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과제 제출서류, 일정표, 평가자격 안내]
제출 : adpr_sy@naver.com (광고홍보학부사무실)
- 본인 서명란에 서명하여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제출
- 제출하는 파일마다 본인의 학번-이름 반드시 기입할 것
제출기한 : 2021. 4. 9. (금), ~ 17:00
문의 : 044-860-2852
*학부장 메일 : hiumsu@hongik.ac.kr

졸업과제 일정표
1. 졸업과제 신청서 (필수)
2. 윤리서약서 (필수)
3. 외국어 성적 증명서 (필수)
4월9일(금)

졸업과제

신청서

관련서류 제출

및

4.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과목 리스트 (필수)
5. 이번 학기 시간표 (필수)
6. 외국어성적제출 서약서 (필요시)
7. 외국어능력 강화계획서 (필요시)
8. 전공과목 미수강 사유서 (필요시)

5월6일(목)

기획서 제출

5월10일(월)~5월11(화)

1차 PT

미정(추후 공지)

2차 기획서 제출

미정(추후 공지)

2차 PT

통캠 수강 학생은 수업시간에
미수강 학생은 월, 화 중 택일

※ 6, 7, 8 번 서류 제출 학생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은 서명 대신 이메일 승인과 도장
날인으로 대체 가능함
1. 학생이 메일로 지도교수에게 보내면 지도교수가 승인 후 이메일 답장 전송
2. 학생이 그 내용을 학부장에게 보내면 학부장도 메일로 승인한다는 답장 학생에게 전송
3. 이후 학생은 모두(지도교수, 학부장)의 확인을 받은 메일 내용 전부를 행정 조교에게 전달
4. 행정실에서 도장 날인하여 보관

졸업과제 평가자격
교과목

외국어 성적
‣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제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
a. TOEIC-650점, OPIc-IM1등급,
TOEFL(iBT)-72점, JPT-570점, TEPS-570점,
JLPT-2급, TOEIC Speaking-5급, HSK-5급

‣ 광고홍보학부 전공필수 및 내규지정과목을 모두
이수
- 전공필수(광고학개론, PR학개론,
마케팅개론, 커뮤니케이션개론)
- 내규지정과목(광고기획론,
광고PR조사, 미디어플래닝, PR기획론)
※내규지정과목 적용은 2016학번부터
‣ 7학기 포함하여 전공 60학점 이상 취득

b. 기타 외국어에 대한 능력 입증 서류 제출
가능
또는
‣ 학부 영어전공강의 수강
a. 광고홍보학부 영어전공강의(교양강의,
타과강의 불가) 2과목 이상 수강: 이번
학기(2021-1학기)에 수강하는 영어전공강의도
포함, 단 6월 30일까지 해당 과목의 성적을
담당 교수에게 확인받아 학부사무실에
전달해야 함.
b. 위 수강한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C+학점
이상
c. 영어전공강의는 취업계 제출로 대체 불가능

- 1학년 1학기부터 졸업과제 진행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모든 과목 인쇄 후, 매 학기 수강한
전공과목에 형광펜 표시하고 수강한 총 전공학점
적어서 제출

[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전체성적조회-출력수강한 영어전공강의에 형광펜 표기할 것]

[클래스넷-졸업 요건조회-광고홍보학부 선택졸업관련 정보조회-출력]
※ 6학기 이하 학생, 즉 3학년 학생은 졸업과제 신청 불가
※ 7학기 재학 중인 학생의 졸업시험 응시 자격
1) 졸업과제 신청 시점에 외국어 성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 7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교과목 요건 (전공 60학점 이상 취득 & 전공필수 및 내규지정과목
모두 이수)이 충족되어야 함
3) 7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하면 교과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유서 작성 후 과제 진행
※ 8학기 이상 학생 중에서
1) 졸업과제 신청 시점에 외국어 성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작성 후 과제 진행
2) 7학기 차까지 교과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사유서 작성 후 과제 진행
※ 전과/편입생의 졸업시험 응시 자격
1) 전공필수 및 내규지정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총 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전과 승인년도부터 졸업과제 제출 직전학기까지 매 학기 광고홍보학부 전공 교과목을 3개 이상
수강하여야 함
3) 위 표의 내용에 따라 외국어 성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2021-1학기 졸업과제 상세서류 제출 안내]
영어성적 제출 학생 제출서류

영어성적 미제출 학생 제출서류

졸업과제 평가의뢰서

졸업과제 평가의뢰서

졸업과제 윤리서약서

졸업과제 윤리서약서

졸업과제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졸업과제 직전학기까지 수강한

전공과목에 형광펜 표시하고 수강한

전공과목에 형광펜 표시하고 수강한

총 전공학점 적어서 제출
2021-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총 전공학점 적어서 제출
2021-1학기 수강신청한 과목

바둑판시간표 제출
1.공인외국어능력시험 점수

바둑판시간표 제출

비고

2.학부 영어전공강의수강
위 둘 중 1개 출력해서 제출
외국어성적제출 서약서
외국어능력 강화계획서
직전학기까지
전공과목
전공과목 미수강 사유서

전공과목 미수강 사유서

미수강이
있는 학생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