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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원과정 교육과정 이수

 대학원별,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대 학 원 명 전공과목 선택과목 계 비     고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

인문계열/예체능계열 30학점 이상 27학점 이하 57학점
사회계열/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학계열
30학점 이상 27학점 이하 57학점 ’11.9.1. 이전 입학자
30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51학점 ’12.3.1. 이후 입학자

전문
대학원

경영전문 석사과정

MBA 45학점 45학점
Global MBA 45학점 45학점

EMBA 45학점 45학점
Executive MBA 45학점 45학점
Professional MBA 45학점 45학점

금융학과 45학점 45학점
Master in 

Management Studies 45학점 45학점

보험금융학과 45학점 45학점
Master of Science in 
Business Analytics

30학점 30학점

AI MBA 45학점 45학점

국정전문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3학점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42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60학점
기술경영

전문
석사과정 27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45학점
박사과정 21학점 이상 15학점 이하 36학점

중국 석사과정

중국경영 36학점 36학점 ’17.3.1. 이후 
입학자(’16.9.1. 
이전 입학자는 
전공 45학점)

중국금융 36학점 36학점
중국마케팅 36학점 36학점

중국창업ᆞ전략 36학점 36학점

법학전문
석사과정 90학점 90학점

박사과정 전문연구 36학점 36학점

의학전문
석사과정 173학점 173학점

복합학위과정 206학점 206학점

수자원전문
석사과정

학술연구 24학점 이상 6학점 이하 30학점
전문연구 24학점 이상 9학점 이하 33학점

박사과정 24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36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54학점

특수
대학원

유학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교육 석사과정

국어교육

20학점 이상 교직과목 
4학점 이상 24학점

영어교육
수학교육

중국어교육
교육행정
상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24학점 이상 24학점
국가전략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정보통신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번역 ․ 테솔
(TESOL)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사회복지 석사과정 16학점 이상  8학점 이하 24학점
임상간호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24학점

경영(IMBA)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24학점 ’15.9.1. 이전 입학자
36학점 이상 36학점 ’16.3.1. 이후 입학자
45학점 이상 45학점 ’18.3.1. 이후 입학자

미디어문화융합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글로벌보험.연금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6학점 이하 24학점
글로벌창업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24학점



Global� Leading� University

48 대학� ․ 대학원생을�위한�2021 학사제도 안내

 개별연구과목, 국제어수업, 선수학점
• 개별연구 과목 수강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개별연구 과목은 지도교수로부터 

개별적으로 과제를 지정받아 수행하는 연구과목으로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개설하며,‘개별연구’과목의 인정범위는 학과, 대학원별로 정합니다.

• 국제어수업 학점 충족 의무화 
-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국제어수업은 영어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하며, 

일반대학원(2007이후)과 전문대학원(2009이후) 입학자는 국제어수업 학점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3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점 이상 충족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국제어수업 학점은 타 학과에서 개설한 국제어수업을 수강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소속 학과에 C/L 편성되어 있는 

타 학과 교과목 포함)의 국제어수업을 수강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해외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전공학점도 국제어수업 학점으로 

인정됩니다.(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국제어수업 학점은   

국제어수업 의무학점 불산입)

• 선수학점 충족 
- 2013학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대학원 학생에 대하여는 하위과정 전공의 

동일여부와 관계없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학과장이 1기 종료 전에  

소정의 선수학점 충족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012학년도 이전  

신(편)입학자는 하위과정 전공이 다른 학생에 한해 선수학점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학점을 충족해야 합니다.(2기 종료 전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선수학점은 직전 학위과정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박사

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학생 개인별 선수학점 부과내역은 소속 학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중심 학위이수 제도
- 개요학원 수료학점을 연구학점 중심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물 도출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요건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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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입니다.

- 대학원 학술학위과정 재학생 중 수료학점의 50% 미만, 수업연한의 1/2 이수 

미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연구 주제 및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학과장 승인) 하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 및 관련 분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주제 및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성적, 

어학능력, 연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이수 허용 시 연구학점 취득 범위(수료학점의 최대 

70%까지 허용)를 수료학점 내에서 조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집중 학위이수 제도(Research-Intensive Degree)
- 학생의 자율설계에 의한 Coursework, Lab참여, 현장실습, 필드워크, 개인

연구, 해외연수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문분야별 최상위 

연구결과(SSCI 등) 도출을 학위수여 요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학술학위 재학생 중 취득(수강신청포함)학점 

21학점 미만, 2학기 이수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6월 말/12월 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성균융합원행정실(031-29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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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대학원생들에게 올바른 논문작성법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들은 본 교과목을 졸업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 2016학번 이후(2016학번 포함)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신/편입생 중 학위  

논문 작성자(2015학번까지는 이수 권장)

• 교과목 이수형태: 소속학과에서 결정한 운영 형태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별 교과목 운영 형태는 소속학과 문의 요망 

  ※ 성균융합원 교육과정(COV7001~3) 또는 학과별 자체 교과목 등 운영형태 상이 

• 2016학번 이후부터 학위논문 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하며 미이수 시 학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정 수료 혹은 논문 

본심신청이 불가합니다.

  - 2016~2019학번: 교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

  - 2020학번 이후: 교과목 미이수 시 논문 본심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