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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는 학점은행제 유관기관 담당자의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자료와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경사항 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학점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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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안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반이 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03. 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0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12. 03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1. 13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21. 02. 19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21. 02. 19 개정

제26차 표준교육과정

2021. 05. 10 고시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20. 12. 10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 05. 10 개정

2021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

2020. 11. 26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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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01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
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림 1]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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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학점: 학점은 대학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자격 취득
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용어해설

∙ 학위: 학위는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한다.

Ⅲ. 각종 신청 방법

∙ 평가인정: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
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
는 행위를 말한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02 학위종류 및 전공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가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하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합니다. 학점은행
제는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위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전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희망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
다. 2021년 5월 현재 제26차 표준교육과정이 시행(교육부 고시 제2021-14호, 2021.5.10)되

Ⅴ. 학습지원

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Ⅵ. 부 록

제5조에 다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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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교수요목: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
적인 개요를 말한다.

<표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고시 현황
(단위: 개)

1차 고시

2차 고시

3차 고시

4차 고시

5차 고시

6차 고시
(01.3.6)

(01.12.27)

학사

18

56

60

70

73

75

77

전문학사

23

57

64

81

83

84

86

소계

41

113

124

151

156

159

163

8차 고시

9차 고시

10차 고시

11차 고시
(05.10.13)

(07.1.26/7.11)

12차 고시

13차 고시

14차 고시

학사

84

90

94

105

107

107(108)*

108(110)*

전문학사

91

91

92

96

103

108

109

소계

175

181

186

201

210

215(216)

217(219)

15차 고시

16차 고시

17차 고시

18차 고시

19차 고시

20차 고시

21차 고시

학사

108(110)

108(110)

109(111)

109(111)

109(111)

113(115)

114(116)

전문학사

109

109

109

109

109

110

110

소계

217(219)

217

218(220)

218(220)

218(220)

223(225)

224(226)

22차 고시

23차 고시

24차 고시

25차 고시

26차 고시

학사

115(117)

115(117)

115(117)

116(118)

116(118)

전문학사

110

110

110

111

111

소계

225(227)

225(227)

225(227)

227(229)

227(229)

구분

구분

구분

구분

(98.2.28)

(02.12.31)

(10.2.26)

(17.10.1)

(98.9.2)

(03.11.4)

(10.8.19)

(18.4.11)

(99.2.8)

(04.10.4)

(11.3.22)

(19.5.14)

* 제13차 표준교육과정: 이학사 전자계산학 전공 폐지 고시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가정학사 의상학 전공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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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4)

(12.4.20)

(20.4.7)

(00.8.11)

(13.2.27)

(21.5.10)

(08.4.23)

(14.5.14)

7차 고시

(09.2.5)

(16.05.12)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세부전공

개수

식품조리학, (의상학)*

간호학사

간호학

1(2)
1

경영학사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4

경제학사

경제학

1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
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
30
향공학, 인공지능,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
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국어국문학, 노년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불교학, 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
17
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8

세무학사

세무학

1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1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Ⅳ. 학점은행제 활용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법학사

Ⅲ. 각종 신청 방법

관광학사

문학사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가정학사

공학사

Ⅰ. 학점은행제 개요

<표 2>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학사

5(6)
1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Ⅴ. 학습지원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26개 학위, 116(118)개 전공
* ‘전자계산학’ 전공은 2011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의상학’ 전공은 2013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Ⅵ. 부 록

* 미술학사 ‘의상디자인’ 전공은 2010년 3월 1일부터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전공으로 학위 및 전공명 변경되었음.
* 제20차 표준교육과정(2015년 3월 1일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노년학’, ‘불교학’, ‘상담학’, ‘지식재산학’ 전공 신설.
* 제21차 표준교육과정(2016년 5월 12일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무역학’ 전공이 신설.
* 제22차 표준교육과정(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세무학’ 전공이 신설.
* 제25차 표준교육과정(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인공지능’ 전공이 신설.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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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전문학사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세부전공

개수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
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공업전문학사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

48

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
스템개발, 신재생에너지,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
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항공서비스,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5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
산업예술전문학사 용, 방송영상,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

19

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이료전문학사

이료(3년제)

1

행정전문학사

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생명산업전문학사

13개 학위, 111개 전공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중 3년제 과정은 ‘이료’ 전공만 개설되어 있음. 그 외 전공은 모두 2년제 과정임.
* 제20차 표준교육과정(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의거 전문학사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전공이 신설.
* 제25차 표준교육과정(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에 의거 전문학사 과정에 ‘소방안전관리’ 전공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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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전공

Ⅰ. 학점은행제 개요

<표 4>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개수

각자, 갓일, 곡성돌실나이, 궁시, 금속활자, 나전, 나주샛골나이, 낙죽, 누비, 단청, 대목,
대발제작, 두석, 망건, 매듭, 명주짜기, 목조각, 바디, 배첩, 백동연죽, 사기, 소목, 소반,
악기, 염색, 옥공예, 옹기, 옻칠정제, 완초, 유기, 윤도, 입사, 자수, 장도, 전통, 제와,

43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전통공예과

조각, 주철, 채상, 침선, 탕건, 한산모시짜기, 화각

택견

1

전통무용과

살풀이춤, 승무, 승전무, 진주검무, 처용무, 태평무, 학연화대합설무

7

Ⅲ. 각종 신청 방법

전통무예과

가산오광대, 강강술래, 강령탈춤, 강릉단오제, 경기도도당굿, 고성오광대놀이,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남사당놀이, 남해안별신굿, 동래야류, 동해안별신굿, 밀양
백중놀이, 발탈,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사직대제, 서울새남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
전통연희과

동굿, 석전대제, 송파산대놀이, 수영야류, 안동차전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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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쇠머리대기, 영산재, 영산줄다리기, 위도띠뱃놀이, 은산별신제, 은율탈춤, 제주칠머
리당영등굿, 종묘제례, 좌수영어방놀이, 줄타기,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산자인단오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가곡, 가사,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강릉농악, 거문고산조, 경기민요, 고성농요, 구례향제줄
풍류, 남도들노래, 대금산조, 대금정악, 서도소리, 선소리산타령, 예천통명농요, 이리농
악, 이리향제줄풍류, 임실필봉농악, 제주민요, 종묘제례악, 진주･삼천포농악, 판소리, 평

23

Ⅴ. 학습지원

전통음악과

택농악, 피리정악 및 대취타

조선왕조궁중음식

1

전통주조과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

3

Ⅵ. 부 록

전통조리과

전통예술학사 전공 119개, 전통예술전문학사 전공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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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요
건은 <표 5>의 일반 학위수여요건과 <표 7>의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
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학위과정입니다.
<표 5> 학위수여요건
구분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⑤
⑥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
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비고

공통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대학의 학점

⑦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기술계학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 취득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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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학원에서 이수한 총 학점
학 사
전문학사

Ⅰ. 학점은행제 개요

<표 6>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교양학점 최소 이수학점
21학점 이상

65학점 이상(3년제)

1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2년제)

9학점 이상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85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기술계학원]은 5개(2021년 5월 기준)

<표 7>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Ⅲ. 각종 신청 방법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문학사 학위

Ⅳ. 학점은행제 활용

1.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2.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4. 학점취득방법
※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5.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6.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7. 졸업한 전문대학･대학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 등록 불가함.
8.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 가능함.(동시 복수의 학위과정/ 전공 진행 불가)
※ 타전공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Ⅴ. 학습지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를 말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Ⅵ. 부 록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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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5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용어해설

∙ 전공: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또는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진다.
∙ 교양: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한다.
∙ 일반선택: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과목을 말한다.
∙ 타전공 학위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를 타전공 학위수여라 한다.
(※ 학사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거나, 전문
학사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진행하는 경우임)
∙ 학력인정 각종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학교를 학력인정 각종학교라 한다.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의 정규과정
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대학에서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교육과정과 다른 정규교육과정의
학위종류/ 전공 유사성 심의함. 심의결과 학위종류/전공을 학칙에 반영하고, 매년 3월
과 9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그림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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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Ⅰ. 학점은행제 개요

04 FAQ
학점은행제는 어떠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
니다. 외국인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진학을 위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
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응시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Q2.

전문대학 졸업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습니까?

Ⅲ. 각종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Q3.

2년제 전문대학 ‘비서행정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비서행정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표준교육과정 고시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해야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에는 비서행정 관련 전공이 없으므로 비서행정 전공 학사학
위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Q4.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 간의 유사 교과목 비율이 높거나, 시대의 흐름
및 학문변화에 따라 전공 고시의 요구가 낮아져 별도의 전공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공에

Ⅴ. 학습지원

대해서 전공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학’ 전공은 제13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폐지 전공으로 고시(’08.4.23)되어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시행일 이전에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한 학습자에 한하여 제13차 표준교육과정
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자계산학 전공으
로의 신규 학습자등록 및 전공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Q5.

2009년 미술학사-의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여 학점은행제 진행 중입니다. 제14
Ⅵ. 부 록

차 표준교육과정에서 의상디자인 전공이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의상디자인
전공으로 기등록된 학습자 또한 자동으로 전공명이 변경됩니까?
기존에 미술학사로 분류되었던 의상디자인 전공은 제14차 표준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학위종류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011

인 패션학사-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시행 당시
의상디자인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보고, 학위 수여 시
패션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즉 학습자의 경우 패션학사-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자동 변경됩
니다.

Q6.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 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
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 6호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
하여야 한다.
※ 참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됨.

Q7.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18학점을 표준교육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에 제시된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까?
학위취득 요건 중 ‘최소 18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교양이 부족하면 교양 학점을, 전공이 부족하면 전공 학점을, 교양･
전공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어떠한 학습구분이든지 상관없이 해당 방법을 통해 학점이수해도
됩니다. 즉, 컴퓨터공학 전공을 한다고 해서 의무 18학점을 컴퓨터공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학점 및 학습구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Q8.

4년제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 18학점을 이수할 경우, A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를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최소 84학점 이상 수업을 이수해야하며 그 외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할 경우 학위수여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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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으로 경영학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입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과 독학학위제

Ⅰ. 학점은행제 개요

Q9.

시험합격 과목으로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8학점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의무 18학점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도 됩니까?
타전공 학사 학위수여요건이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또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다른 학점취득방법으로 타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충족하였을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를 통해 전공 18학점을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이수해야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
제등록으로 경영학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Q10.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를 취득한 사람,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력인정된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졸업자

Ⅲ. 각종 신청 방법

또한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Q11.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를 통해 경영학 전공 3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
행제 경영학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경영학 전공 3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까?

Ⅳ. 학점은행제 활용

타전공 학위수여는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학점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경영학 전공 3과목은 학점은
행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Ⅴ. 학습지원

Q12.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경영학 전공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년제 재학 시절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위과
정에 학점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학위취득 이전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자격과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거 모든 학점원이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Ⅵ. 부 록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학습자의 경우 자격 취득시기에 따라 학점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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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달리 학년의 개념이 없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점원도 다양합니
다. 따라서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학습자의 이수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
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서비스(학습설계상담, 방문상담) 이용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문의를 통
해 이수계획 및 학위수여요건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참고

Q14.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과 아동학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복수전공
진행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는 복수의 전공을 동시에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취득을 희망할 시, 모든 학점은 1개의 학위를 취득한
후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1개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전공으로 학위과정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 합니
다. 학습자님이 학위취득을 희망하시는 1개의 학위 및 전공으로 학위 취득 후 또 다른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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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01 학점의 종류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점은
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3] 학점의 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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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
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
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Ⅰ. 학점은행제 개요

용어해설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입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 자격: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
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서 일반인에게 해당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Ⅲ. 각종 신청 방법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표 8>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요약표
구분

인정
학습구분

1. 출석률 80% 이상 및 성적 60점(D°) 이상 또는
PASS인 과목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
에 따라 별도적용
※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 전필, 전선,
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교양, 일선
적용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인정
나.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

이수제한학점
중복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1)

○

○

Ⅴ. 학습지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인정의 기준

○

Ⅵ. 부 록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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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점인정
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자격

인정
학습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1.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
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2.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
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3.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
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4. 학습구분 결정 기준
전필, 전선,
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교양, 일선
해당학교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나.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
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이수제한학점
연간/학기 1개 기관1)

중복판단

○
(32~33
페이지
참고)

×

○

1.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
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일

○

×

○

1.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전필, 일선
3. 학습구분 결정 기준:
「자격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

×

×

×

1. 과정별 인정 학점
과정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
과정

1
2
3
4

구분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인정학점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

전필, 전선,
시험면제교육과정
교양, 일선 이수자에 한하여 적용

○

전필, 일선

×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1. 등급별 인정 학점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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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3년 이상
2년 이상
전수생
1년 이상
6개월 이상

학점
140학점
50학점
30학점
21학점
14학점
7학점
4학점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동일한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전필, 동일하지 않은 전수교육을 받은 경
우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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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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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가인정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
터 승인받은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
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의 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Ⅲ. 각종 신청 방법

2.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3.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적용 (34~35페이지 참조)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확인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2021년 5월 기준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총 428개입니다. 이
중,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기관은 총 85개이고, 나머지 기관은 출석하여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
✔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그림 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조회 화면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019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기존에 운영중인 K-MOOC 강좌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승인 받은 강좌로 본 강좌를 이수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K-MOOC란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한국형 무크입니다.

 수강료(학습비): 무료 (2021. 5월 현재)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학기당 최대 24학점, 년간 42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취소가 될 수 있음
◇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확인방법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강좌찾기 - 학점은행과정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학점은행과정- 강좌찾기 - 강좌 소개페이지의 [수강신청]에서 가능
※ 수강신청 기간은 대학별, 강좌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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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
상학교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인정불가)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Ⅲ. 각종 신청 방법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Ⅳ. 학점은행제 활용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의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Ⅴ. 학습지원

2.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3. 성적기준: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4.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
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Ⅵ. 부 록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
6.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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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구분 결정기준
1.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2.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그림 5]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 기준

04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
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학칙으로 정하므
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사항은 시간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학으
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6조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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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학점인정의 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1. 성적기준: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는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불가
2.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나.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Ⅳ. 학점은행제 활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 단,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3.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
4.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
Ⅴ. 학습지원

1.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시간제등록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2.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Ⅵ. 부 록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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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21년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현황
(학사 17개교, 전문학사 2개교)

구분

대학명

비고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0)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08)

부산디지털대학교
학사과정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6)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전문학사과정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09)

영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표 10> 2021년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사 1개교, 전문학사 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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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명

비고

학사과정

영남사이버대학교

세민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 및 학제 전환
(2년제→4년제)(’03)

전문학사과정

세계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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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격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23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의 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가.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나.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표 1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학사

2개

3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Ⅳ. 학점은행제 활용

전문학사

비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Ⅴ. 학습지원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나.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가능함.
3. 자격인정학점 (※ 2009년 3월 1일 이후 취득자)
가. 국가기술자격

Ⅵ. 부 록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표 12>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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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산출기준
구분

학점

기술사

45

기능장

30

기사

20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실기시험
현장경력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학점인정 산출근거
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
15학점
5년×3학점 = 15학점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20학점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10학점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8학점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
을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위의 기본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나.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인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으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음.
2)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간에는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취득의 난이도가 유사
한 자격들을 집단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학점을 다음의 <표 13>과 같이 결정함.
<표 13> 학점은행제 자격 등급 체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인정학점
45(45)
37(42)
30(39)
25(34)
20(30)
18(27)
16(24)
14(18)
10(12)
8(9)
6(8)
5(6)
4(4)
3(3)
2(2)

인정 학력 수준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1년 수료자

※ 인정학점 괄호 안은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학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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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1)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것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 함.
2)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학점 산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재공인 포함)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
여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1. 전공 연계 자격: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Ⅲ. 각종 신청 방법

연계함.
2. 전공 연계 외의 자격: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Ⅳ. 학점은행제 활용

[그림 6] 자격 학습구분 결정 기준

자격 취득 시기
98년도 이후

기사1급

기사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2급

기능사

기능사보

폐지

학점 인정 여부

인정
Ⅵ. 부 록

98년도 이전

Ⅴ. 학습지원

<표 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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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표 15> 자격등급별 공통시험과목 감산기준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인정학점
45
42
39
34
30
27
24
18
12
9
8
6
4
3
2

감산기준

과목당 3학점씩 감산

과목당 2학점씩 감산

※ 단,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 간 공통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에 대
하여 2학점 감산,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인정
구분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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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 안마사 등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 정교사 등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등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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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학점인정기준 확인하기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점은행제소개→학점인정대상→자격] 또는 [알림마당→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06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

Ⅲ. 각종 신청 방법

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bdes.nile.or.kr

▸전공분야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유아교육학*

∙ 가정학

∙ 컴퓨터과학

∙ 간호학*

∙ 심리학*

∙ 정보통신학*

Ⅳ. 학점은행제 활용

∙ 국어국문학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간호학: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심리학: 2014년부터 개설 운영

Ⅴ. 학습지원

▸과정별 시험
가.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
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Ⅵ. 부 록

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시험의 최종과정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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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의 기준
1.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표 16> 학점으로 인정
<표 16>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과정

인정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2.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불가
3.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4.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학습구분 결정기준
1. 1과정(교양과정인정시험): 교양으로 인정
※ 단,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합격 시 전공필수 또는 교양으로 인정
2. 2~4과정: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표 17> 독학학위제 과정별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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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시자격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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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교양 인정 가능 과목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전 과목
국어국문학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행정학

정치학개론

가정학

가정관리론

유아교육학

부모교육론

가정학

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국어, 국사, 외국어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Ⅲ. 각종 신청 방법

컴퓨터과학
교양 선택 과목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07 국가무형문화재

Ⅳ. 학점은행제 활용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의 기준
<표 1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전승교육사 *

50학점

단,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이상

4학점

1999.7.20~2001.9.7

등급

학점

보유자후보

60

전승교육사

53

전수교육보조자

50

2001.9.8~현재

등급

학점

등급

학점

전수교육
보조자

50

전승
교육사

50

Ⅵ. 부 록

3년 이상

~1999.7.19

Ⅴ. 학습지원

등급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전승교육사’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세부 인정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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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이수자’에 해당)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선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1.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2.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
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

08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
지입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그림과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
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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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그림 7]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Ⅲ. 각종 신청 방법

[그림 8] 학기의 구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1
Ⅳ. 학점은행제 활용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단,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마지막 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Ⅴ. 학습지원

<표 20>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이수
Ⅵ. 부 록

(취득)가 완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해당 학위에
인정 가능함.
예) 2021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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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 21>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학사학위 과정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인정 학점
105학점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2021년 5월 기준)

▸중복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1과목만 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
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표 22> 중복과목 예시
구분
1
2

3
4
5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S/W 활용 = SW활용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EDPS = E.D.P.S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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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예시
∙
∙
∙
∙
∙
∙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실험 ≒ ~실습
~연구 ≒ ~탐구
컴퓨터~ ≒ PC~
전자상거래 ≒ E-BUSINESS
스포츠~ ≒ 운동~ ≒ 체육~
글로벌~ ≒ 국제 ~ ≒ 세계~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Ⅰ. 학점은행제 개요

<표 23> 대체과목 예시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Ⅲ. 각종 신청 방법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
점까지만 인정됩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함.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Ⅴ. 학습지원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Ⅵ. 부 록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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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
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
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09 FAQ
Q1.

교양학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전공교양호환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양학점이 부족할 경우 표준교육과정-전공교양호환과목을 이수해도 됩니
다. 참고로 이 때 전공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에서가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고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경영학개론]은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희망에 따라 전공필수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방송영상학 전공의 학습자
는 선택의 여지없이 교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Q2.

학점은행제 섬유공학 전공을 하고자 하는데, 섬유공학 전공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이 없습니
다. 고시된 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섬유공학 전공은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수요가 적어 해당 전공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점은
행제 교육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은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평가성격이며, 과목이수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부족 등 교육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평생교
육진흥원에서도 과목 개설 권장 외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점은행
제 교육기관을 통한 평가인정학습과정 여건이 어렵다면, 섬유공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시간
제등록을 통해 과목 이수, 전공연계 자격 취득 등으로 전공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정원에 따른 입학,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일정기간 후 졸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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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달리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습자의 전공선택 인원
제한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공 및 과목에 따른 학습자 수요가 일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3년제 전문대학에서 12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자, 전문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때 123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120학점(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셨다면,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가능
하나 학습자 선택으로 과목 제외 또는 학점 절사방식으로 초과하는 3학점 이상을 제외해야
합니다.

Q4.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현장실습] 과목이 학점은 2학점, 성적은 ‘P’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Ⅲ. 각종 신청 방법

패스(PASS)학점이란, 일반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과목 이수결과를 ‘PASS/NO PASS’
등으로 표기하는 학점으로 P로 표시되는 학점 뿐 아니라 S등 정상적인 성적표기가 되지 않는
학점 전체를 말합니다.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패스학점 중 해당대학의
인정기준에 충족될 경우(총 취득학점에 포함될 경우) 성적부여에 관계없이 학점으로 인정합니
다. 단, 학점이 0이거나 기재되지 않는 패스학점은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Q5.

전문대학 휴학 중입니다.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
자 하는데, 이 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휴학
또한 ‘재적 중인 자’에 포함되므로, 휴학 상태에서는 해당 전문대학 이수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제적 또는 졸업한 이후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Ⅴ. 학습지원

Q6.

전문대학 재학 중 교양과목으로 [대학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과
정 시 [대학생활] 과목은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인정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하고, 성적증명서에 학습구분이 교양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수한 [대학생활]은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Ⅵ. 부 록

Q7.

전문대학 재학 중 전공선택 과목으로 [영어회화1]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
정 진행시, [영어회화1]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영어회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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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준교육과정 상에 교양과목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전문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영어회화
1]도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컴퓨터공학 전공의 4년제 대학 재학 중 전공필수과목으로 [C언어]를 이수하고, 제적하였습니
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C언어]는 어떠한 학습
구분으로 인정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과 동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습구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에서
전공필수로 이수한 [C언어]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도 전공필
수로 인정됩니다.

Q9.

2년제 전문대를 2곳 졸업한 학습자입니다. 2년제에서 이수한 과목은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된
다고 한다면 2곳을 합산하여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까?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에 등록할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2년제를 2곳 졸업하셨다면, 각 학교별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
다. 따라서 중복과목이 없을 경우 최대 160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습구분은 학점은
행제 희망 전공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Q10.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과목을 시간제등록에 의해 이
수하고자 하는데, 시간제등록 가능한 대학의 목록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
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과 평가인정학습과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시간제등록생
모집 대학 및 개설과목 등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제등록을 희망하는 각 대학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 www.cuinfo.net 참고

Q11. 2021년 1학기 현재, 교육기관에서 12학점, 시간제등록으로 12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니, 「현재 수강 중인 학점」 메뉴에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과목만 확인됩니다. 시간제등록 학습과목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현재 수강 중인 학점] 메뉴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은 각 교육기관에서 수강
생 정보에 대한 운영현황보고(사전보고)를 하므로 [현재 수강 중인 학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
만,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 학칙에 의해 수강생을 모집하므로 대학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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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현재
수강 중인 학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과목 이수 후 각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Q12. 학점은행제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전공 학습자입니다. 전공필수 학습과목을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까?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
목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13.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Ⅲ. 각종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국
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Q14.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까?
취득한 자격과 학점은행제 희망전공 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된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
로,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
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15. 전공필수만 6학점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를 학점인정신청 할 때, 6학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Ⅴ. 학습지원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에 부여된 학점 그대로 학점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학점을 필요한 학점으로 나누어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6.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타전공 학
사학위과정을 할 때 2개 자격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타전공 학위과정 시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자격 중 학습자가
Ⅵ. 부 록

원하는 하나의 자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Q17. 기계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생산기계산업기사와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를 각각 2003년
도에 취득하였습니다. 두 개 자격증 모두 학점인정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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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자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 개정 내용을 기준
으로 최종 갱신된 하나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생산기계산업기사와 전산응
용가공산업기사는 통합되어 현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자격을 기
존에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은 통합된 자격인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에 해당하는
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변동사항(명칭변경, 통･폐합 등)이 있는 자격은 시행 부처에서 발급하는 개정 변경된 자격 취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함.

Q18. 미술학사 도예전공의 학습자입니다. 도자기공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됩니까?
도자기공예산업기사 자격은 도예 전공과 연계된 자격이었습니다. 다만, 이 자격은 저조한
응시율 등을 이유로 2005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기 이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
다면 도예 전공에서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후 도자기공예산업
기사 자격은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도예 전공 학습자의 경우 전공필수 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
정 또는 시간제등록 등의 수업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Q19.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 독학학위제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 해당 대학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독학학위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1과정~3과정 시험과목에 한하여 면제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을 적용하므로 학점 이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학점은행제 관광경영학 전공 학습자입니다. 독학학위제에는 관광경영학 전공이 없으니, 관광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는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1과정은 교양 학습구분으로 인정되고, 2~4
과정은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에 관
광경영학 전공은 없으므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교양이나
일반선택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Q21. 독학학위제 3과정 [마케팅원론], 4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마케팅원론] 과목을 시험 합격하였
을 경우 두 과목 모두 인정 가능합니까?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과정 [마케팅원론], 4과정 [마케팅원론] 과목 모두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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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과목에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민윤리]와 [사회학개론] 과목만 응시하고자 합니다. 1과정 시험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까?
독학학위제에서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을 위해 4과정 시험 전까지 합격해야 하는
필수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부과목만 응시하여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응시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Q23.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기재됩니까?
독학학위제 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
도 합격과목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시에도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Ⅲ. 각종 신청 방법

Q24. 2020년 8월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21년 1분기에 경영
학 전공 학사-타전공으로 학위연계를 했습니다. 2019년에 독학사 2과정 [회계원리] 시험
합격 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회계원리] 독학사 시험합격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9.28 시행)으로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시,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이전인 2019

Ⅳ. 학점은행제 활용

년에 합격한 [회계원리] 과목은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25.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 보유자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후 학점인정신청 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몇 학점 인정됩니까?
고졸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학점 이수 없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자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학사과정 전통공
예과 금속활자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보유자 학점에 대한 인정신청을 하면 학점은행제

Ⅴ. 학습지원

전통예술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수여는 정해진 기간인 2월, 8월에만 가능합니다.)

Q26. 학점은행 연극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전수생으로 2002년 8월 20
일~2005년 12월 30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7호 고성오광대 전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점인
정 신청 시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몇 학점 인정됩니까?
Ⅵ. 부 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경험인 ‘고성오광대’와 희망전공 연극학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며, 2002년 8월 20일~2005년 12월 30일까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으
므로 21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즉 일반선택 21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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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2020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2021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 1과목(3학점)을 추가 이수하였는데 모두
학점인정 가능합니까?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종강일이 2021년 2월 10일이라면 이 과목 또한 2020
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므로 2020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한 학습자가 2021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추가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초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달리하여 접수하여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8. 2021년 7월 26일 종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경우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가 가능합니까?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에서부터 학점인정,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제반 학위수
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기 1월 15일, 후기 7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합
니다. 따라서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를 하려면 2021년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학습자와 같이 학위신청 마감일 후인 7월 26일 종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후기 학위수여는 불가합니다.

Q29.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기
관에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80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과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 이수를 할 경우,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1개 교육기관에서
최대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60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20학점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Q30. 전문학사 미용 전공의 학습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암예술학교에서 평가인정학습과
정 69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모두 인정 가능합니까?
청암예술학교는 고등기술학교로 분류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기술학교는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69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전문학사 과정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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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100학점을 이수하였습
니다. 사정에 의해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전문학사학위로 변경할 경우
100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학점 중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되지만,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희망학
위를 변경할 경우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100학점 중 최대 60학점에 대해서만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Q32. 현재 학점은행제로 ‘학사’ 전공을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학점이 전공 86(전공필수
모두 포함), 교양 39, 일반 15학점입니다. 이 중 전공필수, 전공 60이상, 교양 30 이상의
학위요건은 충족하였는데, 일반선택도 50학점 채워야 하나요?
전공요건, 교양요건과 달리 일반선택 학점은 반드시 일정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요건은
없습니다. 학습자님의 경우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 충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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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일반선택 학점과 상관없이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입니다. 간혹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일반선택 학점이 부족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요건과 교양요건을 제외한 학점(전문학사 20학점, 학사 50학
점)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도 되지만, 꼭 일반선택으로만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
학점과 교양학점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이수 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전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초과한만큼 총학점에서 부족한 일반선택(또는 학습구분 관계없이) 학점을 적게 수강해도 가능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합니다.

Q3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해당 자격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
가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모든 학점원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Ⅴ. 학습지원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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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종 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2. 학점인정신청
3. 학위신청
4. FAQ

Ⅲ
각종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등록신청을 비롯하여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각종 신청절차를 정해진 기간 중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구분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절차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내용별 신청서 및 증빙서
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24> 학점은행제 신청의 종류
구분

내용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학습자등록신청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과 동시에 학습자등록 불가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
청이 완료되어야 함)

학점인정신청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재심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학위신청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
청하는 절차
∙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하는 절차
※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
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
하는 절차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대상자는 해당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 학점인정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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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습자등록 신청
(고졸 이상)

제출서류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신분증 사본 1부

이용자는 서류제출 면제)1부

수수료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1

구분

Ⅰ. 학점은행제 개요

<표 25> 신청 내용별 제출서류 및 수수료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4,000원

제출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함.
※ 아동학(아동･가족)전공 유사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해야 함.

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자격을 포함한

Ⅲ. 각종 신청 방법

2

학점인정신청서 1부

1학점 당
1,000원

일부 자격 온라인 신청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 신청 가능

4

학습자등록 및 학점

불가

인정 취소 신청
전공교양호환과목

불가

학습구분 변경 신청

5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불가

6

학위연계 신청

불가

가능

Ⅳ. 학점은행제 활용

3

(제출서류 없음)
가능
(제출서류 없음)
가능
(제출서류 없음)
가능

없음
Ⅴ. 학습지원

(제출서류 없음)

가능
7

재심 신청

(재심신청서,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

불가

(학과장 이상 날인))
8

학위 신청

불가

가능
(제출서류 없음)
Ⅵ. 부 록

※ 모든 증빙서류는 국문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제출서류 예시는 부록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단, 평가인정학습과정
등 일부 학점원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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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자등록신청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
는 절차입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26>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온라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신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년도12.15-.1.31
4.1-4.30
6.15-7.31
10.1-10.31
각 분기 신청기간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매분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고)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신청은 정해진 기간동안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표 27>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분

방법
∙ 홈페이지-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학습자등록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 웹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글번호] 648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평일 (월∼금) 09:00∼11:30/ 오후 13:00∼17:00
방문신청
∙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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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
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28>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통

방문 신청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구분

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1부
②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Ⅲ. 각종 신청 방법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 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Ⅴ. 학습지원

비고

Ⅳ. 학점은행제 활용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에서 발급 신
청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730번 참고)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중 ‘PL.7 외국교육기관 이
수자의 학점은행제이용’ 참고
기타사항
∙ 북한이탈주민은 방문신청만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에서 발급), [학
력확인서](시군구 민원 발급) 모두 제출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488번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참고

Ⅵ. 부 록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경우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
- 고등학교 졸업자 :
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원본 지참) 제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정보활용동의자)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탑재
-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
되는 대학 제적･졸업자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전수학교, 기술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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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점인정신청
가. 학점인정신청 전반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
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동시 가능).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후 접수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되며, 정확한 심의결과에 따른 학습설계,
인정내역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취득학점은 가능한 빠른 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도착 시 처리예정일 추가 산정)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29> 일반적인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4분기

2/4분기

전년도12.15-1.31
(② 12.15 ~ 1.15)

4.1-4.30

3/4분기
6.15-7.31
(⑧ 6.15 ~ 7.15)

4/4분기
10.1-10.31

각 분기 신청기간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매분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고)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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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신청방법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
입니다.
<표 30>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방법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구분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학점인정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글번호]648번 ‘[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Ⅲ. 각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훈련기관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Ⅳ. 학점은행제 활용

※ 참고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함.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를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함.

Ⅴ. 학습지원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또는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나의 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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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
지 않습니다.
<표 31>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없음

방문신청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학점인정대상학교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등록
자격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없음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
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
목은 제출서류 없음.
등급
보유자
전승
교육사

비고

좌동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 자격 사본(원본지참)
접수 계획 참조
※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좌동

제출서류

없음

이수자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
수교육확인서
전수생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글번호]620
번 ‘[서식11]국가무형문화재’ 탑재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 가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좌동

등급
제출서류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승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전승교육사 증서 사본
교육사 (원본지참)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
이수자
(원본지참)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
교육확인서
전수생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글번호]620
번 ‘[서식11]국가무형문화재 탑재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탑재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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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신청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의해 등록 또는 인정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 32> 기타 신청종류 및 내용
내용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현재 진행 중인 학위종류･전공을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신청종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재심

Ⅲ. 각종 신청 방법

※ 참고사항
[학위 및 전공 변경], [학위연계] 신청시, 기 인정된 학점의 인정내역(학습구분 등)은 변경 또는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에 맞게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므로 각 분기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33> 기타 신청 종류별 신청방법
주의사항
수수료
∙ 제출서류 없음.
∙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됨.
∙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
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
정신청이 가능
없음

Ⅴ. 학습지원

신청종류
신청방법
학위 및 전공 변경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해당 신청
학위연계
페이지
학습자등록 및
∙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학점인정 취소
※ 평가인정학습과정 수강 교육 훈련기관
으로 신청가능 여부, 방법 문의
전공･교양호환과목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학습구분 변경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재심

Ⅵ. 부 록

∙ 제출서류
① 재심신청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②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

※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원장이 고시한 일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일정은
당해 접수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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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위신청
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학위수여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그림 9]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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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구분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접수처

신청기간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표 34>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위신청-학위신청 및 취소]
국가평생교육 전기(2월):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후기(8월): 6월 15일∼7월 15일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진흥원
635번 ‘[매뉴얼]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참고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해당 대학

Ⅲ. 각종 신청 방법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 주의사항
-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 안내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반드시 당해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분기(10월), 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2분기(4월) 신청기간 내에 학습
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
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확인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
격/탈락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Ⅴ. 학습지원

학위신청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04 FAQ
Q1.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Ⅵ. 부 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분기별 정해진 신청기간동안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본 및 증빙서류
는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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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에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스템 접속 방법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아래 방법 중 택일
① [학점인정 신청] 메뉴 -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메뉴 클릭
② 홈페이지 중간 이동 메뉴 중 [분기별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안내 메뉴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신청] 메뉴 클릭

Q2.

개명을 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신분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후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원본)을
팩스(02-3780-9855)로 송부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음.

Q3.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외 학위 및 전공변경신
청, 학위연계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현금납부, 무통장입
금, 카드 결제, 가상계좌가 가능하며, 접수처별 수수료 결제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Q4.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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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먼저 학점
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동봉하면
확인 후 학습자가 등록한 계좌로 수수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위 답변은 학습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내입니다. 교육훈련기관

Q5.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신청, 교육청 방문신청 등은 면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 희망학습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교양(교필, 교선 등 포함)으로 이수한 학습과목
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 교양(교필,
교선 등)으로 기재된 과목은 희망학습구분을 교양으로 선택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표준교

Ⅲ. 각종 신청 방법

육과정을 참고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처리 시 서류검토 및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학점인정이 완료되며, 완료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인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2020년에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2급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Ⅳ. 학점은행제 활용

청소년지도사 1,2,3급 역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자격입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2005.2.9)에 따라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수가 축소되
고, 필요과목을 대학 등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을 학점인정대상 자격에서 제외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단, 필기시험, 면접시험 모두 시험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소명자료 제출 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Ⅴ. 학습지원

Q7.

2021년 1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됩니다. 2021년
후기(8월) 학위신청기간(2021.6.15~2021.7.15) 중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동시
에 할 수 있습니까?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Ⅵ. 부 록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기
(8월)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반드시 2021년 2분기(4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
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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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원장은 제1항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기간에 하게 할 수 있다.

Q8.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합니까?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 1부, 별지서식 1부, 학점취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한 전문대학은 학점인정대상학교에 해당하므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서식에는 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희망학습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년도/학기,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80학점을 인정받고
자 할 경우 해당 학점에 상응하는 학습과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 35>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원별 제출서류

구분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신청서

별지서식
학점 취득 증빙서류
별지 제6호 서식 ∙ 증빙서류 없음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
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시험합격: 증빙서류 없음.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학점인정
별지
제10호
서식
∙ 시험면제교육과정: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신청서
확인서, 성적증명서
(별지
∙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제5호
∙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전승교육사 증서 사본
서식)
(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국가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 서식
∙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자격

Q9.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까?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
하는 학습자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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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된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 취득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
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
가 불가능합니다.
※ 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으로 신청해야 함.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Q10. 학위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2월 학위: 전년
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 학위: 6월 15일 ~ 7월 15일). 반대로 본인이 학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취득된 학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2월에만 시행되며, 8월에는 학위수여식이 없습니다. 8월 학위취득자는 2월에 학위
수여식에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하기를 원할 경우 수업을 이수하고

Ⅲ. 각종 신청 방법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미리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1. 2021년 후기 A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입니다. 학위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인 경우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
문의하여 제출에 필요한 서류(증명서 등)를 확인하신 후 해당 대학에서 정한 기간 중에 관련서

Ⅳ. 학점은행제 활용

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위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위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각 대학으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자가 접수되면 해당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및 학위증 사본, 증명서 양식 등을 정해진 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Ⅴ. 학습지원

Q12.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경영학 전공을
하고자 하는데, 전공변경신청을 하면 됩니까?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다른 학위종류
및 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시각디자인학 전공>으로(학위변경 해당), <전문학사 정보처리 전공>으

Ⅵ. 부 록

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학위 및 전공변경 해당), <학사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전공변경 해당)변경하
는 경우, 모두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라고 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전공과 다른 전공으
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은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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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및 전공변경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학위변경: <전문학사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시각디자인학 전공>으
로 변경
② 학위 및 전공변경: <전문학사 정보처리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변경
③ 전공변경: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
변경

Q13. 신청기간 중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까?
전공변경 신청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미리 공지한 기간 중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학위 및 전공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의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며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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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 안내문 숙지 후 [전공변경요청내용]에 변경 희망학위종류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체크박스에 선택된 학습과목 확인.
- 체크를 해제하는 경우 학점인정취소 신청으로 간주됨을 주의할 것.
∙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희망하는 학습구분(전공 또는 교양) 직접선택이 가능하며,
그 외 학점원은 희망하는 학습구분변경사항을 [학습구분변경]에 기재하여야 함.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 변경신청 내역 확인 후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신청완료 됨.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시 취득한 학점의 학습구분이 변경되며,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변경 시 1개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학습과정) 최대 인정학점 초과 시 취소할 과목을 제외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분기별로 한 번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Q14. 학점은행제 정보처리 전공으로 공업전문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학사 컴퓨터공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과정을 하고자 한다면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Ⅲ. 각종 신청 방법

합니다. ‘학위연계신청’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
및 전공으로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자 할 때 또는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타전공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 할 때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Q15. 신청기간 중 학위연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까?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학위연계신청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미리 공지한 기간 중에 학점은행제 홈페
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학위과정으로 연계 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며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그림 11]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연계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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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숙지 후 [연계희망 학위 및 전공선택]에 연계 희망학위종류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체크박스에서 선택 해제가 되어 있는 과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여야 함.
- 전문학사 → 학사로 연계 시 80학점을 초과할 경우 80학점 내에서 과목 선택 및 절사할 과목의
학점을 수정하여야 함.
-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구분을 선택할 수 있음.
- 타전공 과정의 경우 연계되는 학점이 없으므로 [다음] 버튼 클릭시 학위연계 신청 완료됨
∙ [학위연계신청] 버튼 클릭 시 신청완료 됨.

Q16. 학점은행제 식품조리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인정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니, [외국요리실습1] 과목을 전공선택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문대학 재학
당시 [외국요리실습1]을 서양요리의 이론과 조리실습을 주 내용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해당
학습과목을 전공필수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시 학습과목명을 기준으로 희망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
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외국요리실습1] 과목의 전공
필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 중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신청 시 해당 과목의 이수 당시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직인 날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결과는 일반적인 학점인정처리와 마찬가지로 두 달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은 학점인정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재심신청 시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직인 날인)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대학 또는 담당교수의
확인서 등은 강의계획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7.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성적이 낮은 2과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가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분기별 신청기간 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점인정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위수여 이후에는 학습자의 희망에 따른 학점 및 학위 취소는 불가합니다.

Q18.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취소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뿐 아니라 취소신청 또한 정해진 시기(매년 1,4,7,10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만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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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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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그림 12]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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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 학습자등록을 취소하려면, 학습자등록 취소 선택박스 체크 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학습자등록을 취소하면 현재까지 인정받은 학점인정사항을 비롯한 전체 인정 사항이 삭제됨
∙ 이전 분기까지의 신청에 따른 학점인정사항이 학점원별로 신청목록에 나타나며, 취소할 과목에 대해
체크박스 선택 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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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전공교양호환과목이란 무엇이며,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 변경신청을 방문으로 할 수
있나요?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학습과목들 중 전공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표준
교육과정 조회 → 전공교양호환과목] 클릭시 과목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과목명 검색도
가능합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 변경 신청은 신청기간 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 인정된 학습과목들 중 ‘전공교양호환과목’만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페이지

Q20.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
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습자 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
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경우)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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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Q21.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자퇴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국내 및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고졸’ 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 고등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한 학교여야 합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1. 외국 교육과정 인정기준
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나.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 교육연한 기준으로 인정함
다.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은 소재국 관계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 필요사항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Ⅲ. 각종 신청 방법

※ 비인가학교, 어학연수 교육기관, 외국의 검정고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음

Q22.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단, 2개 이상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Q23.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총 12년 미만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2개 이상 국가에서 총 12년 미만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국 이상에서 총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Ⅴ. 학습지원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고졸’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를 졸업한 해당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대학 이수학점을 심의하여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는 불인정. 사이버학습, 홈스쿨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시 인정
-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Ⅵ. 부 록

- 해당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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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력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고졸’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 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Q25.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습자 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영어 외의 외국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원본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인증한 서류)이 필요합니다.

Q26.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습자 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와 학력인정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36>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고졸

대졸

○

○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일본, 중국 등),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본인
확인
서류

학력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
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 영주증
∙ 귀화한 내국인: 귀화 및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내역 포함)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초본
∙ 대한민국 국적 → 외국 국적: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제출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 및 서류 제출하는 경우 외국서류에 대해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보존연한 1년이 지나면 파기
※ 각 증명서 예시는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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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Q27. 학력인정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학력인정
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서류 대체가 가능하나,
해당 대체서류가 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아포스티유 발급관련 사항은(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미발급 및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의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아포스티유 확인(참조: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Ⅲ. 각종 신청 방법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을 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표 37>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Ⅳ. 학점은행제 활용

(2021년 5월 기준)

가입 국가명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
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
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
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Ⅵ. 부 록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
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Ⅴ. 학습지원

지역
아시아,
대양주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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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국내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다음의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 38> 국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국가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비고

중국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www.cis.or.kr
02-501-7300

- 졸업장 인증을 통하여 “학력인증보고”서류 발급
※ 기존 “학위인증보고”를 발급한 원본 서류가 있
을 시 해당 서류로 접수 가능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고등학교, 대학교)

02-739-7400

- 고등학교 및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
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장증명서)”발급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02

-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하여“확인서” 발급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대만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미국

https://www.british -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council.kr/
02-3702-0601
(영국유학 ⇒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서비스)
https://www.roctaiwan.org/kr_ko/
index.html

- “학교 인가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

http://ope.ed.gov/dapip/#/home (DAPIP)
http://www.chea.org (CHEA)
※ 대학교의 경우, 상기 홈페이지에서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 지원자는 학교 인가 여부를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이 경우, 학력인
정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한미교육위원단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업무는 2020년 9월 30일부로 종료
- 발급업무 종료 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은 학교인가확인서 원본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
류 제출 가능
※ 본 사항은 미국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해당함.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뉴질랜드 ※ 지원자는 학교 인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이 경우, 학력인정확인
서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홈페이지에서 인가 확인이 불가한 학교의 경우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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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점은행제 활용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자격(면허)취득
3. FAQ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위수여로 각종 자격 취득 또는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취득 및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자격시행기관 및 시험주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01 시험 응시자격 부여
<표 39>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 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
제등록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
∙ 산업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1~3과정: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 4과정: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독학학위검정센터 (http://bdes.nile.or.kr, 1600-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
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문의처: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문의처: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
로 문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대학원 입학 시험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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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02 자격(면허)취득
<표 40>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

자격 요건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
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http://kihf.or.kr, 1644-6621(3번))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http://www.kla.kr, 02-537-6117)

이･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
(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 문의처: 가까운 시･군･구청

Ⅴ. 학습지원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
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 1577-3867)

Ⅳ. 학점은행제 활용

평생교육사
2,3급

Ⅲ. 각종 신청 방법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
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
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해야 함.
∙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 1. 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사회복지사 2급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
사 과정)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Ⅵ. 부 록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한국어교원 2급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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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자격 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
청소년지도사 험에 응시할 수 있음.
2,3급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
(필기시험 면제) 년학 전공으로 등록)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문화예술교육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2급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acei.arte.or.kr, 070-7825-1460)

※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03 FAQ
Q1.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120학점을 인정받
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영학 전공으로 120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총 학점으로는 106학점 이상이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2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등)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법령에 따라 자격응시종목과 관련학과로 제한되는 등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자격관련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관련전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Q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사편입이 가능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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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까?

Ⅰ. 학점은행제 개요

Q3.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학원마다 지원자
격을 정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지원자격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대학
원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명, 선수과목 이수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학습자께서
진학을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Q4.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 시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Ⅲ. 각종 신청 방법

Q5.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Ⅳ. 학점은행제 활용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경우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
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 받으면 됩니다. 단, 자격 취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 시행기
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TEL: 02-786-0845)

Q6.

Ⅴ. 학습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
Ⅵ. 부 록

발급요건과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은 다른 사항이므로, 보유한 전문대학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위수여요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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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대학 졸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학 재학 중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만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복지개론]을 제외한 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 자격관
련 교과목 이수여부를 증빙하고, [사회복지개론]과목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모두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 졸업자이므로,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전공 학위
의 경우 학위 취득 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등에 의해 전필을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대학 재학 중 이수한 [사회복지개론]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6과목 이상
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Q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였지만, [보육실습]
과목만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실습] 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보육교
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해당 학위과정에서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학습자
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실습] 과목 추가 이수만으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보육실습]과목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자주하는 실수
∙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 학위취득 후 나머지 교과목을 포함하여 새롭게 학위를 취득해야 함.
∙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과목을 다음 학위과정에 인정받기 위해 남겨두는 경우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인정 교과목(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다음 학위과정에
학점인정이 불가함.

Q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발급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등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준비중인
경우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른 교육영역별 필수 교과목이나 대면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학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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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자까지는 종전기준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라고 해도, 2017년 3월 1일 전에 보육실습 등 대면교과목
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목이수시
기, 학위취득시기에 따라 자격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발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자격 주관처인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Q11.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 발급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격 관리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각종 신청 방법

Q12.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어느 전공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필기시험 면제를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내용이 증빙되
어야 합니다(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 표기). 학점은행제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시
관련 과목이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됨.

Q13. 학점은행제에서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자격증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각종 자격증은 자격을 주관하는 기관(또는 부서)이 별도
로 존재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점은행제에서 대체

Ⅴ. 학습지원

과목으로 인정받더라도 자격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주관기관
을 통해 발급기준을 숙지하시고, 자격 발급에 필요한 교과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관리 과목 예시]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수

⇒

• 학점인정대상학교 :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는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인정받았지만,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의 이수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자격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함.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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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취득 후, 대학원 진학 시 최종학교명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교육부에서 각 기업체 및 대학에 일반적으로 출신학교는 ‘학점은행제’로,
소재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소를 사용토록 일괄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학점은행
제 코드부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대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2021년 전기(2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입니다. 2020년 1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
정으로 이수한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인정받지 않은 채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과목을 이수하였으나 학점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외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학위취득일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습과목을 미인정 상태로 남겨두고 학위를 취득한 결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 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
학위에 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P)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절차 누락 등으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
을 인정받지 못한 학습자 중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학위에 특별(P)학점으로 누적인정하게 되었습니다(단,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
음). 따라서 학습자가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학점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명자료(미신청학
점과 해당 자격취득 여부 관계성 등)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학점인정 기준(연간/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
련기관 이수제한 학점 등)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소명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575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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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습지원

1. 증명서 발급
2. 상담 서비스
3. 도움자료
4. FAQ

Ⅴ
학습지원
01 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종류
학위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내용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성적이 기재된 문서

국문/
영문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형태

국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 또는 2017년 3월 10일 이후 수
강을 시작한 과목은 해당 교육련기관에서 발급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 독학사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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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발급수수료
<표 42>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방법
구분
인터넷

발급수수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에서 ‘증명서 종류-증명서 신청’ 국/영문: 500원
버튼 클릭

(추가 1통당 100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신분증 지참)

국문: 300원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영문: 500원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을 팩스
우편

(02-3780-9850)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74번 ‘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요금 별도)

Ⅲ. 각종 신청 방법

수령 신청서’ 참고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방문

신청방법

※ 주의사항
-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수여일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Ⅳ. 학점은행제 활용

*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탑재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인터넷발급만 가능하며, 일정학점(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이
상의 학점을 인정 받고 추가 이수 및 보유한 학점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학위 요건
충족 시 발급 됨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함. ‘성적증명서’ 제출로 시험응
시 가능함. 제출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격 문의처를 통해 확인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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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학점은행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4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이용방법: 문의사항에 따른 번호 선택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학번 또는 생년월일)]
+ [#] 입력 후 자동응답서비스 또는 상담원 연결

[그림 14] 콜센터상담 도식도

※ 학번: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 학번이 부여되고,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하여 한 과목이라도 합격한 학습자는 독학학위제 학번이 부여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 메뉴를 통해 학번조회가 가능함.
※ 개인정보 확인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번 또는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
※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상담 내용은 자동 녹취 됨.
※ 학점은행제 콜센터는 발신자 부담서비스임.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급증하여 상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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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상담가능여부

제도전반

가능

학점취득방법(학습구분, 중복과목 등)

가능

행정사항

가능

학습설계

불가

Ⅰ. 학점은행제 개요

 전화상담의 범위
기타
5개 이상 과목은 온라인으로 문의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온라인 또는 방문만 가능

※ 학습설계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야 하고, 학점취득방법에 대한 상담은 가급적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일반상담
학점은행제 이용에 관련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온라인 일반상담-상담하기]에서 문의내용 작성

구분

문의 내용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
※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학점은행제 소개] 부분을 참고한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문의

학점취득방법

Ⅲ. 각종 신청 방법

<표 43>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학점원별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문의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원의 학습구분 문의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이용 시
답변 가능

중복과목

학습구분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간의 중복여부 문의(홈페이지-학점은행
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인정 주의사항-중복과목 및 대체과목에 처리기준 확인 요망)
※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10178번글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기준
고시」 참조

외국학력

외국학력/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관련 문의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 「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중 PL7. 외국교
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참조

Ⅴ. 학습지원

학습구분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인정신청/등록 각종 신청기간, 신청내용의 처리상태, 환불사항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항 문의

※ 보유한 모든 학점의 학습구분 및 학위수여요건 검토는 [온라인 학습설계] 이용 시 답변이 가능함
(홈페이지-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 신청).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이란 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학점은행제
Ⅵ. 부 록

학위수여요건에 맞는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시스템입니다. 학습설계 상담은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당해 기준에 따라 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
니다. 정확한 학점인정내역은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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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에서 신청
* 학점은행제 미등록 학습자는 학습설계 상담신청 시 이수내역 확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참조

▸방문 상담
학습자들의 시간, 편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상담신청→방문상담] 메뉴에서 예약 신청
- 구비서류: 상담 예약증, 신분증, 보유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증빙서류 미지참
시 상담서비스 제공 불가)
- 대리인을 통한 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서류: 위임장 1부(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
실]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기타: 방문 학습설계 상담 시 제공되는 내용은 ‘온라인 학습설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기간 및 학위수여업무처리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방문상담일정은 상황에 따라 중단･변경될 수 있으며, 중단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됨.

03 도움자료
▸학점인정 표준 DB 검색 기능
「학점인정 표준DB」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의 학습구분을 학점은
행제 전공에 따른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선)으로 안내하는 메뉴입니다.
- 메뉴위치: 홈페이지→학습지원→학점인정 표준 DB
- 공개전공(2021년 5월 기준)
* 학사(31개 전공): e-비즈니스학, 간호학, 건축공학, 경영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문헌정
보학, 물리치료학, 미용학, 법학,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소방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조리학,
신학, 실용음악학, 아동학, 연극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자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
공학, 체육학, 치기공학, 컴퓨터공학, 태권도학, 패션디자인학, 피아노, 행정학, 회화
* 전문학사(5개 전공): 경영, 사회복지, 실용음악, 아동･가족, 정보보호 전공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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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 주의사항
※ 학습과목의 중복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복과목의 경우 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
며, 학습과목들의 중복여부는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10178번글 ‘중복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은 본 메뉴와 관계없으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명과 일치해야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 확인되는 과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함.

▸리플릿
학점은행제 리플렛은 학점은행제 이용을 돕고자 주제별로 간단한 설명을 담고 있는 간행물입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 내 ‘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다운로드
내용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PL2

학점은행제 학점취득방법

PL3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PL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PL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방법

PL6

학점은행제 상담 신청방법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Ⅳ. 학점은행제 활용

PL1

Ⅲ. 각종 신청 방법

번호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
학점은행제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이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매뉴얼 다운로드

Ⅴ. 학습지원

- 종류: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등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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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FAQ
Q1.

‘학위증’과 ‘학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한번만 발급하는 증서로써 졸업장과 같은 본인 보관용 문서인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취업 등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는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시 ‘학위증’을 수령하
고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방문･인터넷･우편 중 학습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통해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1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입니다. 학위증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위수여일 이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우편으로 신청하
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2008년 후기(8월) 학위수여자부터 우편신청 가능, 이전 학위수여자인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457번 참고).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방하여 학위
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 수령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
자 관련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
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제시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학위증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학점은행제 증명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증명서는 방문, 인터넷,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 300원,
영문 500원) 납부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
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국문 1통당 300원, 영문 500원
* 인터넷 발급 수수료 최초 1통 500원 /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문제 사항은 웹민원센터(TEL: 1644-2378)로 문의해야 함.

Q4.

2021년 8월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전문대학 8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지원서류 제출을 위해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
을 수 있습니까?
2010년 9월 1일부터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에 근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위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될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80학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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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상태에서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학점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위수여예정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요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당시 인정받은 학점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않는 학습자의 경우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한 후 학위수여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 후, [발급가능] 시에는 학위신청페이지에서 학위신
청(공인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학위신청기간에 별도로 학위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추후 인정받
지 않은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위신청기간에 다시 한번 학위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학위수여일에 학위수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학위신
청기간에 학위신청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는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입

Ⅲ. 각종 신청 방법

니다.

Ⅳ. 학점은행제 활용

①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②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심사 신청
기인정학점 확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요건에 추가할 학점 저장 → 증빙자료 업로드
③ 학위수여요건 심사 대기
심사검토 완료 시 학습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승인여부 확인
④ [발급가능] 시 학위신청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 [발급불가] 시 ‘신청결과’에서 불가사유 확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발급기준 충족 시 10일 이내에 발급됨.
※ 본 시스템은 학습자가 직접 선택/입력한 학점을 토대로 발급되므로 학습자의 오입력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학습자 귀책사유임.

Q6.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
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Ⅴ. 학습지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이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수강을 시작한 과목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
급이 가능합니다(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서 발급이 가능).
※ 2017년 3월 9일 이전에 개강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함.

Q7.

2021년도 전기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합니까?
Ⅵ. 부 록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후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성적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학습자의 성적을 이관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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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온라인학습설계 상담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온라인학습설계 시스템이란 개별 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에 맞는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시스템입니
다. 본 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학점 등 학점은행제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습설계 접속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학습지원 – [온라인 학습설계]

Q9.

학점은행제 관련 방문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방
문하는 학습자들의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담운영을
위해 2010년 2월 16일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설계 등을
목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
여야 합니다. 이 때, 예약한 시간 5분 전까지 도착해야만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작 시간에서
15분을 초과하여 도착할 경우 상담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기
바랍니다.

Q10. 방문상담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학점은행 방문상담 예약은 [홈페이지 → 학습지원 → 방문상담 →예약] 에서 방문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1인당 상담시간은 30분이
며, 한정된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설계 상담 시 희망전공은 1개 전공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방문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예약상담 가능
횟수는 주1회, 월2회로 제한합니다.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방문상담 예약제 정착을 위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학습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
및 학위수여업무처리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1.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합니까?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고졸 학력자(전문대학/대학교 제적생 불가)로서 학점
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학습자입니다(온라
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 제외). 출석수업 기반의 평가인정학습과정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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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
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처리 및 결과는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
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됩니다.
※ 관련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Q12.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학습자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자녀일 경우에만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국가유공자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록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

Ⅲ. 각종 신청 방법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여 면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 범위 등) 관련 문의: 국가보훈처 ☎ 1577-0606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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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 록

1. 각종 증빙서류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예시
2. 학점은행제 관련 통계
3.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조직도

Ⅵ
부 록
01 각종 증빙서류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예시
가. 최종학력 증빙서류
1-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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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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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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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대학 졸업자 (96년 이후: 학위등록번호 기재 됨)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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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 졸업자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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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종학교 졸업자

※ 입학 또는 졸업일자를 통해 학력인정 가능 시기인지 확인
※ 각종학교는 학위수여가 불가하므로, 학위번호 기재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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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나.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간호 및 보건 면허(자격)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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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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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다.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증빙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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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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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3) 국내거소사실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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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포스티유확인서(고졸, 대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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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5) 학력인정확인서(대졸): 미국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 미국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가능함. 2020.10.1 기준 본 서류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 하지 않음.
기존 발급자 학력인정확인서로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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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력인정확인서(고졸, 대졸): 호주

※ 주한호주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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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7) 학력인정확인서(고졸, 전문대졸, 대졸): 중국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 중국교육부 “전국고등학교학생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학위 및 연구생교육발전중심”,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대행 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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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력인정확인서(고졸, 전문대졸, 대졸):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함.
※ 일본대사관의 경우 인장증명서에 인장증명이 된 경우에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음.
※ 단, 전문사 칭호에 발행되는 ‘학력인정에 관한 의견서’는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불가함.

1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Ⅰ. 학점은행제 개요

9)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력까지만 확인이 가능함.

Ⅵ. 부 록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109

10)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관련 증명자료(통일부 공문)

※ 공문에 첨부된 붙임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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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라. 기타
1) 국가무형문화재 별지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0.20.>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학습구분

종목명

등급구분

인증기관명

학점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 학습구분은 전필(전공필수),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등급구분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증 발급자(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로 구분하고,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의 경우 하단의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

Ⅲ. 각종 신청 방법

전수 교육 확인서[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만 작성]
성

전수 교육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이평생

명
제

57

56.7.16

호

종 목 명

Ⅳ. 학점은행제 활용

인적사항

경기민요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단체명

경기민요

2015.1.1 ~ 2015.7.31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협회

~
전수 교육
사항

~
~
Ⅴ. 학습지원

~
~
위 학습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6 년
7 월 4 일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서명 또는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Ⅵ. 부 록

호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

※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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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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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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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점은행제 증명서
1) 학위증명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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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2) 학위증명서(영문)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115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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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영문)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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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증명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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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6) 성적증명서(영문)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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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점인정증명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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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8) 학점인정증명서(영문)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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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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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점은행제 개요

10)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증 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5.10.20.>

제

호

성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학 위 증
명:

생년월일:
공:

(

Ⅲ. 각종 신청 방법

전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수여합니다.

일

Ⅴ. 학습지원

교육부장관

월

Ⅳ. 학점은행제 활용

년

)의 학위를

직인

Ⅵ. 부 록

학위등록번호 _____________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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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점은행제 관련 통계
가. 학습자등록 현황
(’21.5 기준 /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학사

61,283 56,772 59,338 60,420 60,563 61,740 66,484 69,937 72,416 77,892 99,957 109,101 855,903

전문학사

34,237 39,802 62,087 73,351 83,991 53,721 47,252 46,723 43,026 40,426 50,407 56,227 631,250

계

95,520 96,574 121,425 133,771 144,554 115,461 113,736 116,660 115,442 118,318 150,364 165,328 1,487,153

나. 학위취득자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학사

34,058 28,953 22,769 23,668 24,749 26,525 30,070 31,538 37,889 30,001 32,714 34,812 18,568 376,314

전문학사 14,058 22,408 29,585 37,938 45,024 54,242 27,913 26,525 34,877 21,604 22,373 24,253 16,311 377,111
계

48,116 51,361 52,354 61,606 69,773 80,767 57,983 58,063 72,766 51,605 55,087 59,065 34,879 753,425

* 2021년의 경우 2월(전기) 학위취득자만 반영

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2021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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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

수(개)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94

인정직업훈련원

60

원격교육

85

정부관련기관

35

평생교육시설

18

사회계학원

7

특수학교

6

기술계학원

5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

예능계학원

1

공공직업훈련원

1

고등기술학교

1

K-MOOC

11

합 계

428

Ⅰ. 학점은행제 개요

03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조직도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Ⅲ. 각종 신청 방법

Ⅳ. 학점은행제 활용

Ⅴ. 학습지원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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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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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
1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 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방면) →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 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방면) → 할리스(커피숍)
건너편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청계광장 방면으로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5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동아일보사 건너편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

버스 이용
‘종로1가’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03, 109,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08, 470,
501, 506, 601, 606, 705, 710, 721, 720, 702A(서오릉)
∙ 지선버스 : 1020, 7018, 7212
∙ 광역버스 : 2500, 9701
∙ 경기버스 : (일반)111
‘광화문(역)’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60, 260, 270, 273, 370, 470, 704, 710, 720
∙ 광역버스 : 9709
∙ 경기버스 : (일반)99, 1002 / (급행)8600, 8601 / (직행)9710
‘서울신문사’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50, 402, 501, 506, 405A
∙ 지선버스 : 1711,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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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 학습자지원센터
박종오, 이은지, 오영창, 이진경, 박은희, 하민정, 강지원,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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