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예비대학(Pre-College) 안내 사항

1. 운영개요

• 참여대상: 2021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중 등록자

• 운영기간: 2021년 1월 21일(목) ∼ 2월 19일(금)

• 내 용: 학점인정강좌 및 학점비인정강좌

2. 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비고

학점인정 강좌
-컴퓨터자료처리(on-line수업, Pass/Fail)
-컴퓨터문서작성(on-line수업, Pass/Fail)

수강료 있음
(학점당 91,000원)

대학강좌 맛보기

-사회과학입문
-기술시대의회계
-현대천문학개론
-언어논리입문
-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학점 불인정
on-line 강좌
수강료 없음

MOOC 강좌

-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
- 21C 필수역량 강화를 위한 팀 앙트레프레너십
- 성공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과 소셜벤처 창업
-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커버스 창업
- 논쟁으로 보는 한국 성리학
- 예기(禮記), 함께하는 삷에서의 품위 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춘추(春秋), 이상 사회를 향한 역사의 법정
- 글로벌경제사,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역사
- 미적분학1

대학생활 안내특강
-학부대학 우수 LC활동 영상
-하루 15분 정리의 힘

대학입문 특강
-FYE세미나Ⅰ
-컴퓨팅과기초SW



3. 문의사항

✓ 예비대학 관련 문의사항은 학부대학행정실 (031-299-4224)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시기 전에 학부대학 홈페이지의 예비대학 안내사항 및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 바랍니다.

✓ 학부대학 홈페이지(https://hakbu.skku.edu) -> 예비대학 -> 예비대학 프로그램, 
예비대학 FAQ

• ‘성균인ID’  개설

✓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kku.edu) 우측상단의 「킹고포털 -> 
학생」을 클릭하여 팝업창 에서 성균인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 성균관ID는 한번 개설하면 변경이 어려우며,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이후에도 
사용하는 ID이므로 신중하게 ID명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주요 제공 서비스        

ú 학사관련서비스
ú e-Mail 주소 제공(예: 성균인ID@skku.edu)
ú 저장 폴더 제공
ú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ú 홈페이지빌더 제공

• 프로그램 선택 및 수강
< 예비대학(Pre-College) 프로그램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본인의 의사
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 프로그램 수강신청: 아이캠퍼스 홈페이지(http://icampus.skku.edu)에서 본인

                      로그인 후 ‘비정규강좌’에서 예비대학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습 (수강신청기간: 2021. 1. 8.(금) ∼ 1. 12.(화))
✓ 수강료 입금기간 및 방법: 2021. 1. 14.(목) ~ 1. 18.(월) (3일간), 

학생 개별 가상계좌로 금액 확인 후 입금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학생 GLS 로그인
-신청/자격관리-예비대학-예비대학 신청정보)

※ 교과목별 수강료 세부 금액 사전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입금 가능합니다.)

※ 수강료 납부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1. 학점취득 강좌 ☛ 『컴퓨터문서작성, 컴퓨터자료처리』

✓ 학점 취득
ú 입학 이전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ú 『컴퓨터문서작성, 컴퓨터자료처리 』 강좌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입학 
후 동 일 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과목소개

▷컴퓨터 자료처리(1학점, 김문현 교수)
컴퓨터 자료처리 개념을 MicroSoft Office의 EXCEL, ACCESS를 기반으로 
소개하며, 이들의 활용기법을 실제 예제를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이해한다.

http://www.skku.edu/
mailto:������OAIID@skku.edu


▷컴퓨터 문서작성(1학점, 윤희용 교수)
일반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 파워포인트)를 
소개하며,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기본에서 
중급정도의 수준까지를 목표로 한다.

✓ 성적인정방법 및 인정학기
ú 성적 인정방법: Pass/Fail
ú 성적 인정학기: 2021학년도 1학기

✓ 수강신청
ú 수강신청: icampus 홈페이지(http://icampus.skku.edu)에서 신청
ú 수강신청 기간: 2021. 1. 8.(금) ~ 1. 12.(화)
ú 수강료: 학점당 91,000원
ú 수강료 납부기간: 2021. 1. 14.(목) ~ 18.(월) (3일간) 학생 개별 가상계좌로 
금액 확인 후 입  금 (성균관대학교홈페이지-학생 GLS 로그인- 
신청/자격관리-예비대학-예비대학 신청정보)

ú 입금계좌: GLS 로그인 후 가상계좌 메뉴 확인(은행 업무시간중 납부)
ú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료 납부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할 수 없습니다.

2. 대학강의 맛보기

✓ 개요: 대학강의 맛보기는 성균관대학교의 정규광좌를 온라인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분야의 여러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 대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미리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 수강 신청
ú 수강신청 및 수강방법: icampus 홈페이지(http://icampus.skku.edu)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하는  On-Line 프로그램임

ú 수강료: 없음

구분 강의명 교수자
관련 

학문분야

교양영역

앙트레프레너십과리더십 이원준 리더십영역

기술시대의회계 백태영 경영학

현대천문학개론 박일홍
기초자연과학

영역

기초영역 사회과학입문 유홍준 사회학

일반선택 언어논리입문 박정하 일반선택

· 1학점(P/F), 2020. 1. 2 5 .(월) ~ 2 . 5 .(금), 100% 온라인 수업

· 1학점(P/F), 2020. 1. 2 5 .(월) ~ 2 . 5 .(금), 100% 온라인 수업

http://www.icampus.ac.kr/


3. 대학생활 안내 특강

✓ 개요: 학부대학 우수 LC활동 안내 및 학생지원사업 소개 특강은 학부대학 대계열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 학습방법, 외국인 친구사귀기 등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안내하는 특강입니다.

✓ 세부프로그램
ú 학부대학 LC(학습공동체, Learnin Community) 활동 안내
ú 학부대학 어깨동무/글로벌버디 안내

✓ 수강 신청
ú 수강신청 및 수강방법: icampus  홈페이지(http://www.icampus.ac.kr)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하 는 On-Line 프로그램임

ú 수강료: 없음

4. 대학입문 특강

✓ 개요: 대학입문특강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신입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학의 학업 및 생활을 준비하여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세부프로그램: FYE세미나Ⅰ, 컴퓨팅과 기초SW

✓ 컴퓨팅과 기초SW(‘컴퓨팅사고와SW코딩’의  선수과목으로  입학전  수강  권장)
ú SW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컴퓨팅 개요, 실생활과 밀접한 컴퓨팅 
기술을  소개하여  정보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임

ú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의 주요개념을 
학습하고 문제분석력 및 논리적 사고력 학습에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임

ú SW원리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 향상방안인 알고리즘과 
순서도 작성 등을 연 습함

✓ 수강 신청
ú 수강신청 및 수강방법: icampus 홈페이지(http://icampus.skku.edu)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하는 On-Line 프로그램임

ú 수강료: 없음

http://www.icampus.ac.kr/


5. MOOC 특강

✓ 개요: MOOC 특강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성균관대학교가   
  동계방중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수업이며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예비신입생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사전 정보 획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 수강 신청
ú 수강신청 및 수강방법: icampus 홈페이지(http://icampus.skku.edu)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하는 On-Line 프로그램임

ú 수강료: 없음

강의명 교수자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비즈니스 김경환

21C 필수역량 강화를 위한 팀 앙트레프레너십 이원준

성공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 수립 최우진

4차 산업혁명과 소셜벤처 창업 김성민

4차 산업혁명과 모바일 커머스 창업 정민혜

논쟁으로 보는 한국 성리학 이천승

예기( 禮 記 ),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조민환

춘추( 春 秋 ), 이상 사회를 향한 역사의 법정 신정근

글로벌경제사,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역사 손병건

미적분학1 채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