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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2022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활 가이드

l  열린사이버대학 (Open Cyber University)  l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 위치: 대학본부(C6) 1층 / 전화: 640-2027

열린사이버대학이란?

 열린사이버대학(OCU)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OCU 컨소시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

  공지사항, 학사일정, 리포트제출, 중간고사 등 수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OCU 컨소시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운영

  협정된 타 대학 소속 강사의 강의와 현직 전문인의 강의를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수강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수강신청방법

 우리대학 수강신청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

  실제 교과목은 OCU 홈페이지에서 수강함에 따라 OCU ID를 OCU 컨소시엄에서 발급받

아서 사용

학점이수

  재학 중 OCU 교과목은 최대 35학점(국내 타대학 교류 학점을 포함)까지 수강가능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l  특별학점  l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 위치: 대학본부(C6) 1층 / 전화: 640-2026

특별학점제도란?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교양학점을 인정하여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
상과 자격증취득을 장려

  졸업 후 취업역량향상을 위한 재학생들의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다전공을 보다원활
하게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신청 대상

 자격조건:  재학생(휴학생, 타대학 교류수학 및 특별학점 교과목을 수강 중인 학기에는 특별학
점 신청이 불가)

 자격증 참고사항: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학점 인정 불가

신청 절차

 매 학기말 특별학점 신청계획을 학과 및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인트라넷에서 특별학점 교과목 및 관련 내용을 입력

 학과에 대상자격증을 제출 후 학사운영과에서 자격조건 등을 검토 후 성적 확정

신청 시기 

 매 학기말(1학기말: 6월초, 2학기말: 12월초) 

구분 영  역 교과목 학점 등급 공인된 표준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및 자격증 등

1 영  어
영어 Ⅰ,영어Ⅱ 

중 택1
3 A+

TOEIC 800점, CBT TOEFL 225점, IBT TOEFL 70점,
New TEPS 452점, IELTS 6.0이상 소지자

2 독일어
독일어 Ⅰ,독일어Ⅱ 중 

택1
3 A+ Goethe-Zertifikat A2 이상

3 중국어
중국어 Ⅰ,중국어Ⅱ 중 

택1
3 A+ 新HSK 6급

4 일본어
일본어 Ⅰ,일본어Ⅱ 중 

택1
3 A+ JPT 650점, JLPT N2급(JLPT 2급)

5 
자  연
과  학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교과목, 

자연과학 영역의 
컴퓨터프로그래밍 로직 

중 택1

3 A+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4과목 각 B등급이상,
MOS Master, e-Test Professionals 1급, ICDL Start 이상

----------  특별학점 대상 교과목 및 자격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