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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 알아보기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개

1) 방송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원격교육대학이자,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산실이다.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를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교육의 수준향상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사회교육의 확대 발전을 이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방송대만의 특징

69만69만  
네트워크 파워

졸업생 53만 명, 재학생 16만 명!
 국가인재 DB 출신대학 4위

 5급이상공무원 출신대학 1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강의스마트 강의

다양한 첨단 매체로 공부하는 대학!
 다양한 원격교육은 물론 면대면 교육(출석수업) 병행

 TV, 멀티미디어, 웹, 오디오 등 다양한 강의 진행

 PC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원격강의 수강 가능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링 및 멘토링 지원

대학민국  어디라도
캠퍼스 라이프캠퍼스 라이프

수준 높고 알찬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
 전국 49개 도서관 및 캠퍼스 시설 이용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링 및 멘토링 지원

 1,700여개 스터디모임, 동아리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사회복지) 운영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가능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혜택다양한 혜택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의  다양한 혜택 !
 24세까지 군입영 연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견습공무원 추천(4명)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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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화번호 학과 전화번호
국어국문학과 02)3668-4550 관광학과 02)3668-4460
영어영문학과 02)3668-4560 농학과 02)3668-4630
중어중문학과 02)3668-4570 가정학과 02)3668-4640
불어불문학과 02)3668-4580 컴퓨터과학과 02)3668-4650

일본학과 02)3668-4290 정보통계학과 02)3668-4690
법학과 02)3668-4590 환경보건학과 02)3668-4700

행정학과 02)3668-4600 간호학과 02)3668-4709
경제학과 02)3668-4610 유아교육과 02)3668-4670
경영학과 02)3668-4620 문화교양학과 02)3668-4540
무역학과 02)3668-4680 교육학과 02)3668-4660

미디어영상학과 02)3668-4710 청소년교육과 02)3668-4400

나. 학과 소개
1) 학부과정(4개 단과대학 22개 학과)

단과대학(학과수) 학과
인문과학대학(5)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7)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자연과학대학(6) 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4)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2) 대학원과정(19개 학과)
대학원(학과수) 학과

평생대학원(19)
실용영어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가정학과, 정보과학과, 이러닝학과, 간호학과, 
평생교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실용중국어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법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농업생명과학과, 바이오정보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청소년교육학과, 문예창착콘텐츠학과, 아프리카불어권언어문화학과, 

 【문의처】 학과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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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통계
1) 재학생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9,998 181,622 182,068 183,503 178,688 172,680 160.600

(2013. 2월 기준)

2) 졸업생 누계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10,201 436,098 460,159 478,569 502,808 528,231 546,983

(2013. 2월 기준)

3)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는 방송대인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847 3,661 3,613 3,130 3,790 3,718 3.957

(2012. 4월 기준)

4) 재학생 구성 현황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31.4% 68.6% 26.7% 35.7% 26.9% 10.7%

(2012. 4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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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활 준비하기
가. 홈페이지 활용하기(www.knou.ac.kr)

원격대학인 우리대학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ID등록
가) ID

본인이 원하는 ID를 사용. 3~15자 (비밀번호는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6～15자)
Ÿ 일단 등록한 ID는 변경 및 삭제 불가
Ÿ 방송대 출신자인 경우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사용자계정 추가

나) ID등록 방법
 아이디 등록 

사용자 구분(학생) 

주민등록번호 및 학번 입력

ID 및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 시
홈페이지 ID/비밀번호 찾기  ‣ 비밀번호 찾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입력  ‣ 질의어에 대한 답변 입력  ‣ 
임시비밀번호 발급  

*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에서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5

2) 참여마당
학습노하우 등 학생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활동이나 
스터디모임 등 다양한 학생 모임단체 등을 소개하고, 각종 학생게시판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학교운영 및 학생서비스 방향설정에 중요 의사를 묻는 
설문, 투표 등이 서비스 되는 공간입니다.

3) 정보마당
학교에서 중요알림 공지, 각종 학사 행사에 대한 일정 서비스, 서식, 기타 
홍보자료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4) 대학생활
입학 후 등록에서 졸업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본 학사안내 자료 및 각종 
학생복지 소개, 그리고 학교행정에 대한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접수 공간입니다.

5) 학사정보
등록에서 졸업까지 전 학사행정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수강신청, 각종 증명발급 등 필요한 학사관련 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성적 등 다양한 개인 학사정보들도 수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Ÿ 등록상태 확인, 수강신청/변경, 대체시험/출석수업장소 변경
Ÿ 수업/시험일정 확인, 시험성적 조회, 학적조회
Ÿ 논문/대체 대상자 및 합격자 조회,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Ÿ 증명발급 :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우편발급 신청

 인터넷 상담 : 대학생활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 상담내용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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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이용 중 문제가 있을 시 해결 방법(원격제어)

 【문의처】 학생통합서비스센터: 1577-9995(ARS, 2번)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증명서는 방문 발급, 인터넷 출력, 인터넷신청 우편발급, 팩스 민원 및 우편 민원으로 

발급됩니다.
방문발급은 각 지역대학, 학습센터 및 일부 학습관에서 취급하고, 인터넷 출력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인터넷증명발급’에서 신청하며, 발급수수료는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인터넷증명발급  ‣ 로그인   ‣ 인터넷제증명발급신청  ‣ 증명서발급신청  ‣ 다음  ‣ 
학위과정선택  ‣ 국문ㆍ영문 선택  ‣ 증명서선택  ‣ 신청  ‣ 결제

인터넷신청 우편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증명서는 익일특급으로 발송됩니다.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증명발급  ‣ 인터넷신청우편발급 신청(익일특급 발송)  

팩스민원은 전국 시군구청, 시도교육지원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발급 소요 
시간은 약 1～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g4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지정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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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활 준비하기
나. 교재 구입하기(구입절차)

1) 전과목 교재 구입 시

수강신청 과목확인

등록고지서 출력

 납부(교재대금)

출판부 홈페이지에 교재를 받을 
주소등록(http://press.knou.ac.kr)

택배로 교재 배송 교재는 택배로 배송되므로 반드시 주소 등록해야 함

2) 낱권 교재 구입 시
Ÿ 출판부(press.knou.ac.kr) 접속 낱권 구입 
Ÿ 지정서점 방문 구입

  【문의처】 출판부 : 1644-1232

다. 학보 구독하기
1) 구독방법

등록금 납부할 때 학보대금을 함께 납부하면 매주 1회(8~16면) 학생들에게 
직접 우편 발송됩니다.

2) 내용
Ÿ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정보와 학사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Ÿ 각 학과 및 교무처 학생처 그리고, 각 지역대학에서 의뢰한 공고

 【문의처】 학보사 : 02-74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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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활 알아보기
가. 수강 

1) 수강신청 규정
1과목은 3학점이며, 한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Ÿ 신․편입생은 첫 학기 : 19학점 이내(‘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수강신청 시 알아두기

Ÿ 편입학한 학년의 하위학년 교과목 중 모든 학과의 ‘전공’교과목은 수강신청 가능(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Ÿ 타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허용기준 : 지역별, 학과별, 학년별 당해학기 등록예상인원의 
20%(선착순)이내

Ÿ 타학과 교과목 수강신청 대상자가 2개 학과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학과별로 
개설학년이 서로 다른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와 타학과에 동시에 개설된 
교과목은 타학과에서 수강신청 불가

2) 수강교과목 신청 방법
수강 지정된 교과목도 반드시 수강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Ÿ 수강 지정교과목이라도 수강신청기간에 변경 가능
Ÿ 신․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수강신청완료 버튼 없음

▶ 신․편입생 첫학기는 수강신청완료 버튼 클릭 불필요

3) 수강신청절차
로그인

맞춤정보 / 학사정보

수강신청/변경

연도 확인

학기 확인

과목 추가/삭제

수강신청완료 버튼 클릭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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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교과목 변경 절차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수강  ‣ 정규생 수강신청  ‣ 연도/학기 입력  ‣ 
수강 신청/변경  ‣ 신청완료취소  ‣ 원하지 않는 과목 선택  ‣ 과목삭제  ‣ 과목추가  ‣ 
수강할 교과목 선택  ‣ 추가  ‣ 수강신청완료
▶ 수강신청교과목 검색(확인)은 필수

 【문의처】 학사운영과 : 02-3668-4141~9, 각 지역대학

나. 등록
1) 등록금 구성 및 납부금액

구분 구성 인문․사회 자연․교육
신․편입생 입학금 + 수업료 + 기성회비 350,700원 372,700원
재학생 수업료 + 기성회비 343,800원 365,800원

2) 납부방법
가) 금융기관 납부
Ÿ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 가상계좌란 학생 개인별로 부여되는 임시계좌번호로서 입금자와는 상관없이 해당 계좌에 
등록금이 입금되면 그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학번의 학생은 등록처리되며, 입금 횟수는 
1회에 한하므로 등록금과 납부하고자 하는 자율경비를 합한 총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Ÿ 인터넷 뱅킹<공과금 납부>
Ÿ 창구 납부

나) 카드 납부
Ÿ 카드사 :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하나sk, SC제일, 대구, 우리, 부산, 경남),  

        국민카드
Ÿ 납부방법
홈페이지  ‣ 나의정보/학사정보   ‣ 등록  ‣ 등록자 조회  ‣ 카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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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가) 수강신청자에게는 개인 메일로 발송
나) 등록기간 중 홈페이지에서 출력

로그인

맞춤정보/학사정보

등록

등록대상자 조회

등록금고지서 출력

4) 등록결과조회
등록금 납부 후 1～2일 정도 지난 시점

로그인

맞춤정보/학사정보

등록

등록결과조회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조건

§ 수업연한 경과자 (신입생 8개학기, 편입생 2학년 6개학기, 3학년 편입생 4개학기 초과 
등록자 단, 등록 후 휴학한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장애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자
▣차등납부기준 

신청학점별 금       액
1~3 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6 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 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11

 등록금 반환
▣종류

§ 전액반환 : 졸업자, 이중등록자, 입학허가 취소자, 입학 포기자, 자퇴자(학기개시일 이전)
§ 일부반환 : 자퇴자(학기개시일 이후)

▣반환기준(자퇴자)
반환사유발생일 반환대상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이전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5/6 해당액

 학기개시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2/3 해당액
 학기개시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는 반환 불가

 【문의처】재정지원과  : 02-3668-4241~4, 각 지역대학

 자율경비가 무엇인가요?
 자율경비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로서 교재대금, 학보대금, 학생회비, 

대학발전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다. 교육과정
1) 정규수업(라. 수업안내 내용참고)

2) 계절수업
Ÿ 수강대상 :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F포함)학점 이하로서 성적 향상 또는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
Ÿ 수강대상 교과목 : 최대 3과목(9학점)
Ÿ 평가 : 객관식 40문항(50문항) 100점 평가

 【문의처】학사운영과 : 02-3668-4141~9, 각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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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연계전공
Ÿ 신청자격 : 2011학년도 이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신청직전학기 전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이상 72학점 이하인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3(B+)이상인 자
¤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
¤ 2, 3학년 편입생 입학자와 간호학과 학생 

제외
Ÿ 대상학과 : 

가정(식품),간호,교육,청소년,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가정학과 전공간의 복수전공 이수 불허

Ÿ 신청 및 이수시기 : 1학기 등록 후 신청하여 
복수전공 신청 다음 학기(2학기)부터 이수 
가능

Ÿ 시행시기 : 2012학년도부터
Ÿ 신청횟수 : 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

Ÿ 신청자격 : 2011학년도 이후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의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신청직전학기 전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6학점이상 72학점 이하인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3(B+)이상인 자
¤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제외
¤ 2, 3학년 편입생 제외

Ÿ 연계전공 학위명 : 사회복지학사
Ÿ 선발인원(총 500명) 
  - 주관학과(80명) : 행정학과
  - 참여학과(420명): 법학과, 가정과,         
    환경보건과, 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각 학과 70명씩)
Ÿ 시행시기 신청 및 이수시기 : 1학기 등록 후 

신청하여 연계전공 신청 다음 
학기(2학기)부터

Ÿ 시행시기 : 2012학년도부터
Ÿ 신청횟수 : 재학 중 2회만 신청가능

 복수전공, 연계전공

 계절수업 성적이 기존 취득한 성적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한 성적 중 향상된 성적만 전체 성적 산정 시 합산 반영됩니다

 연계전공과 복수전공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공과 복수전공을 2011학년도 편입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연계전공, 복수전공은 2011학년도 대상학과 신입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편입생 

및 재학생(2010학번 이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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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안내
1) 출석수업

원격교육 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수와 학생 및 학생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대학에서 교수님에게 직접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Ÿ 학기 당 과목수 : 1～3학년 3과목, 4학년 2과목(유아교육과 제외)
Ÿ 수업시간 : 1과목당 수업 8시간, 시험 1시간
Ÿ 수업일수 : 3일간(지역대학별 차이 있음)
Ÿ 수업일정(세부시간표) : 지역대학별로 출석수업 시작 10일 전에 편성

로그인

나의정보/학사정보

수업/시험정보 검색

Ÿ 평가(배점30점) : 주관식 시험 또는 과목에 따라 실험실습평가

 출석수업 장소변경 : 신청한 출석수업 장소 변경 가능
1) 수강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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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이후 : 소정양식(출석수업장소변경신청서)을 작성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대학에 출석수업 15일 전까지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
나의정보  ‣ 학생서식  ‣ 수강 및 수업  ‣ 출석수업장소변경신청서

 출석수업대체신청 : 출석수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출석수업 대체시험을 신청 가능
§ 평가(30점) : 객관식 15문항(1문항 당 2점)으로 출제 또는 실험실습보고서
§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 하더라도 성적은 

무효처리 됨

 
2) 교육매체강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학습 가능
가) TV강의

§ 방송대학 TV(OUN)는 케이블 TV와 위성TV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 
제시중심의 강의

§ 인터넷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며, 동영상 자료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볼 수 있음

Ÿ TV강의 일정은 강의계획서 참고
나) 멀티미디어 강의 : 동영상강의와 파워포인트 자료가 결합된 강의
다) 오디오 강의 : 회화 등 음성 설명 중심 과목은 오디오 강의로 제작되며, 음성파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
라) 웹강의 :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를 활용하여 팀 

프로젝트, 온라인 토론 등 양방향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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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수업에서 출석수업대체시험으로 변경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출석수업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출석수업대체시험을 출석수업으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석수업을 
받고자하는 지역대학 출석수업 시작 15일 전까지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출석수업을 받았어도 출석수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는 출석수업대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대체시험 접수기간이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의처】 학사운영과 : 02-3668-4141~9, 각 지역대학

마. 강의 수강
1) 수강과목 강의 수강방법

가) 수강과목정보 이용
로그인

나의정보

과목선택
학습자료

나의 수강정보

강의보기

나) 학습자료실(방송강의)이용
          수강신청기간 중에는 모든 학생(재학생, 휴학생)이 일부강의 열람 가능

로그인
나의정보

학습자료실(방송강의)
/학과, 학년학기 조회 

강의매체
강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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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강의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
 수강과목 정보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현상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 쿠키삭제, 파일삭제(또는 검색기록삭제)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사이트  ‣ 
학교 홈페이지 주소 입력  ‣ 추가

열어놓은 홈페이지를 닫은 후 새로 열어서 로그인

 멀티미디어 강의에서 [학습1]은 나오는데 [학습2]를 누르면 화면이 사라지는 현상
 익스플로러 7.0 설치

 [학습하기]를 누르면 강의 창이 안 나오는 현상
 내컴퓨터  ‣ 도구  ‣ 팝업차단  ‣ 팝업차단 사용 안함 또는 팝업차단 설정  ‣ 

학교 홈페이지 주소(*.knou.ac.kr)추가

 [다운받기]를 누르면 바로 재생
 내컴퓨터  ‣ 도구  ‣ 폴더옵션  ‣ 파일형식  ‣ 확장명 WMV, WMA 선택  ‣ 고급  ‣ 

(다운로드 후 열기전에 확인)에 체크  ‣ 확인

 【문의처】 디지털미디어센터 : 02-3668-4894, 각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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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1) 중간평가

과목별로 중간평가를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 출석시험(라. 수업안내 내용참고)
나) 중간시험 : 출석수업 대상과목 이외의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
§ 평가(배점 30점) : 주관식(논술형 또는 단답형)
§ 시험장소 : 지역대학 및 시군학습관(학보 및 지역별 홈페이지 공고)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수업/시험정보
다) 과제물시험 : 과제물 평가 대상 교과목은 공고내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제출
§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과제물제출

2) 기말평가
§ 평가(배점70점) : 일부 소수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
§ 시험장소: 지역대학 및 시험관리 지원학교(학보 및 지역별 홈페이지 공고)

 시험성적 확인 방법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성적  ‣ 시험유형별 성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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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범 위 제출 증빙서류 인 정 기 간

①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① 친족관계 증빙서류
② 사망진단서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
(단, 형제․자매는 3일 이내)

② 출산
  (유산) 

 본인의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기말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시험일  
포함) 이내, 이후 5일 이내

※ 기타시험 : 시험일 이전 30일
(시험일 포함) 이내, 이후 15일 이내)

 배우자 출산(유산) ①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시험당일

③ 입원  본인의 질병 ① 입․퇴원증명서  시험당일 포함

④ 각종사고
 본인의 교통사고, 
자택화재, 천재지변  

① (공공기관 발행)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확인서(보험회사)  시험당일

 응급환자 ①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⑤ 법정전염병
  (제1,2,4군)  본인의 질병 ① 감염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진료확인 증빙서류  시험일 이전 5일(시험일 포함) 이내

⑥ 국외출장  공무상 국외출장

① 국가(공공기관 포함)기관 및
   기업체 국외출장 공문
② 출․입국사실확인서  
   (출입국일자가 확인 가능한  
여권사본) 

 시험당일 포함

⑦ 비상근무
 공무원의 비상근무,
 공익 사업장 비상 근무, 
 국가 행사 동원 근무

① 비상근무계획 공문
② 비상근무 사실확인 증빙
   서류(소속 기관장 발행)

 시험당일

⑧ 결 혼

본인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시험당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① 청첩장
② 예식확인 증빙서류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자매는 본인부모기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배우자부모기준  
발급)

 시험당일

⑨ 시험응시

공인자격(검정) 시험, 
각종 채용시험 응시
[단, 일본어능력시험(JLPT, 
JPT)은 제외]

① 응시확인 증빙서류
② 수험표  시험당일

◎ 단, 공무원의 비상근무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제3장 “비상근무”규정에
   따르며, 소방․경찰․군인․공익 사업장의 경우 기관비상근무 명령에 의함
◎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절 불허
◎ 인정사유별로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

 결시자 성적 인정
§ 중간평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말시험 성적을 89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을 적용 가능(단, 과제물 및 실험실습 결과물 제출과목은 제외)
§ 기말평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험에 응시 가능

추가시험은 기말시험 종료 2주 후 평일에 과제물시험으로 실시
단, 중간평가을 치르지 않은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시사유 인정범위 및 제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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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지정된 기한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신청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습센터(시ㆍ군학습관 제외)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로그인  ‣ 
나의정보
/학사정보  ‣ 성적  

‣ 
시험결시자 신청/

시험유형선택  ‣ 
해당과목 및 신청사유 선택  ‣ 
신청  ‣ 추가시험 신청원 출력  ‣ 

첨부서류와 함께
소속지역대학에 제출

 성적인정
§ 중간평가 : 기말시험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성적은 최고 89점(B+)까지만 

인정
§ 기말 추가시험 : 배점59점(해당 교과목 성적은 89점(B+)까지만 인정)

 시험장소를 변경 가능한가요?
 시험장소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시험일 한 달 전까지 변경을 원하는 지역대학에 

수강지역대학변경원을 접수(방문, 우편, FAX)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일주일 전 
‘수업/시험정보’ 에서 시험장소 및 강의실 시험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각 지역대학

사. 졸업요건 : 졸업학점 취득 및 졸업논문(논문대체) 통과
1) 졸업소요학점(총140학점)

구분 학점

교양 공통 24학점 이상

전공

신입생 51학점 이상(유아교육과 55학점이상)

2학년 편입생 60학점 이상(유아교육과 64학점이상)

3학년 편입생 6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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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업학력평가
졸업학력평가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거나 또는 졸업논문대체 신청을 하여 합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제출 자격은 전 학년도(동계계절학기 포함)까지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졸업논문의 제출 절차 및 방법
① 졸업논문시행 공고 Ÿ 학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2~3월 중)



② 졸업논문계획서 제출
Ÿ 온라인(인터넷) 제출(4월 중)
Ÿ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졸업학력평가  ‣ 

논문계획서제출  ‣ 조회  ‣ 저장


③ 논문 작성 Ÿ 워드 작성시 A4 10쪽 내외(한글 11 Point)
 ※ 세부사항은 학과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공지사항 참조

④ 논문 제출 Ÿ 온라인(인터넷) 제출(8월 중)


⑤ 논문지도ㆍ심사 Ÿ 9~10월 중 


⑥ 합격자 발표
Ÿ 개인별 E-mail로 통지(11월 중)
Ÿ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졸업학력평가  ‣ 

논문접수/합격조회

 졸업유보
졸업논문에 합격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한 졸업예정자 중 성적향상, 대학원 진학, 유치원 
2급정교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자격 취득 등을 목적으로 최대 1년 이내에 1~2개 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보하는 제도
로그인  ‣ 나의정보/학사정보  ‣ 학적  ‣ 졸업유보신청  ‣ 졸업유보신청 처리

 【문의처】입학학적과 : 02-3668-4197~8, 각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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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지급(감면)내역 제출서류 신청시기 비고

학
비
감
면
장
학
금

성
적
우
수

전액
ㆍ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ㆍ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상위7% 이내인 자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

자동선발

학과에서 성적 비율적용 시 
별도 취득학점별 분류기준 
적용
당해학기 평점의 소수이하 5
자리에서 반올림

반액
ㆍ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ㆍ평점평균이 학과별·그룹별 7 % 초과 ~ 
  20% 이내인 자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반액 -

수업료
ㆍ직전학기 전과목 이수
ㆍ평점평균이 학과별 ·그룹별 상위
  20% 초과 50% 이내인 자 

수업료 -

학생회 
임원

ㆍ학생회 임원으로 별도기준에 의함
ㆍ직전학기 4과목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2.0이상("F"포함)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 -

ㆍ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
  추천자
ㆍ학생회비 납부자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반액
기초생활
수급자

ㆍ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
ㆍ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90%
ㆍ신청서
ㆍ수급자증명서 등록기간 ㆍ매학기 신청

학생후생 
복지

ㆍ첨단곰두리(장애등급 1~4급)
ㆍ아동시설 퇴소자 
ㆍ실버(70세이상고령자)
ㆍ글로벌(귀화자,외국인)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ㆍ신청서 
ㆍ관련서류   
 (별도공고)

1학기:5월
2학기:10월

ㆍ매학기 신청
 ‧ 신편입생의 경우 2학기부터 해당
ㆍ세부기준(배정인원,성적 등)은  
  별도공고

차상위
계층

ㆍ차상위계층대상자
ㆍ직전학기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 1.7이상("F"포함)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80%

ㆍ신청서
ㆍ관련서류   
 (별도공고)

별도 공고기간ㆍ매학기 신청
ㆍ신편입생의 경우 2학기부터 해당

방송대졸업후 
신·편입자

ㆍ방송대 학사과정 졸업 후
  신·편입학자
  - 1인 1회에 한함

입학금, 
수업료 면제  자동 선발

근로봉사활동
ㆍ지역대학장 및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당해학기 등록생
ㆍ학과,지역대학, 시/군학습관,또는
  총학생회 및 서울학생회근로봉사활동  
  장학생 

월정액지급
ㆍ지원서 및  
  추천서  
(소정서식)

1학기:2월
2학기:8월

학과장, 지역대학장 및 
전국총학생회장 추천

아. 학생복지
1) 장학제도

가) 장학유형
구분 학비 감면 현금 지급

종류
성적우수, 학생회임원, 학생후생복지, 
교육보호(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장학(1유형)

발전기금, 출판부장학금, 로봉사활동, 
국가근로장학금, 기타 외부장학

방법 등록고지서에 감면 신청기간에 별도신청하여 선발되며, 
개인계좌로 일정액 입금

나)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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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지급(감면)내역 제출서류 신청시기 비고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0~8분위
성적기준
충족자

수업료 전액
기성회비 전액

7~8분위
등록금 상당

ㆍ해당 증명서 
제출(한국장학재단)
ㆍ편입생은 
성적증명서(학생과)

공고기간 ㆍ한국장학재단
  (www.kosf.go.kr)에서 신청  

국가근로
장학금

소득분위
7분위이

내
성적기준
충족자

교내:시간당
6,000원

교외:시간당
8,000원

ㆍ차상위관련 증명서류
ㆍ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공고기간 ㆍ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에서 신청    

기타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 및 금액은 기탁자의 지급기준 적용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지급(감면)내역 제출서류 신청시기 비고

발전기금재단 ㆍ선행 및 공로학생, 생계곤란자  등
ㆍ4과목이수하고 당해학기 1.7(F포함)

학기별 
등록금 상당

ㆍ신청서
ㆍ관련서류   
 (별도공고)

1학기:6월경
2학기:11월경

학과장 및 지역대학장의 
추천에 의함

출판부장학금 ㆍ차차상위계층
ㆍ4과목이수하고 당해학기 1.7(F포함)

학기별
200,000원 정도

ㆍ신청서
ㆍ관련서류
 (별도공고)

1학기:5월경
2학기:10월경

ㆍ매학기 신청
ㆍ신편입생의 경우 2학기부터 해당

다) 교외장학금

라)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1) 국가유공자
Ÿ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유족)배우자, (손)자녀
Ÿ 감면요건

신ㆍ편입생의 첫학기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본인 및 사망유족 배우자(재학생) : 성적에 관계없이 계속 면제
자녀 및 손자녀(재학생, 재입학생) : 직전(최종)학기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백분율 환산표에 의한 70점 이상인 자(F학점 포함)

Ÿ 제출서류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2) 북한이탈주민
Ÿ 감면대상

본인 및 배우자 : ‘97.7.14 이후에 보호 결정된 자
자녀 : ‘93.12.11이전에 부모가 보호 결정되고, ’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Ÿ 감면요건
신ㆍ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첫학기 :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재학생 : 직전(최종)학기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백분율 환산표에 
의한 70점 이상인 자(F학점 포함)

Ÿ 면제한도 : 8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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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출서류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장학금 대상자로 다음 학기에 휴학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 감면 대상자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여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후에 휴학원을 접수해야 등록금 유보가 됩니다.

2)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대학에서 지정한 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이를 대학의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가) 학점인정 : 학기 당 1학점,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만 취득 가능
나) 신청방법 : 당해학기 수강신청기간 중에 홈페이지에서 신청

로그인

나의정보

사회봉사활동신청

사회봉사신청

학사정보

 사회봉사활동 종류
▶ 교내 : 멘토활동, 녹음봉사실, 유아방, 장애학생도우미
▶ 교외 :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www.vms.or.kr) 인증센터 등록 기관, 자원봉사활동센터 및 

시ㆍ군ㆍ구 자원봉사센터 

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 원, 
연간3백만 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사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국세청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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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재학중인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인터넷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학자금 지급

Ÿ 기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병무

가) 입영 연기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편입생 명단을 해당 병무청에 송부하여 일괄적으로 
입영이 연기

Ÿ 24세까지 입영 연기
Ÿ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경우 희망원을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Ÿ 군복무 휴학(군복무확인서 첨부) 후 자동 복학 가능
Ÿ 기타 병무과 관련된 상담문의는 병무청 홈페이지 이용

나) 민방위 훈련 면제
민방위 편성대상자는 재학기간 동안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어 민방위훈련 및 
교육이 자동 면제됨(신․편입생은 등록 후 학교에서 거주지별로 일괄 통보)

Ÿ 휴학기간 중에는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을 수 없으므로 휴학 사유발생시 
14일 이내에 증명서(휴학원)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해야함(신고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Ÿ 복학 후에는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편성제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함

 【문의처】 학생과 : 02-3668-4171~4, 각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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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활 도움받기
가. 튜터링

튜터는 학교의 학사일정, 원격교육방법, 시험방법, 과제물 작성 시 
생기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1) 학과튜터
학교적응 안내와 전공과목의 학습지도를 온라인(튜터운영사이트운영)과 
오프라인(주관 지역대학 강의실)으로 지원
가) 대상학생

2013학년도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는 소속 학과의 당해연도 신입생 및 2,3학년 
편입생, 재입학생 

나) 튜터의 역할
튜터운영사이트를 통한 학습내용 지도 및 질의응답
튜터운영사이트를 통합 학습방법지도 및 일대일 학습상담 실시
전공 1~2과목에 대한 월 1회 면대면 학습지도 및 상담 실시
주요 학사 안내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생관리

2) 사이버튜터
웹 강의에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강좌의 학습지도 관리
가) 대상학생

웹 강의매체 교과목 중 튜터운영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나) 튜터의 역할
주요 학사일정 및 과목 공지사항 관리
웹 강의와 관련된 질의 응답 및 상담 실시
매주 학습진도를 점검하여 학습참여 격려메일 발송
과목자료실 운영을 통한 각종 학습자료 제공

 【문의처】 각 학과 및 각 지역대학

나. 멘토링
멘토링이란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위하여 방송대에서 
먼저 공부를 시작한 선배인 멘토가 자신의 학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재학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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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통해 학업생활에 관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학습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1) 멘토(Mentor)
신·편입생의 학업생활에 관한지도 조언을 제공하는 자
Ÿ 자격: 성격이 원만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 우리대학에서 

전학기까지 30 점이상 취득이면서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인 자
Ÿ 신청기간 : 매학기별
Ÿ 신청방법 : 멘토링웹사이트(mentor.knou.ac.kr)에서 신청

2) 멘티(Mentee)
학업생활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필요로 하는 자
Ÿ 자격: 우리대학 재학생(등록생)
Ÿ 신청기간 : 매학기별
Ÿ 신청방법 : 멘토링웹사이트(mentor.knou.ac.kr)에서 신청

 【문의처】 학생과 : 02-3668-4171~4, 각 지역대학

다.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13개 지역대학 3개 학습센터 도서관과 
32개 시·군지역 학습관에 도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Ÿ 자료이용 자격 : 당해학기 등록생
Ÿ 자료검색안내 : 중앙도서관홈페이지(library.knou.ac.kr) 접속 후 

소장자료 및 전자자료 검색메뉴 이용

 【문의처】 중앙도서관 : 02-3668-4386, 각 지역대학 도서실

라. 학생서비스센터
학생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며 겪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한번 방문(One Stop)으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행정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문의처】 학생서비스센터 : 1577-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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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담내용 소관부서 전화번호

입학상담
학부과정 입학학적과 (입학관리팀) 02-3668-4261~2
대학원 과정 대학원 02-3668-4342~3

학사상담

학생증, 증명발급, 
휴학 / 자퇴 / 학적정정 학생통합서비스센터 02-3668-4190

재입학, 학적관리, 졸업
각종 자격증 발급 입학학적과 02-3668-4197~8

등록금 관련 재정지원과 02-3668-4241~2
출석수업, 계절수업 학사운영과 02-3668-4141~2
수강신청 학사운영과 02-3668-4143~4

각종시험·성적
졸업논문 / 졸업논문 대체인정 학사운영과 02-3668-4151~4

마.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종류 이용방법

온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
심리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counseling.knou.ac.kr/)이메일상담(공개, 비공개)

심리상담 관련 자료실
전화상담 02-3668-4302

채팅상담 방송대 채팅상담 사이트
(cafe.daum.net/knou-cc)

오프라인 심리상담 
서비스

집단상담 매학기 공고 후, 심리상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참석워크숍 및 특강

바. 장애학생 지원센터
Ÿ 대학본부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생과내에 위치) 
Ÿ 각 지역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학생서비스센터내에 위치)

 【문의처】학생과 : 02-3668-4171~4, 각 지역대학

사. 대학본부 행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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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담내용 소관부서 전화번호
장학, 병역, 포상 / 징계
봉사활동학점인정 학생과 02-3668-4171~4

학습상담

학습내용질문 각 학과 각 학과
교재구입 출판부 1644-1232
방송강의 디지털미디어센터 02-3668-4841~3

학교도서관 이용 중앙도서관 02-3668-4381~3

학교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장애 정보전산원 02-3668-4894, 4795

평생교육 평생교육과정, 연수프로그램 프라임칼리지,
종합교육연수원

02-3668-4431~4
02-3668-4438

아. 지역대학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수강신청한 지역대학에 소속되는데, 
지역대학에서는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모든 학사업무처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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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생활 즐기기(학생자치 활동)
가. 동아리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간의 모임
1) 스터디모임

학과 공부를 함께하기 위한 모임으로, 스터디모임 활동을 통해 동료 또는 
선후배간에 서로 학습동기를 촉진시키고 학업수행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편입생들은 입학 초기에 공부방법, 과제물 작성법,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들이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대학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모임 활동을 한다면 
대학생활에 대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일반동아리
취미생활 및 기타 다양한 활동의 공유를 통해 자기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모임으로, 우리대학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동아리들은 봉사 동아리에서부터 
음악, 영화, 사진 등의 취미 동아리와 회화, 문예창작 같은 동아리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습니다. 각 지역학생회 산하에 동아리 연합회가 있고 
모든 동아리는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로 연락하여 관심이 있는 동아리를 찾아 활동하면 대학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학생회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로,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과 대학 간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역학생회는 지역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역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전국 총학생회와 대학에 
건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M.T.
학과(동아리)에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행사입니다. M.T.를 통해 
교수님과 혹은 선후배간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본다면 학교생활이 
좀 더 즐거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