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학기 문화콘텐츠학부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1. 2021학년도 교육과정 졸업학점 이수 기준
교양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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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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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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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은 대학 졸업까지 최소 30학점 최대 42학점 이수하면 됩니다.

2.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입생 수강신청일: 2021.02.22(월) 09:00~18:00
나. 전학년 공통 수강신청 기간: 2.23(화)~24(수)
다. ID: 학번(수험번호), PW: 주민번호 앞자리(입학 후 변경하세요)
라. 신청방법: 전남대학교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수업-수강신청
마. 수강신청 화면에서...
전공필수: 대학(문화사회과학대학) 학과(문화콘텐츠학부)‘선택’-‘조회’
역량교양: 대학(역량교양) 학과(창의 감성 공동체 영역)‘선택’-‘조회’
균형교양: 대학(균형교양) 학과(표현과 소통, 인간과사회 영역)‘선택’-‘조회’
기초교양: 대학(기초교양) 학과(기초과학 영역)‘선택’-‘조회’
* 해당 교과목의 교과목번호(파란색)을 '클릭'하면 신청됩니다.
* 교과목번호 설명:
'MMC6001-1'는 과목명(멀티미디어개론및실습), 과목번호(MMC6001), 분반(1분반)
* 신청학점 17학점(최대 18학점 신청 가능)

3. 문화콘텐츠학부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가. 학부에서는 1학년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조기 적응 및 진로 선정을 위해 1학년 1학기
전공필수 2개 교과목과 균형교양 진로설계와자기이해(진로와창업 영역)교과목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나. '진로설계와자기이해'교과목은 해당 학과 교수님이 직접 학부 교육과정과 학과 관련
프로그램 소개 등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입니다.
문화콘텐츠학부 신입생 대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로설계와자기이해 CLT0771-47 교수 정희택
- 진로설계와자기이해 CLT0771-48 교수 김용민
※ 수강신청 시 ‘자과’로 신청(이외 교양교과목은 ‘타과’로 신청)

다.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부 공통 필수 교과목으로 2학년 이후 전공과 상관없이 전
공필수로 인정됩니다. (참고, 학부 등록금 재원 우수 장학생 선발에서는 전공교과목
이수 여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 2021학년도 1학년 수강신청
* 2021학번 수강 신청 예시(6과목 17학점)
전공필수 멀티미디어개론및실습(3학점)
전공필수 전자상거래개론(3학점)
균형교양 ‘진로와창업’영역 진로설계와자기이해(2학점)
역량교양 ‘창의’,‘감성’,‘공동체’영역 중(2개 6학점)
기초교양 ‘기초과학’영역(3학점)

. 2021

(

.)

(참고)전공별 졸업자격인정기준(외국어영역)

2019년
입학자
이후

멀티미디어전공

전자상거래전공

기초영어 이수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 언어교육원 회화 단계 3, OPIC IL등급,
TOEIC Speaking 5단계, TOEIC 550, TOEIC( CBT ) 500,
TEPS 445
*모든 인정점수는 2년간 유효
(2) 상기(1) 기준 취득 못 할 경우 학과에서 정한 대체 방안 이수
- 생활영어1, 생활영어 2, 기초영어, 취업영어 중 1과목 이수
(C학점 이상 취득)

☎ 문의: 문화콘텐츠학부사무실 061-659-7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