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확인표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과목의 분류는 크게 5가지임. 분류에 맞게 적으세요.
① 교양: 학문의기초 + 핵심교양(학문의세계) + 일반교양(선택교양)
② 전공: (주전공) 소비자아동학부(소비자학전공) 등 과목
③ 복수전공, 연합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④ 교직(자신이 교직 이수자인 경우만 해당)
⑤ 일선(타과의 전공과목, 대학원 과목 등)

※ 교양과목 분류에 주의합시다.
- 2014년 이전: 학문의 기초(7개 영역), 핵심교양(5개 영역), 일반교양(9개
영역) 등 총 3개 영역으로 분류
- 2014년 이후: 학문의 기초(5개 영역), 학문의 세계(7개 영역), 선택교양(5
개 영역) 등 총 3개 영역으로 분류
⑴ 학문의 기초
[2014년 이전 (코드: 010)]
- 학문적 의사소통: 대학국어, 사회과학 글쓰기
- 외국어 의사소통: 대학영어1, 대학영어2, 고급영어, 기타 외국어 관련과목
- 수량적 분석과 추론: 통계 + 통계학실험
[2014년 이후 (코드: 031~035)]
- 사고와표현: 글쓰기의 기초, 사회과학 글쓰기
- 외국어: TEPS 기준에 의거, 영어 과목 포함 외국어 관련 2과목
- 수량적 분석과 추론: 통계 + 통계학실험
⑵ 핵심교양/학문의 세계 (~2013학번까지는“학문의 세계”과목 수강 시 주의요망!)
[2014년 이전 (핵심교양)]
☛ 코드가 02□로 시작하며, □는 해당영역을 나타냄
(예) 023.*** (문학과 예술), 024.*** (역사와 철학), 025.*** (사회와
이념), 027.*** (자연과 기술), 028.*** (생명과 환경)
[2014년 이후 (학문의 세계)]
☛

코드가 04□로 시작하며, □는 해당영역을 나타냄
(예) 041.*** (언어와 문학), 042.*** (문화와 예술), 043.*** (역사와
철학), 044.*** (정치와 경제), 045.*** (인간과 사회), 046.*** (자
연과 기술), 047.*** (생명과 환경)

⑶ 일반/선택교양
[2014년 이전 (일반교양)]
☛ 코드가 00□형식이며, 마지막 □가 해당영역을 나타냄
(예) 001.*** (국어와 작문), 002.*** (외국어와 외국문화), 003.*** (문
학과

예술),

004.***

(역사와

철학),

005.***

(사회와

이념),

006.*** (자연의 이해), 007.*** (기초과학), 008~9.*** (체육 및
기타)
[2014년 이후 (선택교양)]
☛ 2014년 이후: 코드기 05□형식이며, 마지막 □가 해당영역을 나타냄
(예) 051.*** (체육), 052.*** (예술 실기), 053.*** (대학과 리더십),
054.*** (창의와 융합), 055.*** (한국의 이해)
2.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에서 밑줄을 그으세요.
이번 학기 수강 과목 중 재수강 과목 옆에는 “재수강”이라고 써 주세요.
3. 누적성적표에 적힌 교과목 분류 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과목은
“5. 정정사항”에 반드시 기록해 주시고 mysnu의 “수업/성적➔성적➔교과
구분변경신청” 후 출력하여 과사무실로 함께 제출바랍니다.

4. “6. 총학점계산”란에 학점수를 적어주세요.
5. [복수전공, 부전공 등 다전공] 이수자는 3/16(월)~3/20(금) 사이에 소비자학
과 사무실에서 다전공 학점확인요청서를 받아서 다전공학과에서 이수 확
인을 받은 후, 다시 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