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환대학 학점 대체인정 절차
‘외국대학 전공 및 교양 과목 인정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출력
(경영대 홈페이지 [학부]-[학사 관련 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①인정원, ②성적표(취득학점/환산학점 확인도장 날인 필),
③교환대학 수강과목의 수업계획서 준비

 유의사항 
1. 경영학 과목은 매달 15일 이후에 행정팀에서 승인 일괄처
리하며, 방학 중에는 학생이 직접 교수님께 승인 싸인 수령
1)

2. 교환대학에서 받은 성적이 우리대학 환산 C- 이상일
교양/타전공 과목

경영학 전공 과목

때만 전공 학점 및 과목으로 인정 가능 (C- 미만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
3. 우리대학에 매칭할 수 있는 과목이 없거나 1개 과목으로

과목 담당교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대체인정 승인 싸인 수령

매달 15일까지 경영대학 행정팀
(경영관 406호)에 제출

매칭하기에는 학점 수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3,000단위
이상(또는 2000단위 이하) 전공선택 학점’으로 신청

가능(경영학 1,2전공/부전공생에게만 해당)
학부대학 사무실(백양관 N311호)
또는 타전공 사무실에서
“학부대학장/학과장 확인” 날인

약 2주 후 인정원 픽업
(인정처리 완료 시 문자로 알림)

4.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과목보다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에만 인정 가능(학점 수가 낮을
경우 유사한 2과목을 묶어 1과목으로 인정 가능)
5. 과목명이 동일 또는 비슷하다고 해서 대체인정 되는 것

모든 인정처리가 완료되면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서류 제출

은 아니며, 교환대학과 우리대학의 수업 내용이 2/3이
상 유사한 경우에만 과목 대체 인정 처리 가능
6. 우리대학 경영학 과목을 잘못 매칭하여 신청한 경우 세부

포탈사이트 성적 메뉴에서 입력완료 여부 확인

전공 주임교수님께서 다른 유사 과목으로 직접 수정

1) 우리대학은 U.S. Grade를 따르고 있으며 경영대 행정팀에서는
www.scholaro.com/grade-conversion 사이트의 환산표를 참고함

국내 교환대학 학점 대체인정 절차
‘국내대학 전공 및 교직 과목 인정원’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출력
(경영대 홈페이지 [학부]-[학사 관련 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①과목 대체 인정원, ②교환대학 성적표 ③이수 과목의 수업계획서 준비

 유의사항 
1. 계절학기에도 경영대학 전공기초 및 필수 과목이 1개
분반 이상 개설됨(단, ‘전략경영’ 및 ‘경영정보시스템’
제외)

매달 15일까지 경영대학 행정팀(경영관 406호)에 서류 제출

2.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되며,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견 종료 후 왼쪽의 절차

를 따라야 함
행정팀에서 세부 전공 주임교수 및 교학부학장께 심사 요청

3. 반드시 교환대학의 경영학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야만 함

약 2주 후 인정원 픽업(인정처리 완료 시 문자로 알림)

4. 이수 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과목 학점보다 동일
하거나 높고, 과목명 및 수업 내용이 우리대학 대체
예정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함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B101호)에 서류 제출

5. 성적이 C- 이상일 때만 전공 학점 및 과목으로 인정
(C- 미만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6. 매달 15일 이후에 행정팀에서 승인 일괄처리하며,

포탈사이트 성적 메뉴에서 과목 등재 여부 확인

방학 중에는 학생이 직접 교수님께 승인 싸인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