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복학생/편입생/복수전공자
공학교육인증(ABEEK) 이수 신청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정보통신대학(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대학(컴퓨터공학과) 소속의 복학생(2005년도 이전 입학생)/편입생/복수전공자 중 공학교육인증(ABEEK)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1.

아

래

-

제출대상

(1)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함께 졸업 예정인 복학생/편입생/복수전공자 중 공학교육인증 (ABEEK) 이수를 희망하는
자 가. 복학생 - 2004년도 이전 입학자 중 이번학기 복학한 자
나. 편입생 - 2020년도 편입학자 중 이번학기 등록한 자
다. 복수전공자 - 학과(부) 및 전공과 다른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자 (※ 제1전공과 다른 전공의 인증프로그램 이수 희망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신청자이어야 함)
(2)

(1)에 해당하는 자 중 인증 이수 신청서 미제출자

2.

제출서류

(1)

복학생 및 복수전공자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신청서 1부 (※ ‘ABEEK교육과정적용년도’ 반드시 선택)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인증 교과목 매칭표 1부 (인증교과목 대비 복학 이전 수강한 교과목의 매칭표)

(2)

편입생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신청서 1부 (※ ‘ABEEK교육과정적용년도’ 반드시 선택)
② 성적증명서 1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③ 인증 교과목 매칭표 1부 (인증교과목 대비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매칭표)
④ 인증 교과목과 매칭된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⑤ 설계 학점 인정 희망시 설계 과제물 및 설계 관련 증빙서류

3.

제출방법
:

인증이수신청서, 매칭표 및 해당서류 지참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제2공학관 27102호) 방문 또는 skkuciee@skku.edu 로 온라인 제출
(PD교수님 서명 없이 제출)

※ 이수신청서 및 인증교과목 매칭표 : GLS-공학인증-인증신청/포기-인증이수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

4. 제출기한 : 2020년 1 1 월 2일 (월) ~ 11월 6일 (금) 오후 5시까지
5. 학점인정심사절차 : 2020년 11월 9일 (월) ~ 11월 20일 (금)
(1) 심사기간 : 2020년 11월 9일(월) ~ 11월 20일(금)
(2) 심사절차
① 평가위원회 심사 : 학생이 작성한 학점인정 교과목 매칭표를 토대로 취득 학점 심사(전문교양, MSC(BSM), 공학주제, 설계학점)
② 심사결과 공지 : 학생 개별 공지
③ 심사결과 수용 : 심사결과에 대한 학생의 수용 여부 결정(이의신청 시 PD교수님과 상담)
④ 취득학점 확정 :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취득 학점 확정 후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통보
⑤ 전산시스템 반영 : 전산시스템에 취득 인정 교과목 입력
※ 매칭교과목 및 심의결과는 심사기간 후에 개별 공지

2020 년

10 월 29 일

공학교육혁신센터장/공과대학장 이준영
정보통신대학장 이준호

소프트웨어대학장 이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