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계원예술대학교

2022학년도 (동계)계절학기 학점교류 안내
 

학점교류 신청 및 절차

1. 주요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추천 기간 ~ 11.24.(목) 17:00까지
소속 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공문 발송

계원예술대 

학번 발표
11.30.(수) 17:00 이후 개별 문자 공지

수강신청 및 
강의계획서 조회

교무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계원예술대학교수강시스템
(www.sugang.kaywon.ac.kr)  

수강내역 및 강의계획서 확인

수업료 납부
(등록)

1차 12.5.(월) 10:00 ~ 12.9.(금) 17:00 수업료 미납부시 자동 
수강취소2차 12.12.(월) 10:00 ~ 12.16.(금) 17:00

동계계절학기
수업기간

2학점 2023.1.2.(월) ~ 1.13.(금)

3학점 2023.1.2.(월) ~ 1.20.(금)

강의평가 
성적열람

2023.1.25.(수) ~ 1.27.(금)
계절학기 

성적 이의신청 불가 
(P/N성적기입)

성적 확정 2023.1.30.(월) 학교별 공문 발송 예정

2. 학점교류 신청

○ 지원 자격: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학점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소속 대학과 개설대학의 학칙 및 내규를 준수



3. 학점교류 절차

1
소속대학

학점교류 신청
 2

학점교류생
추천 명단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계원예술대학교
학번 부여 및 
일괄 수강신청

 4
계원예술대학교

수강정정

학생 소속대학 유관부서
계원예술대학교 

교무팀
학생



8
소속대학
성적 인정

 7
계원예술대학교

성적 발송
 6 수업 수강  5

수업료 납부
(등록)

소속대학 유관부서
계원예술대학교 

교무팀
학생 학생

계절학기 수강 신청 및 절차

1. 수강 신청

수강신청
교과목 ⚫ 최대 3과목까지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및 정정

⚫ 수강 신청 :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추천 명단 학생들을 일괄 수강 신청

⚫ 수강 정정 : 수강 정정내역을 수기 수강신청서에 작성하여 사업단으로 

제출(본교에서 일괄 수강 정정)

교류포기
(수강취소)

⚫ 수기 수강취소서를 작성하여 계원예술대학교 사업단으로 제출(본교에서 

일괄 수강취소)

⚫ 미삭제(수강신청 내역 존재) 시, 해당 교과목 자동 F처리 후 성적 발송

2. 수강 절차

1 개설 교과목
리스트 확인  2

강의 계획서
조회 및

일괄 수강신청
 3 (1차)

수업료 납부  4 수업료 미납자 
확인



8 성적 열람  7 수업 수강  6 수업료 납부 
최종 확인  5 (2차)

수업료 납부

3. 수강
○ 교시별 시간 (교시 당 50분)

교시 시간 교시 시간 교시 시간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 교과목

이수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간 총 

수강인원
컨소시엄 대학 
수강 인원 비고

전선 메타버스 예술작품 전시 3 3 30 15

교양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세미나 2 2 500 250 온라인(LMS)

○ 교과목 개요

교과목명 개요

메타버스 예술작품 전시
3D모델링 기반의 예술작품 제작과 전시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고 
3D스캐너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3D모델링 작업을 학습한다. 메타버스 
전시를 위한 작품제작 및 3D스캔 데이터 수정 기법을 학습한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세미나

혁명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지나 디지털 지구의 새로운 문명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미 시작된 미래, 메타버스의 산업구조인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상호작용 장치, 사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을 기반으로 실감미디어를 이
해하고 VR, AR, 공연, 전시,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 등 메타버스 크리에
이터가 되기 위한 입문과정 교과이다.
본 강의는 매주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분야의 전
문가를 옴니버스 특강 형식(MOOC)으로 진행된다.

4. 수업료 납부(등록)

수강료 학점당 110,000원

납부기간

수업료 

납부기간 및 

고지서 조회

Ÿ 고지서 조회기간 : 수업료 납부기간과 동일

Ÿ 학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추후 홈페이지 공지)

납부방법
가상계좌

Ÿ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 가상계좌로 입금/이체

Ÿ 금융기관 창구수납,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송금 수수료 

   전액 본인 부담

Ÿ 본인 가상계좌번호 및 예금주 일치 여부 확인 후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유의사항

Ÿ 수강 신청한 전 과목(학점)의 수강료에 대해 1장의 고지서만 발행

Ÿ 수업료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한 번에 완납 필수

(분할 납부 불가: 기 수강신청 과목 전부 미납 처리)

Ÿ 수업료 미납 시 신청교과목 자동 취소

 (1) 환불

○ 수업료 환불기간 내 납부금액 전액 환불(교무팀으로 전화 신청)

○ 환불신청기간 : 2023. 1. 2.(월) 10:00 ~ 1. 4.(수) 15:00까지 <3일> 

 (2) 시험 및 성적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든 교과목은 중간/기말고사를 반드시 진행하되 

중간/기말고사 방식은 시험, 과제 대체 등 교·강사 재량에 따라 운영



Ÿ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 대면 시험 가능(강의계획서 참고)

○ 성적평가방식: 평점표상 수강인원 (2023. 1. 27.(금) 기준)에 따라 상이

구분 성적평가방법

메타버스 예술작품 전시

상대평가2 유형 (A비율30% 제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세미나

5. 참고사항

○ 소속 대학교에서 계원예술대학교로 학점교류생 추천 명단과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완료 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로그인 방법 추후 공지)

○ 계원예술대학교 학적 취득 후 학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수강신청, 강의평가, 성적확인 등)

○ 학점교류 신청 이후 계원예술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 확인 요망

○ 대면 강의 진행 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예정

- 대면 수업 수강생/교강사 중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교과목 대면 수업 중단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예정 (필요시 교강사 대체)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실감미디어 학점교류 관련 문의: 031-420-0697

○ 학점교류 및 계절학기 관련 기타 문의: 031–420– 1723 ~ 1724

2022. 11.

계원예술대학교

계원디자인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