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7. 5.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 제51조에 의한 졸업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정 2013.7.1.>
제2조(졸업자격) 졸업자격(졸업사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 최저 이수 학점(2년제 80학점이상, 3년제 120학점 이상, 4년제 136학점 이상) 이상을 취
득한 자 <개정 2013.7.1.>
2. 학부(학과)전공별로 지정한 교과영역별(교양, 전공)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제3조(졸업사정) 학칙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졸업사정은 졸업 자격을 최
종심사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① 시기 : 졸업예정일 2주 이전에 실시한다.
② 주관 : 졸업사정위원회는 교학처장(부위원장)이 실무 주관하고 위원장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한다. 사정위원은 학부(학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③ 내용 : 위 제2조에 의거한 졸업자격을 심사하고, 학위수여를 결정한다. 아울러 성적 우수졸업생을
확정한다.
④ 절차 : 교학처에서는 졸업사정대장을 각 학부(학과)장에게 발송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졸업
사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정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각 학부(학과)에 통보한다. <개정
2013.7.1., 2014.3.1.>
제4조(조기졸업) 고등교육법 제4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 년한을
4분의 1까지 단축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단 3년제 학과에 한하여 시행한다.
① 다음의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조기졸업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1. 입학 후 5학기를 이수한 자로서 학칙 제51조에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35이상인 자
2. 계절수업 이수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학적변동(군 휴학 제외)이 있는 경우, 학칙 제70조에 의
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7.5.23.>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을 경유,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본조신설 2013.11.1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