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과과정 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구  분 적용시기 주요내용

1. 교양 교과과정 

이수 안내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 25학점 이상(교양필수 15학점+기초학업계열 6)

°일반대: 40학점 이상(교양필수 15학점+기초학업계열 6)

 ※미래대학은 교양필수 사회봉사Ⅰ+기초학업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이상 이수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SU인성코칭Ⅰ~Ⅲ,     

                SU진로코칭Ⅰ~Ⅲ

 ※ 기초학업: 학과별 상이(자기계열, 타계열 각 한 개씩)

 ※ 교양최소이수학점: 4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2016,2017

학년도입학자

°사범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4학점 포함)

°일반대: 30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6학점 포함)

 ※미래대학 비전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이상 이수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

 ※ 지정필수: 교양교과목 표 참고(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상이)

 ※ 교양최소이수학점: 3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2015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11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2학점 포함)

°일반대: 30학점 이상(교양필수 9학점+지정필수 6학점 포함)

 ※ 교앙필수: 사회봉사Ⅰ, 사고와표현Ⅰ-글쓰기, 사고와표현Ⅱ-말하기,  

              드림프로젝트, 영어회화Ⅰ

 ※ 지정필수: 교양교과목 표 참고(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상이)

 ※ 교양최소이수학점: 30학점 이상(사범대학 제외)

 ※ 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만 이수

2014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일반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2006학년도 

입학자

°사범대: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2009~2013학년도 입학자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교양필수 이수 면제

°일반대: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사회봉사Ⅱ 이수 시 면제)

2005학년도

입학자

°필수포함 10학점 이상 이수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2004학년도 

이전입학자
°영역에 관계없이 총 20학점 이상 이수

2. 교원자격무

시험검정 전공 

이수기준 변경 

등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개정 2015.12.15.>)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수

°2016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전공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54학점 + 교과교육학 11학점)

 ※ 교육학과 단수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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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 전공 최저학점 이상(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성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전공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54학점 + 교과교육학 11학점)

 ※ 교육학과 단수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교직과정이수자: 전공 최저학점 이상(교과교육학 8학점 포함)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 성적: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3.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 

교직과목 이수 

안내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이수(교직실무 2학점,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점)

° 교육실습 4학점 이수(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p.63)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이수(교직실무 2학점,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교육실습 4학점 이수(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p.63)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교직이론 이수 학점 증가: 12학점 → 14학점

° 교직 총 이수 학점 증가: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총 16학점 이상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4.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안내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8)

※ 교육학과 6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8)

※ 교육학과 54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단, 교육학과 2011, 2012학년도 입학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14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006년도 

허가자부터

° 사범대, 교직과정: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42 + 교과교육학 6)

° 일반계 학과 복수전공: 39학점 → 36학점

° 연계전공: 39학점 → 36학점

5. 평생교육과정  

   이수 안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30학점 이상 이수(2급)

° 필수과목 15학점(5과목) 포함 총 21학점 이상 이수(3급)

°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

° 4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평생교육실습 3학점)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필수과목 14학점(7과목) 포함 총 20학점 이상 이수(2급)

°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

°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