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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GIST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GIST는 국제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최첨단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입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만큼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우리 졸업생들도 활동무대를 넓혀가며 저마다의 실력으로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역할
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본원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은 앞으로 저명한 교수의 강의와
지도를 받으며, 선배들과 함께 국제적인 연구시설 및 환경에서 학업 및 연구에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연구실 및 기숙사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면서 협력 및 소통의
중요성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위취득까지 학교 생활에서 소요되는 학비와
생활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특권을 입학과 동시에 누리게 된 신입생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본원의 학생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꿈
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꿈, 세계의 빛’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4

신입생 여러분들이 GIST를 이해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 ‘Campus Life’를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GIST에서의 생활에 소중한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02.
교학처장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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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2018학년도 학사력
03.01.(목)

3월

4월

5월

03.02.(금)~16.(금)
03.15.(목)
03.30.(금)

삼일절
입학식
1학기 개강
1학기 수강신청 변경
1학기 개설교과목 변경(안) 제출마감
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제출마감

04.13.(금)
04.15.(일)
04.16.(월)~20(금)
04.20.(금)
04.21.(토)
04.30.(월)

1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가을학기 대학원 외국인전형 원서접수 마감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일반휴학 신청마감
과학의 날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용)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05.01.(화)
05.05.(토)
05.08.(화)
05.10.(목)
05.15.(화)
05.22.(화)
05.25.(금)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가을학기 대학원 내국인전형 원서접수 마감
지스트 학생 체육대회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여름학기 개설교과목(안) 제출마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용)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박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03.02.(금)

05.31.(목)

6월

06.06.(수)
06.08.(금)
06.11.(월)
06.11.(월)~15.(금)
06.13.(수)
06.15.(금)
06.18.(월)~08.31.(금)
06.18.(월)~08.10.(금)
06.18.(월)~08.17.(금)
06.21.(목)~06.22.(금)
06.25.(월)
06.25.(월)~06.29.(금)
06.29.(금)

6
7월

8월

07.06.(금)
07.10.(화)

현충일
GIST대학 전공선언서 제출 마감
2학기 교과과정(안) 제출마감
1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지방선거
박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하계방학
GIST대학 재학생 해외대학 여름학기 수강
GIST대학 G-SURF 기간
여름학기 수강신청
여름학기개강
여름학기 수강신청 변경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1학기성적제출마감
여름학기 개설교과목 변경(안) 제출마감

07.27.(금)

여름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학사학위논문(제출용) 및 석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2학기 개설교과목(안) 제출마감
신임교원 교과과정(안) 제출마감
1학기 미완성적 처리결과 제출마감

08.03.(금)
08.10.(금)
08.13.(월)~17.(금)
08.15.(수)
08.17.(금)
08.20.(월)~24.(금)
08.27.(월)
08.27.(월)~28.(화)

여름학기 종강
여름학기 성적 제출마감
2학기 전과지원서 제출
광복절
2018년 하반기 학위수여식
2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2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학기 대학원 신입생 수강신청

07.20.(금)

9월

10월

11월

09.03.(월)
09.03.(월)~10.(월)
09.14.(금)
09.24.(월)~26.(수)
09.28.(금)

2학기 개강
2학기 수강신청 변경
2학기 개설교과목 변경(안) 제출마감
추석 연휴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계획서 제출마감

10.03.(수)
10.09.(화)
10.12.(금)
10.15.(월)
10.19.(금)
10.29.(월)~11.02(금)
10.31.(수)

개천절
한글날
2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2019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외국인전형 원서접수 마감
2학기 일반휴학 신청마감
2학기 중간고사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용)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11.07.(수)
11.17.(토)
11.23.(금)

GIST 축제
광주과학기술원 설립기념일
겨울학기 개설교과목(안) 제출마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심사용)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박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11.30.(금)

12.10.(월)~14.(금)
12.15.(토)
12.17.(월)~02.28.(목)
12.20.(목)~21.(금)
12.24.(월)
12.24.(월)~28.(금)
12.25.(화)
12.28.(금)
12.28.(금)
12.31.(월)

GIST대학 전공선언서 제출 마감
2019학년도 1학기 교과과정(안) 제출마감
2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박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동계방학
겨울학기 수강신청
겨울학기 개강
겨울학기 수강신청 변경
성탄절
2학기 성적 제출 마감
겨울학기 개설교과목 변경(안) 제출마감
학사학위논문 및 석사학위논문 결과보고서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2019년
1월

01.01.(화)
01.02.(수)
01.04.(금)
01.10.(목)
01.18.(금)
01.18.(금)
01.25.(금)

신정
시무식
겨울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학사학위논문(제출용) 및 석사학위논문(제출용) 제출마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2019학년도 1학기 개설교과목(안) 제출마감
신임교원 교과과정(안) 제출마감
2학기 미완성적 처리결과 제출마감

2019년
2월

02.01.(금)
02.04.(월)~06.(수)
02.08.(금)
02.11.(월)~15.(금)
02.11.(월)~21.(목)
02.15.(금)
02.18.(월)~22.(금)
02.20.(수)~21.(목)
02.25.(월)
02.25.(월)~26.(화)

겨울학기 종강
설날 연휴
겨울학기 성적 제출마감
1학기 전과지원서 제출
GIST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2019학년도 1학기 GIST대학 신입생 수강신청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수강신청

12.07.(금)

12월

※ 본 학사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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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W1

오룡관

N1

중앙도서관

W2

체육관

N2

LG도서관

W3

국제관

W4

대학원기숙사(1~8동)

N3

교수아파트 A.B.C동

W5

기혼자아파트(E,F,G동)

N4

GIST대학 A동

W6

제1학생회관

N5

GIST대학 B동

W7

대학원기숙사 9동

N6

GIST대학 C동

W9

교수사택(1~4동)

W10

W11

에너지밸리기술원

내빈관(총장공관)

C1

전기전자컴퓨터공학 A동

상담경력개발센터

C2

전기전자컴퓨터공학 B동

시설관리동

C3

전기전자컴퓨터공학 C동

W12

창업진흥센터 B동

C4

금호관

W13

창업보육생산동

C7

삼성환경과학연구동

중앙창고

B

C

Ⅱ
Ⅰ

다산빌딩

C10

신재생에너지연구동

G

Ⅲ

경비실

W10

Ⅳ

W7
W5

E

F

W11

C4
GIST카페

S8
W4

8
5

2

C1

C2

N6

N2
N5
N4

E13

B

C9

C10

E9

C7

S1

W2

A

C3

A

S7

W3

4
7

N1

C

경비실

A

B

W6

6

북광주IC▶

N3

C

W13

9

1
3

C9

W9

B W12

B

S2

E7
A

S1

기계공학동

E2

실험동물자원센터

S2

행정동

E4

에너지관리공단

S3

생명과학동

E5

고등광기술연구소

S4

금호연구관

E6

신소재공학동

E7

국제교류동

S6

지구·환경공학동

E9

제2학생회관

과학기술응용연구단

E11

GIST대학 기숙사 A동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E12

GIST대학 기숙사 B동

S7

S8

창업진흥센터 A동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13

테니스장

학사파워플랜트

S3

E11

E6
S5

풋살경기장
족구장(배구장)

E5
S4

농구장

E4

축구장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

S5

S6

W1

야구장

9

E2
E1
경비실

담양▶

◀광산IC

[2017.02.기준]

첨단지구

주차장
자동차 진입로
자동차 동선

자동차 진입금지
식당
은행

수영장
의무실
헬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

폐수처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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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중앙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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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Points

전화번호는 원내 내선 번호입니다.
T. 062-715-내선번호(2000~4999)로 하시면 됩니다.

School & Dept. Information

교무팀│Section of Academic Affairs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국제관 2045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핵심 기반기술의 학문적 연구와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적 연구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연구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 분야별로 그룹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위수여식/입학식 2042
•국제관 관리실 2900

•Web Add: http://eecs.gist.ac.kr

학생팀│Section of Student Services

•학부실 2202, 2203

•내국인학생선발 2052

•입시홍보/교과 2053

•외국인학생선발 2054

•주거시설 2055

•기혼자아파트 관리실 2700

•학적/수업 2057

•대학기숙사 관리실 5800

•병무/국외출장/학자금 2058

•대학원기숙사 관리실 1-8동 2800, 9동 4600

총무팀│Section of General Affairs

신소재공학부│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신소재 개발속도는 수요
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노과학기술 등 21세기에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소재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신소재공학부에서는 21세기 신소재분야의 주역을 담당할 박사 및 석사과정의 인재
를 양성하고 있다.

•의무실운영/학생상해보험 2107

•내빈관예약/내빈관비용납부 2153/2915

•Web Add: http://mse1.gist.ac.kr

•차량 2153/2915

•보안/예비군/경비 2105

•복지후생시설 2108

•ID카드/우편물 2916

•학부실 2303, 3172

기계공학부│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학술정보팀│Section of Library
•Web Add : http://library.gist.ac.kr/

•논문/원문복사/ID/가족대출증 2089

•연구도서/장서관리 2087

•사료/자료정리 2085

•자료구입/학술지/기증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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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2232, 2631, 2637, 2656

본 학부에서는 다양한 배경(전기, 전자, 제어계측, 기계, 기계설계,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산업, 전산 등)을 가진 학
생들의 자유분방한 창의력을 Vision 있는 목표에 결집시키는 Team Approach를 통하여, 미래 핵심 원천 기술의 식
별, 개발 및 이의 실용적 확산은 물론, 무한기술경쟁시대의 국가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두뇌를 배출하고자 한다.
•Web Add: https://me.gist.ac.kr
•학부실 2383, 3222

•연구비관리 2382,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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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영팀│S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통합정보시스템 2077

•E-mail/전자결재 2075

•전산망/정보보안/전화 2076

•통합정보시스템/전화요금 2073

언어교육센터│Language Education Center
•어학강좌/행정 3702

지구·환경공학부│Sc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최첨단 환경오염방지 기술을 통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만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대적 필요성에 부
응하여 지구 및 기후변화, 지속가능 에너지, 물환경 분야에서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고도환경기술의 개발이라는 양
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Web Add: http://env1.gist.ac.kr
•학부실 2431, 2432
•연구비관리 2433, 2822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CAMPUS LIFE 2018

CAMPUS

LIFE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2018

생명과학부│School of Life Sciences
최근 들어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은 생명에 대한 탐구를 한층 더 분자수준으로 접근하게 하였고, 유전
체와 프로테옴 연구 등은 이미 각종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기초가 되었다. 본 학부에서는 최신의 생물학적 연구방법
의 이용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생명의 이치를 탐구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며, 발견된 새로운 지식을 각종
응용분야에 제공하고자 한다.
•Web Add: http://life1.gist.ac.kr
•학부실 2482, 2483

융합기술학제학부│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신재생에너지, 문화기술, 지능로봇 분야에 대한 융합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산업현장의 전문가와의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를 통해 실용화가 용이한 융합기술개발로 미래 신산업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
는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 에너지프로그램 │Graduate Program of Energy Technology
- 문화기술프로그램 │Graduate Program of Culture Technology

•연구비관리 2499, 3560, 2488

- 지능로봇프로그램 | Graduate Program of Intelligent Robotics Technology

•동물실험실 5591~8

•Web Add: http://iit.gist.ac.kr
•학부실 5303

물리·화학부│School of Physics and Chemistry
물리·광과학과 Department of Physics and Photon Science
물리·광과학과는 물리학과 광과학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최고의 연구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 최고 출력의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는 고등광기술연구소와 기초과
학연구원 연구단과 협력하여 대학원생들한테 광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GIST College

•Web Add: http://phys.gist.ac.kr/
•학과실 2226, 2884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생명화학(Biological Chemistry),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합성화학(Synthetic Chemistry)의 3개 연
구분야를 중심으로 고전적 화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화학과의 모델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
수진을 구성하고, 전폭적인 연구지원을 통해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Web Add: http://chem.gist.ac.kr/
•학과실 2860~2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Department of Nanobio Materials and Electronics
•Web Add: http://wcu.gist.ac.kr/
•학과실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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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원│Institute of Integrated Technology
의생명공학과│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의학계열(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등)과 이공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진단 및 치료기술 등과 관련하여 창의적
이고 응용지향적인 융합교육을 시행한다. 모든 학생은 체계적인 융합 교과과정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다학제적인 지
식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Web Add: http://bmse.gist.ac.kr/
•학부실 5302, 5304

• 3C1P(Creativity,

Cooperation,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능력을 겸비한 21
세기형 창의 융합인재 양성

• 깊이있는 전공교육, 튼튼한 기초과학 교육,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예술 교육 실시
• Caltech을 롤 모델로 선정하여 소수정예 세계 초일류 이공계대학 추구(Excellency in Education)

1. 기초교육학부(1학년)
가. 기초과학분야 과목들을 통하여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기
초가 되는 필요 개념들을 지도함(자연과학 및 공학 관련 사항 뿐만아니라 전공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 포함)
나. 인문사회분야 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이웃의 삶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지
성인으로서의 식견과 품성을 갖추도록 함

2. 전공과정(2~4학년)
가. 물리전공
1) 물리학 뿐만 아니라 전기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광공학 및 생명공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물리학의
근본에 대한 튼튼한 토대를 제공함
2) 핵심 물리과목에 기초하여 관련 과학 및 공학연구 분야에 물리적인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실험과목은 물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좀더 깊게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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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전공
1) 화학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및 재료, 환경, 생물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함
2) 최근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재료과학, 환경과학 분야의 교육도 이루어지며, 교과목은 기본적인 이론, 구조적인
분석, 계산모델, 유기합성 및 다양한 기기분석을 포함함

다. 생명과학전공
1) 생명과학전공은 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명과학분야의 기초지식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생명과학의 기초과목으로부터 보다 전문화된 전공과목까지 두루 섭렵하도록 함
2) 학생들은 대학원 수준의 학과목 선택 및 관련 대학원 실험실에서의 개별연구 등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심도 있
는 학업이 가능하며, 생명과학 및 관련분야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도
록함

GIST대학 학사지원팀│Section of Undergraduate Administration Services
•전공지원/졸업요건 3602

•기획/대외 3603

•장학/학적 3607

•조교 3623

GIST대학 기초교육학부지원팀│
•교원인사/학사지원 3604

•연구비/OT/G-SURF 3606

GIST대학 입학사정관팀│Section of Undergraduate Admissions
•입학사정관 2952~2958

라. 전기전자컴퓨터전공
1) 인류가 축적해온 광범위한 과학적 지식을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하고, 철저한 분석 능력과 창조적 설계능력
을 다양한 전공 교과목을 통하여 함양함
2) 개별 및 졸업 연구 등을 통하여 전기전산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분야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고자 함

마. 기계공학전공

Academic Life

1) 기계공학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현대문명사회 실현의 기반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인간생활의 편리, 안전 및 즐거움을 도모하는 제품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학문분야임
2) 교과목은 기기 내·외부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구조변화와 운동을 다루는 동역학 및 진동학, 열과 유체의
흐름을 다루는 열전달 및 유체역학, 시스템제어를 위한 모델링 및 제어·계측에 기반을 둔 설계 및 가상시뮬레
이션, 창조적인 설계제조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공
학설계능력 계발에 중점을 둠

바. 신소재공학전공
1) 재료공학은 다양한 재료에 관한 이해 및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 산업
의 기반이 되는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하고 응용하기 위한 공학교육을 제공함
2) 특히, 광·반도체 소재, 나노전자 소재, 유기정보소재, 에너지 소재, 생체의료용 소재 분야 등 고부가가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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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부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신개념 소재 창출에 대한 창조적인 능력
을 함양하도록 함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1. 교과과정 편성
가. 교과과정의 종합편성 기간 : 학기 개시 10주 전
나. 교과과정의 구분 및 구성
| 학사과정 |
교과과목

단위번호

연구과목

단위번호

사. 지구·환경공학전공
1) 지구환경공학전공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변화와 그 현상들을 이해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과목들
부터 전문화된 전공과목들을 개설함
2) 학생들은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방지, 미래에너지기술 등 지속 가능 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기반기술과 미
래융합기술을 필요로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함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난이도 구분

기초교육학부 필수: 1~4
전공과정: 3~4

세미나
개별연구
논문연구

9300
92XX
91XX

전공별 코드
공통과목

UC

기초교육학부

GS

물리전공

PS

화학전공

CH

생명과학전공

BS

전기전자컴퓨터전공

EC

기계공학전공

MC

신소재공학전공

MA

지구환경공학전공

EV

수학부전공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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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 과정 |
교과과목

난이도 구분

| 학사과정 |
단위번호

석사: 5~6
박사: 7~8

연구과목

세미나
개별연구
논문연구

단위번호

석사

박사

9600
9500
9401

9900
9800
9701

전공별 코드
공통과목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화학부 물리·광과학과
물리·화학부 화학과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에너지프로그램
문화기술프로그램
지능로봇프로그램

CC
EC
MS
ME
EN
LS
PH
CH
NA
MD
ET
CT
RT

다. 계절학기의 개설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개설하여 시간수에 따른 학점 부여
•계절학기의 인정학점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

라. 영어과목 개설
| 학사과정 |
•1학년 때 영어I(필수과목: <신입생영어>, <발표와 토론> 중 택1)을 수강한 후, 2학년 때 영어Ⅱ(필수과목: <이공
계글쓰기 입문>)을 필수 수강하여야 함
•영어 각 과목은 2학점 3시간으로 운영되며, 필수과목인 영어는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영어과목 면제기준
- 영어I(2학점) 면제: 입학 시 공인영어성적 iBT90 또는 TEPS640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학생 중 별도의 영어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 영어I, II (4학점) 면제: 입학시 공인영어성적 iBT 110 이상인 경우

| 석•박사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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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국제적 역량향상을 위해 영어과목 무학점 필수과목으로 개설
•입학 전형 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에 따라 영어I(선수과목: <학술영어입문>), 영어Ⅱ(필수과목: <이공계 논문쓰기>,
<학술발표> 중 택1) 중 1과목 또는 2과목을 4학기(계절학기포함) 이내 이수
*영어과목 면제기준
- 선수과목 면제
① TOEIC 800, TEPS 640, iBT 90, IELTS 6.5 이상인 경우
② GIST대학에서 영어II(필수과목:<이공계 글쓰기 입문>) C+이상으로 이수한 경우
- 필수과목 면제: 영어권 국가 학위소지자 또는 iBT110, IELTS 8.0 이상인 경우

2. 교과과정 운영
가. 학점배정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교양, 기초 및 전공, 공통 학점으로 구분하며, 이 외에 자유선택 및 연
구 학점을 둘 수 있음
•각 교과목은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은 1주 2시
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함.

| 대학원과정 |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구분하며 각 학과 공통과목 개설 가능
※ 교과과목(필수, 선택), 연구과목(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으로 구분함
•각 교과목은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은 1주 2시
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함.
•세미나 및 개별연구 학점은 1학기 1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과)의 필요에 따라 2학점까지 인정
•논문연구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내에서 인정

나. 교과목의 이수
•필수과목의 이수: 각 과정의 학생은 각 학부(과)별로 지정된 필수과목을 이수
•선택과목의 이수: 각 과정의 학생은 각 학부(과) 및 타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

다. 학기별·과정별 이수학점
•학기별 이수학점
- 학사과정: 매 학기에 1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로 이수(단 부전공을 선언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일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석•박사과정: 매 학기에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12학점 이내에서 이수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까지 이수 가능
•과정별 이수학점
과정

교과학점

연구학점

계

학사과정

124학점

6학점

130학점

석사과정

21학점

12학점

33학점

박사과정

36학점

24학점

60학점

통합과정

36학점

24학점

60학점

※ 2013년 이전 대학원 입학생은 변경 전 교과학점 적용 (석사: 24학점, 박사 및 통합 48학점)
※ 2015년 이전 대학 입학생은 변경 전 이수학점 적용(교과: 125~127학점, 연구: 3~5학점, 계: 130학점)

라.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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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
- 동일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타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인정
- 학점 인정범위: 12학점 이내
- 입학 후 석사과정 1년, 박사/통합과정 2년 이내에 다음서류를 학생팀에 제출
▷ 학점인정 신청서 및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인정된 기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되 성적평균 산출시에는 제외)
•박사과정학생의 이수학점 인정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기 이수 학점인정
- 입학 후 2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학생팀에 제출(단 본원출신은 서류제출 생략)
▷ 학점인정 신청서
▷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인정된 기 이수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시키되 성적평균 산출시에는 제외)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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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과 각 과정 학위수여성적
-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 A+, A0, B+, B0, C+, C0, D+, D0와 S만 인정하며 각 과정의 학위수여 사정에 있어
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3.0/4.5 이상(학사과정 : 2.0/4.5 이상)이어야 함

수업 및 학적
가. 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학사경고의 대상

•학사과정: 4년(다만,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수업연한의 단축
규정에 따라 수학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석·박사 과정: 2년 이상(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축 가능)
•통합과정: 4년 이상(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1년 단축 가능)

-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에 미달한 자
- 학사과정 재학 중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 석•박사과정 |

나. 최단수업기간 및 최장재학기간

- 직전 학기까지의 누계평균 평점(GPA)이 2.5/4.5에 미달한 자
- 각 과정 재학 중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수강 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각 과정 재학 중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최단수업기간: 석사/박사과정 2학기 이상, 통합과정 기이수 석사과정포함 4학기 이상의 전일제 수업
•최장재학기간: 학사과정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7년, 통합과정 8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 교학위원회 심위를 거쳐 석사 6개월, 박사/통합 1년 연장 가능(1회에 한함)

다. 학기·수업일수

휴학 / 복학 / 자퇴 / 재입학

•학기 : 1학기와 2학기로 구분
•수업일수 : 연간 1학기와 2학기를 통산하여 32주 이상

1. 휴학

라. 등록 및 수강신청

가.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지도
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업을 중단하는 절차

•등록: 매년 2월과 8월 중 소정기간 내에 실시(재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으로 등록처리)
•수강신청: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나. 휴학의 종류와 제출서류

마. 시험 및 성적

종류

•시험
- 학사과정: 매 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실시
- 석•박사과정: 매 학기말 각 교과목에 대해 정기시험 실시
다만,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임시시험 실시
•성적
- 평가방법: 시험,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과목 담당교수가 평가
- 교과목별 성적평가
▷ 교과과목(필수과목, 선택과목) : A+, A0, B+, B0, C+, C0, D+, D0, F 및 Inc로 구분
▷ 연구과목(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영어, 한국어 : S, U 또는 Inc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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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

B+

B0

C+

C0

평점

4.5

4.0

3.5

3.0

2.5

2.0

D+
1.5

D0
1.0

F

가(S)

부(U)

제출서류

질병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질병 및 사고

휴학원 1부, 의사진단서 1부

일반휴학

당해학기 수업주수 1/2 이내

기타 부득이한 사유

휴학원 1부, 휴학증명서류 1부

군입대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병역

휴학원 1부, 군입영 명령서 사본 1부

창업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창업

휴학원 1부, 창업신청서 및 승인서 1부

임신·출산·육아휴학

당해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관련증명서류 1부

다. 유의사항

미완(Inc)

0

•성적처리
- 성적처리가 미완된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Inc”를 부여할 수 있음
- “ Inc”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제출 마감 후 4주 이내까지 제거하지 아니하면 F로 처리함. 다만, 연구과목은 U로 처리
- “C0”이하의 성적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재수강료를 납부해야함
재
 수강 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R”로 변경하고, 최종성적을 재수강학기에 *표와
함께 표시하되 B+를 초과할 수 없음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휴학사유

•일반휴학기간중 군에 입대한 경우에는 군복무부대에서“군복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반휴학기간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성적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음
등급

허가시기

•휴학시 휴학사유란에 군입대휴학인지 일반휴학인지 반드시 명시하고, 아래 공란에는 도서관의 대여도서의 반
납여부를 확인받는 협조인과 재무팀에서의 자전거 반납 확인여부 협조인, 기타 전산팀에서 전화비 납부 확인,
생활관의 침구 및 지급품 반납 확인, 총무팀에 학생증반납과 학생식당에서 식비지불 완납 확인을 받아야 휴학
원이 접수됨

2. 복학

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학업을 계속하는 절차이며 휴학기간
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는 제적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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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절차 및 처리

나. 복학의 종류와 제출서류
종류

허가시기

복학사유

제출서류

일반복학

등록기간내

일반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소멸시

복학원

군제대복학

등록기간내

군제대

복학원
군 제대증 사본

귀향복학

귀향즉시

군입대자가 사정에 의해 귀향조치되었을 때

다. 유의사항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간(1학기:2월, 2학기:8월) 내에 복학절차를 마쳐야 함
•복학 시에는 휴학 해당학기(1학기중 휴학자는 1학기, 2학기 중 휴학자는 2학기) 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함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학기 복학 가능

가. 수강신청: 각 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나. 수강신청 변경: 변경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변경을 한 후 최종확정된 수강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부서에 제출
다. 수강신청 취소: 개강 후 7주 이내에 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고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과목 취소원을 소속부서에 제출.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교과목은 성
적표에 W로 표시하되, 성적평점에 반영하지 않음
단, 수강 취소후 이수학점이 반드시 9학점(대학11학점) 이상이어야 함

3. 자퇴
가.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 학생상담
실장 등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퇴원(본원 소정양식) ▶ 학생팀 제출

나. 학•석•박사과정 학생의 자퇴를 허가할 때 해당 학생은‘수혜경비 상환 지침’에 의거 재학중
본원에서 수혜 받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야 함

4. 재입학
가. 자퇴한 자 또한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의결을 거
쳐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없음
나. 허용회수: 1회
다. 재입학자의 기 취득 학점은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인정가능
라. 재입학자의 재학기간은 본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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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1. 등록
가. 국비장학생: 매학기 개시 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
나. 광주과기원장학생, 일반장학생: 납부 고지서 수령 후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
하여 등록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위수여 요건
1. 지도교수 선정 (학칙 제15조 및 제15조의2, 학위수여규정 제4조 및 제19조의2)
•석•박사: 입학후 6개월 이내(휴학자는 복학후 6개월 이내)
•학사: 학사과정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학사 지도교수를 두며, 학위논문 연
구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에 연구 지도교수를 선정함

2. 최단수업기간 (학칙 제58조, 제66조)
•석사/박사: 2학기 이상, 통합과정: 4학기 이상
•학사: 4년(다만,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수학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3. 과정별 취득학점 (학칙 제60조, 68조)
•석사과정
1) 2012학번 이전: 24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12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2) 2013학번 이후: 21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12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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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1) 2012학번 이전: 42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30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2) 2013학번 이후: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24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통합과정
1) 2012학번 이전: 42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30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2) 2013학번 이후: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24학점 이상의 연구학점
•학사과정
1) 2014학번 이전: 총 130학점 이상(교과 125학점 이상, 연구 3~5학점)
2) 2015학번 이후: 총 130학점 이상(교과 124학점 이상, 연구 6학점)
※ (공통) 기타 전공별, 영역별 세부 이수 요건은 GIST대학 별도 안내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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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어 과목 이수
•석사/박사: 공인영어성적에 따라 영어 1과목 또는 2과목 이수
•학사: 영어(4학점 필수)

Campus life

5. 과학기술과 경제 이수
•전과정: 재학중 1회 이수

6. 성적 (학칙 제63조, 제68조, 학위수여규정 제3조)
•석·박사: 누계 평점 3.0/4.5 이상

•학사: 평점 평균 2.0/4.5 이상

7.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학위수여규정 제5조)
•석사: 입학후 1년 이내
•박사: 입학후 2년 이내
•통합: 입학후 4년 이내

*학위논문계획서 기재사항 수정시 수정원 제출 및 승인

8. 자격시험 합격 (학위수여규정 제3조, 제13조-제16조,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시행지침 제4조)
•외국어시험(박사): TOEFL CBT 213점(PBT 550, IBT 80), TOEIC 750점, TEPS 600점, IELTS 6.5 이상
* 입학전형시 제출한 영어성적이 원서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의 합격인정 점수 이상일 경우 별도의
개인적인 절차없이 합격을 인정
*외국어시험 제출 마감: 학위청구논문 제출(4월 30일, 10월 31일) 전까지

•전공시험(석•박사): 학부(과)별 시행후 결과 학생팀으로 통보
*전공시험 응시자격 : 석•박사(통합) 각각 교과학점 12학점, 27학점 이상 취득자

9. 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수여규정 제6조, 제7조, 학위논문작성 및 제출에 관한지침 2항)
•학사: 5월 31일(후기), 11월 30일(전기)
•석사: 5월 31일(후기), 11월 30일(전기)
•박사: 4월 30일(후기), 10월 31일(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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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승인서 함께 제출
*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승인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별 이수학점을 취득(가능)한 자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국제적인 수준의 과학기술분야 종합학술정보은행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시스템 및 DB구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library.gist.ac.kr)

1. 이용시간
구분

중앙도서관

LG도서관 (A동)

이용시간

08:00～24:00

09:00～21:00

자료현황

이용방법

2. 소장자료 현황
단행본

연속간행물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쇄학술지 및 교양잡지 : 18종
E-Journal : 10,748종

전자도서
멀티미디어 자료

E-BooK : 40,291종
DVD & Blu-ray : 4,979종

대출가능

열람(복사)가능, 대출불가

도서관홈페이지 이용가능
대출가능

3. 주요 연락처

사무실

11. 인쇄논문 제출 (학위논문작성 및 제출에 관한지침 4항)
•학사: 1월 10일(전기), 7월 10일(후기)
•석사: 1월 10일(전기), 7월 10일(후기)
•박사: 12월 15일(전기), 6월 15일(후기)

국내단행본 : 70,822권
국외단행본 : 67,960권
국외인쇄저널 : 25,200종

10. 논문구두시험 및 학위논문심사 합격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10조, 제16조)
•논문구두시험(석•박사): 학위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실시 가능
•학위논문심사(석•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2018년 1월 기준)

구분

담당업무

내선

도서관 운영 총괄

2081

자료구매/시설물관리/이용자 관리

2083

전자저널/운영위원회

2085

전시문화/원문복사

2087

학위논문/연구비자료

2089

기록물관리

2092

대출대

대출/반납, 연장

2093

안내데스크

중앙도서관 안내

2094

복사/제본 (LG도서관 A동 1층(GIST신문사 방향))

2686

복사실

이메일

library@gist.ac.kr

mskim2686@hanmail.net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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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반납

가.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에 Login하여 “원문복사 신청”선택 또는 “BSL Meta Search”
에서 검색결과 이용하여 자료 신청

- 대출은 광주과기원 소속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검색이 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 대출자료: 단행본 및 멀티미디어 자료(정기간행물은 대출 불가)
나. 대출방법: 대
 출을 희망하는 자료를 직접 서가에서 찾아 2층 대출대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
(또는 무인대출반납기 이용)
다. 대출예약: 원하는 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예약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가 반납되면 우선적
으로 대출이 가능. 예약도서의 보관기간은 5일
라.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
구분

일반대출

연구과제 대출

특별대출, 강의도서 대출

교직원

20권 60일

5년

1년

학생

10권 30일

-

-

멀티미디어
3점 4일

마. 대출연장: 예
 약자가 없을 경우 2회까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연장하거나
대출대(☎ 2093)에 요청
바. 연체규정: 대출된 도서가 연체되었을 경우 신규대출은 불가하며, “대출권수 x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 (연체 마지막날 자정이 지나고 해제)

5. ID 등록
- 도서관 서비스의 활용과 자료 대출을 위해서 이용자의 ID 등록
- 신입생과 신임 교직원의 ID와 PW는 학번(사번)으로 일괄 등록되므로 별도의 등록 없이 자료 대출 및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

가. 이용자 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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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학번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로그인 후 내도서관→개인정보관리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음.
•비밀번호 외 개인정보 수정 방법
https://portal.gist.ac.kr → 로그인 → 통합정보(ZEUS) → MyService하단의 학적선택 → 개인별 신상정보관리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안내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E-mail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바람

나. GIST 신분 변동사항 발생시

•신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에서 대출자료의 반납여부, 원문복사 신청분의 정산여부 등을 확인
받아야 함

6. 원문복사 및 상호대차
- 원문복사
: 우리 원이 구독하고 있지 않은 학술자료를 타기관에 의뢰하여 복사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대상자료 : 국내외 학술지, 국내외 학위논문)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나. 서비스 요금
•BSL 소장자료 : 현재 무료(유료 전환시 별도 예정 안내)
•NDSL 소장자료 : 1,000원 ~
•해외소장자료 : 15,000원(미국/유럽)
※ 서비스 요금은 저작권료 동의사유로 의해 변경 가능함

- 상호대차
: 우리 원에 없는 소장 자료를 협약기관 도서관에 의뢰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신청대상자료 : 단행본(단, 참고자료 및 기관별 지정자료 제외))

가. 이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에 Login하여 “BSL Meta Search”에서 검색결과를 이용
하여 자료 신청
나. 서비스요금 : 현재 무료 (유료 전환시 별도 안내 예정)
다. 대출기한 : 자료수령 후 15일 이용 가능(1회 연장 가능(7일))

7. 외국어 공부하기
- 도서관에서는 원내 구성원들의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디지털 웹 콘텐츠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 강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원외에서도 24시간 이용

가.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오른쪽 Quick Links에서 이용 가능

(TOEIC/TOFLE 모의고사, Learning Online)

나. 학습종류
•토익/토플 모의고사 서비스 제공
•어학강좌 : 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 등 150종의 최신 강좌 제공

8. 중앙도서관 시설물 이용방법 안내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st.ac.kr)에 PC/Mobile 예약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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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경우, 최대 예약가능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80시간
구분
2층

수량
개인열람실, 소형

18실

Group Study실, 5인실

6실

Group Study실, 8인실

3실

3층

Group Study실, 10인실

5실

4층

미디어 감상실

4실

비고

※ 중앙도서관 1층 소극장(50인실) 및 중앙도서관 3층 강의실(30인실)은 도서관 대표메일(library@gist.ac.kr)
로 예약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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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관 시설 현황

(2018년 1월 기준)

구분

규모

LG도서관 A동

1,000평

중앙도서관

1,650평

주요내용
서고
가족열람실

문화, 전시 공간
컴퓨터 활용 공간
열람실, 사무실

이용방법

대출/반납 시설
- 열람석
- 검색PC
소파, PC좌석 등
전시실 및 카페
개인열람실
그룹스터디실
미디어감상실(blu ray)
노트북 열람실
일반열람실
소극장
강의실
총계

68석
8대
128석
84석
22석
15실 114석
4실 8석
48석
140석
50석
30석
624석

기숙사 및 기혼자아파트
Ⅰ. 기숙사
[ 대학 기숙사 ]

1. 하우스 제도
가. 개요

•하우스제도는 Caltech, Harvard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숙사 시스템으로 기숙사 내에 몇 개의 소규모 거주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업과 생활을 연계하는 제도임. 지스트대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Residential College 개념의
하우스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부생의 기숙사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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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하우스 구성(G,I,S,T 하우스)
•하우스 관리를 총괄하는 하우스마스터 1인 및 각 하우스별 지도교수 1인 선정
•하우스별 하우스장 및 자치위원 선임하여 방 배정 및 하우스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대효과
- 지스트대학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 증진
- 하우스별 문화활동 및 학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하우스만의 고유문화 확립
- 교수와 학생 간, 학생 선·후배간 상호교류 증진

2. 하우스 입사 및 퇴사절차
가. 입사절차: 입사원서 제출 ⇒ 심사 및 실 배정 ⇒ 입사
나. 퇴사절차: 퇴사원서 제출 ⇒ 방 청소상태 확인 및 점검 ⇒ 퇴사허가
다. 기타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

(T.3603 / E-mail: ppul007@gist.ac.kr), 사감실(T.5800)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3. 관련 규정
가.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나.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다. 대학생활관 점검기준
라. 대학생활관 내부시설이용기준

4. 하우스 입사원칙
가. 하우스의 입사 자격은 본원 재학생으로 학사과정 4년차까지임. 단, 하우스의 수용능력에
따라 입사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연차초과 학생은 하우스운영위원회 승인에 따라 추가로 입사할 수 있음
다. 하우스의 입사허가 기간은 학기단위로 함
라. 학기 중 공실이 있는 경우 원내직원, 연구원, 인턴 등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음
마. 재학생은 하우스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전염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장의 승인
을 득한 자만이 원외 거주할 수 있음
*양식 : 사감실 비치

바. 독방 거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독방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하우스운
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매월 1회 상담실에 방문 상담 및 매 2주마다 1회 하우스 거주 생
활점검표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양식 : 사감실 비치
[참고] 2
 015년 1월 추가 : 1,2학년은 기숙사 의무거주, 3,4학년 중 원외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함

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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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관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제품은 사용을 금함
구분

난방기기

품목

전기담요,
전기장판,
팬 히터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취사기기
버너, Cooker,
Coffee Pot,
Toaster,
프라이팬
사용불가

음향기기

조명기기

기타제품

음향기기

비디오, TV,
오디오

선풍기, 컴퓨터,
헤어드라이기,
냉장고(100ℓ이하 1실 1개)

전기코드

사용가능

사용가능

사용가능

형식승인품

나.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운영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중 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양호한 품목에 한하여 하우스마스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하며 불
량전기코드(KS품이 아니거나, (전)표기가 되지 않은 것, 2개의 전선이 노출된 것)는 회수
조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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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용품의 적정 안정 사용연한이 넘은 노후기기의 사용을 금함
라. 전기용품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하우스 각 동 시설 세부사항
[ A동 ]

1. 건물 현황
가. 지하 1층, 지상 6층
나. 사생실 200실(2인1실), 공용실 45실
다. 층별 개요
구 분

면적(㎡)

지하 1층

270.83

기계실, 전기실, 동아리실

지상 1층

1,831.89

사생실(일반37, 장애인1), 사감실, 매점, 세탁실(남/여/공용), 청소용역실, 우편함실

지상 2층

1,831.88

사생실(일반37, 장애인1), 체력단련실(2), 커뮤니티실, 하우스마스터실, 학생휴게실,
동아리실(7), 토론실, 자치회실, 창고

지상 3층

1,709.17

사생실(34), 전산기계실, 독서실(2), 학생휴게실(2), 컴퓨터실, 창고, 휴게데크(3)

지상 4층

1,116.16

사생실(30), 휴게데크(2), 청소도구실(2)

지상 5층

1,024.17

사생실(30), 휴게데크(2), 청소도구실(2)

지상 6층

1,024.28

사생실(30), 청소도구실(2)

합 계

8,808.38

사생실(일반198, 장애인2)

2. 교구 및 비품
가. 사생실 : 침대, 책장, 책상, 이동서랍, 의자, 붙박이장, 신발장
나. 공용실 : 사감실(책상, 서랍, 의자, 캐비넷), 휴게실(소파 등)
다. 각종비품 : 냉난방기, TV, 세탁기, 컴퓨터, 냉온수기, 헬스기구, 앰프 등
라. 옥외시설 : 자전거보관대, 분리수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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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대수 : 68대
나. 엘리베이터 : 24인승 2대

면적(㎡)

가. 지하 1층, 지상 6층
나. 사생실 217실(2인1실), 공용실 21실
다. 층별 개요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계실, 전기실, 용역원실, 악기연습실

지상 1층

1,316.64

사생실(22), 회의실, 매점, 우편함실

지상 2층

1,737.20

사생실(40), 회의실, 세탁실(남/여), 동아리방(2)

지상 3층

1,559.28

사생실(40), 회의실, 독서실, 창고

지상 4층

1,363.23

사생실(39), 창고

지상 5층

1,349.11

사생실(38), 창고

지상 6층

1,349.11

사생실(38), 창고

합 계

9,146.28

사생실(217)

가. 사생실 : 침대, 책장, 책상, 이동서랍, 의자, 붙박이장, 신발장
나. 공용실 : 테이블, 의자 등
다. 각종비품 : 냉난방기, TV, 세탁기, 냉온수기, 앰프 등
라. 옥외시설 : 자전거보관대, 분리수거대 등

3. 기타 시설

가. 주차대수 : 47대
나. 엘리베이터 : 24인승 2대

[ 대학원 기숙사 ]

1. 운영 규모
가. 시설 현황
동

수용인원

1-7동

759명

8동

150명

9동

319명

관리실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각층

1실

3실

각방

1실

빨래건조실

휴게실

각 2, 4층

각 1, 3층
-

-

2실

각층

독서실

회의실

1실

-

1실

2실

나. 개인별 대여물품
책상

의자

침대

이불

패드

담요

시트

베개

신발장

옷장

전화

각 1개

[ B동 ]

1. 건물 현황

내 용

471.71

2. 교구 및 비품
내 용

3. 기타 시설

구 분
지하 1층

다. 지원체제

•관리 총괄: 학생팀 주거관리 담당자(T.2055)
•근접 지원: 각동 관리인(1-8동 T.2800, 9동 T.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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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원칙

6. 관련 규정

가. 본원 재학생으로 석사과정 2년차, 박사과정 4년차까지 입사 가능하지만, 기숙사의 수용 여
력에 따라 입사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연차초과자도 기숙사의 수용 여력에 따라 입사 가능
다. 기숙사의 입사허가 기간은 과정 단위로 함

3. 금지사항

나. 생활관생활수칙

Ⅱ. 기혼자아파트

가. 기숙사 사용권의 양도, 외부인의 숙박, 기타 유사한 행위
나. 시설 및 대여물품의 임의이동, 원형변경 및 목적 외 사용행위
다. 건물 내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행위
라.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음주, 고성방가 행위
마. 전열기, 난방기구, 취사도구 등의 부당 사용행위
바. 절도, 도박, 영리 및 파렴치한 행위
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기물 파괴 또는 방화 행위
아. 기타 기숙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불미스러운 행위
자. 호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차. 차명, 대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호실을 독점하는 행위

1. 운영 규모
가. 시설 현황
구분

E동

F동

G동

비고

40평형

8

-

-

어린이집2
유아방1

21평형

64

63

-

13평형

-

-

32

계

72

63

32

167

나. 지원체제

•관리 총괄: 학생팀 주거관리 담당자(T.2055)
•근접 지원: F동 1층 관리인(T.2700)

4. 전기용품 사용 주의사항
가. 기
 재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숙사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량전기코드
(KS품이 아니거나, (전)표기가 되지 않은 것, 2개의 전선이 노출된 것)는 회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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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관운영지침

구분

품목

규제여부

구분

품목

규제여부

난방기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팬히터

사용불가

음향기기

비디오, TV, 오디오

사용가능

취사기

버너, Cooker,
Coffee Pot,
Toaster, 프라이팬

사용불가

냉장고

100ℓ이하

사용가능

기타제품

선풍기, 컴퓨터,
헤어드라이어

사용가능

기타제품

전기코드

형식 승인품

2. 입주원칙
가. 본
 원 재학생으로 등록학기 기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이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승인을 받아 2학기 연장거주 가능
나. 정해진 세대에 한하여 연구원 및 직원 입주 가능

나. 전기용품의 적정 안정 사용연한이 넘은 노후기기의 사용을 금함
다. 전기용품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입사 및 퇴사절차
가. 입사: 입사원서 관리실 제출 → 심사 및 배정 → 입사

다. 기혼자아파트의 입주허가 기간은 과정 단위로 함

3. 입주 및 퇴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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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주: 입주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학생팀 제출 → 심사 및 배정 → 보증금 납부 → 입주
나. 퇴거: 퇴
 거원서 관리실 제출 → 세대 내 기본 시설물 확인 → 학생팀 승인 → 퇴거 →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4. 관련 규정 :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나. 퇴사: 퇴사원서 관리실 제출 → 대여물품 반납 확인 → 학생팀 승인 → 퇴사 → 보증금 및
관리비 정산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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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안내
1. 재학생 입영연기
가. 연기대상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 제출을 제한.
단,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제한 없음

3.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
가. 출원대상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휴학생 포함)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 도달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와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당해
병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나. 입영연기 제한자

나. 출원서류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재학생 입영원서 또는 소집원서를 출원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입영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도망. 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다. 입영연기 절차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입학한 남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단을 3월
31일(후기 입학생은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연기 처리
•병무청에서 연기처리전 입영통지서가 교부 됐을 때에는 개인별로 입영연기원을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관할 지
방 병무청에 제출해야함

2. 재학생 입영신청
가. 재학생 입영신청
•제출대상 : 재학사유로(휴학자 포함) 입영연기 중인 사람
•신청방법 : 재학생 입영원(당해연도 입영월 선택) 작성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재학생 입영신청)
- 입영 희망시기는 현역은 월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분기별로 기재
-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 희망시기 반영이 곤란한 경우 접수순으로 입영통지

나.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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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원서 (출원기관 비치)
•병무청 지정병원의 3개월 이내 발행 병사용진단서 1부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제출처: 지방행정관서 또는 지방병무청
-단
 ,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다.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군병원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 필름 등 질병 증명자료 지참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

라.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제한

•신체일반부위(신장·체중) 해당자
•1년이내 동일 질병으로 2회이상 출원자
•입영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출원한 자

4. 입영기일 연기
가. 출원기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시기를 변경 가
능하나, 입영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입영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은 입영기일 60일 이내의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제한

•현역병 입영대상: 징병검사를 받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거주지 시·군·구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다. 재학생 입영원의 취소

•입영 5일 전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재학생 입영신청을 한 후 입영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원을 취소하고 계속 재학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현역·상근·공익
민원 ⇒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영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
소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야 재신청 가능

다. 입영기일 연기사유, 기간 및 구비서류

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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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시기

연기사유

연기기간

첨부서류

구비서류
•진단일로부터 치유기간(2주이상)이 입영
일을 초과하여야 함

질병(법정전염병)

60일이내

병사용 진단서

•수술 및 치료 후 향후 치료기간 등이 구체
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처리기관
지방
병무청

•소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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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사유

연기기간

첨부서류

처리기관
〃

가. 개 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 복무
제도임

가족위독/가사정리

30일이내

각군모집

합격자 발표일까지
(합격자는 입영일까지)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한 경우만 연기
•1회만 연기

〃

•1회만 연기

〃

국외여행(출국대기)

60일이내

유효여권

대학원진학

대학 졸업 다음해 5월말
(후기졸업자는 9월말)

졸업증명서

〃

나. 수료심사 및 편입/임용

기혼자
(6세이하 자녀, 태아 포함)

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

•수료심사

동시재영

입영기일연기 범위내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형제가 현역,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하는 경우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

3회 한하여 시험일정까지

시험접수증

•시험 미응시자는 연기해소 및 입영일자
결정
※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제한

〃

자격면허시험

시험일정

시험접수증

•1회만 연기, 운전면허는 제외

〃

공무원채용후보 등록

1년이내

공무원채용
등록 확인서

〃

의사, 한의사, 약사,
임용고시 등 불합격자

1년이내

사실확인서
(수험표)

〃

국가(공공기관)채용
합격 연수 중

2년이내

합격 또는
재직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퇴 이하자의 취업

2년이내

공익/국가업무수행

1년이내

사실확인서

•타인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 시

〃

전문대학이상
졸업예정자

통산1년이내

재학증명서

•휴학자는 제외
•연기 후 휴학 시 연기해소 및 입영일자
결정

〃

•입영연기

•1회만 연기
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종학력이
재직(취업)확인서
고퇴 이하자에 한함

〃

〃
〃

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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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연구요원

구비서류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
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장례
가 어려운 경우

•총 연기기간은 730일, 연기회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처리결과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빠른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단, 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의 입영일자만 선택가능, 연기중/연기해소자 모두 가능)
※ 위 처리기준은 관련규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5. 국외여행 시 병무청 허가 대상자
가. 군 미필자중 24세 초과자 및 박사과정 입학자(통합과정은 3학기 도달자)
나. 국외여행신청서 및 기관장추천서 작성 후 학생팀 방문하여 직인 날인 후,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신청

다. 병무청 허가 절차: 병
 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추천서 업로드) ⇒ 허가서 발급 ⇒ 출국시 공항 제출
라. 양식: 홈페이지 ⇒ GISTian ⇒ 광장 ⇒ 자료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박사학위과정 수학후 학기종료 1개월내 소속 학부(과)에 수료심사 청구서 제출
-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충족 요건
•편입 및 임용
- 수료심사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35세(군전공의 수련자는 37세)까지 복무만료가 가능한 사람
- 제출서류: ①편입원서 및 임용신청서 ②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③직무기술서
④석사학위증명서(단, 석박통합과정은 재학증명서)
- 임용절차: 임용대상자 관련서류 병무청에 제출
•의무종사기간 : 3년
※ 편입취소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38조의 2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의무종사를 35세(군전공의 수련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때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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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 직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 학
위를 취득한 때
•승인전직 대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전직시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 전직신청서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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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동의서(전직하고자 할 지정업체의 장 발행)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관련 증빙서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

라. 국내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통산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파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때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봉사하지 아니한 때(8일 이상 무단결근시 편입취소대상)

•통산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지정업체장간 파견: 신상이동통보

자. 교육소집

•승인기간

•개 요

- 교육훈련: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6월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교육을 위한 교육소집 실시

- 파견(출장): 의무종사 기간 중 통산 2년

-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 교육소집 실시

마. 국외여행 허가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기간: 통상 1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 허가, 여행사유에 상관없이 3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
으로 인정
•본원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단, 업무출장의 경우 출장
명령서 추가제출)
•병무청 허가 절차: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허가신청서(추천서 업로드)
⇒ 허가서 발급 ⇒ 출국시 공항 제출

바. 수 학
•개요: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
은 할 수 있음
•수학금지 예외(복무기간 불인정)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종사
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6월의 범위내에서 업체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
를 한 후 수학 가능
•수학의 신상이동통보 기간: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학 규정위반: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
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 부과하거나 위반한 기간만큼 연장 복무

사. 수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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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박사과정을 수학한 자로 교과목 36학점을 취득하고 전 교과목 평균성적이 3.0/4.5이상인 자
•수료확인서 발급 및 병무청 통보: 의무종사기간 산입

아. 신상이동 통보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상이동 통보서를 작성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함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
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35세(군전공의 수련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1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때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전
 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종사 중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된 때에는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소집대상자 선정은 지정업체의 연구 활동 제조·생산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가능한 다음 순서로 함
: 편입일자 및 생년월일이 빠른 순
•소집기간 : 의무종사 기간 중 4주간 군사교육을 받으며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차. 복무(의무종사기간) 만료
•지정업체 장은 의무종사기간 만료대상자를 의무종사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
표 원본을 첨부하여 복무만료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의무종사기간 계산: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1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
하지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

7. 병무 관련 주요 연락처
•병무민원 전화 서비스 : 1588-9090(국방국방)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병무청 취업정보 포탈 사이트 : http://iljari.mma.go.kr
•병무청 연락처
대전지방병무청

(302-120)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대전청사3동(둔산동 920)
T. 042)481-2811~2813, F. 042)481-2819

서울지방병무청

(150-057)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신길7동 산 159-1)
T. 02)820-4493(연구)4495(기능) 02)820-4307

부산지방병무청

(613-824) 부산 수영구 연산로 637
T. 051)667-5323, F. 5257 051)667-538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700-030)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207(전동 23-2)
T. 053)607-6282, 6313, F. 053)607-625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440-151)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242(화서동 53-2)
T. 031)240-7286(연구), 7287(기능), F. 031)240-7250, 726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501-745) 광주 동구 금정1길(학1동 69)
T. 062)230-4255, 4315, F. 062)230-429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301-130) 대전 중구 중앙로 22(문화동 1-6)
T. 042)250-4253, 4314, F. 042)250-4260

강원지방병무청

(200-948)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 15(효자2동 349-2)
T. 033)240-6253, 6310, F. 033)240-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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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361-1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무로 16(사직동 38)
T. 043)270-1256, 1312, F. 043)270-1370

전북지방병무청

(560-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1길24(남노송동 519-12)
T. 063)281-3253, 3312, F. 063)281-3250

제주지방병무청

(690-021) 제주도 제주시 오련로 124(이도1동 1695-10)
T. 064)720-3251, F.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641-060)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신월동 103-3)
T. 055)279-9257, 9314, F.055)279-9385

경기북부지방병무청

(480-013)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274-2
T. 031)870-0254, 0215, F.031)870-0269

강원영동 병무지청

210-210) 강원 강릉 남강로 262(노암 200-11)
T. 033)649-4216, F. 033)649-4270

의무실
1. 운영목적
•교직원과 학생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함으로써 건강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함

2. 주요업무
가. 환자진료 및 건강상담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8. 예비군 및 민방위대

나. 학생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

가. 대상자

다. 건강진단

•예비군: 예비역 및 보충역(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의 해에 속한 자)
※예비역: 현역 및 상근예비역
※보충역: 공익,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의무종사를 마친자
•민방위대: 예비군복무 만료자(9년차) 및 군 면제자로 만20세~만40세 까지의 학생
※민방위 훈련 제외대상 : 학부생 및 석사과정 학생 (박사과정 제외)

•재학생 신체검사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년1회 실시(신입생은 당해년도 등록시 제출한 신검으로 대체)
•결핵검사 : 년1회(기숙사입소학생 결핵관리 차원으로 실시하고 재학생 신체검사로 갈음할 수 있음)
*기숙사입소생의 경우 재학생검진은 의무사항이고, 받지 않을 경우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재학생신체검사와 결핵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

나. 신고기간: 입학 후 3일 이내

라. 외국인학생 보험관리

다. 신고장소: 총무팀(예비군중대본부) T.2105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중 반드시 한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60%를 지원, 주소가 같은 세
대원 전체가 수혜대상
•상해보험 : 년1회 보험료 납부하고 원에서 80%를 지원

라. 신고양식

•예비군 편입신고서: Orientation시 지급하는 “병무신고서”로 대체
•민방위 편입신고서: 총무팀 방문 소정양식 작성 제출

3. 의무실 이용안내

9. 교육훈련

가. 위치 : 도서관 B동 1층

가. 예비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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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년차별

훈련시간

훈련과목

훈련장소

비고

1~6년차

기본훈련(8h)

사격 및 병공통과제

담양예비군훈련장

7월 중

7~8년차

직장예비군자원으로 편성하며, 비상연락망 점검실시

나. 민방위훈련
훈련시간

훈련과목

훈련장소

1~4년차

통제훈련(4h)

소양 및 체험실습 교육

북구청

5년차 이상

자체훈련(2h)

비상소집훈련

과기원

※ 교육 및 훈련명령 미이행자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다. 기타 교육훈련 문의사항: 총무팀 예비군중대장 (T.2105)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다. 신체측정 가능(혈압, 혈당, 신장, 체중, InBody)
라. 이용시간 :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3시부터 18시까지 이용가능.
        
주말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자: 1년이하이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년차별

나. 간단한 투약과 상처치료 및 건강상담

비고

4. 진료 협조 병원
가. 협조 병원

•첨단종합병원

나. 협조 병원 의료 혜택

•진료비 10% 할인

다. 협조병원 이용시

•반드시 지스트에서 발행한 ID카드 지참

•우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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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카드 발급

4. 신청서 양식
•학과사무실(학과장 승인 양식)

1. 발급대상자
•신규 입학생 전원
•ID카드 분실자 또는 카드훼손자

2. 발급 절차
•신규 : 중대본부(행정동1층)방문신청
•재발급 : 우리은행 방문 재발급수수료 납부 후 중대본부 방문 신청

3. 재발급대여료 : 5천원
•대상 : 분실자, 훼손/파손자
•우리은행 방문 재발급 수수료 납부 후 ID카드 재발급 신청

4. 신청서 제출장소
•중대본부(행정동 1층 / T.2916)

5. 처리기간
•신청후 30일내

6. 활용도
•학생증, 체크카드, 건물출입 등
* 체크가드 기능은 카드발급 후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임시카드 발급
1.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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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신규 입학생
•ID카드 분실자 또는 카드 훼손자

2. 발급 절차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대여료를 납부한 후 중대본부 ID카드 담당자에게 제출
(T.2916)
•신청서 제출 즉시 발급

3. 발급대여료 : 1만원
•카드 반납시 대여료 계좌이체
•카드 분실시 대여료 미 환불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증명서 발급
1. 종 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등 학적관계 국·영문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팀에 제출

2. 제증명서 발급용 자동발급기 설치
•제증명 자동발급기: 중앙도서관 1층 건물의 로비에 설치운영

3. 수수료
•1통 당 국문증명: 500원, 영문증명: 500원

4. 제증명 자동발급기 사용요령
1) 화면 Touch 방식으로 학번입력
2) 증명서 종류 선택
3) 매수 선택
4) 해당 수수료 투입
5) 발급
※ 영문증명서 발급시 영문이름 확인 후 정정이 필요하면 학생팀으로 연락바람

5. 외부민원 증명서 및 우편 발송 서비스
•우체국 방문 → 부가서비스 → 민원우편 신청 → 회송봉투에 증명서 동봉 → 우편 주소로 증명서 수령

6. 서비스 기간
•24시간 정상가동
※ 자동발급기에 오류가 있을 시 관리부서학생팀(Tel.2058)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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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체활동
1. 단체조직 조건
•단체지도교수 선정후 취임승락
•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 학생을 대상
•10인 이상의 정규회원

GIST CAMPUS LIFE 2018

CAMPUS

LIFE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GIST

2018

2. 단체등록
•신규등록의 경우 매년 지정된 학생단체 등록신청서를 학생팀에 제출
•기 활동단체의 경우 매년 지정된 기간 내 학생단체 재등록 신청서를 작성, 재등록 신청

3. 단체승인

•원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인정

4. 단체활동 제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단체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음
•원내 · 외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허가 신청서를 학생팀에 제출
•모든 단체는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됨
•모든 단체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활동 금지

5. 현황
가. 대학 학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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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단체명

분류

내용

23
24

space bar

학술

천문관찰

WING

학술

전산

25

HOLICS

학술

학술

26

JIU

종교

성경공부, 세미나

27

어깨동무

봉사

교육봉사

28

Café’ Inn

문화

커피 제조

29

Sping

체육

탁구

30

사각사각

문화

문예창작

31

당동당동

체육

당구

32

QAS

체육

수영

33

보드랍다

체육

보드

34

BIBLE

체육

볼링

35

Pencil&Paper

학술

수학

36

Freethinkers

학술

자유사상

37

GIST Toastmasters

학술

영어 Speech

38

파워레인저

봉사

염색봉사

내용

순번

단체명

분류

내용

1

MAIN

공연

밴드

2

도도한 쭈쭈바

공연

밴드

3

휴강 Express

공연

밴드

4

HOT SIX

공연

기타연주

5

악동

공연

오케스트라

순번

단체명

분류

6

GISRI

문화

피아노연주

1

거침없이 미들킥

체육

족구

한빛회

종교

개신교

나. 대학원 학생단체

7

지대로

공연

연극동아리

2

8

막무가내

공연

댄스

3

발로차

체육

족구

GIST BAND

예술

밴드

9

Ignition

공연

힙합

4

10

싱송생송

문화

아카펠라

5

GIST 검도회

체육

검도

과기회

종교

개신교

노래마을

예술

밴드

11

CINERGY

문화

영화

6

12

The Gist

문화

동영상 제작

7

13

Erutlucbus

문화

만화 창작

8

Aviators

체육

농구

GIST Dragons

체육

야구

14

MixoloGIST

문화

칵테일

9

15

빛으로

문화

사진 촬영

10

Paventor

학술

발명

16

BGM

문화

보드게임

11

GICAS(GIST Islamic Cultural
Awareness Society)

문화

이슬람

12

Sci-Tech’s

체육

축구

17

KICK ASS

체육

축구

18

Super Wings

체육

농구

19

PLAYBOYS

체육

야구

20

배드씐

체육

배드민턴

21

APEX

체육

등산

22

온새미로

학술

학술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3

수요풋살모임

체육

풋살

14

VFC(Village Futsal Community)

체육

풋살

15

Futsalist

체육

풋살

16

GISTEN

체육

테니스

17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종교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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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외활동 승인신청

순번

단체명

분류

내용

18

불타는 셔틀콕

체육

배드민턴

19

족투더구

체육

족구

20

INJC(In the Name of Jesus Christ)

종교

개신교

21

GISA(GIST International Association)

친목

외국인

22

Crossover

체육

농구

23

레드 블라썸(Red Blossom)

봉사

헌혈

24

Freestyle SA

체육

농구

25

GIST CRICKET CLUB

체육

크리켓

•과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예정일 1주일 전에 학생과외활동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
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학팀에 제출

다. 과외활동 제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한 자는 수혜 경비상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경비를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등의 지급을 제한

3. 게시물 및 간행물
가. 게시물 게시허가
•학생 또는 단체의 명의로 각종 공고문, 현수막 등을 원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게시물의 제한

학생 지원

•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게시자 및 게시기간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기간종료 후 즉시 철거
•집회에 관한 게시물은 집회승인을 얻은 후에 게시

1. 학자금(조교수당) 및 급식보조비
학자금
석사: 140,000원/월
학사: 28,500원/월

지급기준

학사과정 국비학생(4년이내)
석사과정 국비학생(2년이내)

지급대상

지급제한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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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당
박사: 295,000원/월
박사과정 국비학생
(4년이내)

•지급기간 만료
•휴학자 및 장기 해외출장(파견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前 학기 취득학점에 따라
•지급기간 만료
다음학기 미지급
- 석•박사과정: 9학점 미만인 자
•이하 좌동
- 학사과정: 11학점 미만인 자
•산학제 학생
•각 학과장이 지급대상자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매월 21일경 재무관
련부서에 지급의뢰
•좌동
•재무관련부서는 매월 23일 학생개인 •좌동
구좌에 입금

급식보조비

체재보조비

석•박사: 100,000원/월 내외
석•박사: 120,000원/월
학사: 100,000원/월 내외
학자금 및 조교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기간 만료
•이하 좌동

•학생이 단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정기ㆍ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인쇄물 발간 승인을 받아야 함
•발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교학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배포

외국인재학생

외국인재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3.0/4.5
미만인 자는 다음학기
미지급

•좌동
•좌동

2. 과외활동
학생은 과외활동은 함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연구수행 및 과기원의 질서유지에 배치되어
서는 아니되며, 원의 승인 없이 영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가. 과외활동 허용범위
학생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원의 승인을 얻어 과외활동을 할 수 있음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이 통과된 후 취업을 하기 위한 경우
•교육 및 연구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한 경우
•재학 중 창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의 목적이 기관의 교육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거나 외부기관의 창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학생은 제외)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다. 간행물

학생 창업 지원
1. 창업 지원 사업
구분

주요내용

비고

학생창업동아리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아리로써 창업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상시모집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경진대회를 통해 검증 받아 보고 대상팀은 GIST
대표로 전국 창업 경진대회 참여

상반기

GIST Sprint for Start-up

•창업동아리 활동 및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 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시제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모의 창업 과정을 경험

상반기

실전창업캠프

•비즈니스 모델 게임기법을 도입한 실전형 창업 캠프

상•하반기

2. 과외활동
시설명

이용시간

위치

비고

학생창업전용공간

06:00 ~ 24:00

창업진흥센터 A동 219호

사무공간, 회의공간

앱 개발실

09:00 ~ 18:00

창업진흥센터 B동 101호

앱 개발 기기 사용 및 대여 가능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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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경력개발센터

편의시설

1. 운영목적

1. 편의시설 이용안내

•기관 구성원들의 학업수행, 직무수행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도움

편의시설명

•효율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움

장소

구내전화
2680

제1학생회관 2층(교직원식당)

2690

중식 11:30-13:00
분식 13:00-19:00

중식 5,000원
분식 2,500원~
교직원식당: 4,000원
공휴일 휴무

제1학생회관 2층(레스토랑)

2690

평일 20:00-03:00

공휴일 휴무

제2학생회관 1층(학생식당)

2682

조식 08:00-09:00
중식 11:30-13:30
석식 17:00-19:00

카페테리아식
연중무휴(명절제외)

제2학생회관 2층(분식점)

2691

중식 10:00-13:00
분식 10:00-19:30

푸드코트 2,500원~
교직원식당 4,500원~

제1학생회관 지하 1층

2675

평일 08:30-24:00
휴일 09:30-20:00

제2학생회관 지하 1층

2676

평일 08:30-20:00
토요일 08:30-15:00

일요일 휴무

2. 주요업무

3. 이용안내
•위치 : 상담경력개발센터 ( W10 / 제1학생회관 뒤편)
•상담신청 및 문의 : ☎ 715-2980, counseling@gist.ac.kr
구성원
센터장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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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김태

담당
업무 총괄

조성은 ☎715-2981

상담업무 총괄
성격, 학업, 휴학, 자퇴상담

이하늘 ☎715-2982

취업코칭, 진로, 취업업무

박행자 ☎715-2983

대인관계, 또래상담, 홍보 업무

원희정 ☎715-2984

가족상담, 외국인상담, 업무기획

식당

매점

중앙숲 야외카페

974-1773

평일 08:00-20:00
휴일 10:00-18:00

법정휴일 휴무

중앙도서괸 베이커리카페

974-9595

평일 09:00-22:00
휴일 10:00-20:00

중앙도서관 휴무일 카페
휴무

커피점

미용실

제1학생회관 지하 1층

2678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00

여행사

제1학생회관 지하 1층

2400

평일 09:00-18:00

도서관 A동 1층(첨단문화사)

2686

평일 09:00-19:00

제1학생회관 3층(승현문화사)

2283

평일 09:00-18:30

제1학생회관 3층

2687

평일 12:00-22:00

복사실
당구장

비고
조식 2,500원
중·석식 4,000원
연중무휴(명절제외)

제1학생회관 1층(학생식당)

•개인상담 : 전문상담 선생님과 1:1 상담(주1회 50분)
대인관계 문제, 생활습관, 학업문제, 불안, 우울 등
•집단상담 : 일정의 주제로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만남(주1회 2시간)
자기주장, 진로결정, 대인관계향상, LAB 관계 향상 프로그램, 커플을 위한 프로그램, 솔로를 위한
프로그램
•심리검사 : 전문상담 선생님과 검사를 실시하고 1:1 해석상담(50분 내외)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탐색검사, 그림검사 등
•E-mail상담 : E-mail을 통한 상담(counseling@gist.ac.kr)
•경력개발 상담
- 개인별 진로코칭 : 전문상담 선생님과 1:1 개인별 맞춤형 전략수립과 첨삭지도
자기소개서 첨삭, 지원서 첨삭지도, 면접대비 지도
- 집단 프로그램 : 진로탐색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완전정복, 면접능력 향상프로그램
- 채용설명회 : 기업체, 국책기관, 연구소등의 채용설명회 유치개최(수시)
- 스터디 그룹 운영 : 해외진학 및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소모임 지원

운영시간
조식 08:00-09:00
중식 11:30-13:30
석식 17:00-19:00

법정휴일 휴무

2. 우편물 취급
가. 본원에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은 행정동 1층 안내데스크에서 취합되므로 우편물을 신속 정
확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나. 주소기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000학과 학사(석사, 박사) 과정(광주과학기술원 생활관 000호 홍 길 동 우)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생활관 000호 홍 길 동 우) 61005

다. 생활관로비 1층에 각호실 우편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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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일반 보통우편물의 경우 매점에서 우표구입 후, 학생회관 옆에 비치된 우체통을 이용
•특수우편 및 일반우편물의 경우 기계공학동 1층 우편취급소(T.2600) 접수의뢰
※ 근무시간: 오후(13:00~16:30)
※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등기 금액에 대한 수수료 지불
•생활관 동·호실이 바뀌면 동·호실 변경 반드시 기재
•등기우편물은 생활관 1층 게시란에 공고되므로 수령

3. 전화사용 요령
가. 전화국번 : 715-XXXX
나. 외부전화착신(DID방식) :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기숙사 각 실까지 자동착신

1. 시설현황
시설명

규모
• 부대시설
    - 락카룸

옥외 배구장

•2면

•족구장으로 이용 가능

옥외 농구장

•1면

•이동식 농구대

축구장

•1면

•인조잔디 종합운동장(FIFA 규격)

야구장

•1면 170m x110m

체육관

•배구장, 농구장 혼용 1면(226평, 324석)
•탁구장 1개소
•헬스장 1개소

•체육 시설 담당
- 전화: 715-2169 - 팩스: 715-2196

•40m×20m(1면)

•Light 시설

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라. 시내 ·외 국제전화 통화가 가능하려면 전화실에 전화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영장

•7LANE×25m 제2학생회관

요가실

•37평 제2학생회관

헬스실

•65평 제2학생회관

•전화사용료는 매월 실별부담 원칙
•전화사용료 납부는 매월 교환실에서 각 번호별 사용금액을 실별로 통보하여 납부하고, 각 실별 전화요금은 호실
이용자 간에 정산
•기한 내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통화 중지됨

4. 시설물 이용 및 고장신고
가. 생활관 시설물 고장은 관리실(T. 2800, 2808)로 신고하고 관리실에서 시설운영팀으로 일
괄수리 의뢰 (영선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팀에 제출)
나. 실험실 수리는 학과 사무실에 신고하면 각 학과에서 일괄수리 의뢰 (영선작업의뢰서를 작
성하여 시설운영팀에 제출)
다. 시설물 고장신고
•건축, 영선 : 2146(FAX 2196)
•전기 고장 : 2155(FAX. 2166)
•화재 및 건물출입통제 : 2119/2919

•전화기계실 : 2076(FAX 2079)(전산팀에 확인)
•설비고장(수도,난방) : 2157(FAX 2166)
•ID card 재발급 : 2105(총무팀 확인)

비고

•클레이코트 5면
•케미칼코트 2면

다. 외부전화 이용: 9번을 누르고 이용(시내·외 사용가능), 구내는 4자리번호만 누름
마. 전화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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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Light 시설

•외부전문업체 위탁운영
- 전화: 715-5999

2. 이용료 및 사용기준
시설명

이용대상

이용시간

이용료

비고

테니스장

내부인

06:00~22:00

•무료

•임의 사용 가능
•라이트 이용시간은 에너지 절약 지침
적용 운영

옥외배구장
농구장

내/외부인

06:00~일몰 전

•무료

•임의 사용 가능

내부인

06:00~21:00

•주간: 무료
•야간: 5,000원/1시간당
(라이트 이용시 이용료)

•이용신청 승인 후 사용
•라이트 이용시간은 에너지 절약 지침
적용 운영

외부인

06:00~18:00

•이용신청 승인 후 사용
•평일: 50,000원/2시간당
•야간이용료 : 180,000원
•휴일 및 야간: 80,000원/2시간당
•라이트 이용시간은 에너지 절약 지침
•라이트이용료: 100,000원/2시간당
적용 운영

축구장

야구장

내부인

일출~일몰 전

•무료

•이용신청 승인 후 사용

실내체육관

내부인

06:00~24:00

•무료

•ID카드로 출입

체육관
헬스장

내부인

06:00~03:00

•1개월: 10,000원
•3개월: 24,000원
•6개월: 38,000원
•9개월: 50,000원
•1년: 60,000원

제 2학생회관
헬스실

내부인

06:00~22:00

•1개월: 27,000원

•매표소에 문의(5999)

풋살경기장

내부인

06:00~21:00

•주간: 무료
•야간: 5,000원/1시간당
(라이트 이용시 이용료)

•이용신청 및 승인 후
•라이트 이용시간은 에너지 절약 지침
적용 운영
•외부인 이용불가

수영장

내부인

06:00~21:00

요가실

내부인

주 3회

•일권 : 6,500원(학생)
•1개월: 37,000원(수영)
•1개월: 50,000원(요가)

•매표소에 문의(5999)

•이용 등록 후 ID카드로 출입
•외부인 이용불가

※이용신청: ZEUS – MyService – 시설 – 예약신청 – 예약시설(체육시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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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4. 전산서비스 신청방법

•헬스실 이용은 내부인에 한하여 유료 개방이며, 체육시설 담당에게 이용료 납부 및 등록(ID카드) 후 이용
•테니스장 야간조명(일몰 후 ~ 21시까지) 공급

서비스 구분

•체육시설 이용 중 파손 및 훼손시 본인이 실비변상
•체육관 이용 후 반드시 소등 후 퇴실
•문의: 시설운영팀 담당(전화: 715-2169, 팩스: 715-2196)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1. 주요서비스
서비스 LIST

주요내용

비고

교직원, 학생

•전산·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최초 접속하는 시스템
- 사용자 단일로그인을 통하여 연계시스템 접속가능
- 신입생, 신규 교직원 필수 계정생성

2. ZEUS

교직원, 학생

•GIST Total Information System
- 수강신청, 성적조회, 교과평가
- 출장신청, 학자금관리
- 전산관련서비스 신청

3. E-mail

교직원, 학생

•GIST E-mail 서비스 시스템

4. 무선랜

교직원, 학생

•원내 100Mbps급 무선랜 서비스
•AP: eGIST-WAP, eGIST-건물명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5. 네트워크 지원

교직원, 학생

•IP Address, DNS등록, 유해IP차단
•네트워크 장애관련 지원

6. 인터넷 전화

교직원, 학생

•전화신청, 착신, 전화등급조정

7. 기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교직원, 학생

•MS-Office, Windows(Upgrade용), 한컴오피스
•백신(알약, V3), 알툴즈(알집,알씨),
•Mathematica, Origin, EndNote, ChemBioDraw
•Acrobat, Photoshop, Flash, Illustrator

8. 원격서비스

교직원, 학생

•전산 장애발생시 원격지원

1. Portal

서
비
스
시
스
템

서비스대상

portal.gist.ac.kr

ZEUS
관련

원내사용
기본원칙
무선랜 다운로드
불가

담당: 이영숙 (T.2075)
https://mail.gist.ac.kr

2. 무선랜 ID(WiFi)

•Portal → ZEUS → My 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무선인터넷신청
: 신청 다음날 오전 중 등록

담당: 박양수(T.2076)

1. IP Address 신청

•각 부서 및 실험실별로 자체 관리

2. LAN관련 / DNS등록
Mail 서버 등록 신청
Network 장애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3. N
 etwork(IP) 차단/
해제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4. 방화벽 포트오픈 신청

•학부사무실에 요청
전자결재 서식(서비스포트 오픈요청서)에 의한 신청

5. 전산통합신청서

•Portal → ZEUS → My 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1. ZEUS

•학생팀 신입생정보 DB입력후 로그인가능
•ZEUS → 수강신청, 출장신청, 성적조회, 학자금 관리

1. 구내전화 설치 신청

•학부사무실에 신청요청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 전자결재(부서장(계정책임자)서명)
→ 정보운영팀 송부

2. 전화번호 등급조정 신청

•학부사무실에 신청요청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 전자결재(부서장(계정책임자)서명)
→ 정보운영팀 송부

3. 착신전화 신청

•학부사무실에 신청요청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 전자결재(부서장(계정책임자)서명)
→ 정보운영팀 송부

담당: 박양수(T.2076)

담당: 박민성 (T.2073)
담당: 이종길 (T.2077)
https://zeus.gist.ac.kr

담당: 박양수(T.2076)

5. 서비스 이용시 참고사항

2.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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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 E-mail ID 신청

mail.gist.ac.kr

전화업무
관련

신청방법
•Portal → ZEUS → My 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이메일계정신청
: 신청 다음날 10시부터 사용가능

계정관련

•차량 주차장 내 주차(도로변 불법주차 금지)

구분

세부항목

구분

URL

비고

1. Portal

https://portal.gist.ac.kr

2. ZEUS

https://zeus.gist.ac.kr

3. E-mail

https://mail.gist.ac.kr

POP/SMTP/IMAP Server : mail.gist.ac.kr

4. SW Download

https://its.gist.ac.kr

단독로그인 불가, 포털시스템 통해 로그인 가능
(무선랜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5. 원격접속서비스

http://as82.kr/gist

상담원번호 클릭

E-mail
관련

URL

비고

1. DOMAIN

gist.ac.kr

POP/SMTP/IMAP Server : mail.gist.ac.kr

2. Gateway

x.x.x.254

사용자IP의 끝자리에 254

3. DNS

203.237.32.100, 203.237.32.101

ns.gist.ac.kr / dns.gist.ac.kr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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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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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GIST 소속원·웹메일 접속(https://mail.gist.ac.kr)

수강신청, 성적조회, 전산관련서비스 신청

3. 인터넷 정보
구분

구분

•시스템 자원 부여 기준
- Login Name(ID)은 initial name 원칙 ID 등록 후 변경불가
- Password: 6~20자이내 (90일암호변경)
- 메일쿼터: 교원(5GB), 학생•직원(2GB)
- 메일사이즈 제한
▷일반송수신: 1건당 10MB
▷대용량송신: 1건당 500MB까지 가능(단, 7일경과후 자동삭제)
- 계정유효기간: 본원 재학기간
- 계정 취소: 사용자의 졸업/자퇴(퇴직)/본인이 취소할 경우
해킹이나 스팸메일 발송계정으로 도용되어 피해를 준 경우

★ E-mail ID는 중도
ID변경이 불가하므로
LAB실 운영방침을 꼭
확인하여 메일신청.
(☞ 문의 T. 2075)

• IMAP/ POP3 관련 메일설정방법 매뉴얼 참고
- Portal → 매뉴얼/규정집 → 왼쪽메뉴(예규) → E-mail → 설정메뉴얼

GIST CAMPUS LIF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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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무선랜(WiFi)
관련

•원내 100Mbps급 무선랜 서비스
•AP: eGIST-WAP, eGIST-건물명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무선랜 확인방법
- IOS: 설정 ⇒ Wi-Fi ⇒ eGIST-WAP
- Android: 환경설정⇒무선및네트워크⇒Wi-Fi설정⇒eGIST-WAP

무선랜 제외지역
:생활관 호실,
기혼자아파트, 국제관
(문의 T.2076)

네트워크 지원
관련

•전산작업의뢰신청 : https://zeus.gist.ac.kr
- 작업신청범위: 네트워크, 인터넷전화기, ZEUS, 기타 공용시스템
- 의뢰내용을 자세히 작성 → 접수 후 익일 신청자와 연락 후 작업
•기혼자 아파트 / 국제관 네트워크 관련(관리사무소 문의)
- 유선(광랜) 서비스(상용망)
•생활관
- 유선 서비스: IP Address는 각동 1층 출입구 거울에 할당되어 있음.

문의 T. 2076

E-mail
서버운영
등록 신청

•원내 E-mail 서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보운영팀에 등록신청
- 방화벽 TCP 25번(SMTP) 차단되어 방화벽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E-mail 송수신
불가
•신청방법: 학부사무실에 신청요청
ZEUS → MyService → 전산작업&ID신청 → 전산통합신청 → 전자결재(부서장서명)
→ 정보운영팀 송부
- 서버OS, 설치 및 운영장소, 관리자, 메일서버 운영사유, 기타

문의 T. 2076

방화벽포트
오픈 신청

•외부에서 원내서버로 접속시에는 방화벽에 관련된 사항(포트)을 오픈 해줘야만
접속이 가능함. (ex) telnet , ftp 등등

문의 T. 2076

기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

•지원대상: 원내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기관라이센스 지원
•지원방법: SW 다운로드 (Portal → IT Service -> SoftWare)
•소프트웨어: Windows(Upgrade), Ms-Office, Mathematica, Origin
EndNote, ChemBioDraw, 한컴오피스, 백신(V3, 알약)
알툴즈(알집,알씨), Acrobat, Photoshop, Flash, illustrator

원내에서만 사용가능
원외에서 사용시 불법
무선랜에서 다운로드 불가
(문의 T.2075)

원격서비스
지원

•전산장애발생시 유선 조치가 불가한 경우 원격지원서비스 지원
•원격서비스방법: http://as82.kr/gist -> 해당상담원 번호 클릭

PC자체오류는
정보운영팀에서
지원하지 않음
(문의 T.2073~2077)

정보보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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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용요령

•차단정책
- 웜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자동 해제
- 외부 위협 IP Address 차단: 요청시 해제
- 위협 통신포트 차단: 요청 시 해제
•보안사고에 대한 경고 조치
- 1회, 2회: 경고조치
- 3회: 인터넷 1주일 차단
- 4회: 인터넷 1개월 차단
•전화국번: 715 – XXXX
•구내전화 : 구내 4자리 전화번호 누른 후 상대 구내가입자 통화
•시내통화 : 9 + 시내전화번호 누른 후 통화
•시외통화 : 9 + 지역번호 + 상대전화번호
•국제통화 : 9 + 국제식별번호(001, 002, 008)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상대번호

전화요금납부

•전화요금 납부 전화사용료는 매월 실별부담 원칙
- 전화사용료 납부는 매월 정보운영팀에서 각 번호별 사용금액을 실별로 통보하여
납부하고, 각 실별 전화요금은 호실 이용자 간에 정산.

전화신청방법

•사용부서 협조문 신청 → 접수 및 결제 (정보운영팀) → 설치완료

Regulation │ 광주과학기술원 학칙

[제 정 1994. 12. 20]
[1차개정 1996. 05. 18]
[2차개정 1998. 08. 07]
[3차개정 2000. 12. 29]
[4차개정 2002. 12. 30]
[5차개정 2004. 09. 10]
[6차개정 2005. 12. 27]
[7차개정 2006. 12. 26]
[8차개정 2007. 03. 27]
[9차개정 2009. 03. 30]
[10차개정 2009. 06. 19]
[11차개정 2010. 03. 03]
[12차개정 2010. 03. 19]
[13차개정 2010. 09. 15]
[14차개정 2010. 12. 16]
[14차개정 2010. 12. 16]
[15차개정 2011. 03. 24]

제1장 총

[16차개정 2011. 10. 28]
[17차개정 2011. 12. 28]
[18차개정 2012. 05. 30]
[19차개정 2012. 08. 29]
[20차개정 2012. 12. 21]
[21차개정 2013. 03. 25]
[22차개정 2013. 05. 22]
[23차개정 2013. 12. 12]
[24차개정 2015. 03. 24]
[25차개정 2015. 03. 30]
[26차개정 2015. 10. 29]
[27차개정 2016. 03. 25]
[28차개정 2016. 08. 19]
[29차개정 2017. 03. 20]
[30차개정 2017. 08. 11]
[31차개정 2017. 12. 18]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방침)
① 광주과기원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독창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
도적 과학기술 영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문의 T.2076

②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2009. 3. 30>
1. 연구중심 대학원 및 대학으로서의 교육
2.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 배양
3. 산•학•연의 협동을 통한 연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9. 10, 2005. 12. 27, 2007. 3. 27, 2009. 3. 30, 2009. 6.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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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 2015. 10. 29>
1. “국비장학생”은 정부에서 학생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일반장학생”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이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광주과기원의 상근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교원을
말한다.
4. “비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광주과기원의 비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6. 19>
나. 삭제 <2009. 6. 19>
다. 삭제 <2009. 6. 19>
5. “학위과정”이라 함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학사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석사과정,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박사과정이라 한다.
6. “전공”이라 함은 학문의 분화 또는 학문의 종합화로 인하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전문 단위를 말한다.
7. “광주과기원장학생”(이하 ”과기원장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과기원이 조성한 장학기금, 외부 출연기금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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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체 교수회의)

구비 등에서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8. “학제전공”라 함은 국내•외 산학연 협약 및 광주과기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일련의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

① 광주과기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의를 둔다.
② 전체 교수회의는 광주과기원의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3. 3>

하는 전문 단위를 말한다.
9.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사학위소지자가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③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임직 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 3. 3>
④ 전체 교수회의는 학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동학위과정”이라 함은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양대학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양 대학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절 교 원

11. “학생교육경비”라 함은 납입금, 학생지원경비(학자금 등) 등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15. 10. 29>
12. “학부·과”라 함은 대학원 및 대학의 학부, 학과, 학제학부, 전공 등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기본교육단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18>
13. “전과”라 함은 각 과정의 학생이 본인이 속한 ‘학부·과’를 동일 과정의 다른 ‘학부·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학사과정 학생의 전공 선택을 포함한다. <
신설 2017. 12. 18>

제12조(전임직 교원)
① 전임직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학부·과,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연구소에 소속되며 필요에 따라 겸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7,

제3조의2(과정 및 학사조직)
① 광주과기원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두며, 통합과정과 비학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광주과기원에 대학을 두고 학사과정을, 대학원을 두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2009. 3. 30, 2010. 3. 3, 2017. 12. 18>
③ 전임직 교원의 강의시간은 각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속부서에 일임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17. 12. 18>
④ 전임직 교원은 연구년, 파견근무,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항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제12조의2(대학원장 및 학장)

제4조(기본교육단위)
① 대학에 기초교육학부,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기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지구•환경공학전공을 두고, 대학원에 전기
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화학부, 나노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융합기술원을 두며, 물리•화학부에
물리•광과학과, 화학과를 두고 융합기술원에 의생명공학과, 융합기술학제학부를 둔다. <개정 2010. 3. 19, 2011. 12. 28, 2012. 8. 29, 2012.12.21,
2013. 5. 22, 2015. 10. 29, 2016. 3. 25>
② 대학원의 특정분야 교육을 위하여 학제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제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
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3>

① 광주과기원 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학사과정의 학사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장을 두며, 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7. 12. 18>
② 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대학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각 과정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10. 3. 3>
③ 대학원장과 학장의 직무권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9. 3. 30]
제13조(학과장 및 학부장)
① 대학원 각 학과/부에 1인의 학과•학부장을, 대학 기초교육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② 학과장과 학부장은 해당 대학원 학과/부, 대학 학부를 대표하고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제5조(학생정원 및 운영)
① 학생정원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국비장학생, 과기원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에 따라 총장이 매학년도에 정한다.<개정 2010. 3. 3>
② 과정 및 분야에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따라 격년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③ 과기원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④ 통합과정 및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14조(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
① 각 학제전공 및 전공에 1인의 책임교수를 두며, 책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 학장, 대학원 관계학과/부의 학과장, 학부장 및 대학 학부장과 협의하여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5조(대학원과정 교수)

제6조(부속시설 등)

① 대학원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7. 12. 18>

① 광주과기원에 부속시설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과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서의 전임직 교원으로 하되, 관련 타 학과/부, 학제전공, 전공교수 및 비전임직 교원과 전임직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외부
인사와 공동으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③ 총장은 학생논문 지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큼 장기간 휴직, 연구년, 해외연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교원의 학생지도
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제 2 장 각 과정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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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수회의<개정 2010. 9. 15>
제7조(학사•연구심의위원회) 삭제 <2010. 9. 15>
제8조(학과•학부장 회의) 삭제 <2010. 9. 15>
제9조(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삭제 <2010. 9. 15>
제10조(개별단위 교수회의)
① 각 학부·과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단위의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7. 12. 18>
② 개별단위 교수회의는 각 소속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별단위 교수회의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속부서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 6. 19>
[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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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 부서장은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 년수가 4년미만인 교원에 대하여 박사과정 신입생 지도를, 2년미만 교원에 대하여 석사과정 신입생 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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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3. 30]
[제목변경 2017. 12. 18]
제15조의2(학사과정 지도교수)
① 학사과정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학사 지도교수를 두고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② 학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지도를 위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두며, 대학의 기초과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③ 학제적, 융복합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분야 논문 지도를 위하여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논문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의
견을 들어 선정한다.
④ 총장은 학사 및 논문 지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큼 장기간 휴직, 연구년, 해외연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교원의 학
생 지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8]
제16조(명예교수) 광주과기원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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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석좌, 특훈교수 제도)

제27조(입학지원서류와 전형료)

①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교원 또는 국내외 과학기술계 저명인사에 대하여 광주과기원 석좌, 특훈교수의 칭호를 부여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3. 30, 2010. 3. 3>

하고 이에 부응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좌, 특훈교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2012. 12. 21]

1. 삭제 <2009. 3. 30>
2. 삭제 <2009. 3. 30>
3. 삭제 <2009. 3. 30>

제18조(영년직 교수)
①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영년직 교수로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2. 12. 21>
② 영년직 교수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0. 9. 15>
[전문개정 2010. 3. 3]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입학허가) 총장은 소정의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에서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신체검사의 결과가 학업수행에 극히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개정 1998. 8. 7, 2010. 3. 3>
제29조(입학등록)

제19조(교육•연구보조요원)
① 광주과기원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Post-Doc.)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과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17.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30, 2010. 3. 3>
제20조(비전임직 교원)
① 비전임직 교원으로서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9>
② 비전임직 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30, 2010. 3. 3>
제21조(연구년<개정 2010. 9. 15>)
① 전임직 교원으로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은 광주과기원의 임무로부터 1년간 면제되어 본인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유급 연구년를 가질 수 있다.
② 연구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2조(교원의 정년) 전임직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

제 3 절 학년, 수업일수 및 휴업일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각 과정의 국비장학생은 납입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11. 3. 24, 2015. 10. 29>
1. 삭제 <2009. 3. 30>
2. 삭제 <2009. 3. 30>
3. 삭제 <2009. 3. 30>
4. 삭제 <2009. 3. 30>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본조신설 2011. 3. 24]
제30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1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제23조(학년, 학기)

②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강신청에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30, 2010. 3. 3>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제 5 절 교과학점 및 졸업

③ 총장은 제2항의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24조(수업일수) 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휴강일, 휴업 및 휴강)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은 교양, 기초 및 전공, 공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교과목 이외에 자유선택과목, 연구과

① 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1. 공휴일

②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목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8>

2. 설립기념일

[전문개정 2009. 3. 30]

3. 하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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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교과목의 구분)

제33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4. 동기휴가
② 천재, 지변, 전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은 각 과정에 걸쳐 전부 또는 일부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명할 수 있
다.<개정 2010. 3.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휴강으로 제24조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야간교육, 광주과기원외 타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통신교육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교육으로 대치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절 입학 및 등록
제26조(입학시기)
① 학사, 석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학기초 30일 이내, 년2회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30, 2010. 3. 3>
② 박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개설교과목)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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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강좌) 각 과정에서는 방학기간 중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점을 줄 수 있다.
제36조(준비교육) 총장은 신입생에게 3개월 이내의 준비교육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37조(학점)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한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은 학점당 시간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타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 학생은 동일과정 타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의 동일과정 타 학부·과 개설 교과과목 학점 취득 인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별 기준에 따른다.
③ 전과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2017. 12. 18][제목변경 2017. 12. 18]
제39조(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각 과정 학생이 입학전 또는 재학 중에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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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학사 및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4학기,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과 임신·출

① 학사과정 학생은 대학원과정의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된 학점을 제외한 잔여분은 C등급 이상인 경우

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당 4학기까지 허용한다. 위의 과정별 휴학기간(이하 “일반휴학기

에 한하여 대학원과정 입학 후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성적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5. 22. 2017. 12. 18>

간”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은 추가로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학기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일반휴학 기간과 창

② 대학원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수료)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8>
[본조신설 2009. 3. 30]

업휴학 기간의 합이 총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3. 27, 2009. 3. 30, 2013. 3. 25, 2013. 12. 12, 2017. 12. 18>
④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40조(선수과목)

제47조(복학)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하급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3. 30>
제41조(학위수여)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 6. 19, 2010. 3. 3>
② 복학의 시기는 학기초 등록기간내로 한다. 다만, 병역 등으로 휴학하였거나 해당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 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 등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48조(자퇴)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③ 국내·외 과학기술 또는 학술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 9. 15>
[전문개정 2009. 3. 30]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총장은 각 과정 학생의 자퇴 등 제적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중 광주과기원에서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이하 “수혜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제41조의2 삭제 <2017. 12.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혜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처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9. 15>

[종전 제41조의2는 제59조의2로 이동 2017. 12. 18]

[전문개정 2010. 3. 3]

제42조(학위수여시기) 각 과정의 학위수여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49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한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12. 12. 21, 2017. 3. 20>

제 6 절 시험과 성적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제43조(시험)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 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10. 3. 3>

제4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④ 재입학한 자의 재학기간은 광주과기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4조의2(성적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30>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가(S)

부(U)

미완(Inc)

제50조(이중학적 금지) 각 과정의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3. 30>

제 9 절 포상과 징계

[본조신설 2009. 3. 30]

제7절 전 과

제51조(포상) 총장은 광주과기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6. 12. 26,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45조(전과)
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7. 12. 18>
1. 삭제 <2017. 12. 18>

3. 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2조(학사경고)

2. 삭제 <2017. 12. 18>

①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학위과정

3. 삭제 <2017. 12. 18>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성적과 졸업학기의 수강 과목수를 감안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8>

② 각 과정 재학 중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③ 각 과정 재학 중 학사과정 학생은 3회 및 석•박사과정 학생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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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제46조(휴학)
①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 병역,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
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
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1. 10. 28, 2013. 3. 25,
2013. 12. 12, 2017. 12. 18>
② 각 휴학 사유별 휴학원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0. 28, 개정 2013. 3. 25, 2013. 12. 12>
1. 질병 및 사고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2.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진단서, 학생창업신청서와 승인서 등 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 2분의 1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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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장이 학사경고를 하거나 제적을 할 때에는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제53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2017 03. 20>
1.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5.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광주과기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6.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
7.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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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각 과정 특칙
제 1 절 석사•박사과정 <신설 2009. 3. 30>

② 각 과정의 시간제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04. 9. 10>
제62조 삭제 <2009. 3. 30>
제63조(학점인정과 각 과정 수료성적)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 A+, A0, B+, B0, C+, C0, D+, D0와 S만을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3.0/4.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6. 5. 18, 2012. 5. 30>
제64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직전학기까지의 누계평균이 2.5/4.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전에 행한다.<개정 1996. 5. 18, 2010. 3. 19>

제55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1. 서류심사

제 2 절 학사과정 <신설 2009. 3. 30>

2. 필답시험
3. 면접시험
제56조(박사과정 입학시험)
① 광주과기원의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하여 1년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의 학생은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제
 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55조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시기,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30,
2010. 3. 3>
제57조(박사과정 입학)
①광
 주과기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6. 19, 2010. 9. 15>
②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8. 7]
제58조(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①광
 주과학기술원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에 필요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업연한을 적
용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5조는 제86조로 이동 2009. 3. 30]
제66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6조는 제87조로 이동 2009. 3. 30]
제67조(최장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7조는 제88조로 이동 2009. 3. 30]
제68조(과정 이수학점)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8조는 제89조로 이동 2009. 3. 30]
제69조(학년구분)
① 재학생의 학년은 이수학기 및 학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각각 2년 이상

1학년 : 33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2. 통합과정: 4년 이상

2학년 : 2학기 이상 이수 및 66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박사과정은 각각 6월, 통합과정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58조의2(최단수업기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기 이수한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의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
다. 다만, 과기원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수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 9. 10, 2007. 3. 27, 2010. 3. 3, 2010. 9. 15>
[제58조에서 이동 2011. 10. 28]
제59조(최장재학기간)
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학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7학년,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8학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3. 27>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3. 27, 2013. 12. 12>
③부
 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기간을 석사과정은 6개월,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3. 24, 2012. 12. 21>
④ 재학기간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59조의2(전공시험)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적합성과 학위취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공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 제적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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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지원자격) 학사과정의 지원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9. 3. 30]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8]
제60조(과정별 취득학점) 학생이 각 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12. 29, 2007. 3. 27, 2012. 8. 29, 2012. 12. 21>
1. 석사과정: 21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24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3. 통합과정: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4. 각 과정의 취득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이 3.0/4.5이상인 자에게는 학기말에 수료증을 줄 수 있다.
제60조의2(부전공, 복수전공) 각 과정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8]
제61조(취득학점의 제한)
①각
 과정의 전일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9학점 이상 12학점 이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

3학년 : 4학기 이상 이수 및 99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4학년 : 7학기 이상 및 10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② 학사과정에서 제1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수료를 인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9조는 제90조로 이동 2009. 3. 30]
제70조(학점인정 시험)
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은 학칙 제44조의 2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0조는 제91조로 이동 2009. 3. 30]
제71조 삭제 <2000. 12. 29>
제71조의2(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36학점(신소재공학전공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42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주전공 이외에 특정 부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15학점 이상의 일정 학점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전공의 이수를 인정한다. <개정 2017. 12. 18>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④ 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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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 3. 30]
제72조(재수강)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2조는 제92조로 이동 2009. 3. 30]
제73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실시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3. 3>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3조는 제93조로 이동 2009. 3. 30]
제74조(우등급 졸업생)
① 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
업장에 기재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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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학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4조는 제94조로 이동 2009. 3. 30]
제75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 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 다만, 계절 학기에 수강
한 자는 제외한다.

칙

제86조(납입금)
① 광주과기원 학생의 납입금의 종류와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2012. 5. 30, 2017. 3. 20>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5조는 제95조로 이동 2009. 3. 30]

② 각 과정의 국비장학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3. 24>

제 3 절 과학영재선발위원회<신설 2009. 3. 30>
제76조(목적) 이 절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6조는 제96조로 이동 2009. 3. 30]
제7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학처장, 영재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
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2016. 8. 19, 2017. 8. 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7조는 제97조로 이동 2009. 3. 30]
제78조 삭제 <2004. 9. 10>
제78조의2(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7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9조는 제98조로 이동 2009. 3. 30]
제8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0조는 제99조로 이동 2009. 3. 30]
제81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09. 3. 30] [제65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87조(기성회)
① 광주과기원에 기성회를 둔다. <개정 2015. 10. 29>
② 기성회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6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목변경 2015. 10. 29]
제88조(실비 징수)
①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연구시찰, 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
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7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89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전문개정 2009. 3. 30] [제68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0조(학자금 등)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석사,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국비장학생 및 과기원장학생에 대하여는 학업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휴학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 중 각각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생 중 각각 11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 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9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1조(수업료면제의 제외)
① 재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0조에서 이동 2009. 3. 30]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1조는 제100조로 이동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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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학생활동

제82조(입학자격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참작하여 영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입학자격을 인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2조는 제101조로 이동 2009. 3. 30]
제83조(입학자격인정 신청) 영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
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3조는 제102조로 이동 2009. 3. 30]
제84조(입학자격의 인정)

①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72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3조(과외활동)

① 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①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연구수행과 광주과기원내 질서 유지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4조는 제103조로 이동 2009. 3. 30]
제8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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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학생회)

[전문개정 2009. 3. 30] [제73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3조의2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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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영리활동의 금지)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0. 3. 3>

제102조(공개강좌)

[전문개정 2009. 3. 30] [제74조에서 이동 2009. 3. 30]

① 방학기간 중 타대학 재학생 또는 타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2. 5. 30>

제95조(간행물)

② 삭제<2012.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83조에서 이동 2009. 3. 30] [전문개정 2012. 5. 30]

①학
 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발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절 위임규정

③ 간행물의 발간, 편집 및 배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5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3조(시행규칙)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84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3절 생활관
부

제96조(생활관의 운영)
① 광주과기원은 학생의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관을 운영하며, 각 과정의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의 이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6조에서 이동 2009. 3. 30]

칙 <1994.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5.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절 외국인 학생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8.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7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거쳐 각 과정에 정원외로 조건부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부

칙 <2000.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및 학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으로서 이 학칙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77조에서 이동 2009. 3. 30]

부

칙 <2002.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5 절 연수생, 청강생, 공개강좌
제98조(연수과정)
① 광주과기원은 정상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과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정원외로 비학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수과정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79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9조(연수생의 자격)
①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자,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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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80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0조(청강생)
① 대학원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과목
의 청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81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1조(공개강좌)
① 과학기술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3. 30] [제82조에서 이동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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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5. 1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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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금 징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65조”를 “학칙 제86조”로 한다.
2. 교과과정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학칙 제62조 1항”를 “학칙 제44조의2”로 한다.
3. 급식보조비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의 “학칙 제69조”를 “학칙 제90조”로 한다.
4. 생활관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76조 제2항”를 “학칙 제96조 제2항”으로 한다.
5. 외국인학생 수학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77조”를 “학칙 제97조”로 한다.
6. 재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의 “학칙 제64조 및 제65조”를 “학칙 제64조 및 제86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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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강생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81조”를 “학칙 제100조”로 한다.
8. 학과장회의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의 “학과장회의”를 “학과·학부장 회의”로 하고, 제2조 제1항의 “원장이 의장이 되고, 부원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처장, 학과
장, 과학기술응용연구소장, 고등광기술연구소장, 국제화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을 포함한”을 “부원장이 의장이 되고, 학칙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

칙 <2013. 1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과 교학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도서관장, 고등광기술연구소장, 솔라에너지연구소장, 과학기술응용연구소장, 국제화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부

을 포함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9. 학생과외활동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73조 및 제74조”를 “학칙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10.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69조”를 “학칙 제90조”로 한다.
11. 학제학부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의 “학제학부”를 “학제전공”으로 한다.
12.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3조 제9호 및 제4조 제4항”을 “학칙 제3조 제9호 및 제3조의2 제1항”으로 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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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09. 6. 19>

부

칙 <2015. 10.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3.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1학기 및 그 이전에 입학한 대학원 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명칭(정보통신공학부, 기전공학부, 환경공학부, 의료시스템
학과)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속 명칭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지도교수, 수업, 졸업 등 제반 학사는 명칭 변경된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

칙 <2015. 3. 30>

부

칙 <2017. 3.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부

칙 <2010. 3. 19>

칙 <2017. 8.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부

칙 <2010. 9.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8조 개정조항은 개정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의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36학점까지만 졸업 학
점으로 인정한다.

칙 <2011. 3.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칙 제58조(최단수업기간)를 적용한 것은 제58조의 2(최단수업기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1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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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12. 5.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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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12. 8.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60조의 개정 내용은 변경 규정이 시행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3.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9조의2의 개정 내용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CAMPUS LIFE 2018

CAMPUS

LIFE

2018

Forms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 GISTian ▶ 광장 ▶ 자료실

학사

전산

관련 서식

관련 서식

1. 휴학, 복학, 자퇴, 입학유예등 학적 사항 관련 양식
2. 수강신청서, 수강신청 변경원, 수강신청 취소원 등 수강관련 양식
3. 타대학원, 석사과정 학점인정 신청서
4. 생활관 입사원서, 퇴사원서, 서약서 등 생활관 관련 양식
5. GIST 학위논문용 스타일 Text파일

1. 무선랜설치 및 등록신청서
2. 방화벽 포트오픈 신청서

전문연구요원

기타 행정

관련 서식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3. 채용동의서
4.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5.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6. 국외여행중 수행업무 내역서
7. 복무상황부 양식
8. 신입생 병무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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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1. 국영문 홍보 PPT 및 템플릿
2. ID카드신청서 및 임시출입증 발급 양식
3. 특허출원서류양식
4. 홍보물게시 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