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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 범위 (학사내규 제 75조)
① 직계가족의 사망(증빙서 첨부)
②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증빙서 첨부)
③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교학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④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교학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⑤ 기타 교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3. 상기 각 항의 경우에도 출석인정승인서(별첨자료 참조)를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인플루엔자와 같은 법정 감염병(<표 1> 참조)의 경우는 기간을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석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Step. 1 학생 할 일
· 2의 ① ∼ ⑤ : 관련 증빙서 첨부
(시작)

내용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 법정감염병 : 병원진단서 첨부 → 세종캠 건강진료센터 의사와 면담 →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병원진단서에 의사 소견 기재)
(출석인정승인서+병원진단서)

Step. 2 학과 행정실 할 일
(중간)
교학처장 결재
→ 학생에게 출석인정승인서 전달
Step. 3 학생 할 일
(중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출석인정승인 확인 및 날인
Step. 4 학과 행정실 할 일
(끝)
학장 결재 및 보관

→ 소속학과 행정실에 제출

※법정감염병의 경우는 본교 건강진료센터 의사와의 면담이 추가로 필요함.

6.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경우는 교무입시팀 휴학담당 선생님 (내선 : 2566)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표 1>. 법정감영병 종류
군별
1군 감염병

2군 감염병

감염병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
뇌염, 수두, B형 간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말라리아, 성홍열, 결핵, 한센병,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
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

3군 감염병

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
이츠펠트 야콥병, 인플루엔자,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종 감염증

기타 감염병

4군 감염병(23종), 5군 감염병(6종), 지정 감염병(5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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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되어 학사내규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 범위)에 의
하여 해당일시의 결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오니 정정 하신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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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은 담당교수 출석인정확인(날인)후 해당 대학(학부) 행정실에 제출할 것.
(단, 본 승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출석정정은 인정치 않음)
2. 해당 행정실에서는 출석인정승인서를 접수 후 대학장(학부장) 확인란에 날인을 하시고 보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