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교과목 04-05학번 06-13학번 14-15학번 16학번 비고

신입생강좌 or 1학년세미나 1 0 2 2

사고와 표현 I, II

Academic English I, II

정량적 사고 or 과학과 기술 핵심교양 내 세부영역 중 <정량적사고> 또는 <과학과기술>을 포함하여 3개 영역에서 각 1과목씩 총 9학점 이수 요

핵심교양 그 외(각 세부영역 1과목씩)

전공탐색(정치학의 기본탐구POLI151)

전공관련교양

o 타 학과 전공관련교양 수강

o 정치학원론(POLI161)수강 불가

o 전공탐색은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됨

선택교양

교양(총) 31 33 32 32 06-13학번은 명시된 30학점 + 교양과목 3학점

전공필수 6

16학번 이후 필수

o 전공필수 4과목 중 2과목 선택 :

서양근대정치사상(POLI214), 국제정치론(POLI231), 비교정치개설(POLI234), 한국정치론(POLI373)

전공선택 30 o 정치외교학과 전공(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에서 영강 3과목 이수 요

기본전공(총)

심화전공 심화전공 이수 시 전공과목 총 72학점 이수

기본전공 이수시 60 61

심화전공 이수시 24 25

졸업 요구학점(총)

학사편입
전공선택 45학점 + 일반선택 18학점

(이중전공 이수 의무 없음)

복수전공

이중전공
정치외교학과 전공

부전공 정치외교학과 전공
o 정치학의 기본탐구 수강 불가

o 학수번호 POLI200번대 이상 교과목만 수강가능

학점 외 졸업 요구조건

정치외교학과 졸업요구조건표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교양

기본전공

4

4

3

6

3

7

3

요구 조건 없음

첫 수강 계절수강 불가

36

1. 공인영어성적(제1전공자, 이중, 복수전공자, 편입생 포함) : 토익 750점, 토플 PBT 560점/ CBT 220점/ IBT 80점, TOSEL(A) 620점, 텝스 680 또는 ELTS 6.0 이상

요구 (입학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모두 인정. 졸업학기 7월 중순 / 1월 중순까지 제출 마감)

2. 한자이해능력 인증서 요구 (04-11학번, 편입생 포함) : 한자이해능력인증 3등급 이상(교내 시험),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2급 이상

3. 제2전공 요구 : 심화전공, 이중전공 OR 연계전공 택 1 필히 이수 (단, 이중 및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포기하고 졸업하고자 할 경우 졸업학기 7월 중순 / 1월 중순까지 제출마감)

4. 영어강의 5과목 요구 :

  가. 04-09학번 : 영어강의 5과목 이수(원어, 외국어)

  나. 10학번 이후 : 정치외교학과 전공과목 영어강의 3과목을 포함하여 총 5과목 이수 요

   ※ 실용영어, Academic English 영강으로 인정 /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모두 인정 (본교 교과목으로 대체인정한 경우는 불인정) / 본교 국제하계대학 과목 인정

<99학번부터>

POL020(=POLI120=POLI161) 정치학원론 수강 금지 / POL100 정치학의 기본탐구와 POL020 정치학원론 중복수강 불가

130

63

36

o 정치학의 기본탐구 수강 불가

o 정치외교학과 영강 전공 3과목 필수

일반선택 이중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에 포함됨

21

36

36

6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