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정규졸업 대상자
졸업신청 및 졸업유예 신청, 졸업시험 안내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2018-2학기 정규졸업 대상자의 졸업신청 및 졸업유예 신청, 졸업시험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관련근거]
가. 학칙 제 11장(이수의 인정 및 졸업) 제 47조 2항(졸업논문 등), 제 49조(졸업) 1항
나. 학칙시행세칙 제 14장 제 77조(졸업기준) 1항 및 2항, 제 78조 1항

정규졸업 대상자 신청 안내
■ 목적
1.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함
2. 졸업요건에 미 충족하거나, 충족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부·복수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함(최대 2학기)

졸업 신청 또는 졸업 유예신청 중 1가지 반드시 신청

■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10.15(월) 10:00 ~ 26(금) 17:00

1가지 필수 선택

졸업 시험

11. 17(토) 08:00 ~ 18(일) 23:59

모든 학부 전체

불합격자 재시험

11. 24(토) 08:00 ~ 23:59

미응시자 포함

졸업신청 또는 졸업유예 신청
(1가지 필수 선택)

■ 신청 방법
1.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KYCU] - [졸업] 해당사항 클릭

[정규졸업신청 또는 졸업유예신청 중 1가지 반드시 신청]
2. 페이지 하단에 [신청] 클릭

3. 주전공 졸업 평가유형 선택

4. 주전공 졸업 트랙 선택

※ 학과별 출제 유형 트랙 참조
학부
복지학부

휴먼학부

실용학부

전공
요양시설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다문화한국어
상담심리
경영
문화관광
자산관리
글로벌뷰티
재난안전소방

5. 복수전공 졸업 트랙 선택
※ 복수전공 이수 학생만 해당!

6. [신청완료] 클릭

출제유형
[단일트랙] 사회복지
[A] 보육교사
[B] 사회복지
[A] 평생교육사
(복지학부 공통)
[A] 보건행정
[A] 한국어+다문화
[B] 한국어
[단일트랙]
[단일트랙]
[단일트랙]
[단일트랙]
[단일트랙]
[단일트랙]

부 ․ 복수전공자 안내
1. 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시험일에 맞춰 시험을 주전공/복수전공 각각 2회 응시해야 함
2. 부전공자의 경우 부전공학과에 대한 별도의 시험은 없음. 주 전공학과 졸업시험만 응시하면 됨.

졸업시험 관련 사항 안내
1. 기출문제는 11월 초 각 학과 공지사항을 통해 등록 예정.
※ 기출문제 등록 후 학과 조교를 통한 문자발송 예정
가. 시험 출제
- 전공학문에 대한 응용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평가
- 각 학과별 2개 이상의 주요전공과목을 수합하여 하나의 시험지로 출제
※ 과목 선정은 학과에서 결정, 기출문제를 통해 안내될 예정
나. 평가
- 합격기준 60점 이상
- 점수공개는 없으며, 합격, 불합격으로만 평가

■ 시험 진행 절차
1.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2. [MY KYCU] - [졸업평가응시] - [클릭]

3. 시험 버튼 클릭 후 시험 진행
※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시험도 응시 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학교에 등록되어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응시시간 + 60분 추가] 시간 부여
(응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연장시간이 적용됩니다.)

2. 졸업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졸업요건에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졸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료로 인정 됨
졸업요건
1) 졸업신청 학기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이수
2) 전 학년 평점평균이 1.5이상인 자

3. 졸업유예 신청자는 신청 후 다음 학기 수강신청 진행.(교내장학 혜택 없음)

■ 문의전화
요양시설경영학과 : 042) 722  0101, 0102
사회복지학과 : 042) 722  0101
노인복지학과 : 042) 722  0102
보건의료복지학과 : 042) 722  0103
다문화한국어학과 : 042) 722  0104
상담심리학과 : 042) 722  0105
경영학과 : 042) 722  0106
문화관광경영학과 : 042) 722 - 0106
자산관리학과 : 042) 722  0106
글로벌뷰티학과 : 042) 722  0107
재난안전소방학과 : 042) 722 - 0107

건 양 사 이 버 대 학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