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박물관학전공 졸업인증 내규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박물관학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

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시행 취지)

졸업인증제의 시행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연계전공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졸업 후의 진로 설정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공 및 비교과과정 이수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한다.

②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특강 및 각종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공 교육을 심화할 수 있

도록 한다.

제 3조(졸업인증 요건)

① 졸업인증 요건으로서 전공영역에서 300점 이상과 어학영역에서 200점 이상의 합

산점수를 각각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영역 인증평가 항목 및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공

영역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 취득 300점

졸업논문 제출 및 합격 200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1급(70점 이상) 200점

2급(60～69점) 100점

건축 관련 기사
(건축기사, 실내
건축기사, 도시
계획기사 등)

자격증

국토교통부

자격증 취득 200점

필기고사 합격 1건 당 100점

문화재 발굴,

박물관 및

미술관 인턴십,

각종 전공 관련

공모전 수상

관련 공인기관
2개월 이상 혹은 1회

당
100점

각종 전시 기획

및 출품, 전공

관련 전시 및

관련 공인기관 1회 당 50점



③ 어학영역별 인증평가 항목 및 점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제 4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규정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

우에는 제 3조에 규정된 졸업인증 요건으로서 취득해야 하는 기준 점수를 전공영역

200점 및 어학영역 100점으로 각각 경감한다.

제 5조(내규의 개정)

졸업인증 내규는 필요에 따라 연계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행사 진행요원

등 참여

각종 전공 관련

특강 및 교육

참여

관련 공인기관 1회 당 30점

어학

영역

국어능력인증시험/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200점

3급 이하 100점

한자(漢字)능력시험
2급 이상 200점

3급 이하 100점

영어(TOEIC)
700점 이상 200점

600∼699점 100점

영어회화능력(OPIC)
AL～IM등급 200점

IL～NH등급 100점

중국어(HSK)
5급 이상 200점

3～4급 100점

일본어(JLPT)
600점 이상 200점

500～599점 100점



졸 업 논 문 작 성 계 획 서
(문화재박물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전공:

졸업예정:       년     월 연락처:

논문제목: 

논문개요(100자 이상):

 본인은 문화관광학 전공의 졸업논문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서명)

주임교수                (서명)



졸업인증표
(한남대학교 문화재·박물관학 전공)

이름: 학번: 학년: 학과 :

졸업예정:      년    월

항목 점수 세부내용 증빙서류 비고

전공영역

어학영역

총합

상기 졸업인증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임교수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