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부 졸업자격 인정기준 

 

★ 1. 전공영역 

전공영역의 평가는 졸업논문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예정학기에 실시한다. 

(1) 졸업논문 제출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에게 제출하고, 전공주임은 전공교수

회의에서 심의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각 전공에서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1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에게 졸업

논문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1. 국가고시(사법, 행정, 외무, 입법, 기술) 및 지방행정고시 1차 합격 

2.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합격 

3. 공무원시험 또는 상장법인 취업 최종 합격(2003년 입학자부터 삭제) 

4. 도시, 부동산 및 교통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아래의 ‘졸업논문 대체 신청이 가능한 자

격증 리스트’ 참조) 

5. 경제 및 경영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아래의 ‘졸업논문 대체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 목

록’ 참조) 

6. 전국규모의 학생논문이나 실습보고 경쟁에서 입상 

7. 기타 졸업자격으로 합당하다고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자격 

 

(졸업논문 대체 신청이 가능한 자격증 목록)  

* 일반관리와 관련된 8개 

생산재고관리자(CPIM), 전자상거래관리사, 주택관리사(보), 판매관리사1급, 판매관리사2급 판매관리사3급, 

물류관리사, 부동산재산관리사  

* 세무/회계와 관련된 14개 

공인회계사, 관세사, 신용분석사, 국제재무분석사(CFA), 세무사, 세무회계, 전산회계사, AICPA (미국 공인 회

계사), 세무회계관리사, 회계관리2급, 회계관리1급, 재경관리사,  

국제금융역, 여신심사역  

* 금융/보험과 관련된 15개  

1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 감정평가사, 금융자산관리사(FP),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사회보험관리사, 선물거래사(AP), 손해사정인, 외환관리사, 운용전문인력, 증권분석사  

공인신용위험분석사(CRA), 금융채권관리사, 재무위험관리사(FRM)  

* 무역과 관련된 2개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 지도와 관련된 4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소자본창업지도사, 아웃소싱지도사  

* 도시, 부동산, 교통관련 자격 

- 부동산 : 주택관리사, 부동산재산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환지사 

- 도시계획기사, 조경기사, 지적기사, 교통기사 

* 기타 경영대학과 관련된 4개 

공인중개사, 환지사,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컨벤션기획사  

 

★ 2. 외국어영역 

《2000-2002년 입학자》 

(1) 인정대상 외국어: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하나의 외국어. 

(2) 인정기준 : 정규 교육과정에 회화시간이 포함된 교과목을 2과목(영어의 경우 아래의 ｢졸업인

정 기준 관련 영어 교과목 목록｣ 과목에 한함) 이상 수강하여 2과목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편입학자의 경우 편입학 당시 인정 학과목의 전적대학 성적 인정)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

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얻은 자. [TOEIC(영어) 600점, TOEFL(영어) 500점, 

DELF(불어) A2 이상, ZDaF(독어) 4급 이상, JPT(일어) 600점 이상, HSK(중국어) 5급 이상] 

2. 언어교육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시험에서 상기 1항과 동등 수준의 점수를 얻은 

자. 

3.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90시간 이

상인 자. 

4. 전남대학교에서 해외자매학교 파견이나 해외현장실습 등에 선정되어 과정을 마친 자. 

5. 정규교과과정에 영어로 강의하는 전공교과목(경제원론-교양 포함)을 1과목 이상 수강하 여 평

점이 B학점 이상인 자. (단 2006년 입학자부터 적용) 

6. 이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자. 

(3)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등에 의한 외국어 영역 졸업자격인정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학부 교수회의에서 사정하며, 이를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학부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인정 기준 관련 영어 교과목 목록  

영역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목코드 학점 주관학과 

영어 
영역 

영어1 교양 CLT0006 3 영어영문학과 

영어2 교양 CLT0007 3 영어영문학과 



영어듣기연습 전선 ELL1004 3 영어교육과 

영어말하기연습 전선 ELL1009 3 영어교육과 

영어구두표현법 전선 ELL3004 3 영어교육과 

영문연습1 전공 ELL1001 3 영어영문학과 

초급영어회화작문1 전선 ELL1011 3 영어영문학과 

초급영어회화작문2 전선 ELL1012 3 영어영문학과 

중급영어회화작문1 전선 ELL2015 3 영어영문학과 

중급영어회화작문2 전선 ELL2016 3 영어영문학과 

고급영어회화작문1 전선 ELL3016 3 영어영문학과 

고급영어회화작문2 전선 ELL3017 3 영어영문학과 

경영영어회화 교양 CLT0016 3 경영대

 

 

《2003년 입학자》 

졸업인정영어(Global English)Ⅰ 이수결과 "S" 취득자 

 

《2004년 입학자》 

졸업인정영어(Global English)Ⅰ,Ⅱ 이수결과 "S" 취득자 

 

★ 3. 컴퓨터 영역 

(1) 인정기준 : 컴퓨터 실습(실기)관련 교과목을 2과목(｢졸업인정 기준 관련 컴퓨터 교과목 목록 

과목에 한함) 이상 수강하여 2과목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편입학자의 경우 편입학 당시 인

정 학과목의 전적대학 성적 인정)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장에게 컴퓨터영역 졸

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한다. 

1.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웹디자인, 그래픽, OA,프로그래밍, 리눅스, 

네트웍, 웹마스터과정 등)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80시간 이상인 자. 

2.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기사/산업사, 인터넷정보검색사, OA기사, 인터넷전문검색

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등.(아래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목록｣ 참조 ) 

3. 컴퓨터인증시험 합격자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ITQ)등 

4. 컴퓨터 관련 국제 공인기관 및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자격증 취득자. 

5.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자  

 

■ 졸업인정 기준 관련 컴퓨터 교과목 목록  



영역 교과목명 교과구분 과목코드 학점 주관학과 

전산 
영역 

전산학 및 실습 교양 CLT0104 3 컴퓨터정보학부 

생활응용컴퓨터실습 교양 CLT0105 1 컴퓨터정보학부 

유닉스실습 전공 CIS3017 3 컴퓨터정보학부 
윈도우프로그래밍 전공 CIS4003 3 컴퓨터정보학부 

소프트웨어개발 및 실습 전공 CIS3014 3 컴퓨터정보학부 
인터넷응용 및 실습 전공 CIS3007 3 컴퓨터정보학부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전공 CIS1003 3 컴퓨터정보학부 

논리회로설계 및 실습 전공 CIS4001 3 컴퓨터정보학부 

웹프로그래밍 전공 CIS1004 3 컴퓨터정보학부 

어셈블리어 및 실습 전공 CIS4002 3 컴퓨터정보학부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전공 CIS3019 3 컴퓨터정보학부 

경영전산 교양 CLT0107 3 경영학부 

경영정보활용 전공 BUS2008 3 경영학부 
멀티미디어정보론 전공 BUS3020 3 경영학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목록> 

○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요건으로 부적절한 자격증은 제외함  

• 국제공인 자격증  

-마이크로소프트 : MCP 이상 (MCSE, MCSD 등) 

-썬 : SCJP 등 JAVA, Solaris, Storage, iPlanet 관련 자격 

-기타 LPI, Adobe(ACE) 등의 국제공인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공인) 

-전자계산기기능사, 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 (사)정보통신(컴퓨터)자격증 관리협회 

-PC Master 

-Internet 검색사 

-Web DB 마스터 

-Network Master 

-정보보안관리사 (ISM) 1, 2급 

 

• (사)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 정보설계사 

- 시스템관리사 

- 전문검색사 

- (국가공인) 인터넷정보검색사 1, 2급 

 

• 삼성 SDS 멀티캠퍼스 

- e-Professionals 

 

•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 (국가공인) 회계정보사 1,2급 

- (국가공인) 회계정보처리사 1,2급 

- IPCT 1급 

 

• 한국능률협회  

- 정보검색사 1,2급 

- 웹페이지전문가 1,2급 

- 웹마스터전문가 1,2급 

- 네트워크전문가 2급 

 

• 한국멀티미디어협회 

- 멀티미디어전문가,멀티미디어기술사 

 

• 한국생산성본부 

- (국가공인)정보기술자격 (ITQ)인증시험 



- 정보검색사 인증시험(KPC) 

 

• 한국세무사회 

-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1,2,3급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웹프로그래머 1,2,3급 

 

• 한국정보기술자격인증위원회 (KITLCC) 

- 웹서버관리사 1,2급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국가공인)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PC정비사 1,2급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1,2급 

- 인터넷보안전문가 1,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