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ㆍ아동학과/소비자학과 졸업사정 기준 안내
※ 졸업신청절차(졸업신청관련은 최소 졸업일 30일전까지)
졸업가능여부 본인확인→ 졸업인증(공인영어성적or대체수업or예외적용 中 택1) 통합정보(Web) 본인신청 →“졸업신청서”접수기간내 학과사무실 제출

졸업사정 심사기준(학칙 제62조)

* 졸업시험 신청 대상 : 4학년 2학기 재학 중 7학기 이수자는 해당학기에 꼭 시험을 치루어야 함
* 졸업시험 과목
[소비자・아동학과(~18학번)]
- 필수과목(2과목 :소비자와시장, 아동과가족) 영역선택(2과목 : 소비자선택-가계재무설계,소비자의사결정 아동선택-보육학개론,보육과정)
[소비자학과(19학번~)] 2021.04.06.학과회의 결정사항으로 추후 기준변경 가능
- 필수과목 (소비자학과 교과과정 필수 교과목 13과목 中 4과목 선택)
* 졸업시험 일정 : 1학기 : 5월 2째주 금요일 10시 ~ / 2학기 : 11월 2째주 금요일 10시 ~

** INU핵심교양(5개영역) : 리더십, 창의융합, 문제해결, 의사소통, 글로벌
*** 균형교양(6개영역) : INU인성, 언어와문학, 과학과기술, 역사와문화, 인간과사회, 예술과 스포츠

부ㆍ복수전공 졸업사정기준

* 교과목 이수 기준 및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은 주전공(소비자학과/소비자・아동학과)의 졸업사정 기준을 따름
* 교과목의 경우 이수할 당시의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졸업사정 인정

졸업인증(영어) 졸업사정기준
- 인증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
(단,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 인증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 기간내(졸업 30일전까지 신청) 인천대학교 통합정보(Web) 본인신청
1) 공인영어성적기준 점수 이상 취득(2022학년도 3월~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개정)
-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 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로 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2) 영어졸업 대체수업 이수
-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2과목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3)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인증대상 :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전형 중 한국국적자 제외)
- 인증방법 : 기간내(졸업 30일전까지 신청) 인천대학교 통합정보(Web) 본인신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미만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
- 4급 이상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성적의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
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졸업유예제도(학칙 제 66조의2 제1,2항)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졸업 연기
- 대상 :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영어인증, 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재학생만 가능, 수료생 불가)
-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 주의사항 :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1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 1차 등
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졸업) 불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학 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