 철저히 공부하는 ‘문법 기초반’과

TOEIC 중고급 수준 이상 학생들의 고득점 획득을 위한

‘TOEIC 실전대비’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학 및 어학

연수나 한남대 교환 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iBT TOEFL

‘Reading/Listening’과 ‘Speaking/Writing’이 있다. 특히

외국어교육원에서는 최근의 말하기 능력 중심의 영어 능

력 평가 시류에 발맞추어 TOEIC Speaking 수업을 개설

중이며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영

어 등 단순히 영어회화나 공인인증 시험에만 국한된 강

좌가 아닌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다.

3. 정규 과정 회화

<영어 회화 (LEVEL 1-3), 원어민 특별 강좌>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부터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

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레벨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

여 듣고 말하는 능력은 물론 읽고 쓰는 능력도 함께 배

양할 수 있다. Level 1은 원어민과의 대화에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 또는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강사가, Level 2와 3은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Film and Television

English, Writing for your Everyday Life 등을 통해 다

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효과적

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양할 수 있다.

<제 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라 진행하며 신HSK 등 시험 대비 수업도 진

행된다.

시험 센터

외국어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험들을 진행함으로

써 재학생들에게 손쉬운 응시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모의 TOEIC: 월 1회, 연간 12회 진행

주최: 외국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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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인 TOEIC Speaking: 월 4~6회 매월 진행

주최: 한국토익위원회

C. 공인 IDP IELTS: 월 1회, 연간 12회 진행

주최: IDP Education

위 치

글로벌 캠퍼스 45동

◇ 한국어학당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CKLKS: Center for Korean

Language & Korean Studies)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인과 재외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학을 배우고, 한국 문

화와 역사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한남대학교에 설치

된 한국어․학 교육기관이다.

본 한국어학당은 2002년 10월 9일에 개관하여 ʻ한국어과

정ʼ(정규, 집중, 특별), ʻ한국어교사 양성과정ʼ(봄, 가을 학

기, 여름·겨울방학 연 4회)을 비롯하여 해외 자매대학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ʻ한국어 한국문화연수과정ʼ, 자운대

3군대학(육, 해, 공군)의 외국군 장교들과 충남도청 외국

지자체 교류공무원 및 미국 국방성 산하 외국어대학

(DLI) 한국어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ʻ위탁교육과정ʼ 
등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 4월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의 다문화교육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초중등관리자 다문화이해교육 직무연수, 이중

언어강사 직무보수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월 현재, 한국어정규과정 2,214명,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829명, 일본 자매대학 한국어·한국문화연수에

445명, 기타 과정 539명 등 총 4,027명이 이수했거나

이수 중에 있다.

본 한국어학당의 설립목표는 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

여 경쟁력 있는 한국어․학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 ②

한국어학당 수료자의 본 대학 진학을 도와 캠퍼스의 국

제촌화를 실현하며, 해외 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통해 한

민족 공동체 교육 구현으로 본교를 세계화 중심 대학으

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본 학당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 학당에는 원장 1명, 교학담당팀장 1명, 교육담당 전

문위원 1명, 직원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

규과정 시간강사 20명, 해외파견강사 3명(중국)이 있다.

한국어 정규과정(2013-2학기)은 1급부터 고급까지 한

국어 사용능력에 따라 9개 반으로 편성하여 17개국 121

명이 수강하였으며,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에 일반인 및

본교 재학생 20명이 수강하고 있다.

특별히 본 한국어학당에서는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

성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3년 10월 4일에 제1회 대회를 개최

하여 2013년도 까지 9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대회에는 20개국(23개 단체) 154명, 제2회 대회

에 18개국 214명, 제3회 대회에 21개국 198명, 제4회 대

회에 25개국 242명, 제5회 대회에 21개국 247명, 제6회

대회에 25개국 315명, 제7회 대회에 27개국 317명, 제8회

대회에 29개국 338명, 제9회 대회에는 27개국 342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

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직 제

한국어학당 운영방침

1.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과 다양한 언어권별 우

수 강사진 구축

• 풍부한 경험을 지닌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 역사탐

총장

부총장

대외협력처장

한국어학당원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교학팀장 교학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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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강사진

2. 다양한 한국어․ 한국학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강좌(정규, 특별, 집중과정) 및 한국학 강

좌 개설

• 일본 자매대학(난잔대학, 오키나와국제대학, 관동

학원대학, 무코가와여자대학, 조사이국제대학, 조사

이대학 등)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 외부기관(대전시 초청 한류 의료관광단, 선병원

초청 외국인 의료진)의 외국인 한국어 위탁교육

• 충남도청 외국 지자체 교류 공무원반 위탁 교육

• 다문화교육원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 초중등관리자

다문화이해교육 직무연수, 이중언어강사 직무연수

등

3. 엄격한 출석관리, 다양한 평가제도 및 학사 관리 시

스템 운영

4. 학습공간, 체력단련공간, 여가활용공간 등이 완비된

한국어학당 전용 기숙사, 유학생 휴게실 등 운영

5. 캠퍼스의 국제촌화 구현

•글로벌캠퍼스에 매학기 20개국 이상의 다국적 유학

생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연수

•외국 유학생간 교류 활성화 및 한남대 학생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홈스테이)

6.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육 분위기 실현

•매 학기별 문화체험 실시(에버랜드, 백제문화탐방)

•국제학생축제(5월)

•전국 외국인 한국어말하기·글짓기 대회개최(10월)

•생활 및 진로 상담

•도우미(생활, 한국어학습) 제도 운영

7. 한국의 중심부 대전, 표준어 사용권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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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주요 과정 안내

과 정 수 준 기간 학기 및 시간
교육
대상

내용
등 록 금

전형료 수업료 총 계

정규과정
초․중․
고급

15주

․개강 : 봄 3월-6월,
가을 9월-12월

․주 5일 4시간(오전)
․총 300시간 수업

외국인
일반
연수

70,000원 1,600,000원 1,670,000원

자매
대학생

교환
연수

- - -

특별과정
초․중․
고급

8주

․개강 : 봄 4-5월, 여름
7-8월, 가을 10-11월,
겨울 1-2월

․주 3일 2시간
총 48시간

외국인
일반
연수

70,000원 240,000원 310,000원

집중과정
초․중․
고급

4주
․개강 : 1월, 7월
․주 5일 4시간(오전)
․총 80시간

외국인
일반
연수

70,000원 400,000원 470,000원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대비반

초․중․
고급

6주,
4주

․연4회, 총 36시간 외국인
일반
연수

- 180,000원 180,000원

한국어교사양성과정

15주

4주

․학기과정 : 3, 9월
주2일(화, 목) 야간
4시간씩 15주

․방학과정 : 1, 7월
주 5일(월-금)
6시간씩 4주

․총 120시간 이수

내국인
양성
과정

50,000원 750,000원 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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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 연혁

연 도 내 용

1985 한국학 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 실시

1998 한국어학 프로그램(Korean Language & Studies Program) 실시

1999 ～ 현재 3군대학(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한국어 위탁 교육 실시

2000 ～ 현재
일본 오키나와국제대학(2000) / 난잔대학(2001) / 관동대학(2007) / 동양대학(2008) / 무코
가와여자대학(2010) 한국어 · 한국문화 연수

2002. 10. 9 한남대학교 인재개발원 소속 한국어학당 설립

2002. 9 ～ 현재 한국어 정규과정, 집중과정, 특별과정,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개설 및 운영

2003. 10. 4 ～ 현재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글짓기 대회 개최

2006. 5 ～ 2008 DLI(Defense Language Institute Foreign Language Center) 한국어 위탁교육

2006. 9 ～ 2006.12 ‘국내 이주민 한국어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위탁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한국어세계화재단)

2002. 9 ～ 현재
한국어 정규과정, 특별과정, 집중과정, 자매대학 연수, 충남도청, 3군 대학 위탁교육 등 매년
20개국 500명 이상 한국어과정 수료

2011. 9 한국어학당이 부속기관에서 대외협력처 한국어학당으로 편제 변경

2012. 12 한국어학당이 글로벌캠퍼스(구, 대전외국인학교)로 이전

2013. 2 한국어학당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원 운영기관으로 선정

2013-2학기 국적별 학생 현황

국
가
별

중

국

일

본

베

트

남

필

리

핀

몽

골

미

국

대

만

대
한
민
국

우

간

다

인
도
네
시
아

이
탈
리
아

스

페

인

우
크
라
이
나

키
르
기
스
스
탄

우
즈
베
키
스
탄

파
키
스
탄

캄
보
디
아

합

계

인원 61 15 12 8 5 4 3 2 2 2 1 1 1 1 1 1 1 121

% 50.4 12.4 9.9 6.6 4.1 3.3 2.5 1.7 1.7 1.7 0.8 0.8 0.8 0.8 0.8 0.8 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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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수료생 현황

학년도
/ 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한국어
집중(특별

)
과정

일본
자매대
한국
연수

DLI
위탁교육

한국어
단기연수

한국어교사양성과정

합계어학
연수생 교환학생 위탁교육생 계 기수(연도) 인원

2002-2 13 10 13 36 - 25 - - 1기(2002-겨울) 21 82

2003-1 11 10 9 30 5(특별) 4 - - 2기(2003- 봄) 10 49

2003-2 30 11 9 50 3(집중) - - -
3기(2003-가을) 14 96
4기(2003-겨울) 29

2004-1 64 16 5 85 8(집중) 25 - - - - 118

2004-2 66 7 17 90 5(집중) - - - 5기(2004-가을) 10 105

2005-1 32 15 7 54 4(집중) 31 - - 6기(2005- 봄) 23 112

2005-2 54 19 18 91 - - - -
7기(2005-가을) 17 145
8기(2005-겨울) 37

2006-1 36 17 3 56 9(집중,
특별) 30 3 -

9기(2006- 봄) 14 137
10기(2006-여름) 25

2006-2 58 17 15 90 4 - - -
11기(2006-가을) 27 174
12기(2006-겨울) 53

2007-1 62 20 7 89 8 35 8 -
13기(2007- 봄) 20 188
14기(2007-여름) 28

2007-2 82 22 11 115 6 - - -
15기(2007-가을) 22 196
16기(2007-겨울) 53

2008-1 71 22 1 94 3 28 - -
17기(2008- 봄) 22 162
18기(2008-여름) 15

2008-2 110 30 11 151 28 - - -
19기(2008-가을) 15 233
20기(2008-겨울) 39

2009-1 105 24 2 131 26 26 -
21기(2009- 봄) 18 226
22기(2009-여름) 25

2009-2 100 33 14 147 16 - - -
23기(2009-가을) 16 202
24기(2009-겨울) 23

2010-1 72 38 0 110 34 45 - -
25기(2010- 봄) 16 235
26기(2010-여름) 30

2010-2 83 55 9 147 33 - - -
27기(2010-가을) 21 223
28기(2010-겨울) 22

2011-1 55 61 0 116 65 75 - -
29기(2011- 봄) 14 289
30기(2011-여름) 19

2011-2 51 51 12 114 35 - - -
31기(2011-가을) 17

187
32기(2011-겨울) 21

2012-1 41 60 0 101 61 50 - -
33기(2012-봄) 16 252
34기(2012-여름) 24

2012-2 51 58 0 109 31 - - -
- - 151

35기(2012-겨울) 11

2013-1 49 49 - 98 47 71 - 59
- - 292

36기(2013-여름) 17

2013-2 61 45 4 110 38 - - -
37기(2013-가을) 13 173
38기(2013-겨울) 12

합계 1,357 690 167 2,214 469 445 11 59 829 4,027





▶ 중앙박물관

▶ 자연사박물관

▶ 신문․방송국

▶ 인돈학술원

▶ 기독교문화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원

▶ 평생교육원

▶ 출판부

▶ 생활관

Ⅵ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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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

1. 설립목적

중앙박물관은 1982년 6월에 개관하여 현재 470여평의

전시실을 갖추고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약 7,000

여점의 다양한 유물을 축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박

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본 중앙박물관은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등에 관한 자

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교육에 힘

쓰는 한편, 기독교 대학의 한 기관으로서 기독교 전래과

정 및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수집․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충청지역 전래의 고고∙민속유물 등의 자료를 수집

하여 보존 전시하면서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복원하여

그 소중한 가치를 연구 발표하고, 동시에 관련 학계에 널

리 공람하게 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전시내용

1) 종합전시실

구석기시대 석기유물부터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토기류, 자기류, 와전류, 금속류 등 각종 고고․역사유물

을 통시대적으로 전시하여 한국의 문화 변천상을 전반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기와전시실

기와는 목조건물의 지붕에 올려져 침수 및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건축부재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 전시실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와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으로 나누어 기와의 시기별 변

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3) 백제토기 요지실

충북 진천군 삼룡리 및 산수리 일대 가마터에서 발굴

조사된 각종 유물과 백제초기 토기가마를 실물크기로 복

원하여 전시하였다.

4) 문헌실

통과의례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각종 문헌 자료들이 전

시되어 있다. 특히 충청지역 역사 문헌들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어 이 지역의 일상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동학혁명과 관련된 일부 사료들도 전시하였다.

5) 기독교 선교 자료실

1892년부터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의 한국선교

활동,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에 대한 기록 및 자료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수집 전시하였다. 아울러 본 대학의 발

전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6) 전통생활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시하여

전통 생활 문화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7) 기획전시실

중앙박물관이 매년 기획하는 특별전시회가 개최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고고․역사적인 유물전시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이 이루어진다.

3. 활동내용

- 일반 전시 및 특별 전시

- 자료의 수집, 정리, 연구, 보관, 관리

- 문화유적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학술조사)

- 각종 유적조사 보고서 및 연구지 『고고와 민속』

발간

- 중앙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 역사문화탐방 개최

- 세시이벤트 개최

- 대학 교사자료 수집 및 정리 연구

4. 중앙박물관 관람안내

정기개관 : 매주 월~금요일(09:00～18:00)

휴 관 : 1) 국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단 요청시 토요일 개방가능)

2) 유물보존상 부득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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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본교 법과대학 4층

5. 소장품 현황

(단위 : 점)

구분 토도류 금속류 석물류 민속류
고사ㆍ
고문서

회화 및
조소

모조
품

합 계

합 계 2,863 247 102 713 2,625 109 58 6,717

자 연 사 박 물 관

1. 목 적

자연사 박물관은 약 30억년 동안의 긴 진화와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현존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생명

현상의 보편적 법칙인 생물 종간의 계통과 유연 관계를

밝히는 자연사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존재하는 생

물, 그리고 인류를 포함한 고생물·화석·지질을 포함한 환

경 자료들을 수집하여 동정·분류하고 수장 및 전시함으

로써 자연사 연구의 발전과 아울러 우리 대학인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관

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3년 4월

에 개관되었다.

현재 400여평의 규모로 포유류, 조류, 해양동물, 식물, 어

패류, 곤충, 화석, 광석 200,000여점이 계통학적으로 분류

전시되어 있는 전문박물관이다.

2. 전시내용

1) 포유류 전시관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하여 반달곰, 여우, 무산쇠족

제비 등 한국산 포유류와 사자, 호랑이, 일본원숭이 등

외국의 다양한 종들이 조화있게 전시되어 있다.
2) 조류 전시관

한국산과 외국산 조류를 포함하여 223종 615점이 전시

되어 있으며, 이들중 따오기, 검독수리, 두루미, 원앙이,

소쩍새등 천연기념물 37종 66점이 전시되어 있다.

3) 해양동물 및 어패류 전시관

해양무척추동물과 어패류의 액침 및 건조표본 25,581

점이 소장∙전시되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대만, 필리핀 패류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4) 식물전시관

한국산 관속식물 87,828점이 분류 체계별로 소장되어

있으며, 식물종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그 활용방법이

전시되어 있다.

5) 광물 암석관

동․식물화석 736점을 포함하여 국내․외 암석 및

광석이 전시되어 있다.
6) 금강의 민물고기관

금강은 전라북도 동부지역과 충청북도 남서지역을

북서류하여 충청남도 남동지역을 지나 황해로 흘러드

는 강으로 한강·낙동강에 이어 3번째로 긴 강이다. 금

강상류에 사는. 감돌고기·구구리 등 우리나라 특산 어

종을 비롯하여 35종의 민물고기가 전시되어 있다
7) 양서파충류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먹구렁이, 살모사, 바다거북

등 21종의 파충류와 청개구리, 도룡뇽 등 다양한 종의

양서류가 전시되어 있다.

8) 곤충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중심으로 숲, 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에 따른 곤충의 종류를 관찰할 수 있

으며, 우리나라 곤충과 외국산 곤충을 비교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3. 활동 내용

1) 전 시

- 상설전시 : (월 ~ 금 10:00～16:00)/예약요청 시 토

요일 개관가능

- 특별전시 : 어린이날 특별전시, 기획전시
2) 연구활동

- 표본수집 및 자료조사

- 표본 동정, 분류 및 수장

- 연구활동 관련 출판 및 학술심포지엄

3) 교 육

- 초,중,고등학생 관람자 교육 및 대학수업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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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교실 운영

4. 수장표본 현황

※ 총계 :172,119 (2015년 2월 현재) (단위:점)

신문 ․방송국

￭ 대학신문사 ￭

1. 설립 배경 및 연혁

대학신문사는 ‘신속․정확․공정’ 이란 사시 아래 학

내․여론 수렴과 대학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대학신문 창간호는 1957년 5월 1일 ‘대전대학

보’란 제호로 발간되었고, 1963년 1월 5일에는 ‘대학뉴스’

호외 발간으로 제1회 졸업생 학사고시 100% 합격(전국1

위)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동년 7월 1일 제호를 ‘大田大

學報’로 변경(제4호), 1964년부터 초․중․고 문예백일

장, 국제문화연구 강연회를 주최하는 등 대학언론으로서

의 본격적인 발전을 하였다.

1968년 6월 12일 제22호부터 가로쓰기 체제로 개편,

제23호부터는 월간으로 발행하였으며 1969년 3월 25일에

는 ‘대전대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고, 4월 25일 제1회

대전대 학예상을 제정하였다.

1971년에는 서울 숭실대와 병합됨에 따라 ‘대전대신

문’(지령46호)과 ‘숭전학보’(지령132호)를 통합하여 ‘숭전

대학신문’ 제179호를 발행하였다.

1978년 4월 10일 제296호부터 순간 발행을 거쳐 1979

년 4월 12일 제314호부터 주간 발행을 하게 되었다.

1983년 서울 캠퍼스와 분리가 결정되자 제394호를 ‘한

남대학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하였고, 1983년 5

월 10일자로 본보 지령 400호를 돌파, 이를 기념하여 한

남대학신문 명칼럼선 ‘한남의 맥’을 발간하였다. 이어

1992년 3월 2일 지령600호를 돌파하여 기념논문집 ‘대동

정신의 탐구’를 발간하였다.

1993년 8월 10일 한남대학신문 축쇄판 제1권(창간호～

제280호), 1995년 8월 10일 축쇄판 제2권(제281호～제

436호)을 발간하였다. 1996년 11월 11일 한남대학신문

지령 700호를 돌파하고 축쇄판 제3권(제437호～제575호)

을 발간하였다. 2001년 11월 26일 한남대학신문 지령

800호를 돌파하고 이를 기념하여 한남문학상을 시상하였

다. 2003년 9월 1일에는 한남대학신문 축쇄판 제4권(제

576～제704호)를 발간하였고, 2004년 5월에 한남대학신

문 축쇄판 제5권(제705호～제821호)을 발간하였다. 2007

년 9월 지령 900호를 돌파, 이를 기념하여 한남문학상을

시상하였다.

본사는 학내․외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취재․보

도하고, 함께 교수․학생논문, 특집, 문예 등을 게재하여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조화에 노력하고 있다.

2. 조 직

  대학신문사에 발행인인 총장을 비롯하여 주간, 조교,

편집국장, 취재부장, 학생기자와 각 단대 교수로 구성된

편집지도위원이 있다.

3. 주요 활동 및 행사

1) 기사의 취재 및 작성

2) 학교 홍보 지원

3) 신문 편집 및 발간

4) 교내신문 배포 및 외부발송

5) 수습기자 선발 및 학생기자 교육

6) 한남문학상(시, 소설,비평), 독서감상문 현상 모집

7) 하계⋅동계수련회 실시

8) 홈페이지 운영

9)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활동

4. 지면소개

종류 식물 해양동물 곤충 어류 파충류

점수 87,828 24,803 57,067 778 66

종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 화석류 암석광물

점수 615 33 90 268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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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종합 : 종합보도, 사진읽기, 명암단상

2면 대학 : 대학보도, 신문고, 기자일언, 대학소식

3면 사회 : 사회보도, 있슈?in코리아, 의뢰인D, 만평

4면 피플 : 한남대신문이 만난 사람들, 커피프레스

5면 사진 : 사진기획

6면 청출 : 교수논단, 사설, 친절한 교수님, 빛과소금

7면 어람 : 여론글, 스도쿠, 도전골든벨, 4컷만화

8면 문화 : 문화기획, TV읽어주는여자…, 도시樂

5. 이용 안내

 1) 대학신문사 홈페이지 (http://media.hannam.ac.kr)

를 통해 매주 발행되는 신문 및 신문사 현황, 기자

소개, 전국대학교 신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2) 신문배포 : 한남대학신문은 발행주 월요일 중앙도서

관 및 각 단대 건물 현관에 설치된 신문 배포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되며, 과사 및 개인 우편함을

통해 교수 및 직원에게 전달된다.

3) 광고게재 : 교내를 범위로 구성원들의 활동과 관계

가 있는 광고는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본사에서

접수하여 무료 및 유료로 게재된다. 교외 광고는 신

문사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유료로 게재된다.

4) 원고투고 : 본사 편집실에서 접수받으며 신문에 게

재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

다. 단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료 지급 : 신문 게재 후 1주일 이내로 개인 통

장으로 입금된다.

￭ 대학방송국(H. N. B. S) ￭

1. 설립 배경 및 연혁

본교 방송국은 성실, 신속, 정확, 인화, 단결이라는 국

훈 아래 대학 내의 건전한 학풍진작과 교양 및 정서 함

양, 올바른 언론 창달을 목적으로 1965년 3월 T.J.B.S

(Taejon College Broadcasting Station)로 출발하였다. 숭

실대학교와 통합 당시 잠시 그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진

통을 겪다가 1974년 4월 S.T.B.S(Soongjon University at

Taejon Broadcasting Station)로 교내 유선 방송을 재개,

동년 11월에는 KBS 주최 반공 방송드라마 경연대회에

서 최우수상, 연기상, 연출상 등을 수상하여 충청 지역에

서 가장 먼저 개국했던 진면목을 과시하였다. 그 후 계

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강연회, 공개방송,

가요제, 방송제 등을 주최하여 대학문화 창달과 지역 사

회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982년 서울 캠퍼스와 분리되고, 다음 해인 1983년 3

월부터는 호출부호를 H.N.B.S(Han Nam University

Broadcasting station)로 개칭하여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

게 되었다. 1986년 11월 대전지역 방송인 연합회

(T.U.B.A)에서 공동 주최한 방송제에서 종합대상을 수

상했으며 1988년부터는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였다.

2. 조 직

대학방송국에는 방송인인 총장을 비롯하여 주간, 조교,

방송국장, 방송부장, 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프로그램 소개
(오디오 방송)

◆ 방송 프로그램 소개

☞ HNBS NEWS

학교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방송국

으로써 주 3일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신

속․정확하게 취재해 학우들에게 보도하는 HNBS

NEWS이다.

월 화 수 목 금
아침정규방송

(08:30~09:00)
청림오솔길

점심정규방송

(12:20~12:50)
힙합뮤직 추억뮤직 국악뮤직 인디뮤직 팝송뮤직

가스펠 방송

(17:10~17:30)
가스펠 음악

저녁정규방송

(17:30~18:05)
힐링 잇

악당신상

보고서

캡틴

히스토리

Life In

Melody

러브

에스프레소

HNBS NEWS

(18:05~18:10)
HN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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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활동 및 행사

1) 학내의 활동 홍보

2) 방송 관련 기기 조작 및 편집

3) 위성방송 선로 및 스피커 점검

4) 방송멘트 작성 및 연출, 보도

5) 수습국원 선발 및 교육

6) 방송제

7) 가요제

8) 영상방송 제작 및 송출

9) 학내외 사건 사고 취재

5. 이용 안내

1) 홈페이지(media.hannam.ac.kr)를 통해 사연이나 사

건․사고의 제보를 받는다.

2) 영상방송은 각 단대 로비 및 TV가 설치된 곳에서

시청가능하다.

3) 본 방송국으로 정보나 광고 방송 요청 시에는 홈페

이지를 이용가능하며, 요청 내용에 따라 방송국 내

에서 심의하여 방송한다.

4)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다.

￭ THE HANNAM TIMES ￭

1. 설립배경 및 목적

미국 남장로교에 본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본교 재학

생들의 영어 생활화화 대학 문화의 향상을 위해 영자신

문 ‘The Taejon College Friendship Ⅶ’이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1963년 12월에 창간되었다.

1967년 12월부터 ‘The Taejon College Herald’로 제호

를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1970년부터는 서울 숭실대와의

통합으로 발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83년 서울캠퍼스

와 분리된 후 1984년 4월 25일 분리된 교명을 따라 ‘The

Hannam Times’란 제호로 속간호인 통권 제8호를 타블

로이드판 4면 월간지로 발간하였다. 1994년 6월 3일 통

권 7호부터 5× 6판의 계간잡지로 발간하였다가 1995년 8

월호 통권 75호부터 월간으로 발간하여 현재 132호까지

발행됐다.

2. 조 직

한남타임즈는 발행인인 총장을 비롯해 주간, 편집국장,

학생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3. 지면소개

1) Editor's View

2) Campus News Briefs

3) Greeting from the president

4) Campus

5) Coverstory

6) Photo

7) World

8) Feature

9) Information

10) Viewpoint of reporters

11) Reader's page

12) Quiz

4. 학생이용 방법과 절차

1) 원고투고 : 여론(1~2매, A4용지) 시, 수필(1~2

매, A4용지)

2) 원고료 지급 : 신문게재 후 1주일 이내에 개인 통

장으로 입금된다.

3) 잡지열람 : 본 대학 영자신문은 중앙도서관 및 각

대학건물에 배포되어 있으며, 다른 대학 영자 신

문은 분철하여 본 신문사, 도서관 참고 열람실에

보관하고 있다.

4) 홈페이지 (media.hannam.ac.kr)

￭ 교지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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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배경 및 목적

교지는 1957년 대전대학 설립과 함께 총학생회 문예부

에서 본교의 창학 정신의 구현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

해 ʻ大田大ʼ 로 창간되었다.

그 후 대학의 발전과 함께 교지의 명칭도 ʻ대전대ʼ,
‘대전대학보ʼ, ʻ숭전ʼ 등의 변화를 겪었으나 1982년부터 ʻ
靑林ʼ 으로 발간하여 현재 ʻ靑林ʼ 제63집을 발간함에 이르

렀다.

교지편집국은 교양과 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활동과 교

내 ․ 외 사건의 논평기사, 논문, 시론 등을 교지에 게재

하여 대학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교지 ʻ靑林ʼ 은 연

3회로 발간하고 있다.

2. 조 직

교지 편집국은 발행인인 총장을 비롯해 주간, 편집국

장, 학생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 활동 및 행사

1) 교내 ․ 외 사건 취재

2) 교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작업

3) 교지 배포 및 외부 발송

4) 학교 홍보 지원 활동

5) 수습 편집위원 선발 및 교육

6) 동 ․ 하계 수련회 실시

7) 기타 교지 발간에 따른 제반 활동

4. 이용안내

1) 교지배포 : 연 2회 발간되는 ‘靑林’은 각 학과 대

표들이 교지 편집실에서 직접 수령해 배포하며

교수, 교직원, 외부 기관 등에는 우편으로 배포한

다.

2) 편집 및 원고청탁 : 교지는 편집기자들이 직접

취재, 집필하는 원고와 외부필진(주로 본교 학생,

교수)의 글이 주가 된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인 편집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 연중무휴로 기존 아이템에 대한 반성 및 새로

운 지료 섭렵, 연구 검토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다.

3) 원고투고 : 원고투고는 교지 편집실에서 직접 접

수하며 원고의 성격, 분량은 비교적 자유롭다. 원

고내용은 논문, 시사 논평, 시, 소설 등의 문예작

품이며 접수된 원고에 한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다.

4) 원고료 지급 : 교지 발행일 이후 1주일 이내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5) 홈페이지 (media.hannam.ac.kr)

 인 돈 학 술 원

인돈학술원은 본교 초대학장이셨던 인돈(William A.

Linton)박사의 숭고한 뜻과 생애를 기리고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4년 9월에 설립되었다.

인돈학술원은 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론

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스도 정신에 따라 선교, 교육, 사

회봉사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숨은 일꾼들을 선정하여

‘한남인돈문화상’을 수여하며, 남장로교 선교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인돈학술세미나’ 개최 및 자료 출판

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을 통한 그리스도 정신의 구현에 이바지하

고 있다.

1. 목 적

인돈학술원은 한남대학교의 창학 이념인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선교 자료를 발

굴․수집․전시하는 선교 박물관을 운영하며 연구․교

육․자료의 출판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사업

(1) 창학이념, 인돈 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 연구활동

(2) 기독교 선교 자료 수집, 정리, 번역, 출판 업무

(3) 대내외 기독교 선교자료 제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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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독교 관련 정보 제반 D/B 제작 및 Data bank

운영 업무

(5) 인돈문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 업무

(6) 선교박물관 운영 업무

(7) 국제 기독교 관련 기관과의 연합 활동

(8) 한남 정신의 발굴과 지속․발전 방향 모색

(9) 초기 선교사와 은퇴 선교사들과 관계유지

기독교문화연구원

기독교문화연구원 1985년 8월 기독교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01년 3월 한남대

학교 부속기관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1. 목 적

기독교문화연구원은 한남대학교 창학 이념에 따라 기

독교 진리를 탐구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

와 지역교회에 기독교대학의 사명을 성취하고, 더 나아

가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사업 지침

1) 기독교 진리와 일반 학문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지역교회와 대학의 학

문적 협력을 추구한다.

2) 연구 발표된 자료를 모아「기독교문화연구」및

「기독교문화연구 총서」를 출판한다.

3)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역교회나 시민단체

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3. 주요활동

1) 한남기독교문화 포럼 : 대학내 구성원 대상

2) 한남신학 포럼 및 세미나 : 지역사회 목회자 대상

3) 학술 연구지「기독교문화연구」, 「기독교문화연구

총서」 및 「기독교문화연구 단행본」출판

4) 학생 기독문화 포럼: 학생독서포럼, 학생논문발표대

회

5) home page 운영- (www.christ.hannam.ac.kr)

6) 신임교원의 대학적응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워크숍

7) 기독교학문 연구회: 전국의 기독지성인들이 모여

신앙과 학문 연구 및 토론

4. 간행물

1)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연구논문집, 년 1회

발간(1～16집)

2)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총서(1～6집)

3) 절기설교집 발간 (1-4집)

4) 기타

① 신임교원 워크숍 책자

과학기술법연구원

1. 설립년월 : 1995년 9월 1일

2. 설립목적

과학기술관련법에 대한 학․연․산 협력연구, 법일반

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

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고유기능

① 과학기술관련법에 관한 연구

② 학․연․산협력연구에 기초한 현실성 있는 이론탐구

③ 각종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상호교류

④ 외국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안목의

증진

⑤ 전문학술지의 발간

⑥ 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통한 관련분야에 대한 학문

적 기여

⑦ 본교 출판부와 연계하여 관련분야의 학술 서적 또

는 교재의 연구 및 보급

⑧ 과학기술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 개설



․2015 한남대학교 요람322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① 대덕연구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국내

외 관련 연구기관, 법률실무가, 행정기관 등과의 협

력연구를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원

이 되도록 한다.

② 과학기술관련법을 중심으로 각종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한다.

5. 간행물

 1) 학술지

『과학기술법연구』 제1집~제19집 제3호

『한남법학연구』 제1집

2) 학술서적

『과학기술법제정사-한․중․일 교류를 중심으로

(2004년)』 外 다수

3) 기타

① 홍보용 책자

② 학술심포지엄 관련 자료

6. 주요연구실적

① 생물다양성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생명공학연구소

1996. 9 완료)

② 자연환경 및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11 완료)

③ 생물다양성 관련 최근의 국제동향에 대한 환경보

전 선진주요국가의 법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

연구(생명공학연구소 1998. 1 완료)

④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in the Legislation of Korea

(European Commission, 1998. 5 완료)

⑤ 우리나라와 선진각국 과학기술관련 법령제도 비교

연구(한국과학재단, 1998. 2 완료)

⑥ 기초과학연구지원 산업결과물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안

에 관한 연구(한국과학재단, 1999. 2 완료)

⑦ 원자력법체계개편에 관한 연구(과학기술부, 1999. 8완

료)

⑧ 21세기 과학기술선진화를 위한 법령제도 연구(한국

학술진흥재단, 1999. 11 완료)

⑨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종합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 11 완료)

⑩ 현행 과학기술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11 완료)

⑪ 정보통신 불건전정보규제 법제 정비방안 연구(정보

통신윤리위원회, 2001. 12 완료)

⑫ 원자력법령 분법화체계에 따른 특정 법령 조문

화 방안 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3. 2 완

료)

⑬ 연구개발지식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연구(한국

과학기술연구원, 2003. 5 완료)

⑭ 한․중․일 과학기술법 교류사 연구(한국학술진

흥재단, 2003. 12 완료)

⑮ 대덕R&D특구 추진과 연계한 대덕전문연구단지관

리본부의 역할 및 중장기 발전방안(대덕전문연구단

지관리본부, 2004. 12 완료)

⑯ 헌법 및 행정법 관점에서 본 원자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5. 2 완

료)

⑰ 과학기술혁신관련법률의 조사분석 및 효율적 법체

제 운영방안 연구(과학기술부, 2006. 8 완료)

⑱ 환경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아산사회복지재단, 2006.

8 완료)

⑲ IT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 연구

(특허청, 2006. 8 완료)

⑳ 해양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안 관련 법제화

연구(한국해양연구원, 2006. 12 완료)

㉑ 통신시장규제 틀 변화에 따른 규제대응수익 극대화

방안연구(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10 완료)

㉒ 주요국의 통신규제 동향 및 개편 성과(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07. 11 완료)

 통신산업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외 동향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 11 완료)

 정보통신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체제 연구(지식경제부, 2008. 12 완료)

 4G시장 선점을 위한 WiBro 서비스 해외 진출 전

략 연구(방송통신위원회, 2009. 2 완료)

 방사성 물질 포장 및 운반 법령체계 최적화 방안

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1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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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규범에 관한 연구(한국연

구재단, 2011. 4 완료)

㉘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국내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1. 12 완료)

평생교육원

1. 설립목적

기독교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

회에서 요구되는 각종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과 더불어 인간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여 지역사

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

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교가 속해 있는 대전,

충남·북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하

여 줌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에

게 시민 교육과 새로운 지식함양의 광장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시민창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가. 학점은행제

1) 전 공

∙사회복지학(주간,야간,주말대학)

∙아동복지학(주간,야간,주말대학)->삭제

∙상담심리학(주간,야간)

∙미술학 - 서양화(주간), 동양화(주간)

2) 자격취득과정(1년) 운영

∙평생교육사2급 과정 (30학점)

∙사회복지사2급 과정 (42학점이상)

∙보육교사2급 과정 (36학점이상)->삭제

*전문대학 졸업 학력이상 지원 가능

*고졸학력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과정 연계가능

3)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고졸이상의 학력소유자

∙상담심리학은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자격부여

∙아동복지 과정은 방학 중 실습가능자->삭제

∙주말과정은 금요일 야간과 토요일 주간에 수업->

삭제

4) 수강신청 및 입학

- 학점은행 / 봄 학 기 : 2월 1일 ~ 2월 28일

가을학기 : 8월 1일 ~ 8월 28일

- 접수시간 : 09:30~17:00

* 학점은행제는 방문접수만 가능

나. 일반교양강좌

1)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봄,,여름,가을,겨울 4학기–3개월 단위 모집

- 수강접수 : 본원접수, 인터넷접수

(http://lec.hnu.kr)

- 수강료납부: 원서접수 후 등록기간에 가상계좌 납부

등록기간 이후 >

/ 농협(한남대학교) 418-01-107604 –본인명의 입금

(할인대상자는 수강신청기간 내 서류 제출)

2) 장학혜택

- 교원(초․중․고), 공무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30%

- 본교 졸업생 20%

- 본교 재학생 30%

- 본원과정 수료 후 등단작가(국전,시전) 30%

- 개인레슨은 할인 제외

3) 교육과정

과정명 강좌 비고

대학평생교육
원협의회
자 격 증

미술심리지도사
역사논술지도사
심리상담사
특수아동지도사

매년 1,7월
자격시험
별도

한국커피협회
자격과정

커피바리스타2급
커피지도사
라데아트

자격시험
별도

전문자격과정 파티플래너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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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플로리스트
웃음코칭지도사
레크레이션지도사2급

별도

예술창작과정

채색화
인물화
한국화
수채화
전통민화
유화

취미교양

성악(테너,소프라노)
피아노
오르간

개인레슨

시창작 등단
디지털 사진
캘리그라피

생 활
교 양

부동산경매
꽃차&힐링푸드
명리학&생활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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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1. 설립목적

출판부는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기여할 교재의 출

판과 연구성과를 대외에 드러낼 수 있는 학술도서 및 논

문, 교양도서를 간행을 통하여 본교와 학술문화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14학년도 도서 발행 목록

* 초판: 6종, 재판: 5종, 개정: 4종

2. 운영방침

위의 목적을 위해 출판부는 출판기금과 발행 도서의

판매수익을 기본 예산으로 운영하여, 사업 계획을 각 단

과대학별로 고루 위촉된 교수들로 구성되는 출판자문위

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본교가 지향하는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다.

도서명 저자
도서

판차 판형 정가 비고

1 현대인과 성서 계재광 외 개정 크라운 15,000

2 중국 현대사회의 이해 정명기 외 초판 신국판 13,000

3 일반화학실험 김 철 외 개정 크라운 8,000

4 직류회로 이론과 실험 이일근 2쇄 사륙배 17,000

5 시 창작에 이르는 길 김창완 외 초판 신국판 15,000

6 유럽문화와 예술 김정곤 개정 크라운 15,000

7 헌법Note 정상기 초판 크라운 13000

8 알파와 오메가 김형태 초판 크라운 17,000

9 해석학과 복소해석학 류근식 초판 사륙배 33,000

10 신앙, 교육, 가정 김형태 2쇄 신국판 12,000

11 법과영혼의 대화 한 철 개정 크라운 17,000

12 국제매너와 자기관리 이규식 외 개정 신국판 15,000

13 교육과 신앙의 만남 김형태 2쇄 크라운 25,000

14 English for Academics 박한표 외 2쇄 크라운 18,000

15 현대인과 성서 계재광 외 2쇄 크라운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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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1. 개관

한남대학교 생활관은 “남·여 기숙사생에게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율정신의 함양과 진리, 자

유, 봉사의 인격도야 및 건전한 학풍을 일으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생활관은 1956년 개교와 더불어 당시 주변 민가

를 기숙사로 활용하면서 개관하여, 현재 규모는 교

내 6개동에 걸쳐 1,374명, 교외 공동외국인 숙소

(누리관)에 56명 등 총 1,430명을 수용하고 있다.

각 동별 규모를 살펴보면, 구관 기숙사는 2개동으

로 ‘진리의 집’(여) 5개층, ‘자유의 집’(남) 7개층에

걸쳐 55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신관 기숙사는 ‘소

망관’ 10개층으로 524명, 외국학생 전용인 ‘국제

관’ 6개층에는 112명, 린튼글로벌관 4개층에는

120명, 한국어학당관 2개층에는 62명 등을 수용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외국인교수 숙소용인 ‘글

로벌하우스’ 5개층에는 독신실 11과 가족실 23실

등 총 34개실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사생실은 4인1실을 기준으

로 침대 및 책상, 의자, 옷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다. 각층에는 공동화장실과

세면장, 샤워실, 세탁실이 각각 구비되어 있으며,

동별로 열람실과 세미나실, PC실, 체력단련실, 휴

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관과 구관에는 각각

200~260명을 수용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린튼글로벌칼리지 학생을 수용하는 ‘린튼글

로벌관’과 한국어학당을 다니는 외국학생들을 수용

하는 ‘한국어학당관’은 3인1실로 운용되며, 외국인

학생 전용인 ‘국제관’은 2인1실(대, 소), 3인1실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운영 목적

생활관은 본교 남·여 기숙사생에게 숙소 등의 편

의시설을 제공하고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공동

생활을 통하여 자율정신의 함양과 진리, 자유, 봉

사의 인격도야 및 건전한 학풍을 일으키는 데 있

다. <생활관 규정 제3조(설치목적)>

3. 운영 목표

1)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양인으로

지도한다.

2) 건물 설비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면

학분위기를 증진시킨다.

3) 전공분야에 경쟁력 있고 자긍심을 갖춘 사회봉

사자로 양성한다.

4. 운영 방침

생활관에서는 대전지역 이외 지방에 거주하는 신

입생․재학생․복학생 입사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입사시켜 숙식 편의 제공 및 면

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통하

여 공공질서와 예절, 그리고 협동심과 배려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건실하고 교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

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하여 기숙사생 모두들에게 생활수칙을 준

수하게 함은 물론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생회 자치

활동을 운영하게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채플을 시

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매월 우수모범방을 선정 시

상하고 있고, 열림의 날(오픈하우스) 행사를 통해

방꾸미기 우수방, 사진전, 시 및 표어 공모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생월자 축하행사, 각종 명절에

이벤트 행사 및 봉사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5. 위 치

생활관은 크게 3방향에 나누어져 위치하고 있다.

구관(진리의 집, 자유의 집)은 상징탑을 지나 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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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본관) 4거리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가서 인

문학관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면 북쪽 방향에 나타나

는 청림 숲 아래 빨간 벽돌건물 2동이다. 한밭대로

에서 후문으로 진입하면 후문 바로 우측에 있는 2

개 건물이 구관이다. 두 동중 앞쪽 건물이 여자 기

숙사(진리의 집)이고 뒤의 건물이 남자기숙사(자

유의 집)이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서 아

침저녁으로 새소리가 나며, 사계절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관(소망관)은 상징탑에서 우회전하여 학술정보

관을 지나 좌회전하여 경상대 왼쪽을 지나 선교사

촌으로 진입하여 오른쪽으로 오르면 만나게 되는

현대식 지상 10층 건물이다. 외국인 교수 사택동

(글로벌하우스)과 생활관 동(소망관)으로 구분되

며, 50여년 전 선교사들의 기도와 정성의 흔적을

가득 담고있는 거대한 수목 숲 속의 아름다운 선교

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에 개관한 국제관과 린튼글로벌관, 한국어학

당관은 신관으로 들어오다가 경상대 앞쪽에서 우회

전하여 구 외국인학교(TCIS) 쪽으로 들어오면 우

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관은 철문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다.

6. 연혁

∙ 1956. 대전기독학관으로 개교함과 동시에 현

학생회관 위치에 있던 민가를 남자기숙사로,

그리고 가정관 자리 민가를 여자기숙사로 사용

하다.

∙ 1961. 대전기독학관 당시 남자기숙사(베다니

관, 실로암관) 70.7평, 여자기숙사 18.2평을

준공하다.

∙ 1967. 7월 여자기숙사 지상 3층(연건평

141.46평)과 같은 해 11월 남자기숙사

(Sibiley House)로 지상 3층(연건평 171.51

평)을 준공하다.

∙ 1988. 지하 1층, 지상 4층(연건평 200평)의

남자기숙사(유림관)를 준공하다.

∙ 1994. 2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여자기숙사

(진리의 집)와 지하 1층, 지상 7층의 남자기숙

사(자유의 집)을 준공하여 면적 6,540㎡에 총

556명을 수용하다.

∙ 2007. 9월 대전엑스포단지 내 대전지역 8개 대

학이 연합 설립 한 누리관기숙사를 준공하여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유학생 56명(2

인용 28개실)을 수용하다.

∙ 2008. 2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남/여 기숙

사(소망관)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글로벌하

우스(외국인 초빙교원 숙소)를 준공하여 면적

10,688㎡에 528명을 수용함으로써 신관, 구

관에 총 1,084명을 수용하다.

∙ 2012. 9월 대전외국인학교(TCIS)로부터 인수

한 국제관(지하 1층, 지상 6층)과 린튼글로벌

관(지하 1층, 지상 4층)을 리모델링하여, 국제

관에는 112명(남 32명, 여 80명), 린튼글로

벌관에는 120명(남여 각 60명)을 수용하다.

∙ 2013. 3월 대전외국인학교(TCIS)로부터 인수

한 한국어학당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62명

(남 23명, 여 39명)을 수용하다.



Ⅶ .부설연구소

▶ 인문과학연구소

▶ 교육연구소

▶ 자연과학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소

▶ 경영연구소

▶ 경제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소

▶ 민군겸용보안공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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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과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1. 설립년월 : 『동서문화연구소』와 『어학연구소』를

통․폐합 1997년 6월 5일자로 『인문과학연구소』로

출발. 단, 『충청문화연구소』는 통․폐합에서 제외

2. 설립목적

인문학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는 학문발전과 교육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유기능

① 연구기능

- 어․문학에 대한 분야별 연구

-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연구

- 역사, 철학에 대한 분야별 연구

- 특별히 설정된 분야에 관련된 연구

② 교내․외부 연구프로젝트 수행

③ 기관지, 논문집 발행 및 도서출판

④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집담회 개최

⑤ 대전․충청학 연구

⑥ 국내․외 학자의 초빙과 연구원의 해외파견

⑦ 기타 필요한 사업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경제적․실질적 효용성이 강조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본 연구소는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인문과학의 학

문적 순수성과 현실적 효율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다양

한 각도에서 모색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인문학 전반

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방향 제

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5. 간행물

① 한남대 『논문집』「인문과학편」제37집 발간

② 『동서문화연구』제12집 발간

6. 연구실적

① 인성교육을 위한 교재연구 및 개발

② 제1회 대전․충청학 학술심포지움

③ 대전학 개발을 위한 연구 - 인문․민속분야

④ 학술진흥재단 인문학 육성지원

⑤ 금산군 구비전승 조사

⑥ 학술세미나 및 토론 및 강연회 개최

■ 교육연구소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1. 설립년월 : 1990년 3월

2. 설립목적

대학 및 중등교육에 관련된 제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

색한다.

3. 고유기능

①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 개발

② 교과 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③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④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일

⑤ 연구보고서 및 연구지 발간

⑥ 중등학교교육에필요한학습자료의개발과지원활동

⑦ 학생생활 지도 이론과 실제에 관한 일

⑧ 교육자료를 정보화하고, 중등학교에 지원하는일

⑨ 기타 교육 문제에 관련된 일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대학의 효율적인

교과 과정에 관한 연구 및 기존의 교과과정을 분석 검

토하고, 중등학교 교육편제를 이해하며, 새로운 교과과

정을 마련한다.

5. 간행물

① 1992년 학과별 교육비 분석과 표준교육비 추정

② 1993년 논문집 『한남교육연구』창간호 발간

③ 1994년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④ 1994년 『한남교육연구』2집 발간

⑤ 1995년 『한남교육연구』3집 발간

⑥ 1996년 『한남교육연구』4집 발간

⑦ 1997년 『교육연구』5권 1～2호 발간

⑧ 1998년 『교육연구』6권 1～2호 발간

⑨ 1999년 『교육연구』7권 1호 발간

⑩ 2000년 『교육연구』8권 발간

⑪ 2001년 『교육연구』9권 발간

⑫ 2002년 『교육연구』 10권 발간

⑬ 2003년 『교육연구』 11권 발간

⑭ 2004년 『교육연구』 12권 1～2호 발간

⑮ 2005년 『교육연구』 13권 1～2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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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2006년 『교육연구』 14권 1～2호 발간

⑰ 2007년 『교육연구』 15권 발간

⑱ 2008년 『교육연구』 16권 발간

⑲ 2009년 『교육연구』 17권 발간

⑳ 2010년 『교육연구』 18권 1～3호 발간

 2011년 『교육연구』 19권 1～2호 발간

 2012년 『교육연구』 20권 발간

㉓ 2013년 『교육연구』 21권 발간

㉔ 2014년 『교육연구』 22권 발간

6. 연구실적

① 1990년 중등교원 신규임용방안

② 1991년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요구분석 연구

③ 1992년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④ 1994년 대학교 교직원의조직공헌도에 관한 연구 사범

대학 신입생 선발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⑤ 1995년 대학교에서의 교수법 개발 연구

⑥ 1997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

⑦ 1997년 평가의 학문적 기초와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에

의 적용

⑧ 1998년 사범대학 특성화 및 중등교원 연수원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진흥

⑨ 1998년 상담교육연구 및 학술 세미나 개최

⑩ 1998년 교과교육과정 개정(안) 세미나 개최

⑪ 1998년 9월 8일～12월 8일교수 정보화 교육

⑫ 1998년 중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

⑬ 1999년 상담세미나

⑭ 2000년웹교육 시스템의 발전 전망과 교육용 타이틀의

기획 및 제작

⑮ 2000년조소의 기초적 이해와조소교육

⑯ 2001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⑰ 2001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워크샵(8회)

⑱ 2002년 교원 임용고사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⑲ 2002년 교육대학원논문의 오류 분석 세미나 개최

⑳ 2002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워크샵(9회)

 2003년 학술세미나 개최

 2004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 워크샵(11

회)

 2004년 학술세미나 개최

 2005년 학술세미나 개최

 2005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 워크샵(12

회)

 2005년 국어교육과 임용고시 세미나 개최

 2006년 학술세미나 개최

 2007년 하계 교수․강사 세미나 개최

 2008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 워크샵(14

회)

 2009년 교육자료에 관한 특강 개최

 2009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핵심지표에 따른 사

범대학의 대처방안 및 부속학교 설립방안

 2009년 대전광역시교육청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

㉝ 2010년 교수설계 및 교수방법 특강 개회

㉞ 2010년 대전․충청지역 영어교육을 위한 워크샵(16

회)

㉟ 2012년 학생선발에서 인성 평가의 의의와 실천 과

제 세미나 개최

㊱ 2013년 최신 교수학습 방법 학술 세미나 개최

㊲ 2014년 사범대 특성화 방안 및 취업률 제고 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 자연과학연구소

(Institute for Natural Science Research)

1. 설립년월 : 1966년 6월

2.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자연과학 및 생활과학분야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기술수

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유기능

① 자연과학 및 생활과학 분야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반지원 및 연구비를 중앙관리

② 자연과학 육성에 필요한 간행물 발행,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워크샵 개최

③ 자체 및 외부 수탁한 연구과제의 수행

④ 기타 연구소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한국 과학 기술의 발전과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전․충청권의 지역산업 발전 및 연구인력 저변확

대를 목표로 하여 한국화학연구소, 전자통신연구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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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를 유지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연구산업을 활성

화하고 상호인력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나간다. 또한

국내외 심포지움을 활성화하며, 우수연구센터 또는 거점

연구소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연

구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5. 간행물

① 기초과학연구소 논문 제 9집 발간(1997년)

② 자연과학연구소 연보 연 1회 발간(2000년까지)

③ 한남대논문집 자연과학편 제 36집 발간(2006년 2월)

④ 자연과학연구 논문 제 5집 발간(2005년 9월)

6. 연구실적

① 자연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국내․외 약 241 (2005

년 2월)

② 연구비 수혜액 1,360,465,000원(2005년 3월～2006년 2

월)

③ 세미나 총 125건(～2006년 2월)

■ 산업기술연구소

(Industr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1. 설립년월 : 1982년 2월 정보과학연구소 설립.

1991년 3월 1일 산업기술연구소로 명칭변경.

2. 설립목적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와 그 응용에 관

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및 산업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유기능

① 산업기술에 관련된 정책, 응용 및 기술지도에 관한

연구

② 산업기술 분야의 신기술의 연구, 교육 및 개발

③ 외부 수탁연구 및 용역 사업 추진

④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등의 학술연구진흥 방안 연구

⑤ 학술연구 관련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⑥ 구조물 안전점검 및 진단

⑦ 행정, 경영 및 기술정보 시스템의 연구와 개발

⑧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추진

및 운영

② 산업기술 관련 강연회, 공개강좌 및 전시회 개최

③ 산업기술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통보

④ 산업 관계기관의 협의에 구성 및 회의 주관

⑤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지원

5. 간행물

① 1993년 산업기술 창간호 발간

② 1994학년도 산업기술연보 발간

③ 1998년 공학연구 논문집 제1집 발간

④ 1999년 산업기술연구소 학술세미나 논문집 제 1집

6. 연구실적

① 사질토의 투수계수 예측 방법

② Data Pave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예측 모델 개발

③ 조정가능한 대기모형에 이변수 운용방침(Dvadic

police)이 적용될 때 Busy period의 기댓값의 수리

적 분석

④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자바 보안 패키지 설

계 및 구현

⑤ 고속 PCI기반 병렬퍼지프로세서의 설게 및 구현

⑥ 퍼지균등화 조건을 갖는 퍼지 분할의 특성

⑦ 3-단 10-비트 Pipelined A/D 변환기 설계

⑧ 범용 DPS를 이용한 음성인식 시스템에서의 잡음제

거 개선

⑨ VHDL을 이용한 ADPCM 코덱 설계

⑩ 줄무늬패턴을 이용한 삼차원 표면 결함 검사

⑪ Step & Scan형 노광장비의 구성과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⑫ 기업간 전자상거래 패러다임에서의 제품정보구조의

최적화에 관한

⑬ 초임계상상태의 메탄올을 이용한 Poly(ethylene

Terephthalatte)의 분해

⑭ 파장변환특성을 갖는 Mesh 구조 기간망의 시물레

이션 연구

⑮ 홍수범람 동적 가시화 시스템 개발

⑯ 1930년대 르 코르뷔지에 조적조 주택의 형태구성

⑰ 칼라에너지 키에 기초한 대형 칼라 영상 기록물의

계위적 2-level 인덱싱 기법

⑱ 대역통신과 신호에 대한 역 sine 필터 설계

⑲ Java와 ML에서의 예외처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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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스트레오 영상에서의 가변 블록크기에 의한 중간영

상 합성

 렌티큘러 렌즈용 입체시를 위한 영상 합성 소프트

웨에 개발

 Electrokinetic 현상을 이용한 대전시 地役內 오염

물질 제거공법에 관한 연구

 CC기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문서 스키마

개발 방법론

■ 경영연구소

(Institute of Business Research)

1. 설립년월 : 1982년 5월 7일

2. 설립목적

경제 및 산업관리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조

사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유기능

① 산업경영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② 지역진단, 경영상담, 교육훈련등의 경영지도

③ 지역경제 문제에 관한 연구와 사업

④ 중소기업지도 및 육성사업

⑤ 연구지 발간과 연구 세미나 개최

⑥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경영의 합리화를 도

모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에서

는 경제 및 산업관리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

향의 제시에 중점을 둔다. 이에 학문적 연구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진단, 경영상담, 교육훈련 등의 경

영지도와 중소기업 지도 및 육성지도에 적극적 참여하고

자 한다.

5. 간행물

① 산업경영연구(産業經營硏究)

제1집(1984. 2. 20) ～ 제28집(2008. 2)

6. 연구실적

① 90학년도 교수연구 발표회 개최

② 91학년도 교수연구 발표회 개최

③ 전임교원 대상 SAS WORKSHOP(92. 6. 15)

④ 산업경영 기초자료 조사실시(93. 11. 15)

⑤ 유원상사(주) 경영 Consulting(93. 12. 10)

⑥ 서울달구지음향EVENT시장조사용역실시(94. 5. 17)

⑦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

(95. 5. 17)

(논문명 : 대전, 충남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방향, 중소기업의

세계화 전략)

⑧ 사설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 만족도(CS) 조

사(95. 9. 27)

⑨ 95학년도 교수연구 발표회

⑩ 96학년도 교수연구 발표회

⑪ 한글엑셀을 이용한 성적처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6. 8)

⑫ 산학협동 연구 발표회 개최(96. 10)

⑬ 특성화 교수연구 발표회 개최(년1회)

⑭ 97년도 교수연구 발표회

⑮ 97 대학 부설연구소 과제선정

대전․충청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학술진흥

재단 지원)

⑯ 한마음 정신병원 경영평가(97. 11)

⑰ 열린 아카데미 특별강좌(98. 6)

⑱ ‘98가을 학술 심포지움 개최(98. 11. 27)

“IMF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⑲ ‘98년도 교수연구회 발표

⑳ ‘99년 특성화 교수연구 발표회 개최(연2회)

 2000년 학제간 학술발표회 개최(연3회),

2001년(연1회)

 20001년『산업경연구』에서『경영연구』로 제16집

변경

 2001년 국제학술 심포지움 개최(2001.12.4)

 2003. 05 경영학술세미나 2003-1차 “브랜드 자산

측정과 관리

 2003. 08 경영학술세미나 2003-2차 KBC모형 대덕

밸리 신죽과학 공업원구 실리콘와디 국제비교“

 2003. 11 경영학술세미나 2003-3차 “현대한국사회

와 부패사슬 -기업과 정치자금,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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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06 학술심포지엄 개최 “기업경영입장에서 본

한나라당의 대선과 충선전략”

 2004. 10 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정수도이전이 대전

지역과 충청권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2004. 03 ~ 2005. 02 학제간 학술 발표회 연 4회

 2005. 06 경영학술세미나 국제심포지움 “세계속의

한류경영”

 2005. 08 경영학술세미나 일본의 국제화와 동아시

아의 노동시장 -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중심

으로

 2005. 11 국제심포지움 “현대 일본의 정치변동과

경제사회”

㉝ 2006.05.18 경영학술세미나“재래시장의 생존전략”

㉞ 2006.11.27 경영학술세미나“주한 외국기업 현황과

책임경영사례”

㉟ 2007.04.17 경영학술세미나“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관리”

㊱ 2007.05.01 경영학술세미나“린 6시그마의 이해”

㊲ 2007.05.22 경영학술세미나“한국의 주요 수출국의

새로운 환경규제 동향”

㊳ 2007.09.20 경영학술세미나“고객 경험 기반의 미래

유망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출”

㊴ 2007.10.04 학술심포지움“중기청 업무에 대한 소개

및 한남대학교와의 협력방안”

“중기청을 통한 기업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2008.3.26 경영학술세미나 “LISREL의 이해

 2008.5.9 경영학술세미나 “컨벤션 산업의 이해와

미래 발전 방안”

 2008.10.17 경영학술세미나 “중소기업 형 린 구축

에 관한 심포지움”

 2008.11.7 경영학술세미나 “ Lean Marufacturing"

 2008.11.17 한국 재래시장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겸 2008 추계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학술 심포지

움

 2009.3.24 학술심포지움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

와 한국경제”

 2009.5.12 경영학술세미나 “컨설팅 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한 소고”

 2009.5.19 경영학술세미나 “와인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모델”

 2009.9.22 경영학술세미나 “경제위기와 일본의 변

화”

 2009.12.3 한국 재래시장학회 2009 추계학술대회

“재래시장의 新 클러스터 전략”

■ 경제연구소

(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1. 설립년월 : 1988년 4월 18일

2. 설립목적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

제의 현실과 정책 그리고 경제이론에 관한 학문적 연구

를 목적으로 한다.

3. 고유기능

① 한국경제연구 : 경제발전과 정책, 기술진보와 산업

구조변동, 노사문제 등

② 지역경제연구 : 지역경제분석, 지역경제 육성, 중소

기업 육성 및 중간 단계기술 개발

③ 국제지역 및 권역경제연구 중국 및 러시아 경제

연구, 유럽공동체 경제통합연구, 동남아시아 신흥

공업국가 연구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① 한국경제의 발전모형을 연구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을 사례연구

② 중국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중국경제 연구 및 중국

고위관리 연수 교육

③ 서구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국 경제모델연구

5. 간행물

① 경제연구 1～18집(1992～2009)

6. 연구실적

〔학술회의〕

① 제1회 자동차 산업 국제심포지움 : 주제 “한․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전략”(1991. 11)

② 제2회 자동차 산업 국제심포지움 : 주제 “린생산

방식의 새로운 모색”(1993. 12)

③ 개교 38주년 기념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변화”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움(1994. 5)

④ “한․중 경제교류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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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1995. 1. 21)

⑤ “한․중 자동차 협력방안 모색”에 관한 국제학술회

의(1996. 7. 15-17)

⑥ 개교 40주년 기념 “변화하는 아시아 경제와 한․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1996. 10.

19)

⑦ 제3회 자동차 산업 국제학술 심포지움 : 주제 “생

산방식의 변화와 신노사관계”(독일․일본 자동차

산업)(1996. 11. 29)

⑧ “한․중 대기업 발전전략 비교”에 관한 국제학술회

의(1997. 4. 21-22)

⑨최근의주식시장및경상수지동향과정책과제,2000.5.30

⑩ 대덕밸리의발전방향, 2001.10.11

⑪ Corporate governance and state-owned shares in

China liste (2004.5)

⑫ Labor supply in urban China (2004.5)

⑬ Are there spilover effects between coastal and

noncoastal regions in China( 2004. 6)

⑭ Foreign Direct invetment and Technology

Spillover : Evidence from China (2004.7)

⑮ 중국의 개인소득 분배에 관한연구 (2004.9)

⑯ 산업공동화에 관한 시론(2004.10.25)

⑰ FDI and Royal Factor Produ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nonstationary panel data.

(2004.12.4)

⑱ 중국 역대 도시에 관한 연구 (2004.12.4)

⑲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종합컨설팅기관화를 위한 전략

(2004.10 )

⑳ The Value df Owner Occupation in Neighborhoods

(2005.5.18)

 Purchasing power parity in Southeast Asian

currencies : A time-varying coefficients Approach

(2005.10.20)

 Normal Law (2005.10.20)

 신경제의 전개와 경제적 의미 (2005.4.13)

 국경없는 전쟁 :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 (2006.4.12)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우

선적 방향 (2006.5.3)

 지각된 Glass Ceiling, 절차공정성, 그리고 조직몰입

(2006.6.9)

 중국문화기행 (2006.9.28)

 EPS와 주가와의 관계 (2006.9.28)

 Methodology for identifying outliers and

classifying units (2007.3.21)

 기업의 투명성이란? 맑은 물에는 1급수의 고기가

산다 (2007.4.4)

 Attendance and Efficiency in Turkish state

Thearers an Economic Analysis (2007.5.31)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송산업의 국민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 (2007.9.12)

㉝ The Dynamic Process of Economic Take off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2007.11.26)

㉞ 중국산업의 고도화와 다국적 기업의대응전략

(2008.3.7)

㉟ A Simple Test on the Convergence of Social
Security Transfer in OECD (2008.5.15)

㊱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과 환율 결정 요인 분석

(2008.5.22)

㊲ 담배의 가격과 수요공급 정책 (2008.6.4)

㊳ Dilution Effect in Group Testing (2008.9.22)

㊴ Identifying the mechanisms of knowledge

transference (2008.11.24)

 The Dynamice of Self-Employment ocer the

Life-Cycle (2008.11.27)

 The Influnence on Pubilc Sector Effciency

(2008.12.9)

 이스라엘의 R&D 정책 (2008/.12.18)

 차마고도의 문화 경제적 의미와 세계역사를 바꾼

차 (2009.4.8)

 화인․화인기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2009.4.9)

 경제대학 학과 만족도 분석 (2009.5.20)

 유럽연합(EU) 과거, 현재, 과거 (2009.10.28)

 노래연습장, 유흥 / 단란주점 음악저작물 이용 실

태조사 자료분석 및 개선안 연구 (2009.11.11)

 학문연구의 패턴 (2009.11.23)

 한국반도체산업의 도전과 과제 (2009.12.7)

 2010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 사업 소개

(2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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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분석과 향후전망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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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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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안공학기술 연구기지”를 구축하고, 산업체와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안공학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을 산

업체에 이전하여 고품질의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함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정보보

호 산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여 산업체와 공동 활용하

며 이 과정을 통해 우수한 전문 정보보호 연구인력을 양

성하여 지역의 정보보호 산업체에 공급한다.

3. 고유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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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외 학자의 초빙

4.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o 민군겸용 보안공학 기술의 기초연구를 산업화로 연결

o 연구 인력의 효용 가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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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o 기존의 취약한 제조업 대신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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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체결(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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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CHIT(8월)

o 과제 중간/최종발표회(8월, 12월)

o 사이버테러정보정학회 커퍼런스(11월)

o 차세대 통신소프트웨어 학술대회(NCS)(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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