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예비대학 강좌 수강 안내 사항

1. 운영개요

• 참여대상: 2022학년도 수시전형 합격자 중 등록자

• 운영기간: 2022년 1월 24일(월) ∼ 2월 18일(금)

• 내 용: 학점인정강좌 및 학점불인정강좌

2. 학점인정강좌(총 3과목) 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기간

- 수강신청:  1/14(금) ~ 1/19(수) 오후 1시 마감 (3과목 동일)

- 수강료 납부기간: 1/20(목) ~ 1/21(금) (3과목 동일)

3. 세부내역

구분 강좌명 학점 세부내용 비고

학점인정 
강좌

컴퓨터문서작성 1
수강기간: 1/24(월) ~ 2/11(금) Pass/Fail

on-line 수업
수강료 있음

(학점 당 
91,000원)

컴퓨터자료처리 1

기초물리학 1 수강기간: 2/7(월) ~ 2/18(금)

대학강좌 
맛보기

-인간과토지의문명사
-인공지능을위한기초수학

-특허와창업
-한국사상과문화의이해
-동아시아의상호소통과

한자문명
-한국역사의이해
-대중음악의이해

-한국사회와미디어
-뮤지컬과오페라
-발표와매체언어

수강신청: 1/14(금)~2/18(금)
수강기간: 1/24(월)~2/18(금) 학점 불인정

on-line 수업
수강료 없음

대학입문
특강

소프트웨어기초
수강신청: 1/14(금)~2/18(금)
수강기간: 1/24(월)~12/3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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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고ID LOGIN 클릭 

후 팝업창에서 성균인 가입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성균관ID는 한번 개설하면 변경이 어려우며,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이후에도 

사용하는 ID이므로 신중하게 ID명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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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비정규강좌’에서 예비대학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습 

✓ 수강료 납부 방법: 학생 개별 가상계좌로 금액 확인 후 입금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학생 GLS 로그인

-신청/자격관리-예비대학-예비대학 신청정보)

✓ 수강료: 1학점 당 91,000원 

✓ 수강기간: 2022. 1. 24.(월) ~ 2. 18.(금) (과목 별 상이)

※ 교과목별 수강료 세부 금액 사전 확인 후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납부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http://www.skku.edu/


1. 학점취득 강좌 『컴퓨터문서작성, 컴퓨터자료처리, 기초물리학』100% 온라인 수업

✓ 학점 취득
ú 입학 이전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ú 『컴퓨터문서작성, 컴퓨터자료처리, 기초물리학』 강좌에서 성적을 취득한

(Pass를 받은) 학생은 입학 후 동 일 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과목소개

▷컴퓨터 자료처리(1학점, 이상원 교수)

컴퓨터 자료처리 개념을 MicroSoft Office의 EXCEL, ACCESS를 기반으로 

소개하며, 이들의 활용기법을 실제 예제를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이해한다.

▷컴퓨터 문서작성(1학점, 추현승 교수)

일반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서작성 프로그램 (한글, 파워포인트)를 

소개하며,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글 및 파워포인트를 기본에서 

중급정도의 수준까지를 목표로 한다.

▷기초물리학(1학점, 이주열 교수)

  물리학의 기본현상을 이해하고 간단한 수식을 통해 설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물리학과 수학적 배경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식 일반물리학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 성적인정방법 및 인정학기

ú 성적 인정방법: Pass/Fail

ú 성적 인정학기: 2022학년도 1학기

2. 대학강좌 맛보기 및 대학입문특강

✓ 개요: 대학강좌 맛보기는 성균관대학교 정규강좌의 1~3주차 강좌를 온라인으로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입문특강은 정규강좌가 아닌 예비대학 

전용 강좌로 1년 내내 편하게 수강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 수강 신청

ú 수강신청 방법: 학점인정강좌와 동일

ú 수강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