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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I

2017학년도 2학기
학 사 내 용 일 정 비 고

개강일 8. 28 (월)

조기졸업신청 및 수강정정 기간 8. 31 (목) ~ 9. 1 (금)

2017-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신․편입생, 복학생) 8. 31 (목) ~ 9. 8 (금)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9. 11 (월) ~ 9. 15 (금)

수강포기기간 9. 18 (월) ~ 9. 19 (화)

전담지도교수 학생신청기간(1학년) 9. 18 (월) ~ 9. 22 (금)

수업일수 1/4선 9. 21 (목)

웅비학술제 9. 25 (월) ~ 9. 26 (화)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신청기간 9. 28 (목) ~ 9. 29 (금)

수업일수 1/3선 9. 29 (금)

중간고사 10. 16 (월) ~ 10. 20 (금)

수업일수 1/2선 10. 18 (수)

전공배정 지망원서 접수기간 10. 23 (월) ~ 10. 27 (금)

성적포기기간 10. 30 (월) ~ 10. 31 (화)

수업일수 2/3선 11. 3 (금)

전공배정 결과 발표 11. 9 (목)

수업일수 3/4선 11. 14 (화)

계절학기 수강신청기간 11. 27 (월) ~ 11. 28 (화)

2017학년도 2학기 수업평가 실시기간 11. 27 (월) ~ 12. 8 (금)

계절학기 등록기간 11. 30 (목) ~ 12. 1 (금)

지정보강기간 12. 4 (월) ~ 12. 8 (금)

기말고사 12. 11 (월) ~ 12. 15 (금)

성적입력기간 12. 11 (월) ~ 12. 21 (목) -계절학기(1/10 ~ 1/11)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12. 11 (월) ~ 12. 26 (화) -계절학기(1/10 ~ 1/15)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12. 11 (월) ~ 12. 29 (금)

동계방학 12. 18 (월)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예치금 등록 12. 18 (월) ~ 12. 21 (목)

동계 계절학기 수업기간 12. 18 (월) ~ 2018. 1.10 (수)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기간 12. 30 (토) ~ 2018. 1. 2 (화)

2018학년도 1학기 전부(과) 신청기간 2018. 1. 2 (화) ~ 1. 3 (수)

계절학기 성적입력기간 2018. 1. 10 (수) ~ 1. 11 (목)

계절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18. 1. 10 (수) ~ 1. 15 (월)

학점교류 신청기간 2018. 1. 31 (수) ~ 2. 1 (목)

2018학년도 신입생 등록기간 2018. 1. 31 (수) ~ 2. 2 (금)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 발표 2018. 2. 5 (월)

2018학년도 1학기 복학기간 2018. 2. 5 (월) ~ 2. 7 (수)

2017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2018. 2. 12 (월)

교직과정 신청기간 2018. 2. 12 (월) ~ 2. 13 (화)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018. 2. 12 (월) ~ 2. 14 (수)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18. 2. 20 (화) ~ 2. 22 (목)

2018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 2018. 2. 20 (화) ~ 2. 23 (금)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8. 2. 23 (금)

입학식, 오리엔테이션[계열별, 학부(과)별] 2018. 2. 27 (화) 예정



수업시간 & 강의동 번호 Ⅱ

수업시간1

강의동 번호2

< 주 간 >
교시 시간 75분수업 50분수업

09A 09:00~09:30
09:00
~10:15

09:00
~09:5009B 09:30~10:00

10A 10:00~10:30 10:00
~10:5010B 10:30~11:00

10:30
~11:45

11A 11:00~11:30 11:00
~11:5011B 11:30~12:00

12A 12:00~12:30
12:00
~13:15

12:00
~12:5012B 12:30~13:00

13A 13:00~13:30 13:00
~13:5013B 13:30~14:00

13:30
~14:45

14A 14:00~14:30 14:00
~14:5014B 14:30~15:00

15A 15:00~15:30
15:00
~16:15

15:00
~15:5015B 15:30~16:00

16A 16:00~16:30 16:00
~16:5016B 16:30~17:00

16:30
~17:45

17A 17:00~17:30 17:00
~17:5017B 17:30~18:00

강의동 번호 건물명

01 본관

02 중앙도서관(학생서비스센터)

05 인문사회관

06 6호관

07 7호관

08 8호관

09 9호관

10 지성관

11 조형관

12 조형실습관

13 제1학생회관(학생식당/복지매장)

강의동 번호 건물명

14 제2학생회관(동아리동)

17 BLS센터

18 종합교육관

21 종합체육관

22 영상관

23 R&DB 센터

25 산학협력관

26 일청관

30 대운동장

* 호관 위치 : 메인홈페이지 – KIU소개-
캠퍼스안내 참조

< 야 간 >

교시 시간 75분수업 50분수업

18A 18:00~18:25 

18:00
~19:15

18:00
~18:5018B 18:25~18:50 

19A 18:55~19:20 18:55
~19:4519B 19:20~19:45

19:20
~20:35

20A 19:50~20:15 19:50
~20:4020B 20:15~20:40

21A 20:45~21:10

20:45
~22:00

20:45
~21:3521B 21:10~21:35 

22A 21:40~22:05 21:40
~22:3022B 22:05~22:30

22:05
~23:20

23A 22:35~23:00 22:35
~23:2523B 23:00~23:25



학부(과) 사무실 Ⅲ

2017학년도 2학기

학부(과)명
학부(과)

사무실 호실

연락처[053)600-OOOO]

학부(과)장 사무실

기계자동차학부 06-209 강우종 5322 5320

신재생에너지학과 08-212 윤동희 5383 5380

전자공학과 07-201 황규성 5624 5540

로봇공학과 07-305 한봉수 5586 5580

컴퓨터공학과 06-408 조현철 5563 5560

사이버보안학과 06-406 윤은준 5623 5620

화학공학과 08-120 이동진 5364 5360

소방방재학과 08-308 김명철 5404 5400

건설공학부 09-302 김희덕 5425 5420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09-406 최영선 5448 5460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09-405 최영선 5448 5440

공간정보공학과 09-217 한수희 5603 5600

식품산업융합학부 09-115 이승환 5745 5740

철도학과 07-112-1 정석봉 5072 5530

전기공학부 07-102 박광서 5524 5520

의용공학과 07-302 박종원 5721 5720

자율전공학부 18-117 김병두 5481 5480

테크노경영학과 05-409 이상호 5067 5060

재무투자정보학과 05-307 최홍규 5085
5080(세무)
5100(금융)

글로벌통상학과 05-407 임정훈(학과장) 5071
5120(국통)
5140(영어)

경찰행정학부
05-208
03-111

박해룡 5184
5180(행정)
5200(경찰)

부동산지적학과 03-112 장재일 5244 5240

사회복지학과 05-209 이상준 5224 5220

문헌정보학과 03-106 김신영 5265 5260

간호학과 08-211 양인숙 5664 5660

응급구조학과 17-101 김영화 5681 5680

심리치료학과 03-105 이수진 5701 5700

사진영상학부 11-108 최종성 5793 5780

디자인학부(시각‧산업)
22-301
22-101

김영숙(학부장) 5682
5820(산업)
5860(생활)

디자인학부(패션) 18-303 이주영(주임교수) 5844 5840

뷰티학과 18-212 권수경 5881 5880

스포츠학과 21-112 박상일 5902 5900



교육과정 이수안내

졸업학점 = 교양필수+교양선택+전공필수+전공선택+일반선택(타전공)

Ⅳ

교과목 이수 안내1

교양
필수

교양
선택

교양
학점

전공
학점

졸업
학점

1학년
Freshman Life
사고와표현
한국사
영어학습코칭Ⅰ,Ⅱ
<택1> 학습윤리,생명윤리,공학윤리

2학년

영어학습코칭 Ⅲ, Ⅳ

2010~2011 신입

입학년도별 교양 취득학점
2017학년도~           ------- 최저 31~ 최대 42학점
2010~2016학년도 ------- 최저 28 ~ 최대 42학점
2005~2009학년도 ------- 최저 29 ~ 최대 45학점
2003~2004학년도 ------- 최저 29 ~ 최대 51학점

60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 50학점 이상 / 5년제 90학점 이상)

4년제 130학점 이상 / 5년제 160학점 이상

(2015학번부터 특성화 일부학과 140학점 이상 / 5년제 170학점 이상)

1 ~ 4학년구분

<전공필수> 4학년
캡스톤디자인
반드시 해당 학부(과) 사무실에
서 별도 전공필수 교과목 확인

2002~2009 신입2012 이후 신입

기초과학
순수교양
외국어
실무취업
⇒ 3개 이상 각 영역에서 1개 교과

목 이상 이수-합계 6학점 이상

기초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외국어
직업기초능력
⇒ 4개 이상 각 영역에서 1개 교과
목 이상 이수-합계 8학점 이상

자아, 소통, 융합
상상력, 도전, 진로
다문화, 언어
자기계발, 공학기초
⇒ 6개 이상 각 영역에서 1개 교과
목 이상 이수-합계 12학점 이상

2017 이후
신입

인문(인문학입문/ 문화·문학·예술/ 역사·철학)
융복합(융복합기초/ 커뮤니케이션/ IT·수리/  인간·에너지·과학/       

기업·사회/ 건강·심리)
성장과도전(자기계발/ 사회기여)
⇒ 인문(2개 교과목 이상), 융복합기초(2개 교과목 이상) , 

융복합(5개 교과목 이상, 융복합기초 제외), 성장과도전(2개 교과목 이상)



교육과정 이수 안내 Ⅳ

졸업학점 및 전공학점 현황2

교양이수학점 현황3

 5년제전공 이수자 : 졸업학점 160학점, 주전공 90학점, 전공심화과정 116학점,

복수전공시 5년 이상 수학 및 80학점 이상 이수

 2015학번부터 특성화 일부학과는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 / 5년제 170학점 이상

구분 1학년 ~ 4학년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

단일전공
주전공 60학점 이상

전공심화과정 72학점 이상

복수전공
주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부전공
주전공 60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2003학년도 이후 신입생이 교양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불가

구분
교양최저
이수학점

교양최대
이수학점

교양최대
예외사항

선택교양

2004학년도 29학점 51학점 -

4개 영역 이상 이수
2005~2009

학년도
29학점 45학점

공학교육인증 대상학
생의 경우 52학점

2010~2011
학년도

28학점 42학점 3개 영역 이상 이수

2012~2013
학년도

28학점 42학점

6개 영역 이상 이수
2014학년도

이후
28학점 42학점

공학교육인증 대상학
생의 경우 53학점

2017학년도
이후

31학점 42학점
공학교육인증 대상학

생의 경우 53학점

인문
2개 교과목

이상

융
복
합

융복합
기초

2개 교과목
이상

융복합
기초 외

5개 교과목
이상

성장과도전
2개 교과목

이상



교육과정 이수 안내 Ⅳ

편입생 교양 및 전공학점4

학년별 수료학점5

 *2000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 전공이수학점은 전공학점인정 사정결과에 의거 이수함.

구분 졸업학점
편입시

인정학점

영역별 이수학점 총
이수학점

이수
학기

비고
교양 전공

2학년
편입

2000~2010
학년도

140학점
35학점
(52학점) 6학점

(3학점)

68학점
105학점
(88학점) 6학기

(5학기)

( )는
2학년
2학기

입학생에
한함

2011학년도
이후

130학점
32학점
(48학점)

60학점
98학점
(82학점)

3학년
편입

1999학년도
이전

140학점

70학점

- 33학점

70학점

4학기

2000~2011
학년도

140학점 - 58학점*

2012학년도
이후

130학점 65학점 - 50학점* 65학점

2017학년도
이후

130학점 65학점 - 50학점* 65학점

140학점 70학점 - 50학점* 70학점

160학점 64학점 - 90학점* 96학점

170학점 68학점 - 90학점* 102학점

편입인정학점에 따른
이수학점 “예시”

총
이수학점

(ex) 입학당시
전공인정학점

전공이수학점
교양, 학과전공 및
타과전공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

편입생

전공학점 인정자
(1~24학점)

65학점 10학점 50-10=40학점 65-40=25학점

전공학점 미인정자
(0학점)

65학점 0학점 50-0=50학점 65-50=15학점

3학년 편입생은 전공학점 인정유무와 상관없이 편입 후 총 6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5학년은 5년제전공 이수자에 해당됨.

학년 / 졸업학점 130학점 140학점 160학점 170학점

1학년 32학점 35학점 32학점 34학점

2학년 65학점 70학점 64학점 68학점

3학년 97학점 105학점 96학점 102학점

4학년 130학점 140학점 128학점 136학점

5학년 160학점 170학점



교육과정 이수 안내 Ⅳ

교육과정의 적용6

 필수로 지정된 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필수과목(교양, 전공)이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르며, 복학 및 편입·재입학생은
복학 및 편입·재입학 당해 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단, 교양교과목의 경우 입학
당해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수강 및 졸업의 문제점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교양최대이수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개인의 선택으로 교양최대이수학점을 초
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된다.

< 학사정보안내 및 문의 >

 학사정보 : 홈페이지(www.kiu.ac.kr) → 학생포털 → 학사/양식

 학사문의 : 홈페이지(www.kiu.ac.kr) → 학생포털 → 게시판 → 학사Q&A

< 교양필수 교육과정 대체 적용 >

학년
학
기

2008,2009
학년도

2010,2011
학년도

2012,2013
학년도

2014,2015
학년도

2016
학년도

2017
이후

비고

1학년 1,2
-
-

사회봉사 12시간(사회봉사 교과목 대체 인정 가능)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 편입생

1학년 1 대학생활포트폴리오Ⅰ
Freshman Seminar
=Freshman Life

Freshman Life
2005학년도 이후

신입생

1학년 1,2 사고와표현Ⅰ 사고와표현
2002학년도 이후

신입생

1학년 1,2
-
-

한국사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

1학년 1,2
-
-

<택1>
KIU학습생활윤리

현대생명윤리
공학윤리

<택1>
학습윤리
생명윤리
공학윤리

2012학년도 이후
신입생

1학년 1 생활영어회화Ⅰ 생활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Ⅰ 영어커뮤니케이션Ⅰ 영어학습코칭Ⅰ

1학년 2 생활영어회화Ⅱ 생활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Ⅱ 영어커뮤니케이션Ⅱ 영어학습코칭Ⅱ

2학년 1 실용영어회화Ⅰ 실용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Ⅲ 영어커뮤니케이션Ⅲ 영어학습코칭Ⅲ

2008학년도 이후
신입생

2009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2학년 2 실용영어회화Ⅱ 실용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Ⅳ 영어커뮤니케이션Ⅳ 영어학습코칭Ⅳ

2008학년도 이후
신입생

2009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4학년
졸업
학기

대학생활포트폴리오Ⅱ
(Pass)

대학생활포트폴리오 (Pass)
2005학년도
이후 신입생

http://www.kiu.ac.kr/
http://www.kiu.ac.kr/


수강신청 안내 Ⅴ

수강신청 일정1

수강신청 유의사항2

수강신청
기간

신청 기간 : 1차 – 2017.8.16(수) 10시 ~ 8.18(금) 16시

2차 – 2017.8.23(수) 10시 ~ 8.24(목) 16시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수강신청안내

→  배너 →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17.8.31(목) ~ 9.1(금)

정정 방법 :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수강정정안내

→  배너 → 수강정정

수강정정
기간

폐강 공고 : 2017.9.6(화) 예정

추가 수강정정

 기간 : 2017.9.7(목) ~9.8(금)

 대상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미수강자

폐강에 따른
수강정정

기간

포기 기간 : 2017.9.18(월) ~ 9.19(화)
수강포기

기간

1) 수업의 질적 제고, 강의환경,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과목별로 수강인원이 제한되
며,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2) 교직 교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만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교직과목 이수는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교선”으로 개설된 교직과목과 동일한 교과
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 할 수 없다.

3) 수강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수강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
된다. (졸업확인, 기타 정보 및 자료에 누락)

4) 타학부(과)의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한다.

5) 수강신청 후 <KIU포털시스템→수업→수강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반드시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강좌 담당교수의 최종 전산출석부에 본인 등재 여부
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6) 등록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된다.



수강신청 안내 Ⅴ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범위3

수강신청 제한사항4

1) 수강신청 학점

2) 수강신청 최소학점

매학기 6학점(8학기부터는 1학점)이상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3) 성적우수 수강신청 초과학점 허용

학생의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으로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
균이 4.20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에 최대 허용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취득)할 수 있다.

4) 전공기초필수교과목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 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미이수시 졸업이 불가.

5) 학사경고

매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 한다.

6) 취득학점이 다음의 경우는 성적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자가 될 수 없다.

 14학점 미만 취득자(단, 5년제전공자는 15학점 미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해

당 교과목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신청

 지난 학기 이미 이수한 과목의 신청(재이수신청은 예외)

 금 학기 동일과목의 동시 신청

 전공기초필수교과목 허용을 초과한 신청

 최대 신청 허용 학점을 초과한 신청

* 중복과목의 확인은 학부(과)에서 해당과목에 대하여 반드시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동일과목은 교과목코드로 구분하므로, 분반을 제외한

교과목코드가 같은 교과목을 이수 시에는 중복과목으로 인정되어 1과목 삭제 처리됨)

졸업학점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13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140학점 18.5~19.5학점 21학점 39학점

16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170학점 18.5~19.5학점 21학점 39학점



수강신청 안내

교과목 재이수 신청5

출결과 성적6

1) 결석이 학기당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F)으로 처리

2)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실격(F) 처리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3) 성적의 등급 및 평점

4)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1) 정의 :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의 신청에 따라 B학점 미만인 경
우에 한해 재이수를 허용함으로써 취득 성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신청기간 : 수강신청기간

3) 신청방법 : 수강신청프로그램 접속(web)

4) 유의사항

- 해당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며, 학기당 6학점까지 가능하다.

-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 재이수 신청교과목은 성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원 취득 성적은 무효처리한다.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본인결혼 7일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입원치료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각종대회(학술토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
하는 경우

해당기간 학생처장 및 학부(과)장의 승인 서류

7 교육실습, 현장실습 해당기간 해당부서 확인 서류

8
취업[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와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등급 실점수 평점

C 70 ~ 74 2

D+ 65 ~ 69 1.5

D 60 ~ 64 1

F 0 ~ 59 0

P pass

등급 실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

B+ 85 ~ 89 3.5

B 80 ~ 84 3

C+ 75 ~ 79 2.5



수강신청 안내 Ⅴ

수강신청교과목 포기7

1)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과목

의 담당교수 및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어 포기원을 제출함

으로써 취득 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2) 학기당 1과목만 포기 가능(포기 제한 교과목 : 사회봉사)

3) 해당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폐강기준인 교과목 및 수강포기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폐강기준이 될 경우에는 수강포기를 할 수 없다.

4) 수강신청 포기 교과목은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다.

5) 수강신청 포기기간 : 2017. 9. 18(월) ~ 9. 19(화)

장애학생 수강신청 지원8

장애학생(도우미 포함)이 수강신청을 요청할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

학생지원센터, 수업학적팀, 학부(과) 사무실에서 수강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처 : 053-600-4148



사이버강좌 Ⅵ

온라인학습관리(LMS)

1) 수강안내

① 본교 사이버강좌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② 학점교류 사이버강좌는 학기당 3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2) 수강신청방법 : 일반 교과목과 동일

3) 사이버강좌(교양)

이수구분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비고(수강대상)

교양필수 H040150-01 학습윤리 1 배정혜 전학년

교양필수 H040150-02 학습윤리 1 오태원 전학년

교양필수 H040150-03 학습윤리 1 김혜정 전학년

교양필수 H040150-04 학습윤리 1 윤은준 전학년

교양필수 H040010-A1 공학윤리 2 신재호 전학년

교양선택 E076630-01 데이터분석 2 이원균 전학년

교양선택 H030130-01 영화를통한심리치료 2 윤정헌 전학년

교양선택 H040200-01 대학생을위한저작권노트 1 박인성 전학년

교양선택 H040210-01 성공적인직장생활 1 이수진 전학년

교양선택 H040220-01 스마트한대학생활 1 오은주 전학년

교양선택 S020050-01 세계인문학기행 2 윤정헌 전학년

교양선택 S050250-01 행복한삶과가족 3 이상준 전학년

교양선택 S050250-02 행복한삶과가족 3 이상준 전학년

교양선택 S080050-01 범죄피해예방및회복 2 김동혁 전학년

교양선택 E020260-01 인체질병과 건강한 삶 2 박인성 전학년

교양선택 E010030-A1 유쾌한 이노베이션 2 오은주 전학년

교양선택 S020650-01 인문학의 이해 2 신재기 전학년

교양선택 S091670-02 직업과진로 2 엄태영 전학년

교양선택 S048620-01 기업가정신 2 김영길 전학년

교양선택 N020010-61 과학과 생태계 2 김명철 소방(야)-3,4



사이버강좌 Ⅵ

온라인학습관리(LMS)

4) 사이버강좌(전공)

5) 사이버강좌 수강안내

① 사이트 : https://cyber.kiu.ac.kr(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접속

② 로그인 [아이디(학번), 초기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③ 나의 강의실→ 해당교과목 → 강의수강

6) 문의사항 : 교육지원팀 053-600-4351,4353

학년 이수구분 주야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비고(수강대상)

1 전공선택 주 S080620-01 소방법규해설 3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2 전공선택 주 E044120-02 가스계소화설비론 3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4 전공선택 주 S051820-01 사회적경제의 이해 3 남병탁 사회복지학과

2 전공선택 주 S070140-01 정부규제론 3 박해룡 경찰행정학부

3,4 전공선택 야 E040220-61 소방화학 3 김명철 소방방재학과

4 전공선택 야 E061620-61 유공압시스템 3 김도태 기계자동차학부

3 전공선택 야 E061650-61 유압공학 3 김도태 기계자동차학부

1 전공선택 주 S040960-01 물류관리론 3 정석봉 철도학과

1 전공선택 주 S040240-01 기초회계 3 이상호 테크노경영학과

https://cyber.ki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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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1

부전공2

1) 관련규정 : 학칙 제10장,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2) 정의 : 소속학부(과)의 전공 이외에 적성에 맞는 학부(과)의 전공을 선택하여 2개
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3) 신청자격 : 2개 학기이상 32학점 이상 취득자

4) 신청기간 : 매 학기 소정기간

5) 신청절차

6) 이수학점 : 소속학부(과)의 해당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단, 5년제전공은 80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총 5년 이상 수
학)

<서류작성>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기 이수한 복수전공
교과목이 있을 경우 표기)

수업학적팀
제출

복수전공
대상자
결정

복수전공
이수

1) 관련규정 : 학칙 제10장,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2) 정의 : 소속학부(과)의 전공 이외에 관심 있는 학부(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제도

3) 신청자격 : 2개 학기이상 32학점 이상 취득자

4) 신청기간 : 매 학기 소정기간

5) 신청절차

6) 이수학점 : 소속학부(과)의 해당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부전공 이수 학부
(과)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지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단, 5년
제전공은 건축설계 및 설계스튜디오 교과목22학점 이상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
수)

<서류작성>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기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이

있을 경우 표기)

수업학적팀
제출

부전공
대상자
결정

부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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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3

1) 관련규정 : 연계전공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정의 :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복수전공 형태의 과정으로
다기능의 전문인 양성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3) 신청자격 : 2개 학기이상 32학점 이상 취득자

4) 신청기간 : 매 학기 소정기간

5) 개설전공 및 학점이수 현황

주요
소속학부(과)

CSI 과학수사

전공명

※ 교양학점
- 일반 졸업요건 해당

연계학과

연
계
전
공

관련문의

경찰학과/사진영상학부/
공간정보학과/

사이버보안학과/소방방재학과

국제통상학과/영어학과

소속
학부(과)

FTA글로벌
통상비즈니스

경영학부/금융증권학과/
세무·회계학과/부동산지적학과

Life Planner

사진영상학부/디자인학부
김호권교수
☎ 850-7539

(11호관 107호)

VFX & 
Animation

건설공학부/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계측 &
유지관리

사진영상학부/디자인학부/
뷰티학과/스포츠학과/
컴퓨터공학과/건축학과

미디어콘텐츠/
공연예술인재개발

간호학과/스포츠학과/뷰티학과
식품과학부/응급구조학과

사회복지학과/심리치료학과
실버케어

컴퓨터공학과/디자인학부/
사이버보안학과/사진영상학부/

벤처창업연계전공
36학점 이상

윤은준교수
☎ 600-5623
(6호관 421호)

앱창업

전공학점 관련문의

42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소속
학부(과)

김동혁교수
☎ 600-5201
(3호관 110호)

임정훈교수
☎ 600-5071
(3호관 322호)

36학점 이상
손수석교수
☎ 600-5121
(3호관 314호)

36학점 이상
김호권교수
☎ 600-5784

(11호관 107호)

36학점 이상
김희덕교수
☎ 600-5425
(9호관 316호)

36학점 이상
권수경교수
☎ 600-5881

(18호관 314호)

36학점 이상
신효진교수
☎ 600-5221
(3호관 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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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4

1) 관련규정 : 학칙 제30조, 학사운영규정 제9장

2) 정의 :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3) 신청자격 : 자격요건 모두 충족
-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매 학기당 4.20 이상인 자(계절학기는 4.0 이상)

(※ 매학기 성적은 성적포기, 재이수포기, 실격성적 교과목의 학점을 포함하여 산출)

-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
가능한 자(※ 한학기전성적을PF로이수했을경우총취득학점에서제외하여산출)

(단,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5년제 전공자는 제외)

4) 신청기간 : 매 학기 소정기간

5) 신청절차

학과장
승인

수업학적팀
접수

졸업
예정자
포함

조기졸업
신청
*학부
사무실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Ⅶ

※ 벤처창업연계전공은 부전공 형태로 이수 가능.
: 소속학부(과) 전공 : 60학점 이상 / 부전공연계전공 : 21학점이상

주요
소속학부(과)

외식창업

전공명

※ 교양학점
- 일반 졸업요건 해당

연계학과

연
계
전
공

전공학점 관련문의

경영학부/식품과학부

42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소속
학부(과)

이승환교수
☎ 600-5745
(9호관 104호)

사회복지학과/문헌정보학과
/심리치료학과

36학점 이상
이수진교수
☎ 600-5701
(3호관 323호)

아동보육학

창업지원단/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36학점 이상

안승섭교수
☎ 600-5426

(09호관 315호)
벤처창업

5) 개설전공 및 학점이수 현황

건축학부(건축공학과,
건축학과)/건설공학부

36학점 이상
최영선교수
☎ 600-5448
(9호관 413호)

첨단ICT융합
시설물성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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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5

1) 관련규정 : 학칙 제9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2) 정의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조기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점 미취득자에게는 재
이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보충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연 2회 개
설됨

3) 신청학점 : 6학점 범위 내

4) 수강료 :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책정

(단, 수강 후 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때에는 폐강하고 수강료는 환불함)

5)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1. 28(화)

성적확인6

1) 성적공시(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① 2017학년도 2학기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12. 11(월) ~ 12. 26(화)

② 성적공시(확인)방법

③ 성적이의신청(성적정정) 방법

2) 성적표 출력

KIU포털시스템
(http://www.kiu.ac.kr)

성적

성적공시
및

확인

KIU포털시스템
(http://www.kiu.ac.kr)

성적
성적표
출력

성적이의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

타당여부
확인

*담당교수

성적정정
*기간내

확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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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7

1) 관련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및 운영지침

2) 정의 :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되어 있는 학부(과)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 교직
과정을 이수한 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3) 대상자 :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에 주간으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학부(과)에서 2학년
초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4) 교직과정 설치전공 및 표시과목

5) 교직과정 이수

6) 유의사항

① 교직과목은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표기, 포기 및 탈락자는 “일반선택”으로 전환됨.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전 “교선”으로 개설된 교직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없음.

구분 2009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졸업 최저요구학점(전공) 60학점 이상 충족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졸업 최저요구학점(전공) 60학점 이상 충족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인적성
검사

◦ 적격판정 1회 ◦ 적격판정 2회

기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경우는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 이수
(단,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인 산업체 해당)

2017학년도 입학자 기준 <선발학년 : 2학년 >

학과(전공)명
선발
인원

표시
과목

학과(전공)명
선발
인원

표시
과목

기계
자동차
학부

기계공학전공 2

기계

전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2 전기

전산기계설계전공 1 전자공학과 2

전자
자동차IT융합전공 1 로봇공학과 2

화학공학과 2 화공 사진영상학부 3 사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4,5학년) 1

건설

디자인
학부

시각·산업디자인전공 2 공예

패션디자인전공 2 의상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 뷰티학과 3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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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현장실습 교육8

1) 관련규정 :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2) 현장실습 편성

3) 현장실습 이수방법 및 자격요건(학생)

현장실습(연수) 교육 내용이 전공과 상이할 경우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현장실습(연수) 교과목은 Ⅰ , Ⅱ, Ⅲ 순차적으로 이수 가능

현장연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또는 상호협약을 체결한 기업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말하며, 현장실습 수업에 준하여 운영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의 경우 당해 정규학기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현장실습(연수)는 모두 합산하여 최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

이수방법 내 용
신청자격
(학생)

성적인정
시기

수업제
학기 중 4주~8주,

정규학기 교과목과 병행할 수 없음
재학생,

2개 학기 이상 이수
정규학기

계절제
방학 중 4주~8주,

계절학기 교과목과 병행할 수 없음
재학생,

2개 학기 이상 이수
계절학기

학기제
학기 중 16주 이상,

정규학기 교과목과 병행할 수 없음
재학생,

4개 학기 이상 이수
정규학기

교과목명 이수횟수 실습시간/학점 이수구분 이수방법
졸업학점

인정여부
비고

현장실습Ⅰ 3회 이내/

최대 12학점

이수 가능

4주(80시간) 2

전공선택

일반선택

수업제

계절제

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Ⅱ 4주(160시간) 3

현장실습Ⅲ 8주(320시간) 4

현장실습Ⅳ 2회 이내/

최대 30학점

이수 가능

16주(640시간) 12

전공선택 학기제
졸업학점 및

학기 포함현장실습Ⅴ 18주(720시간) 15

현장연수Ⅰ
3회 이내/

최대 12학점

이수 가능

4주(80시간) 2

전공선택

일반선택

수업제

계절제

졸업학점

포함
현장연수Ⅱ 4주(160시간) 3

현장연수Ⅲ 8주(320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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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방법

① 수강신청 방법 : 학생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신청

② 성적평가방법

• 성적산출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학생 ), 평가서 (기업 ), 지도결과
보고서(교수)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 산출

• 성적평가 : 총점 60점 이상일 경우 P(Pass) / 60점 미만일 경우 F(Fail)

• 성적입력 및 성적확인 기간 : 매학기 일반교과목 성적 입력 , 확인 ,
이의신청(정정) 기간과 동일

5) 현장실습 기관

① 현장실습 인정기관(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단, 교직과정 및 학기제 현장실습은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② 현장실습 제외기관

 소비·향락업체,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 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기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현장실습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③ 현장실습 제외직종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매장관리, 매장진열,
전단지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직종 등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기타 현장실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

6) 유의사항

① 현장실습 교육 시간과 교과목 수업시간 중복 시 모두 성적 미인정 처리

③ 계절제(방학) 현장실습 신청 기간 : 4·11월 중 소정기간(홈페이지 공지)

※ 현장실습 종료 후 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성적 인정 불가

④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참가학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일괄 가입

※ 보험적용 기간 : 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7) 문의 : 학생역량개발팀(053-600-4401~2)



1) 학적사항 정정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청

①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66조

② 신청절차

③ 구비서류 :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2)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수업학적팀으로 변경 신청

① 방문신청 : 변경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등(초)본을 창구에 제출

② FAX신청 :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등(초)본을 FAX(053-600-4129)로 신청, 신청 시 학
부(과), 학번, 변경된 자택 및 휴대폰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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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과정9

학적부 정정10

1) 관련규정 : 학칙 제45조, 학·석사연계과정 시행에 관한 규정

2) 정의 : 본교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미리 선발하여 학사학위 취득 후 별
도의 전형 없이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

3) 신청자격

① 5년제 : 5학기까지 아래의 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졸업학점 130학점인 학부(과) : 취득학점 95학점 이상

 졸업학점 140학점인 학부(과) : 취득학점 100학점 이상

② 6년제 : 6학기까지 3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③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 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④ 5년제전공자 및 재입학생 · 편입생은 제외

4) 신청기간 : 매 학기 소정기간

5) 신청절차

구비서류 작성
지원서,추천서

서류 제출
*대학원

합격 확인
학부과정

이수

석사과정 이수
및 졸업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학부 졸업

학부
졸업요건

확인

학적부 정정원 수령
*수업학적팀

학적부 정정원 작성
학적부 정정원 제출

*수업학적팀

※ 문의 : 대학원 교학팀 ☎60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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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제11

1) 정의

①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으로부터 공학계열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 받는 제도

② 진정한 의미의 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을 이수한 졸업생이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한국공
학교육인증원이 보증하는 교육품질인증 제도

2) 특징

① 학생이 4년간 습득한 학습성과에 중점을 둔 교육(졸업당시 학생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인증학위 부여

③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공학도임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음(국제적인 동등성 보장)

④ 산업체 수요지향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⑤ 대학교육 전 과정의 학생포트폴리오 관리

3) 인증프로그램 운영 학부(과)

* 학부(과)과별 시행 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편입학, 복학, 전과, 전공변경, 재입학 등
의 학적변동자가 인증 프로그램의 졸업생과 같은 졸업시점의 학생일 경우 공학교육인증
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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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성과 평가 요소

①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②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능력

③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⑥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⑦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⑧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⑨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⑩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5) 교과목 관련 사항

① 영역별 학점 이수 기준

② 학생포트폴리오 (portfolio) 작성

• 상담교수와 상담 시 심층 상담에 필요한 기본 자료
• 학생이 공학사가 되고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

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
• 졸업 후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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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12

우리대학의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인 ‘실천하는 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

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교과목명 : 사회봉사(교양선택 1학점, Pass/Fail)

2) 수강신청 안내

①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

② 신청방법 : 학사공지 → 수강신청안내(또는 배너) → 수강신청

③ 신청대상 : 재학생 누구나

④ 요구사항

수강신청 전 반드시 수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수업목표와 이론수업 및 현장봉사
일정 계획을 확인한 뒤 한 학기동안 현장봉사를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수강
을 결정, 교과목 강좌번호를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졸업하기 전까지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1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문의처 : 학생회관(13호관) 2층 사회봉사센터(053-600-4142, 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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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강좌 (LINC+사업단)13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확산 통해 창업마인드 함양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창업휴학제도,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교류, 벤처창업연계전공 등 대학 내에서도 다양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마
련하여 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ICN+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연계를 위하여 외부
창업전문가를 위촉하여 창업에 필요한 생생한 창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학부(과)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 학부(과) 유관 산업의 동향 및 창업 트랜드 소개
(2) 경영·기술·투자·마케팅·특허·창업지원기관 전문가 특강
(3) 동문CEO 및 성공기업CEO 초청 특강
(4)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그룹 활동
(5) 모의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각 강좌마다 학기(15주) 중 5주 이상은 외부 창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업준비에 필요
한 생생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창업에 성공한 창업기업의 현장을 방문
하여 창업CEO의 생생한 창업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강좌가 개설되는 학부(과) 및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학부(과) 담당교수 교과목 이수구분 학점 개설학년

사진영상학부 김호권 이미지산업과 창업 전선 3 2

사이버보안학과 윤은준 융합보안산업과 창업 전선 3 4

디자인학부 강형구 디자인기술창업 전선 3 1

식품과학부 남지운 푸드테크 스타트업 전선 2 4

신재생에너지학과 김영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창업 교선 2 1

컴퓨터공학과 조현철 린스타트업과 모바일앱 교선 2 1

기계자동차학부 신재호 신기술트렌드와 벤처창업 교선 2 1



학사제도 안내 Ⅶ

창업강좌 (창업지원단)14

최근 교육부는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부의 창업교육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강좌 으로 창업 마인드 확산과 창업역량 향
상을 도모하고 있다. 
창업 경험이 있는 외부 유명 강사 및 우수한 교수님을 중심으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자 한다. 개설되는 창업강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 창업 유관 산업의 동향 및 창업 트랜드 소개
(2) 경영·기술·투자·마케팅·특허·창업지원기관 전문가 특강
(3) 동문CEO 및 성공기업CEO 초청 특강
(4)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그룹 활동
(5) 모의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각 강좌마다 학기(15주) 중 5주 이상은 외부의 유명 강사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강생
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접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창업CEO들과 현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2학년 과정으로 개설되
지만, 학년에 관계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권장한다.

창업강좌가 개설되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담당교수 교과목 이수구분 학점 개설학년

벤처창업
연계전공

나상민 특허와기술창업 전선 3 2~4학년

성형철 실전창업하이테크마케팅 전선 3 2~4학년

이원균 창업경영과회계관리 전선 3 2~4학년

최복준 벤처현장탐방 전선 3 2~4학년

송인용 빅데이터와온라인창업실무 전선 3 2~4학년

송종호 현장실습-벤처창업실전 전선 3 2~4학년

김대성 스타트업을위한디자인씽킹 전선 3 2~4학년

창업지원단 김영길 기업가정신 교선 2 1~4학년

창업지원단 강형구 알기쉬운대학생창업개론 교선 2 1~4학년



학사제도 안내 Ⅶ

영어학점인정제15

1) 영어학점인정제를 통하여 일정한 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표를 지정기
간에 제출하는 경우, 교양필수 영어강좌인 영어학습코칭Ⅰ ~ Ⅳ 교과목의 학점을 인
정받을 수 있다. 본 인정제는 2016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2)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신청기간 학사공지 참조)

- 공인어학시험 취득 신청서[시험성적표 원본 첨부]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에서는 관련서류를 수합하여 교양교학팀으로 제출

- 교양교학팀은 공인어학성적 확인작업 후 성적입력의뢰

- 성적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개인별 성적표에 반영

- 영어학습코칭의 성적을 기취득한 경우 중복인정 불가능

문의처 :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053-600-4132)

TOEIC TOEIC
SPEAKING

OPIC 인정과목/학점 비고

400 90~99 - 영어학습코칭Ⅰ/1

500 100~109 NH 영어학습코칭Ⅱ/1

600 110~129 IL 영어학습코칭Ⅲ/1

700 130 이상 IM 영어학습코칭Ⅳ/1



학사제도 안내 Ⅶ

학생중심 맞춤형 교양영어강좌 운영16

학생들의 수준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영어강좌를 운영한다.

교수의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는 10~12명의 소규모강의이다.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기 단계적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최대 5개학기에 걸쳐 맞춤형 수준별 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1) 운영방법 : 수강신청기간에 해당강좌 수강신청 수강신청기간에 일괄 수합 후

학생수준별 반편성하여 분반통보

2) 토익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학업계획 예시

3) 문의처 :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053-600-4132)

강좌명 시수/학점 이수구분 성적평가방법 담당교수

취업영어설계
2016-1학기부터 개설

2시간/2학점 교양선택 절대평가 한국인교원

취업영어코칭
2016-2학기부터 개설

취업영어전략
2017-1학기부터 개설

취업영어완성
2017-2학기부터 개설

Interview English
2018-1학기부터 개설

‘나경일’의 토익 장기플랜 수강과목 목표

2학년 1학기 취업영어설계 토익 500점 달성

2학년 2학기 취업영어코칭 토익 650점 달설

3학년 1학기 취업영어전략 토익 750점 달성

3학년 2학기 취업영어완성 토익 900점 달성

4학년 1학기 Interview English 영어면접 및 심화학습



교육과정 편성표

 교양과목



교양선택 영역 분류(2016학년도)

•교양선택 10개 영역 중 최소 6개 이상 각 영역에서 1개 교과목 이상 이수
•최소 28학점 이상 42학점 이내로 이수(교양필수/교양선택 포함)

구분 영역 교과목명

교양

선택

진의

자아

명저로읽는세상, 삶과철학적물음, 세계인문학기행, 아동심리와육아, 여성과건강, 여자
와남자의심리탐구, 영토분쟁과문화주권, 영화를통한심리치료,인문학의이해, 정신건강
과행복, 청년기의갈등과자기이해, 판타지문학의이해, 한국현대사, 행복한삶과가족, 행
복한삶에대한탐색, 현대소설과스토리텔링

소통

공동체와배려의윤리, 논리적사고와합리적비판, 범죄피해예방및회복, 법과사회정의, 사
이버보안, 생활경제의이해, 생활법률, 여론형성의사회학, 우주의이해, 재테크와투자,
저작권의이해, 커뮤니케이션기법, 실용금융

창의

융합

경산학의이해, 과학과생태계, 미래에너지개발, 발명과발견의역사, 생명과학의이해, 생
활속나노기술, 생활속뷰티테라피, 수학의세계, 유쾌한이노베이션, 인간과컴퓨터의어울
림, 확률로보는세상, 디지털디자인아이디어, 지구자원과녹색에너지, 진로선택, 기계자
동차학부구경하기, 일상생활속의전자공학, 로봇의이해, 4차산업혁명과전기자동차, 생
활속의화학공학이야기, 미래사회에너지엿보기, 철도과학기술, 소방학원론, 자연과문명,
건축의이해, 건축공학바로알기, 생활속의공간정보, 식탁위의식품세상, 의용공학돌아보
기, 컴퓨팅사고, 화이트해커, 미래사회에서의국토관리, 정보전문가입문, 기업과경영,
회계학원리, 글로벌통상이야기, 간호학의이해, 응급구조학이야기, 심리학으로의초대,
사회복지이야기, 시민사회와경찰, 사진영상의이해, 디자인사, 패션디자인의이해, 뷰티
산업입문, 스포츠와건강이야기

상상

력

감성공학과디자인, 공연예술찾아가기, 과학의진실과오류, 디자인의이해, 미술을보는눈,
사진영상문화, 신화이야기, 영화의이해, 음악을찾아서, 창의적발상의시각화, 패션과라
이프스타일, 창의적제품개발과창업, 신기술트렌드와벤처창업, 알기쉬운대학생창업개
론,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창업, 린스타트업과모바일앱

열의

도전
고령화시대와기회창출, 모험과도전의창조적리더십, 문화행사기획, 재화의발명과가치
창출, 지방에서세계로, 청년의삶과꿈, 기업가정신, 시민사회와자원봉사

진로

공학기술보고서작성법, 글로벌직업윤리, 대인관계와의사소통, 대학생을위한저작권노
트, 대학생활을위한학습코칭, 생활한문, 성공적인직장생활, 스마트한대학생활, 직업과
진로, 취업실무전략, 컴퓨터활용, 프레젠테이션아트, 정보의활용, 힐링글쓰기, 포토샵
과디지털이미지

글로벌

리더십

다문

화

국제사회와정치, 글로벌리더십, 다문화교육, 문화의공생법칙, 북한사회이야기, 세계의
음식문화, 영어로배우는글로벌문화, 일본사회와문화, 중국사회와문화, 현대인과국제매
너

언어
기초일본어, 기초중국어, 실전토익,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취업영어설계, 취업영어
전략, 취업영어코칭, 취업영어회화, 토익(TOEIC), 토익스피킹, 취업영어완성, 오픽

자기계발

경영의이해, 골프, 농구, 다이어트와체형관리, 대학생성심리와성건강, 데일리메이크업,
레크리에이션과의사소통, 마케팅의이해, 바디피트니스, 배구, 배드민턴, 사진과향토문
화트래킹, 생활안전과응급처치, 스트레스관리와심신수련, 아마추어사진촬영, 와인의이
해, 요가, 운동과건강관리, 웰빙과식품, 인체질병과건강한삶, 풋살, 합리적인소비생활,
호신술, 회계의이해, 사회봉사, UCC개발과편집

공학기초

공업수학Ⅱ, 공학정보처리, 기초수학연습, 기초통계학, 데이터분석, 선형대수학, 소프
트웨어이해와활용, 이산수학, 일반물리학Ⅰ,Ⅱ, 일반물리학실험Ⅰ,Ⅱ, 일반수학, 일반화
학, 일반화학Ⅱ, 일반화학실험Ⅱ, 프로그래밍기초, 미분적분학, 미분적분학실습



201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편성표

• 인문 영역(2개 교과목 이상) / 융복합기초(2개 교과목 이상) / 융복합 영역(5개 교과목 이상, 융복합
기초 제외) / 성장과도전(2개 교과목 이상) 이수

• 최소 31학점 이상(교양필수/교양선택 포함) 이수

구

분

교육

이념
영역 교과목명

교
양
필
수

진

의 인문 한국사(2/2), [학습윤리/생명윤리/공학윤리] 중 택1(1/1)

창

의 융복합 사고와표현(2/2), 영어학습코칭Ⅰ, Ⅱ, Ⅲ, IV(1/2)

열

의 성장과도전 FreshmanLife(1/1), 포트폴리오컨설팅(1/1)

교

양

선

택

진의
인

문

인문학
입문

세계인문학기행, 인문학의이해, 신화이야기

문화·
문학·
예술

현대소설과스토리텔링, 명저로읽는세상, 판타지문학의이해, 힐링글쓰기, 사진영상문화, 사진과향토
문화트래킹, 영화의이해, 공연예술찾아가기, 미술을보는눈, 음악을찾아서, 아마추어 사진촬영, 영어
로배우는글로벌문화, 일본사회와문화, 중국사회와문화, 세계의음식문화, 와인의이해, 디자인의이해

역사
·철학

한국현대사, 삶과철학적물음, 경산학의이해, 영토분쟁과문화주권, 논리적사고와합리적비판

창의

융

복

합

융복합
기초

진로선택, 기계자동차학부구경하기, 일상생활속의전자공학, 로봇의이해, 4차산업혁명과전기
자동차, 생활속의화학공학이야기, 미래사회에너지엿보기, 철도과학기술, 소방학원론, 자연과
문명, 건축의이해, 건축공학바로알기, 생활속의공간정보, 식탁위의식품세상, 의용공학돌아보
기, 컴퓨팅사고, 화이트해커, 미래사회에서의국토관리, 정보전문가입문, 기업과경영, 회계학원
리, 글로벌통상이야기, 간호학의이해, 응급구조학이야기, 심리학으로의초대, 사회복지이야기,
시민사회와경찰, 사진영상의이해, 디자인사, 패션디자인의이해, 뷰티산업입문, 스포츠와건강
이야기

커뮤니
케이션

프레젠테이션아트,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스피치, 대인관계와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기법, 토익, 실
전토익, 취업영어회화, 기초일본어, 일본어회화, 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 생활한문, 취업영어설계,
취업영어코칭, 취업영어전략, 취업영어완성, Interview English, 포토샵과디지털이미지, 토익스피킹,
오픽

IT·수리

컴퓨터활용, 일반수학, 선형대수학, 미분적분학, 공업수학, 공업수학Ⅰ,Ⅱ, 일반화학, 일반화학Ⅰ,Ⅱ,
일반화학실험Ⅰ,Ⅱ,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Ⅰ,Ⅱ, 일반물리학실험Ⅰ,Ⅱ, 공학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이
해와활용, 기초통계학, 기초수학연습, 이산수학, 공학기술보고서작성법, 프로그래밍기초, 데이터분
석, 미분적분학실습

인간·
에너지·
과학

과학의진실과오류, 수학의세계, 생명의세계, 생명과학의이해, 미래에너지개발, 생활속나노기술, 도
시건축산책, 우주의이해, 확률로보는세상, 과학과생태계, 지구자원과녹색에너지, 감성공학과디자인,
인간과컴퓨터의어울림, 사이버보안, 발명과발견의역사, 유쾌한이노베이션, 디지털디자인아이디어

기업·
사회

창의적제품개발과창업, 알기쉬운창업과경영, 창업성공스토리, 스타트업혁신마케팅, 신기술트렌드
와벤처창업, 도전!캠퍼스창업, 알기쉬운대학생창업개론, 재화의발명과가치창출, 기업가정신, 공동
체와배려의윤리, 범죄피해예방및회복, 법과사회정의, 여론형성의사회학, 저작권의이해, 고령화시대
와기회창출, 지방에서세계로, 국제사회와정치, 북한사회이야기, 문화의공생법칙, 다문화교육, 미래
전쟁과국제관계, 남북관계의현황과전망, 생활법률, 재테크와투자, 생활경제의이해, FTA이야기, 문화
행사기획, 글로벌직업윤리, 현대인과국제매너, 합리적인소비생활, 경영의이해, 마케팅의이해, 회계
의이해,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창업, 린스타트업과모바일앱, 실용금융

건강·
심리

여성과건강, 생활안전과응급처치, 인체질병과건강한삶, 생활속뷰티테라피, 패션과라이프스타일, 운
동과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와심신수련, 여자와남자의심리탐구, 웰빙과식품, 대학생성심리와성건
강, 레크리에이션과의사소통, 정신건강과행복, 청년기의갈등과자기이해, 영화를통한심리치료, 아동
심리와육아

열의

성

장

과

도

전

자기
계발

행복한삶에대한탐색, 청년의삶과꿈, 행복한삶과가족, 모험과도전의창조적리더십, 글로벌리더십, 성
공적인직장생활, 대학생활을위한학습코칭, 스마트한대학생활, 학술정보의활용, 캠퍼스스타트업, 대
학생을위한저작권노트, 스키, 농구, 배구, 풋살, 바디피트니스, 호신술, 요가, 골프, 배드민턴, 데일리
메이크업, 다이어트와체형관리, 멘토의필드이야기, 직업과진로, 취업실무전략, 창의적발상의시각화,
UCC개발과편집, 정보의활용

사회
기여

사회봉사, Service-learning(전공활용사회봉사), 시민사회와자원봉사



시간표
1. 교양과목

2. 후지오네칼리지

3. 자동차융합대학

4. 공과대학

5. ICT융합대학

6. 보건안전대학

7. 아트&휴먼사이언스대학

8. 계약학과

9. 벤처창업연계전공

10. 교직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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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전화번호 부서명 위치

휴학/복학/자퇴/재입학/증명발급/주소 및 연락처 변경/
학생증수령

600-4122

수업학적팀 도서관1층
수강신청/성적/계절학기/전공배정 600-4123

졸업(조기졸업)/복수·부전공/연계전공/교직이수/학점교류/
학점인정(편입생)/전부(과)/전공변경

600-4124

수업시간/수업계획서/수업평가 600-4125

공학교육인증제 600-4372 공학교육혁신센터 6호관2층

취업지원/취업상담/구직·알선 600-4111 취업지원팀 7호관1층

취업교육/단기특강/현장실습/인턴십 600-4401 학생역량개발팀 7호관1층

모의토익
600-4132 교양교학팀 18호관1층

영어학점인정제

도서대출·반납/일반열람실/그룹열람실(스터디룸)/
노트북·넷북대여

600-4652
학술운영팀 도서관2층

멀티미디어정보실 600-4651

등록금 600-4304 재무팀 본관1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600-4241
홍보전략실 본관2층

학교홍보대사 KIU美 600-4242

학교홈페이지 600-4671
정보화지원팀 본관3층

네트워크(무선랜 포함) 600-4675

학생생활관(기숙사)입주 600-4731~3 학생생활관행정팀 학생생활관

건강진단/응급진료/여학생휴게실 600-4119 보건진료실 학생회관2층

여학생 파우더실 600-4283 자산관리팀 도서관1층

대학직장예비군/예비군훈련/학생병사업무/군장학생(군장교) 600-4181 예비군연대 학생회관2층

학생증 (재)발급 600-4886 교내대구은행 학생회관1층

학생식당/편의점/레스토랑/야미고프/고니와주먹밥 600-4890 학생회관1층

안경점/미용실 600-4894/4893 학생회관2층

종합교육관(18호관) 편의점/목련관 편의점 18호관/목련관

서점/복사/커피전문점 600-4895/4896 도서관1층

학생회 건의사항 600-5981 총학생회 학생회관3층

동아리 가입 600-5984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관3층

학생지원/동아리/학생회 600-4162

학생지원팀 도서관1층

시설물사용신청/헬스장 600-4161

스쿨버스/귀향버스 600-4161

분실물/습득물 신고 600-4161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600-4161

근로학생 600-4163

장학제도/장학금신청/학자금대출 600-4171~2

전담지도교수제 600-4162

개인상담/집단상담/적성검사/성희롱
600-4145 진로인성상담센터 학생회관2층

성폭력고충상담/신입생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장애학생지원센터] 600-4148 장애학생지원센터 도서관1층

사회봉사학점/자원봉사기관/사회봉사교육과정 600-4142/4148 사회봉사센터 학생회관2층

학생행복상담(전화/상담실/방문) 600-4166~8 학생행복상담실 학생회관2층

궁금할 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학생서비스안내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 방법

스쿨버스

노선 확인

☏ 600-4161

대구 12개노선 운행, 

포항·안강,경주,구미,울산

매일 운행

사월역(시지)-안심-학교 운행

학교홈페이지>학생포털>바로가기>스쿨버스 및 귀향버스

또는 학교홈페이지>KIU소개>캠퍼스안내>학교오시는길

금요귀향

버스 노선

월요 등교

버스 노선

및 예약 방법

☏ 600-4161

[귀향버스 운행 지역]

◦ 서울, 경주·울산, 포항, 김해·

부산·양산, 마산·창원·진해, 구

미

[노선확인]

학교홈페이지>학생포털>바로가기>스쿨버스 및 귀향버스

또는 학교홈페이지>KIU소개>캠퍼스안내>학교오시는길

[예약방법]

스쿨버스 카드 발급 후 카드 뒷면 QR코드 활용

귀향버스예약>날짜선택>노선선택>시간선택>승차예약

※ 예약기간 : 월요일 09시~목요일 13시, 예약 후 3회 미탑승

시 다음 학기까지 예약 불가능

※ 예약자가 기준인원 미만인 경우 미운행 하며 예약자에게

개인별 SMS 발송

노트북/넷북
대여
☏ 600-4652

◦ 대여 시간 : 신청 시간 ~ 
당일 21시까지

◦ 대여/반납 장소 : 
도서관2층 대출실

대여장비는 NoteBook과 NetBook이며, 선착순 이용
(보유수량 한정)
※ 도서 연체자는 대여 불가

그룹열람실
이용

◦ 도서관 3층, 4층, 5층
각 1개실, 6층 4개실

도서관홈페이지(cham.kiu.ac.kr)>그룹열람실>예약신청
원하는 호실 시간을 클릭하여 예약, 대출실에서 확인 이용
※ 오전 9:00시~오후10:00시까지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SNS 이용

☏ 600-4241

경일대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트위터/페이스북/네이버블로

그

학교홈페이지 우측하단>트위터/페이스북/네이버블로그 단축

아이콘 실행

노트북/
스마트폰
네트워크
접속
☏ 600-4675

교내에서 사용가능한 무선랜
◦ KIU 교내 무선랜
◦ KT Olleh WiFi Zone
◦ SKT T-WiFi Zone
◦ LG U+ WiFi Zone

※ 노트북/스마트폰에서 설정
가능

[경일대 자체 무선랜, kiu]
현재 도서관, 학생회관1층, 종합강의동1층, 인문사회관에
설치, 향후 교내 전체에 확장 계획
무선네트워크 : kiu(인증은 KIU포털시스템 ID/PW 사용)
[KT Olleh WiFi Zone]
KT 무선AP(QOOKnSHOW, QOOKnSHOWbasic, NESPOT 중
1개 선택)가 설치된 장소
KT 스마트폰(애플아이폰, 삼성 겔럭시-K)은 무료로 사용
[SKT T-WiFi Zone]
SKT 무선AP가 설치된 본교 각 건물/장소에서 사용가능하며, 
SKT AP(T WiFi zone)를 선택하여 인증 수행 후 인터넷 접속
가능함(실명인증사용)
[LG U+ WiFi Zone]
LG U+ 무선AP가 설치된 본교 각 건물/장소에서 통신 3사
가입자 모두 사용 가능하며, “U+ Zone”을 선택하여 인증코
드(lguplus100) 입력 후 사용

궁금할 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학생서비스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