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

총 132학점 이수.
주전공(최소50학점) + 교양(최대50학점) + 일반선택 = 132학점

1. 학점
1) 주전공

- 5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전공필수(5과목) + 전공선택 = 50학점 이상
- ‘프랑스어회화입문’ 홀수 반, 짝수 반
본인 학번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홀수 반, 짝수일 경우 짝수 반 수강
예시) C973002 > 짝수 반 수강

-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 반 신청 시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 ‘프랑스어(1)’ 신입생 전용 강좌 수강할 것
- ‘프랑스어 발음과 문법’ 신입생 전용 강좌 수강할 것

1. 학점
2) 교양
가) 필수

-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필수 이수
- ‘영어’ 필수 이수
- ‘영어’ 이수 후, ‘전공기초영어’ 수강
- 특성화 교양 1과목 필수 이수
‘컴퓨터프로그래밍’, ‘디자인씽킹’, ‘창업과 실용법률’ 중 택 1
- 공통교양 7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예술과 디자인’, ‘제2외국어와 한문’ 분야를 반드시 포함)

나) 선택

- 교양 선택 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수강하면 됨.
- 단, 교양필수를 포함해 교양 학점은 최대 50학점까지만 인정됨.

1. 학점
3) 일반선택

- 교양이 아닌 타과 대학 전공과목 이수로 취득 가능
- 불문과 전공(주전공)으로 대체 가능
예시) 불문과 전공 50학점 + 경제학과 32학점 수강,
또는 불문과 전공 82학점

2. 장학금

- 학교 홈페이지 학사지원 > 학사행정 탭에서 교내장학금 종류 확인 가능

2. 장학금
1) 지급조건

- 2019.12.01. ~ 2020.5.31. 기간 중의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단,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됨)
- 2020.3.1. ~ 종강일 기간 중 SDP 참여
(※SDP: 클래스넷 온라인 상담)
- 2020.3.1. ~ 2020.5.31. 기간 중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시청
- 국가장학금신청: 국장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이 됨.

2) 우선선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바에 의해 우선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순위: 해당 학년(클래스넷 학년 기준) 수업 8학점 이상 수강생
* 2순위: 전공 8학점 이상 수강생(학년 무관, 재수강은 포함 안 됨)
* 3순위: 성적

3) 인원 배분

- 학년별 균등 배분(잔여 인원 발생 시 고학년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 장학금 배정 인원 18명: 4학년 5명, 3학년 5명, 2학년 4명, 1학년 4명

3. 온라인 성교육
1) 참여방법

-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기관/시설 → 부속기관 → 성평등 상담센터
- 이수증 출력 후, 학과 사무실 제출

2) 기한

- 2020.3.1. ~ 2020.5.31.
- 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간 안에 이수하여야 함.

4. SDP
1) 참여방법

Self Development Plan
- 클래스넷 → 좌측 ‘상담/설문’ 탭 → SDP
- 작성 후 꼭 ‘제출 완료’ 버튼 누르기.
- 제출 완료 날짜는 제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기한

- 개강일 ~ 종강일
- 정해진 기한이 넘어서 등록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수강신청
1) 기간

- 사전선택 1차: 2020.2.4.(화) 09:00 ~ 2.5.(수) 17:00
- 사전선택 2차: 2020.2.12.(수) 09:00 ~ 2.21.(금) 17:00
- 1학년: 2.25.(화) 14:00 ~ 17:00
- 추가(전체학년): 2.26.(수) 09:00 ~ 2.27.(목) 17:00

2) 담아두기

-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을 사전선택 기간 중에 미리 담아두었다가, 실제 학년별
수강신청일에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학생클래스넷 → 수강신청 → 정규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화면 바로가기
→ 로그인 → 수강할 과목 미리 담아두기 → 과목 담기

3) 신청 방법

- 학생클래스넷 → 수강신청 → 정규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 화면 바로가기
→ 로그인 → 과목별 수강신청

4) 개강 후 정정

- 개강 후 일주일(월~금)
- 제한 인원 마감 과목: ‘수강신청정정허가원’에 담당 교원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과목의 주관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5) 폐강과목정정

- 추후 클래스넷 공지사항에 일정 및 방법 공지 예정.
- 폐강과목에 관한 확인은 학생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안녕하세요.
불어불문과 조교입니다:)
일단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메모 남깁니다.
학과 안내사항은 주로 이메일로 공지됩니다. 클래스넷에 등록된 이메일을 주기
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장학금, 교직 이수 등 다양한
공지가 불어불문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해주십시오.
필요한 내용만 전달하려고 글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ㅜㅜ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둔 것이니 꼼꼼히 읽어 보시길 부탁합니
다.
학교에서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