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Ⅸ. 편입학생 학점이수 안내

1.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

 가.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학적변동(휴.복학, 재입학 등) 없이 학년을 올라온 동일학번과 같이 이수한다. 

    (Ⅱ. 교과과정 이수 2. 입학년도별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최소 이수학점 참조)

    예) 2014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 2012학번(2012학년도 입학자와 같이 적용)

 나. 교직과목은 사범계 학과로 편입한 경우 학번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의 학점은 교양으로 33(35)학점 이상 인정받은 경우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하며, 교양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2. 전공필수과목 이수

 가. 해당학과 교과과정에 필수로 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가 선택으로 변경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학년이라도 재학생과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다를 수 있으며, 편입생

이라도 입학년도 및 학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Ⅲ. 교과과정 적용 원칙'에 따라 이수한다.

    예) 2004학년도 국어교육과 편입학자 -> 2004학년도 국어교육과 교과과정에 있는 전공필수과목 모두 이수

        즉, 편입학 할 당시 해당학과 교과과정표에 있는 1,2학년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학년에 따라 이수한다.

 다. 전공필수과목 이수에 있어서 학부에 편입학 한 경우 공통필수과목 중 해당 학과 관련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예) 법학과 편입생의 경우 법정학부의 공통필수과목 중 법학과 과목만 이수

3. 사범대학에 편입한 경우

    사범대학에 편입학 자는 교직과목과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학과목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3> 기본이수과목표, <별표 4> 교직과목표, <별표 2> 사범대학 학과별 교과교육학 교과목표 참조)

 가. 교직과목: 교과과정으로 정한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나. 기본이수과목: 교육부에서 고시한 해당학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교과교육학과목: 단수 및 부전공자의 경우 교과교육학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11학점 이상,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는 교과교육학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라. 선수과목 : 학과에서 지정한 후수과목의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4. '편입학생 학점인정 내역표' 에 인정된 과목 중복이수 금지 등

 가. 국어교육과에 편입학하여 '현대문학사'와 '현대시론'을 인정받았을 경우 이 과목을 우리 대학에서 다

시 이수할 수 없다.(전산 프로그램으로 중복과목이 체크되지 않으므로 졸업사정 시 삭제되어 학점 부

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편입학 당시에 인정받은 일반선택 과목(학점) 중 복수(연계)전공, 부전공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부를 복수(연계)전공, 부전공 과목(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