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인)

반드시 서명을 해주세요.

 파견대학 취득학점



Transcript에 찍힌 도장 ‘취득학점’란의 학점을 그대로 적으세요.

 우리대학 인정학점

학점 대체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 인정된 학점을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칸을
비워두세요.







 합계

Transcript에 찍힌 도장 ‘환산학점’란의 학점을 그대로 적으세요.
단, 소수점 뒷자리가 있는 경우 정수가 되도록 올림하되 최대 인정학점 범위
(경영학과 1학기 16학점 x 2학기 = 32학점, 계절학기 7학점)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파견대학 이수과목 과목명

Fail하지 않고 Pass하여 이수한 과목들 중에서 작성하세요.
파견대학의 성적이 F인 경우 학점 및 과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대학 이수과목 학점 및 성적

우리대학 학점 및 성적으로 환산하지 않고 Transcript에 적혀있는 그대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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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대체인정과목 과목종별

우리대학의 특정 과목과 매칭 하는 경우 과목종별을 수강편람에서 찾아 작성하세요.

12

만약 특정 과목과 매칭 하지 않고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천단위
이하’ 또는 ‘3천단위 이상’ 중 선택하여 작성하세요.
(단위는 과목의 난이도를 보고 직접 판단 / 1,2전공 및 부전공란에만 해당)

 우리대학 대체인정과목 학정번호
13
14

우리대학의 특정 과목과 매칭 하는 경우 학정번호를 수강편람에서 찾아 작성하세요.
만약 특정 과목과 매칭 하지 않고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칸을 비워
두세요(1,2전공 및 부전공란에만 해당).

 우리대학 대체인정과목 과목명

우리대학의 특정 과목과 매칭하는 경우 입학년도 이후 개설된 과목 중 수업 내용이
유사한 과목과 매칭하되, 우리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제외입니다. 만약 유사한
과목이 없어 특정 과목과 매칭하지 않고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
선택’으로 작성하세요(1,2전공 및 부전공란에만 해당).

 우리대학 대체인정과목 학점

우리대학의 특정 과목과 매칭 하는 경우 매칭 과목의 학점을 작성하고, 이때 파견



대학 이수과목의 환산학점이 매칭하는 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환산학점
이 매칭 과목의 학점보다 낮거나 유사한 과목이 없어 매칭하지 않고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칸을 비워두세요.

11 담당교수 성명



경영학과 과목은 경영대학 행정팀에서 세부 분야 주임교수님들께 대신 서명을 받아





드리므로 성명란은 비워두세요(타학과 또는 학부대학 과목은 서명 받을 교수님 성명
작성).

12 연계된 과목을 묶는 경우
환산학점 수가 부족하여 교환대학 이수과목 2개 이상을 묶어 우리대학 1개 과목으로
매칭 하는 경우 경영학 과목은 세부 분야(마케팅, 회계, 매니지먼트, OM 등)가 같고
내용이 연관된 경우에만 묶을 수 있습니다.

13 학과장 확인
인정 과목이 있는 경우 경영학과장 날인은 경영관 406호 행정팀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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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됨)

14 복수전공(제2전공) / 부전공

12

복수전공제2전공( ) /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 )란에 (V) 표시하고,
5~12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세요.

13
14

※ 본 샘플은 파견대학 학점이 우리대학 ½ 학점으로 환산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Transcript에 도장 찍힌 ‘취득학점’과 ‘환산학점’의 환산 비율에
따라 파견대학 - 우리대학 학점 및 과목 간 매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파견대학 이수과목이 우리대학의 어떤 과목과 매칭되는지는 수강편람
수업계획서를 보면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 본 샘플의 작성 내용은 예시일 뿐 실제 과목 간 매칭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5 교양과목 과목종별
‘필교’로 작성하세요(19학번부터 ‘대교’).

15

16

16 교양과목 학정번호 / 과목명 / 학점
반드시 필수교양(19학번부터 대학교양) 특정 과목으로 매칭 후 과목 정보를 작성하세요.

17 학부대학장 확인
학부대학 행정팀(백양관 N311호)에서 날인을 받으세요.

17

18 일반선택

18

3천 단위 또는 4천 단위의 타학과 특정 전공 과목으로 매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2천단위 이하 선택교양 과목은 교수님께 서명 받지 않아도 본인의 우리대학 총 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일반선택 학점으로 자동 인정되므로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목 및 학점 대체인정 FAQ ◈
Q. 우리대학 환산 4학점인 파견대학 이수과목을 우리대학 특정 3학점 전공과목으로 매칭
하여 대체인정 받는 경우 남은 1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과목 매칭 후 남은 학점은 2천단위 이하 일반선택 학점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Q. 교환대학에서 2학기 동안 우리대학 환산 30학점을 이수했는데 전공 과목 21학점과

필교 과목 3학점에 대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24학점만 인정받는 것인가요?



A. Transcript에 날인 되어있는 ‘환산학점’ 만큼 인정받으며, 소수점 뒷자리가 있는 경우

)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대체인정

정수가 되도록 올림하되 최대 인정학점 범위(

승인 내역에 따라 전공, 교양, 일반선택 학점의 구성 비율이 정해집니다.
(예) ‘환산학점’ 30학점 = 전공 21학점 + 필교 3학점 + 일반선택 6학점(자동 인정)
Q. 파견교의 경영대학(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듣고 왔으면 우리대학 경영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는데 무리 없겠죠?

A. 경영 전공학점으로의 대체인정 여부는 과목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견교
경영대학(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업의 주요 주제가 경제와 같은
경영 외 분야인 경우 우리대학 경영 전공학점으로 대체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우리대학 성적증명서에 대체인정 받은 내용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궁금합니다.
A. 파견학기 수, 총 인정학점, 파견기간, 파견대학명만 표기됩니다. 과목을 매칭하여 인정
받았어도 총 인정학점만 기재되며, 파견대학에서 받은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 되지

19

도 평량평균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표기 예시: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