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교과과정 이수
1. 입학년도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수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 교양선택 4학점 이상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미래대학

․ 전공 : 60~70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40학점 이상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9학점 이상)

※미래대학 비전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인코진코 + 기초학업 6학점 + 

  자유교양 17학점 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2018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25학점 이상  

․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계열) 6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40학점 이상 

(교양필수 15학점 + 기초학업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9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생활경영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인코진코 + 기초학업 6학점 + 

  자유교양 17학점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7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2016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평생교육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평생교육대학 성인학부는 교양필수 사회봉사Ⅰ+지정필수 6학점+ 자유교양 23학점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15학년도 

입학자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필수: 9학점 + 교양지정필수: 2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경영대학

BIT융합대학

휴먼서비스대학

․ 전공 : 70~81학점 이상(별표1 참조) 

․ 교양 : 30학점 이상

(교양필수 9학점 + 지정필수 6학점 포함 + 자유교양 15학점 이상)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4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육학과 :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 사회봉사는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입학

자까지‘교육봉사활동’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일반학과

․ 전공 : 50~81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확인)

․ 교양 :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

   ※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사회봉사Ⅰ’또는‘사회봉사Ⅱ’ 이수 가능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필수) + 교육실습 4학점(필수)]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 전공 : 65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54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 

포함 11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육학과 7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이상)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교육학과 : 전공 교과과정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교양 : 7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또는Ⅱ) 

   ※ 사회봉사는 사범대(교직이수자)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3학년도 입학

자까지‘교육봉사활동’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복수/연계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학과의 전공을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복수전공 시 소속학과 50학점 복수전공학과 36학점이상 이수

  * 교육학과 62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교육학과 복수전공자 : 교육학과 전공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공통사회 연계전공자는 타 전공의 교과내용학 9학점(3과목) 이상 이수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을 각각 36학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학과의 전공을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복수전공 시 소속학과 50학점 복수전공학과 36학점이상 이수

  * 교육학과 54학점 이상(교과교육학 9학점 포함)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학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학과 복수전공자: 교육학과 전공 중 교직이론 대체과목 이수

․ 공통사회 연계전공자는 타 전공의 교과내용학 9학점(3과목) 이상 이수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전공 : 소속학과 및 복수(연계)전공 학과의 전공을 각각 36학점 이상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일반학과

․ 전공 : 50~66학점 이상(학과별 이수학점 확인)

  * 5년제 건축학과(건축학)108학점 이상 

․ 교양 : 13학점 이상(교양필수 1학점 포함)

  * 교양필수: 사회봉사Ⅰ(또는Ⅱ)

<교직설치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 전공 : 전공 이수 시 교과교육학 8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는 교과교육학 미이수 

․ 교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부전공자]

적용시기 구분 주요내용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교직과정

․ 사범계 부전공 제도 폐지(교사자격 취득 불가)

․ 일반계 학과 부전공 시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일반학과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2003학년도 

허가자부터

~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

사범대학

교직과정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36학점 이상

 (교과내용학 필수 포함 30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6학점 이상) 이수

․ 일반계학과 부전공 시 소속학과 전공 최소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

공 21학점이상 이수

․ 소속학과 전공필수, 부전공학과 부전공필수, 기본이수과목 포함

일반학과 ․ 소속학과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수, 부전공학과 전공 21학점 이상 이수



2. 교양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은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한 것으로 한다.

구 분 경과조치사항

2005학년도 입학자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0학점이상 취득

2006~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2009~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사범대학(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육봉사활동’ 이수 시 ‘사회봉사Ⅰ’ 면제

2014학년도 입학자 ‘사회봉사Ⅰ’을 포함하여 13학점이상(사범대학의 경우 7학점 이상) 취득

    

3. 교양과목 중 학점이 변경된 교과목은 이수(또는 재수강) 할 당시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4. < 별표 B >의 학과별 이수제한 교양교과목은 관련 학과 학생은 이수할 수 없다.(재수강 예외)

5. 학과에서 선수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C >

6. 성적등급이 C+(평점 2.5)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한 교과

목의 취득 성적은 B+(평점 3.5) 이하로 하고, 수강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

하되, 재수강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Retake)로 표기하며 평점 평균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2001-2학기부터 재수강 신청과

목은 성적이 최종 인정된 시점의 학점으로 처리됨에 특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일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에서 교과목번호가 동일한 과목

    2)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과정 변경 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대치과목

    3) 교양과목 중에서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과목이라고 인정한 대치과목

7. P/F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하며, 성적 산출 시 평점평균에는 제외하며 성적표

기는 P(Pass) 또는 F(Fail)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