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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학교 규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절차는 미국 본교와 동일합니다. 

조지메이슨대학교 본교의 학교 규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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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1 수강, 출석 

 학사 일정 

 학업의 의무 

 수강신청 

 특별 수강신청 

 수강 철회 

 출결 규정 

 재등록 (or 재입학) 

 휴학 

 

다음 학기 또는 여름 학기 수강신청은 가을, 봄 학기의 학기의 후반기에 진행되며, 수강신청 기회는 여러 

그룹 별 (대학원생, 4학년, 3학년,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됩니다. 학적과에서는 

수강신청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적힌 타임티켓을 학생 개인 별로 발급합니다. 타임티켓은 학생이 

기존에 이미 취득한 학점 수를 참고하여 발급되므로, 그룹 내의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수강신청 일정 및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registrar.gmu.edu와 패트리엇 웹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P.1.1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은 registrar.gmu.edu 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학기 단위 스케줄을 운영하며 여름 

계절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P.1.2 학업의 의무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한 학기 당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의 

학기 당 이수학점은 대학원 규정(Graduate Policies)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학사일정 계획 및 

운영을 위해 입학 예정자는 본인이 교육과정을 전일제 또는 파트타임으로 이수하는지, 더불어 주간 또는 

야간으로 이수하는지 그 여부를 사전에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수형태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직장일이 학업의 의무보다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의 경우 전일제를 택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 당 6학점 이상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직장을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업영역에서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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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당 최소 이수학점인 12학점만을 수강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 4년 이내에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학기 당 최대 이수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수강하고자 한다면, 학생은 학적과에 이에 대한 승인서를 사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학사과정생 및 

비학위과정 학부생은 학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석사과정생 및 비학위과정 대학원생은 소속 

학과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       최대 학점 한도 

학사과정생        18 

학사경고 학사유예 및 정학 처분에서 복교한 학사과정생                            13  

석사과정생                    12 

비학위과정생                    10 

 

AP.1.2.1 재정적 양호 상태(Financial Good Standing); 제한조치 없음(No Holds on Record) 

학생이 학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대출도서 미반납 등으로 등으로 

인한 제한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등록금 미납금이 있거나 또는 어떤 종류의 제한조치가 진행 중인 

학생에게는 성적 증명서 발행, 졸업 증서 발급, 수강신청(추가, 삭제, 철회 등)을 비롯한 학사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한조치의 경우 학생이 중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보상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이나 주차 위반, 예방 접종 미비 등으로 인한 벌금, 

메이슨 도서관 또는 제휴 도서관 연체료, 기타 행정적 범칙금 부과도 이에 해당합니다. 

 

AP.1.3 수강신청 

수강신청 전 페트리엇 웹에서 강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의과목에 수강 신청 인원이 부족할 

경우 강의과목의 개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메이슨 대학은 수업 일정을 변경하고 학생의 

개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항상 패트리엇 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강의 또는 강의 섹션에 나에게 개방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 또는 학과로부터 수강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각 

대학 및 학과마다 상이하며,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이 별도의 승인양식을 작성고 서명하여 이를 직접 

학적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은 본인이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에 출석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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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목(강의 및 실험)의 경우 학생들은 수강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첫 강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첫 강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강좌를 책임지는 교수자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 및 실험 수업 모두에서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출석부에서 이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패트리엇 웹을 통해 본인이 추가하거나 취소한 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들이 정확하게 

수강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학사 및 재정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납부와 코스에서 받은 모든 학점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단, 정학이나 퇴학 및 

학사종료로 인한 행정상의 수강신청 취소, 강의 섹션의 취소, 그리고 수업료 납부 기한 이전에 학생이 

모든 과목의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 일정에 대해서는 

registrar.gmu.edu 를 참조하십시오. 

  

AP.1.3.1 사전이수 조건과 동시이수 조건 

사전이수 조건과 동시이수 조건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학생에 요구되는 사항을 말하며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필수적인 준비사항이 이에 반영됩니다. 대학 요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전이수 및 동시이수 

조건들에 대한 인지, 그리고 해당 이수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모두 학생의 책임입니다. 

해당 과목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교수자는 사전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을 즉석에서 수강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수 또는 추천). 대학원 과목 사전이수 조건은 일반적으로 B - 성적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학부 과목 사전이수 조건은 보통 C 성적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학과나 과목 

교수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AP.1.3.2 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은 반드시 아래에 지정해 놓은 일정 조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변경은 

보통 패트리엇 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5주 과정의 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첫 수업일을 포함해 첫 수업일로부터 8일 후까지입니다. 15주 

과정의 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첫 수업일 이후  22일 (첫 날 포함) 입니다. 취소기간 후, 학생들은 

15일부터 선택적인 철회 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과목들로부터 자체 철회가 가능 하고 “W”가 성적표에 

표시되며 몇시간이든 기다립니다. 15주 과정의 과목을 선택적인 자체 철회하는 마지막날은 첫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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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주(첫 날 포함) 입니다. 이 기간후 취소는 학생들의 교육분야 학과장에 의한 교육분야가 아닌 

이유로만 허락됩니다.  이 같은 승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즉시 이루어지며, 한 학기를 

철회하는 것이 됩니다. 15주 미만 과목은 기간에 비례해 수강신청 추가, 취소 및 등록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이 기간은 매 학기마다 학적과의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수강신청 취소기간 내에 모든 

과목의 수강을 취소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성적 증명서에 기재할 내용이 없게 되고 그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입생이 첫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이 없다면 해당 학생은 메이슨 성적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추후 등록여부와 관련해 입학처와 상의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학기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합니다. 추가 등록은 정식 등록 절차를 

통해 추가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공식 출석부와 최종 성적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해당 과목의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에 참석했지만 공식적인 등록 명부에 없는 학생들에게 소급된 

학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과목 추가등록 기한 이후,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를 

제외하고는 과목을 추가등록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과의 학과장 

승인으로 수강신청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학생은 계속해서 수강하지 않고자 하는 과목들은 취소 기간 말까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정확히 

과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수강취소가 되지 없습니다. 게다가 패트리엇 웹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과목 취소 마감 기한이 지난 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과목은 공식적인 학사기록으로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성적 체계” 항목에 있는 

“부가적인 성적표기법”을 참조하십시오. 취소 기간 마감 후, 학생들은 선택적인 철회 기간을 통해 자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철회 옵션들로부터 진이 빠진 학생들은 선택적인 철회 기간의 시작까지 

자체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철회는 학생들의 교육분야 학과장에 의한 교육 분야가 아닌 이유로 

허락된 승인이 요구됩니다.이 같은 승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즉시 이루어지며, 한 학기를 

철회하는 것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철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패트리엇 웹이나 학생 본인이 직접 재무과와 학적과와의 처리 이후에야 수강신청 및 등록 업무상의 

수정이 완료됩니다. 

 

학생들에게 수강일정 변경에 대한 서면 확인서는 보내지 않으며, 학생은 등록추가 및 취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패트리엇 웹을 통해 자신의 수강 일정이 올바른지 그리고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수업에 남아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남아있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재정 및 학사과정 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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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3.3 등록의 취소  

등록한 수업을 학기 동안 들을 수 없게 된 경우 학기 첫 수업일 이전에 패트리엇 웹을 통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첫 수업일이 지난 후 수업료의 환불은 대학 요람 및 registrar.gmu.edu에 게시된 수업료 납입 기한에 

따라  처리됩니다. 

  

AP.1.3.4 반복 수강 

 

대학 요람에 “반복 수강 가능”(repeatable for credit)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추가로 학점을 받기 위해 동일 과정을 한 번 이상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과목별 요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 주제 및 개별 연구 과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득한 모든 점수와 학점들은 최대 허용되는 학점까지 학생 GPA 계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 가능 한 과목에서 허용된 학점들을 초과한 학생인 경우, 그 과목의 맨 처음 들어서 받은 

점수와 학점은 학생 GPA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부생들(degree-seeking or non-degree)은 학점을 위해 반복 수강할 수 없는 학부 과목들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목들은 3번의 점수 매기는 시도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분야 프로그램들은 더 

구속적인 제한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W”는 점수 시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방침은 반복한 과목 

또는 카탈로그에 지정된 동등한 과목들에 적용됩니다. 교육분야 프로그램들은 특정 과목을 반복하는 

모든 학생들을 제한하거나 만족스러운 점수 향상을 목적을 위한 high-demand 과목들을 반복하는 

학생들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분야 프로그램들은 특정 전공 과목의 반복 수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반복수강은 전공 종료 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 5.2.4 전공 종료” 

참고해주세요). 이 방침의 호소는 학생의 교육분야 지도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일 과목을 반복수강한 경우, 반복수강 성적이 이전보다 낮아도 반복수강으로 받은 학점으로 

대체하여 누적 평점을 계산합니다. 이중으로 중복된 성적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강한 모든 과목들과 

점수는 학생의 성적표에 남습니다. 반복 수강으로 앞선 학기의 과목 성적과 학점들을 대체할수 있지만, 

앞선 학기의 학사 상태나 학장 리스트 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메이슨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른 대학에서 동일 과목의 수강에 기반한 누적 평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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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B- 이상의 평점을 받은 과목을 학점 이수를 목적으로 반복수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C 

이하의 평점을 받은 과목을 반복수강할 경우 개설 학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복수강 요청을 

허용하는 절차는 각 학과마다 다릅니다. 학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과목을 반복수강할 경우 

신청한 모든 학점은 학사경고, 종료, 혹은 퇴학을 결정하는데 이용됩니다. 성적 증명서에는 신청한 

모든 과목의 학점이 표시됩니다. 학위신청서에는 한 과목당 하나의 성적만 표기됩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연방 규제는 합격선의 점수를 받은 수업에 있어서 두 번 이상 학자 보조금을 

적용하는 것을 더 이상 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되었듯이 이 제한은 반복 수강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재수강이 어떻게 학자 보조금에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 학자 보조금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AP.1.3.5 청강 

수업을 청강하려면 교수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강 신청서는 register.gmu.edu 에 있습니다. 

이전에 청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전에 수강하여 통과한 

과목을 청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 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강 신청한 과목을 청강 

과목으로 전환하거나 청강 과목을 수강 신청 과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청강 과목에는 통상적인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AP.1.4 특별 등록 절차 

 

AP.1.4.1 지도교수의 허가가 필요한 등록 

모든 신입생, 학사경고나 학사유예 중인 전공 미지정 학생, 정학 처분을 받고 돌아온 학부생이 

등록하려면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 과목에 관해 

지도교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AP.1.4.2 타 기관 학업 허가 

현재 조지메이슨대학교에 등록된 학생 중 다른 승인된 미국 기관에서 수업을 수강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이 메이슨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학 컨소시엄을 통해 학생이 적합한 과정을 허가합니다.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메이슨 글로벌 교육 센터 (Mason Study Abroad)에 연락해야 합니다. 대학교 

컨소시엄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학적과(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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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승인된 미국 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한 허가 양식은 register.gmu.edu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제출은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 번호와 다른 곳에서 수강하는 수업 소개는 승인을 위한 요청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소 성적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은 메이슨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사 과정에 있어서 C (4.0 만점에 2.0)이 요구됩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 최소 B (4.0 

만점에 3.0)이 요구됩니다. 

 대학원생들은 대학원 과정 책임자와 대학원 학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부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 학교/대학 학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강 완료 시 조지메이슨대학교 학적과에 공식 성적 증명서를 타기관으로부터 수강한 모든 

과목들에 대한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기관 학업 허가는 사전에 요구됩니다. 사전 서면 승인없이 타기관에 등록한 학부 학생들은  

모든 우선 마감시간들을 맞춰 transfer 지원으로써 재지원하지 않는 한 transfer 점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재지원은 보증할수 없으며 transfer학점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학사 학생들을 위한 특별 지시사항 

 

 메이슨에 학위 과정에 일단 등록된 학생들은 다른 승인된 기관에서 제한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타 기관에서 공부하는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메이슨 과정에서 최소 2.0 학점과 

함께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별 대학 및 기관이 타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숫자, 종류, 전달 수단, 위치, 수업 제공의 

방식에 대한 결정합니다. 

 메이슨에서 첫 학기를 맞는 신입생과 편입생들은 타 기관에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메이슨에서 수강한 과목(철회를 포함)은 타 기관에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최소 30 시간의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P.1.4.3 대학원 학생으로 등록 허가 

대학원 과정 등록은 입학 통지 후에만 허용됩니다. 학위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비학위 과정에 입학한 

학생보다 등록 과정에서 우선합니다. 중복등록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면서 비학위 등록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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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은 정확하게 등록하고 학업에 필요한 규제 및 절차를 숙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규제를 몰랐다는 이유로 규제 및 사전 자격요건이 철회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수준 과정 등록은 대학원 학위 학생 및 비학위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각 과정상의 

제한이 없다면). 학부학생은 특별한 승인을 거쳐 대학원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아래 부분을 참조). 

비학위 학부 학생은 학수번호 500 이상의 과목에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수번호 800 이상의 

과목은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에게만 등록이 허가됩니다. 

 

AP.1.4.4 학부 학생의 대학원 과정 등록 

학수번호 700 이상 과목은 학부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학위과정 학부생은 등록 이전에 서면 허가를 

받은 후 학수번호 500~699 과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학적과에 있습니다. 학사 및 

속성 석사 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서면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학부학생이 가능한 대학원 과정 학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목적에 따른 상위 수준의 학부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대학원과정에서 필요한 학문적 성숙도의 

수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예약 대학원 학점 (향후 대학원 학위에 사용) 등록은 성공적으로 사전 자격요건을 모두 마치고 

학부과목 15학점 이하를 남겨둔 메이슨 4학년 학생에게만 승인됩니다. 이 같은 특권은 대학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3.0 이상이며 해당학과 전공인 4학년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약 

대학원 학점은 6 학점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승인이 메이슨 대학원 과정의 입학을 의미하거나 다른 

대학원에서 그 학점이 인정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과목에 등록한 학부생은 대학원 성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 만을 받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적 체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동일 과목에 대한 학점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1.4.5 무등록 학생 특별 등록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이 아니지만 학과에서 그들의 활동이 메이슨 등록 과정과 관련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증하는 학위-추구 학생은 $45를 내고 특별등록(ZREG 200)으로 학적 상의 유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지도교수와 학과 부서의 서면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등록은 학생에게 

도서관, 컴퓨터 사용권한, 학생증이 부여되고, 주차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학위신청, 시험응시, 협동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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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4.6 평점 없는 과목 등록 

부여되는 평점이 없이 만족(S) 또는 무학점(NC)으로 성적이 부여되는 과목들은 보통 요람에 그 사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생은 최대 6학점까지 현재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이 만족(S) 또는 

무학점(NC)으로 평가 및 표기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전공, 집중전공(concentration), 

부전공, 일반교양 자격요건, 인증 프로그램을 제외한 선택과목 영역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학위나 인증 요구조건 과목이 아닌 과목에서 S/NC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호 998과 

999 과목들도 S/ NC 과목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적시스템(additional grade notation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P.1.4.7 고령 시민 학비 면제 제도 

고령시민 고등교육(Senior Citizen Higher Education) 조항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60 세 이상의, the 

award year 이전의 버지니아 소득세 목적인 수입이 $23,850 가 넘지 않는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자리가 난다는 가정하에,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에 고령 시민 학비 면제 제도를 통하여 학비 없이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가 실행 되려면, 신청자는 모든 입학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입학 

조건, 수입 조건, 그리고 75%의 학위 조건을 충족시킨 고령의 시민은 학비와 입학수수료 없이 일반 

수강 신청 기간 동안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없는 terms, quarters, 또는 

semesters 동안 최대 세개의 과목들을 신청하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서 요금은 지불해야 

하지만, 모든 학비와 신청 수수료가 제외될 수 있을만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생의 신청서 요금은 

배상될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registrar.gmu.edu/registration/seniorwaiver.html 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 조항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admissions.gmu.edu 에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비학위 또는 

학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시된 성적증명서와 그 외 자료들을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학 

신청서가 통과 된다면, 조건을 충족한 고령의 시민들은 학적과이나 registrar.gmu.edu/forms/index.html 

에서 찾을 수 있는 고령 시민 학비 면제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학비와 수강신청료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진행과 검토를 위하여 고령 시민들은 메이슨 학생 

아이디 번호를 양식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자격이 있는 고령 시민으로 하여금 학점이 없는 강의를제한없는 academic terms, 

quarters, 또는 학기들 동안에 한 academic term, quarter, 또는 학기당 학점을 수여하지 않는 강의 

3 가지를 학비와 신청료 없이수강 할 수 있게 합니다. 청강을 원하는 학생은 학적과에 수강 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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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고령 수강자에 한하여 청구 될 수 있으며, 학비는 고령 시민만을 위한 

강의에 한하여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고령 시민들은 모든 입학신청 조항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상적인 순서를 통하여 수강 신청 또는 취소/중도 취소를 매 학기 캘린더에 나와 있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AP.1.4.8 여름 학기 

전화: 703-993-2441 

웹사이트: registrar.gmu.edu/summer  

여름 학기 등록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비학위학생들 에게 그들의 학업을 시작 

또는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의는 5-12 주 간의 집중적인 세션을 통하여 제공되고, 낮 과 

밤 그리고 원거리 교육 강의로 제공 됩니다.  

현재 메이슨 학생을 위한 여름 학기 모집/ 신청은 3 월 중순에 시작되고, 학위가 없는 학생들의 

모집/신청은 3 월 말 또는 4 월 초에 시작 됩니다. 메이슨에 새로운 학생들은 입학신청을 하여 자격을 

평가 받아야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적과의 703-993-2441 로 연락/문의 하여 주십시오.  

 

AP.1.4.9 대학 컨소시엄 

메이슨은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학 컨소시엄의 구성원입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 미국 카톨릭 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코코란 예술 및 

디자인 대학(Corcoran College of Art and Design), 갈로데 대학교(Gallaudet University), 조지 워싱턴 

대학교(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하워드 

대학교(Howard University), 메리마운트 대학교(Marymount University), 국방정보대학(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College),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 트리니티 워싱턴 

대학교(Trinity Washington University), 워싱턴 디씨 대학교(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메릴랜드 주립 대학교-칼리지 파크(the University of Maryland-College Park)를 포함합니다. 메이슨의 

자격을 갖춘 학생은 컨소시엄 대학의 어느 과정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차 등록을 하여 

한 회원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다른 컨소시엄 소속 대학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교차 등록은 현재 메이슨에 등록하고 양호 상태(good standing)인 3학년, 4학년, 대학원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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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참여는 학생의 학문적 단위와 학장이 승인한 과목으로 제한됩니다. 또 학생 

소속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메이슨에서 그 학기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어야 하고 타 컨소시엄 

대학에서 받아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학기 당 한 컨소시엄 과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 

학부생 최대 6학점, (외국언어 과정은 9-12학점 승인), 대학원생 최대 6학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에서 얻은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되며 메이슨 평점에 포함됩니다. 

 

메이슨 컨소시엄에 오고 가는 학생들에 관한 제한 및 제외 과목을 포함한 정보와 규정은 “학사 일정”과 

웹 사이트 registrar.gmu.edu/students/consortium/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소시엄 

회원 기관에 관한 정보는 http://www.consortium.org/main.a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703-993-2436, 학적과 컨소시엄 담당자에게 전화하십시오. 

 

AP. 1.4.10 4-VA 

4-VA는 2010년에 조지메이슨대학교 (George Mason University), 제임스메디슨대학교(James Madison 

University), 버지니아대학교 (the University of Virginia)와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 대학교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네 개의 대학교들의 협력으로서 시작 되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올드도미니언대학교 (Old Dominion University)와 버지니아 코먼웰스 대학교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도 협력에 합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윌리엄 메리 대학교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와 버지니아 군사학교 (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도 협력에 합류하였습니다. 위 대

학들의 총장들은 4-VA 를 Governor’s Higher Education Commission 과 Commission on Economic 

Development & Job Creation 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 하였습니다.  

 

4-VA의 목적은 각 대학의 장점을 부각 시킬 수 있고 하나의 대학으로써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대학간의 협력을 조성하기에 있습니다. 4-VA 는 교육용 모델을 수립하고; 투명한 교육 

비용을 포함; 유망한 직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버지니아 시민에게 더욱 접근이 쉽게 하고; 연구 

경쟁력 증가; 그리고 과학, 기술, 공학 과 수학 (STEM) 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의 성공률을 올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4-VA.gmu.edu 를 방문해 주십시오. 

 

AP.1.5 철회 

 

AP.1.5.1 학부생의 선택적 철회 

학위 취득 및 비학위 학부생들은 학장의 승인 없이 수강자의 재량에 따라 2번의 수강 철회 기간 중 한 

과목 또는 그 이상의 과목들을 제한 없이 철회(수강 취소 마지막 날 이후부터 5주차 마지막 날까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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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메이슨 학생들은 학부생 기간동안 최대 3과목을 선택적 철회 (6주차부터 9주차 마지막 날까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택적 철회은 3과목의 학점이 상관없으며 동시에 등록되있는 강의와 실험 수업은 

동일한 과목으로 쳐집니다.. 학기(15주)보다 짧은 수업의 경우 해당 최소 기간은 수업 기간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AP.1.5.2 학장 승인 과목 철회 

대학원 및 비학위 학생들이, 과목 취소기간 후에 철회하기 위해서는 학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학사 

이외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게시된 공개 철회 기간 후, 기간 내에 원인으로, 또는 선택적 취소 세 

가지를 모두 사용했을 때, 철회를 원하는 학부생은 학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학사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만 허가 됩니다. 

 

AP.1.5.3 학장 승인 학기 철회 

3개 이하의 과목을 등록한 학부생은 한 학기의 모든 과목에 대한 선택적 철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학부생의 선택적 철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그밖에는, 학기 시작후 6주안에 철회해야하는 

학생은 교육분야가 아닌 이유들과 학장의 승인과 함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철회 양식은 해당 학장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학장의 승인과 선택적 철회 절차 없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F 학점을 받게 됩니다. 

 

AP.1.5.4 과목 또는 학기 철회 효과 

모든 철회 결과들은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W로 표시됩니다. W 성적은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취소 

과목들은 학생 학점 레벨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도 학점 시간”(attempted credit hour)으로 됨을 학부 

학생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의 학부생 신분 유지 시스템에서 평점 표준은 학점 레벨에 따라 

증가합니다. “학부 규정” 부분의 “학생 신분 유지 범주”를 참조하십시오. 

 

AP.1.6 출석 규정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도 수업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업 참여는 개별 학생뿐만 아니라 클래스 전체에 

중요합니다. 수업 참여는 학점 산정 요인이 되기에, 교수자는 결석,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수업불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개별 교수자의 성적 기준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의계획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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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6.1 대학 활동이나 종교 의식에 따른 결석 

메이슨은 교수진이 학사상의 불이익 없이 학생들의 종교적 휴일을 준수하거나 대학이 지원하는 

활동(예를 들어, 대학간 체육활동, 법정토론팀, 무용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수업 또는 시험에 결석하면 각 과목에서 필요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 이행과 대학 활동으로 인해 결석, 미시험, 숙제 미제출 학생은 합리적인 다른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강의계획서에 있는 출석 규정과 일치하며 놓친 과목의 책임을 보상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시작 1~2주 내에 그 학기에 종교적 이유로 결석하거나 대학 행사로 결석할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교수진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학활동 참석으로 결석을 요구하는 학생은 대학 

관계자로부터 활동에 참석한 날짜, 시간에 관한 문서를 교수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진은 과목 

스케줄과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 종교적 의무이행을 고려하여 이 같은 일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AP. 1.7 과거의 출석 후 재등록 

한 학기 또는 더 많은 학기 동안 연속적으로 수강하지 않은 대학교 재학생들은 카탈로그에서 대학입학 

정책부분의 과거 출석 후의 등록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대학원이나 비학위 학생 중 두 학기나 

더 많은 학기 동안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재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재수강 

전에 해당 과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재수강 양식을 교무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P. 1.8. 대학생 휴강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휴학신청을 반드시 학적과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휴학신청서는 http://registrar.gmu.edu/forms/ 있습니다.  

해외 학업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관에서 수학하는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휴학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임자격 요건 

학생은 반드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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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휴학을 시작하기 전의 학기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등록 차단 기록(hold) (징계, 재정상의 이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 

 

 휴학을 요청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상 학생이 휴학할 경우에는 재입학 지원서가 요구됩니다. 재입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이 요구됩니다. 수강 신청 상담자(advisor)는 한 학기 휴학요청을 승인합니다. 한 학기 

이상 휴학 신청을 요청할 경우 수강 신청 상담자(advisor)와 처장의 승인인 요구됩니다. 

 휴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다른 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새로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이나 학교에서 아직 수강하지 않은 편입생들은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재입학 되었지만 아직 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휴학 신청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과거에 제출한 휴학신청의 연장 관련 요청은 새로운 휴학 신청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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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2 과목 정보 

 일반 정보 

 스케줄 유형 

 학점과 교육시간 

 과목 번호부여 

 대학 과목 

 

AP.2.1 일반 정보 

 

각각의 과목은 다음을 표현합니다. 

• 학점 수 

• 과목 동등성 

• 반복수강 상태 (반복수강에 관한 정책은 AP.1.3.4를 참조) 

◦반복수강불가 (학생은 학기 동안 무제한으로 수업으로 들 수 있지만 학위 내 학사학위에 따라 

한번만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반복수강가능 (학생은 같은 학기 동안에 하나 이상의 섹션을 수강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학위 내 반복수강가능 (학생은 학위 내 하나 이상의 섹션을 수강하고 학점을 받을 수 있다), 

◦2번의 시도 제한 (‘반복수강불가’와 유사하지만 학생은 학위 내 두 번만 수강 시도를 할 수 

있다), 

◦3번의 시도 제한 (‘반복수강불가’와 유사하지만 학생은 학위 내 세 번만 수강 시도를 할 수 

있다); 

• 선행필수과목 

• 공통필수과목 

• 수강신청 제한 

• 스케줄 유형 

개별 강사는 독립연수, 독서, 주제, 혹은 유사 과목을 위한 시간을 정합니다. 만약 과목이 동등한 과목이 

있다고 표기된 경우, 학생들은 양쪽 과목 모두에서 학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P.2.2 스케줄 유형 

 

 활동기반 (ACT): 학생들이 신체적인 활동에 관한 지도 안내와 지도자의 감독 아래 실행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스포츠나 훈련 형성 활동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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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DIS): 학생이 교수진의 감독 아래 박사 학위 논문을 쓰기 과목 번호 998 또는 999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장연구 (FLW): 수업활동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면허교부 (사회복지업무 간호, 법률, 상담, 

사업, 자원봉사, 봉사학습, 과학현장연구) 를 포함한 전문화된 현장연구 일로 구성되어 있다. 

 자습 (IND): 학생들이 주로 읽고 쓰기를 통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주도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학기중에 예정된 소수의 경우 과제를 받거나 과목 진행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일대일 또는 

작은 단위의 그룹으로 지도자와 연락하여야 합니다. 교수와 만나는 경우의 예시는 지시된 

읽기, 문제들, 그리고 특수한 과제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인턴쉽 (INT): 학생이 주로 외부에 지금까지 얻은 지식과 기술들이 유용하게 사용될거라 

생각되는 검토된 장소에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생 실습 Pre-K 12 을 제외한 실습 과목, 

현장연수, 직업 체험 프로그램, 협동 교육 프로그램, 견습, 학외 연수, 지도자 연수 등이 

인턴쉽에 주로 해당됩니다.   

 연구 실험실 (LAB): 학생들이 교과 교육을 익히기 위해 전문적인 시설이나 장비들을 요구하는 

수업 활동으로 실험을 하거나 배운 기술을 활용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기 보다 학생들을 감독하거나 도와주고 질문하고 답 

하는 것을 합니다.  

 강의 (LEC): 주된 지도자들이 과목에 관한 내용들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을 

칭하며 주된 교과 수업의 구조입니다.  

 개인 음악 지도 (PMI): 학생은 특정한 악기에 대해 교수진에게 일대일 지도를 받습니다.   

 부가 수업 (RCT): 부차적인 교과 수업으로 전형적으로 소그룹 검토 또는 강의 소재에 대한 

토론이 실시됩니다.   

 조사 (RSC): 개별화된 연구 조사, 창의적인 연구, 학위논문 또는 논문이 아닌 학문적인 기획을 

말합니다. 

 토론식 수업 (SEM): 수업 교재가 주로 교수진에 지도에 의해 소그룹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입니다. 

 스튜디오 (STU): 학생이 실습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시각과 행위 예술 분야에서 기술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도는 특정 분야에서의 학생의 

기술들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인솔자의 역할은 직접 도움을 주는 것 부터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해주거나 학생들을 감독하는 것 까지 다양합니다.  

 교생 실습 (STC): 초중고 교육기관(PreK-12)에 실습 과목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위 논문 (THS): 학생이 교수진의 감독 아래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 과목 번호 798 또는 

799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P.2.3 학점과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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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정은 양과 질로 측정됩니다. 한 학점은 통상 15주의 한 학기 내내 매주 한 시간의 강의와 최소 두 

시간의 교실 외 활동 또는 한 시간의 보강수업을 의미하거나 2시간 이상의 실험실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점 수는 양의 측정입니다. 성적은 질의 측정입니다. 

AP.2.4 과목 번호부여 

 

참고: 과목 번호가 U 또는 L 그리고 T로 끝나는 과목은 편입 학점 목적으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100-

199 
저학년 학부과정, 주로 1 학년이 수강 

200-

299 
저학년 학부과정, 주로 2 학년이 수강 

300-

399 
고학년 학부과정, 주로 3 학년이 수강 

400-

499 
고학년 학부과정, 주로 4 학년이 수강 

500-

699  

대학원 과정; 주로 대학원생이 수학,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대학원 학생들, 기타 

학사 학위 소유자 고급 과정 학부생들은 학부생을 위한 대학원 과정 학점이나 혹은 대학원 

보유 학점 양식을 사용하여 이 과정에 등록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승인은 필수이나,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00-

799 

대학원 학위 혹은 수료 과정; 주로 대학원생이나 학위과정에 있지 않은 대학원생들만이 수강 

가능합니다.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00-

999 
박사학위 과정; 주로 박사학위 과정 학생이 수강 

특별 과목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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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석사 조사연구  

799 석사 학위논문  

790, 890 지도식 실습  

794, 894 인턴쉽  

796, 896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위한 지도식 독서 및 연구 과정  

998 박사 학위 논문 제안 

999 박사 학위 논문 연구조사 

 

AP.2.5 대학 과목 

대학(UNIV) 과목은 다양한 전공에 관련이 있는 특별 학부 학문 세미나입니다. 이 과목들은 세 가지 

일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환, 학제간 장학, 특별 주제. 학생과 교수진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이등 과목 중 많은 수는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UNIV) 과목은 교양 과목 

요구조건을 만족합니다 

대학 전환 과목 

이 과목의 시리즈는 대학의 다양한 단계의 전환에 집중합니다. UNIV 100- 신입생 전환은 신입생이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것, 의사 결정 스킬을 연마하고, 활용자원(resource)에 대해 배우고 

캠퍼스 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탐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UNIV 100- 신입생 학문적 전환은 2 번째 

학기에 있는 신입생들을 위한 학문적 전환과 발달 문제에 집중합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을 돕는 활용자원과 기술을 특히 강조합니다. UNIV 200- 2 학년 전환은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집중합니다. UNIV 300- 대학: 3 학년 전환은 3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전입 전환은 

새로운 대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전입학생들을 위함입니다. 인턴쉽과 진로 준비는 인턴쉽과 연구 

지원을 위한 진로 준비에 집중합니다. 또래 리더쉽은 학생 리더 그룹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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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 400- 499 학년 전환은 일터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대학에서 대학원으로는 대학원을 위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대학 특별 주제 과목 

고급 수준의 대학 과목은 선행 필수 과목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한 모든 학생들이 수강 가능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AP.3 성적 체계 

 

 학사과정 성적부여 

 석사과정 성적부여 

 부가적인 성적 표기법 

 중간점검 

 최종 점수 

 성적표 

 평균평점(GPA) 

 성적 변경 

 성적 이의 신청 

 

대학 과정의 학업은 양과 질로 측정됩니다. 보통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한 시간짜리 강의나 수업, 또는 

1주일에 두 시간 이상의 실험 실습이 1학점에 해당합니다. 학점 수는 양으로 계산합니다. 성적은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점을 기록하는 교수진은 학기, 기간 또는 부분적인 기간의 끝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대학원 과정 성적은 “대학원 성적”을 참조하십시오. 

 

AP.3.1 학사과정 성적 체계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대학교 전체  성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과정 

성적  점수  Courses 

A+  4.00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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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0  통과 

A-  3.67  통과 

B+  3.33  통과 

B  3.00  통과 

B-  2.67  통과 

C+  2.33  통과 

C  2.00  통과 

C-  1.67  통과 

D  1.00  통과 

F  0.00  낙제 

 

낙제성적이나 반복수강으로 교체된 성적은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AP.3.1.1 학부 성적 범위 

 

성적 범위들은 각 특정 과목에 나타나있다. 범위들은 밑에 제시 되어있고 각각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점수들이 나타나있다: 

 일반 학부: AP.3.1에 리스트 된 모든 점수들 (IN, AB 포함)이 허용된다. 

 특수 (ABC/NC) 학부: 오직 A+, A, A-, B+, B, B-, C+, C, NC, IP만 허용된다. 

 특수 학부: AP.3.1에 리스트된 모든 점수들(AB, IN, IP 포함)이 허용된다. 

 만족/ 학점 없는: S, NC, AB, IN, IP 만 허용된다.  

 

AP.3.2 석사과정 성적 체계 

 

대학 전체에 대학원 과정에 성적을 매기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점수  대학원 과정 

A+  4.00  양호/통과 

A  4.00  양호/통과 

A-  3.67  양호/통과 

B+  3.33  양호/통과 

B  3.00  양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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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67  양호*/통과 

C  2.00  불만족/통과 

F  0.00  불만족/낙제 

 

*B-가 양호한 성적이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서 3.00의 평점을 유지해야 하며 졸업 

지원서에 나와있는 수강한 과정들에 대한 3.00 평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AP.3.2.1 석사 점수 범위 

 

성적 범위들은 각 특정 과목에 나타나있다. 범위들은 밑에 제시 되어있고 각각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점수들이 나타나있다: 

 일반 석사: AP.3.2에 리스트된 모든 점수들 (IN, AB 포함)이 허용된다. 

 특수 석사: AP.3.2에 리스트된 모든 점수들 (IN, AB, S, NC, IP 포함)이 허용된다. 

 만족/ 학점 없는: S, NC, AB, IN, IP만 허용된다. 

 

AP.3.3 부가적인 성적 표기법 

 

만족/무학점 (S/NC): S 성적은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수준(학부생은 C 이상, 대학원생은 B- 이상)을 

나타내고 이 이하일 경우 학생은 NC(무학점) 성적을 받게 됩니다. S 및 NC 성적은 학생의 평점과는 

무관합니다. 전체 과목에 대해 S/NC 성적은 요람에 표시되고 박사논문 과목 998 과 999도 포함합니다. 

또한 성적 없는 학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평점 없는 과목 등록”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불완전 이수 (IN): 이 성적은 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스케줄에 따라 코스워크를 완료할 수 

없는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교수가 조기 마감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다음 학기의 9번째 주말까지 

여름방학 기간 없이 모든 요구 자격조건을 완료해야 하며 교수자는 10주까지 최종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 마감시한을 선택한 교수자는 불완전 기한 성적 합의서(incomplete grade contract)를 단위 

기관에 제출하고 해야 할 일, 불완전 기한 사유, 불완전 이수 성적을 받을 당시 학생의 학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교수자 제출기한까지 명백한 서류가 학적과에 제출되지 않으면 IN 성적은 

F 로 산정됩니다. IN 성적의 최대 기한은 처음에 정한 같은 학기의 끝입니다. 졸업 의도를  표시한 

학생은 학위 수여일까지 6 주 안에 불완전 기한 성적들을 해결하고 학적과에서 최종 성적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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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의 성적은 성적표에 남아 있지만, 그것은, 학사유예, 정학, 전공종료, 퇴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만족(unsatisfactory) 성적으로 처리됩니다. 성적 증명서에서 IN 성적을 제거하면 학사유예, 정학, 

전공종료, 학사해고가 소급해서 제거됩니다. 

 

연장된 불완전 이수 (IX): IX 성적은 교수자와 관련 학장이 “불완전 이수 기간 연장” 서류에 서명한 후에 

학적과에서 주어집니다. 이 기간 연장은 학생이 학업을 완료하는 추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교수자가 정합니다. 최종 성적은 학기 마지막 시험 전에 학적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IN 

성적 원래의 시한과 같습니다. IX 성적은 IN 성적과 같은 방법으로 학사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행중 (IP): 이 성적은 졸업 논문, 박사학위논문, 실습과목, 인턴쉽 등의 몇몇 선택 과목에서만 

주어집니다. 또한 IP 성적은 BIS 490 RS: 졸업 작품 (교양 과목 요구조건), CS 112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교양 과목 요구조건), CS 211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교양 과목 요구조건), ECON 

495 RS: 경제학 논문 이나 S/NC, A / B / C / NC 성적을 부여하는 과목이 한 학기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IP는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과목들을 제외하고, IP 

성적은 코스워크가 완료되고 최종 성적이 부여될 때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의 

최종일 까지 변경되지 않은 BIS 490 RS: 졸업 작품 (교양 과목 요구조건), CS 112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 (교양 과목 요구조건), CS 211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교양 과목 요구조건), ECON 495 RS: 

경제학 논문 이나 과목의 IP 성적은 학적과에서 F 로 산정 됩니다. 또 IP 성적은 998과 999 과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전 까지 부여되며, 완료 후 S / NC로 변경됩니다. 998 또는 999 과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최종 성적이 제출되면, 이전 모든 섹션의 성적은 S / NC로 바뀔 것입니다. 

 

허가 결석(AB): 부득이한 사유로 학장이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말 시험을 결시한 학생의 경우 

임시로 AB(Absent with permission)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 성적을 받은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원래 시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F 학점으로 처리됩니다. 

성적 증명서에 AB 학점이 남아있는 동안은 최종 학과 성적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 성적부여(SP): SP 성적은 중병이나 군입대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과목의 요구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과장이 부여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SP 성적은 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련 일이 완료되고 최종 학점이 부여될 때까지 성적 증명서에 남아있게 됩니다. 

 

AP.3.4 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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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규 학기 학수번호 100- 과 200- 레벨의 전 과목과 300-, 번호 400- 레벨의 과목 중 교수 재량 

기준으로, 중간 진행 과정이 보고됩니다. 보고 기간은 학기의 5번째 주에서 8번째 주까지 이며 

담당교수 재량으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리포트를 부가합니다. 학생들은 중간리포트가 부여되고 

완성되는 기간과 페트리엇 웹에 게시되는 것을 교수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패트리엇 

웹에 “중간성적”으로 게시되고 학생 공식 기록의 일부는 되지 않습니다. 이 중간성적은 어떤 평점(GPA) 

에도 계산되지 않으며, 어떤 공식 또는 비공식 성적표 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AP.3.5 최종 성적 

 

학기 성적 게시는 패트리엇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자신의 성적을 인쇄해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발행)할 수 있습니다. 

 

AP.3.6 성적 증명서 

 

공식 성적 증명서에는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하려고 시도한 모든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적 의무(financial obligations)가 남아있을 경우 공식 성적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공식 성적 증명서는 학생이 직접 패트리엇 웹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성적 증명서의 발급 

요청에 관한 정보나 안내는 registrar.gmu.edu 에서 확인하십시오. 

 

 

안토닌스칼리아 법과대학은 학생이 법과 대학으로서 수강한 과정들에 대해 성적표를 발급합니다. 

법과대학에서 성적 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한 정보와 지시사항을 law.gmu.edu 에서 확인하십시오. 

 

AP.3.6.1 공식 성적 증명서 

공식 성적 증명서 뒷면에 표시된 성적표 범례는 각 개인 학생의 성적표를 이해하는데 관계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AP.3.7 평점(GPA) 

 

자질지수(Quality point values)는 평점 체계 표에 나온대로 알파벳 성적에 따라 배정됩니다. 

자질지수는 각 성적의 숫자값과 수강 과목의 학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학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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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서 받은 학점이 A(4.00)인 경우 자질지수는 12점 입니다. 평점은 자질지수를 A+부터 F까지 

성적이 있는 학점 수(GPA 시간)로 나눈 것입니다. 

학부생의 경우 현 학기에 계산된 평점이 현 평점(current GPA)입니다. 이는 한 학기의 학업성취도 

측정수단이며 학장 리스트의 자격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학점에 대하여 계산된 평점이 누적 

평점(cumulative GPA)입니다. 이는 대학의 학생 학사상태 유지 규정의 기준이 되며 양호상태(good 

standing), 학사경고, 학사유예, 정학, 퇴학이 있습니다. 또한 누적 평점으로 졸업자격을 판단하고 졸업 

시 기록으로 남는 대학 우등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 평점과 누적 평점은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는 C 혹은 F의 성적을 받거나 

IN, IX 성적이 부여되면 학생의 성적표 상에 학사경고라는 표기가 기입됩니다. 학위 평점(degree 

GPA)은 대학에서 이수 완료한 과목성적에 따라 대학원생을 위해 계산하고 학위에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규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P.3.8 성적 변경 

 

임시성적인 IN, IP, AB, SP를 최종 성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 및 시간 한도 조항은 “부가적인 성적 

표기법” 섹션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최종 성적이 학적과에 기록되면 전산 및 기록 오류, 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성적 이의 신청 

가능자의 상황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종 성적이 기록된 후 성적향상을 위해 학적과에 제출되는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최종 성적에 대한 변경은 다음 정규학기의 수업 마지막 일까지 초기화, 승인, 기록되어야 

합니다(가을학기의 경우는 봄학기까지, 봄과 여름학기의 경우는 가을학기까지). 

 

AP.3.9 성적 이의신청 

 

교수진이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잘 판단하기는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결과가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교수진에게 성적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이 

성적에 만족하지 않으면 과정을 개설한 단위의 관리자 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대상은 자세한 상담을 위해 성적을 부여한 교수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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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강의를 맡았던 교수진가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이 과정을 개설한 해당 단위의 책임자가 대리 

교수를 임명하고 이 대리 교수가 현 수준의 성적의의 제기에서 성적을 부여했던 교수자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가 만족하고 동의할 만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학생은 의장에게 성적을 부여했던 교수의 동료 

교수진 중 3 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학생의 불만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의 감독자(대개는 학장)에게 보고합니다. 학장이 이 불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수 위원이나 학생이 이의제기하여 이유설명 없이 위원회 위원 3명 중 한 명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교수와 학생을 따로 만나 사안의 세부 사항을 조사합니다. 학생이 선택한 제3자가 

회의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적대적인 관계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위원회에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문제 발생 이유를 포함한 제안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교수에게도 사본을 보냅니다. 이 때 해당 교수는 필요할 경우 제안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자는 위원회 

제안사항을 고려하여 학장에게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학장이 성적을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는데 교수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학장은 학적과에 성적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학장의 

결정은 추가적인 승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학기의 마지막 수업일 이후에는 성적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가을 성적은 봄 학기, 

봄 및 여름 학기 성적은 가을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교무 처장 사무실은 성적 이의 제기를 논하지 않고 대학 성적 이의 위원회(University Academic 

Appeals Committee) 또한 논하지 않습니다. 

 

AP.3.9.1 학업의 곤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성적 지연 신청 

성적지연 신청(pending grade appeal)은 학생의 학사 상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학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학생은 이를 늦춰 달라고 학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학생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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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연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의 내용이 정정되고 학생은 양호 학사상태, 

학사경고 또는 학사유예 상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생은 즉시 모든 수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의 등록 기록은 성적 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으며 

학생은 결정 일을 기준으로 적절한 등록금을 환불 받게 됩니다. 

 

AP.3.10 기말 시험 

 

기말 시험은 보통 학부 교과목의 마지막에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실험 과목을 제외하고 시험은 수업 마

지막 주에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45분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말

 시험의 장소나 시간 변경은 담당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택시험이나 중요 학기말 보

고서나 프로젝트로 기말 시험을 고려하는 교수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른 시험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 마지막 주가 시작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숙제가 배포되어

야 합니다. 학생들은 해당 과정의 정규 시험 예정일보다 먼저 시험을 치러서는 안됩니다. 기말 시험을 다

시 치르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에 두 개 초과의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위해 교수진

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학기 도중에 캠퍼스 전체에서 수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예: 악천후) 기말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변경된 일정을 준수 해야합니다. 시험시간이 길어

질 수 있고 개별 시험은 변경된 시험 기간의 마지막 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AB(허락을 받은 결시)의 임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정이 정해진 시험은 대학이 정한 기간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하기 참조하십시오. 

 

AP.3.10.1 기말 시험 결시 

시험 당일 질병에 걸렸거나 학생의 단과대 학장이나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유를 제외하고 기말 

시험에 결시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유들은 학생들의 학업 학장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허락 없이 학부 기말 시험에 무단으로 결시할 경우 그 결과는 교수자가 제공한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가중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 기말 시험을 결시할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됩니다. 

허가를 받고 결시한 경우에 관한 정보는 “성적 체계” 섹션의 “부가적인 성적 표기법”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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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4 학위 신청, 학위 수여, 학위 수여식 

 

 학위 신청 

 학위 수여 

 학위 수여식 

 사후 학위 수여 

 

AP.4.1 학위 신청 

 

학위 자격요건의 완료가 예상되는 것보다 앞선 학기에 학생은 패트리엇 웹을 통해 졸업하려는 의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졸업의지를 서류화하는 마감기한은 학위수여일 보다 3~4 개월 앞섭니다. 

특정한 마감기일은 학적과 웹 사이트 registrar.gmu.edu 에 공지 됩니다. 각각의 학위나 수료에 

대해서는 지원서를 별도로 작성바랍니다.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위에 사용되는 교과목이 아닐지라도 모든 교과과정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위 수여일 전에 학점별, 구술시험, 논문, 학술지와 종합시험 등 학위 요건을 반드시 

이수 해야합니다. 박사과정 학생들도 학위 수여일 전에 인턴쉽/실무 요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은 학위 수여일 보다 훨씬 전에 도서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은 수여일 전에 도서관에 잘 보관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thesis.gmu.edu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은 졸업하려는 학기 또는 여름학기에 등록상태로 있어야만 합니다. 졸업기간에  교과과정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특별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 장의 “등록, 출석” 부분을 참조 

하십시오.) 졸업이 연기되면 학위 신청도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으므로 각 수여일에 맞추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AP.4.2 학위 수여  

 

메이슨은 버지니아주 고등교육 협의회(SCHEV)에서 부여한 프로그램과 수준의 학위와 수료를 

수여합니다.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레벨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사 프로그램은 학위 프로그램과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119 Songdomunhwa-ro, Yeongsu-gu, Incheon, Korea 406-840 
Phone +82-32-626-5000 │Fax +82-32-626-5400 

전공, 부전공, 수료를 포함합니다. 대학은 학사 수준 이하의 인증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사 이후 수료 과정은 학사 학위와 동시에 수여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학업 프로그램” 

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AP.4.2.1 학위요소의 정의 

 학위프로그램, 전공, 혹은 필드: 프로그램은 보통 특정 영역에서 코스워크를 위해 적어도 30 

학점을 요구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이름(학위와 전공 또는 필드)는 학사와 석사 학위 증명서 

위에 표기됩니다. 박사학위는 학위 이름만 표기됩니다. 둘 이상의 주제에 대하여 BA 또는 BS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기 원하는 학부생은 각 필드의 전공에 대하여 분야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각 전공에 대하여, 최소 18학점이 자격요건으로 필요하고 한 전공에만 

적용됩니다. 예, 다른 전공, 집중전공, 부전공, 또는 학부 수료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부전공: 학위 프로그램의 2번째 요소입니다. 세부전공은 다른 세부전공과 겹치지 않는 최소 

1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학부 세부전공은 학부 레벨 기관이나 대학원 레벨의 대학원 위원회에 

의해 인증됩니다.  

 

 수료: 학위과정을 상호 보완하는 비학위 과정으로 최소 특별한 15 학부 학점 또는 12 대학원 

학점을 요구합니다. 각 학부 수료에 대하여 자격요건으로 최소 15 학점이 필요하며 이 학점은 

전공, 집중전공, 부전공, 다른 학부의 인증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완료된 수료 과정명은 

학부 학위 수여 후에 성적표 상에 표기 됩니다. 수료는 학부 또는 대학원 위원회로부터 적절히 

승인되었다. 최대 한 대학원수료에서 얻은 학점은 또한 석사 혹은 박사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전공: 학사학위 프로그램 또는 전공의 보완으로 보통 학생들의 전공 외의 영역에서 최소 15 

학점을 요구합니다. 부전공으로 표기되며 최소 8학점은 부전공 만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전공, 

집중전공, 학부의 수료, 다른 부전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전공 수업활동이 전공의 

요소를 채울때 전공에 필요한 30점을 초과한 학점들은 필수조건에 특별한 학점으로 적용될 수 

있다. 

 

 선택: 대학원 프로그램의 논문과정과 비논문 과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AP.4.2.2 요람 자격요건(Catalog Requirements for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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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 년도(Catalog year)는 특정 요람의 스쿨과 대학 섹션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사 프로그램 내의 교과 

및 비-교과 자격요건에 대한 구성을 가리킵니다. 요람 년도는 프로그램 자격요건 외에 학칙은 기술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생 권리와 책임” 장의 “대학 규정에 대한 지식”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프로그램과 학위 구성요소가 모든 요람을 통해 기술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학위 

자격요건이라도 한 요람 내 기술된 대로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아래 

기술된 대로 학사학위의 경우 그들이 자격이 있는 다른 요람 년도에서 부전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사학위 후보자는 그들이 등록했던 기간 동안 효력이 있었던 어느 요람의 기간 동안에 졸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학사 과정에 등록하지 않거나(inactive) 학장이나 감독자의 허가 없이 타 

기관에 입학한 학생은 효력 있는 요람이나 입학 후의 요람에 따라 졸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등록하는 석사나 박사 학위 후보자는 요람의 기간에 맞추어 졸업하기 위해  효력이 있는 

요람이나 입학 후의 한 요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등록하지 않은 (inactive) 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후 효력있는 요람을 기준으로 졸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은 해당 학생의 학위 이후 

효력이 생기는 향후 요람의 요구조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AP.4.3 학위 수여식 

 

학위수여식은 학생과 가족이 학위 수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수여식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수여식의 모든 현 정보(티켓, 상징휘장, 일정 등)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 events.gmu.edu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식 수여식은 1년에 5월에 한 번이며 이는 모든 단과대를 포함하며 학생들은 그들 학위에 

따라 그룹으로 호명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과대는 별도의 수여식을 가지고 이 때는 개인 학생의 이름이 

호명되게 됩니다. 8월에 졸업한다고 선택한 학사, 석사학위 후보자는 아직 모든 학위 자격요건을 

완료하지 못했어도 학위 완료를 예상하여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 *(asterisk)를 

붙여 학위완료 예정자 임을 구별합니다. 박사 학위자는 모든 학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요건은 디펜스, 마감일까지 사인된 최종 논문 사본을 제출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8월과 12월 졸업자를 위해 겨울 졸업식이 열리며 각각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호명될 것입니다. 

 

AP.4.4 사후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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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학위는 고인이 된 학생의 학업 성취를 인정하여 수여되는 공식적인 메이슨 학위입니다. 수여의 

기준은 학업과 기관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만약 학생이 사후 학위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학문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추모” 학위가 수여될 것 입니다. 어느 학위 

수여든지 학장에 의해 마지막으로 검토가 됩니다. 

기준 

사후 학위는 학생이 사망했을때 학생이 조지메이슨 대학에 등록되어 있고, 좋은 학문적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 학위 프로그램에서 필수 요소들을 거의 끝마쳤을 때 수여됩니다.  

 대학생: 학생은 최소 30 학점을 조지메이슨에서 취득하여야 하고 총 90 학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생 – 석사: 학생은 반드시 학위 지위가 공인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지메이슨에서 

최소 18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80 퍼센트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C 를 받은 6 학점을 포함하지 않고 최소 GPA 3.00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위 취득 필수 요건이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면, 학생은 준비된 학위나 다양한 글들을 

통해 충분한 연구 또는 학문을 완벽히 끝마쳐야 합니다. 학생의 논문 위원회는 논문 또는 글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고 학위를 수여할 것을 추천하는지 승인해야 합니다. 

 대학원생 – 박사: 학생은 입후보로 반드시 제기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모든 수업활동을 마쳐야하고 C 를 받은 6 학점을 포함하지 않고 최소 GPA 3.00 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논문의 완성된 초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논문 위원회는 

논문이 옹호할만한지 학위를 수여하기를 추천하는지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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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5 학부 규정 

 

 학생 분류 

 학문적 지위 

 학사과정 졸업요건 

 영예졸업 

 성적우수 (Dean’s List) 

 

AP.5.1 학생 분류 

 

입학이 허용된 학부생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1학년 (0–29학점 이수) 

• 2학년 (30–59학점 이수) 

• 3학년 (60–89힉점 이수) 

• 4학년 (90학점 이상 이수)  

 

전일제(Full-time) 학부생은 한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을 지칭합니다. 이수한 시간은 본 

대학교와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과 시험을 통해 얻은 학점을 포함합니다. 수업료, 검증, 재정적 

지원 등의 목적에 따라 전일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재무처, 학적과, 

학생 재정 지원처에 각각 문의하십시오. 

 

AP.5.2 학문적 지위 

 

다음 학사 진행 체계는 2004년 가을부터 유효하고 메이슨의 모든 학사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사상태 유지는 누적 평점에 근거합니다. 학사상태 유지에 필요한 누적 평점은 학점 수준, 또는 

시도한 학점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대학에서 시도한 모든 학점과 타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시험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더하여 조합한 값입니다. 

 

AP.5.2.1 학사 기간 

수업 기간은 가을 학기, 봄 학기 또는 여름 계절 학기를 지칭합니다. 학사경고, 유예, 정학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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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도록 수업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각 수업 기간은 이전 기간의 마지막 기말 시험일로부터 15일 후에 시작합니다. 각 수업 기간은 마지막 

기말 시험일로부터 14일 후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학기말 시험일이 12월 23일 월요일인 경우, 

해당 학기가 끝나는 날은 1월 6일 월요일이고 1월 7일 화요일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됩니다. 

  

AP.5.2.2 양호 학사상태(Good Academic Standing ) 

퇴학, 정학 또는 학사유예를 당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양호 학사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양호 학사상태로 간주됩니다. 

 

AP.5.2.3 학생 신분 유지 범주 

최소 7학점 수강하여 누적 평점이 2.00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 학사유예, 정학의 세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학사상태에 대한 모든 표기는 학생의 영구적인 기록에 남게 됩니다.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재정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업성취도 만족도 (SAP) 요건을 

‘힉업성립도’와 다르게 검토 해야한다. 각 누적 평점(GPA)의 범위는 각 학점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점 레벨 학사 경고 학사유예 정학 

   시도     누적     누적  누적  

학점시간 평점범위 평점범위 평점범위 

 7-16  0.00-1.99 -  - 

17-29  1.75-1.99 1.00-1.74 0.00-0.99 

30-59  1.85-1.99 1.25-1.84 0.00-1.24 

  60-89  1.95-1.99 1.55-1.94 0.00-1.54 

   90+  -   1.85-1.99  0.00-1.84 

 

신입생과 편입 학생의 예외  

메이슨에서 첫 학기를 맞는 신입생 및 편입 학생들에게는 학사유예가 가장 강한 학사 징계입니다. 

위에서 기술한 평점 유지 수준은, 이후의 모든 학기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후의 

학기에서 정학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양호 학사상태 유지를 

위해 반복 수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AP.5.2.4 전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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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프로그램로 승인된 공표되어있는 정책에 따르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부 학생 누구나 

학장으로부터 가능한 전공종료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전공의 종료 또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의 종료는 요구되는 자격 과목을 지나치게 초과해서 반복수강하고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못하고 

앞으로 전공 과정에서 계속해서 실패의 소지가 있을 때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한 학기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기준을 채울 기회나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종료통보가 학장 그리고종료의 기록이 학사기록에 남게 됩니다. 전공 종료된 학생은 더 이상 그 전공을 

취득할 자격은 없지만, 학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 내 다른 전공으로 선언 할 수 있습니다. 

 

AP.5.2.5 정학 

봄 학기 또는 여름 학기에 이어서 첫 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음 가을 학기 까지가 정학 기간입니다. 가을 

학기에 이어서 첫 정학을 받은 학생은 다음 여름 학기 까지가 정학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 두 번째 

정학은 두 학기와 여름학기를 포함합니다. 정학에서 돌아온 학생은 한 학사 기간 동안 학사 유예 

기간입니다. 메이슨의 정학 기간 동안 다른 대학에서 받은 학점(학업상의 이유든 학업 이외의 

이유든)은 학위 프로그램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학 상태의 비학위 학생은 대학에 돌아올 특정한 권리가 없습니다. 정학을 받은 학생이 정학기간 후에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학처의 재입학 자격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AP.5.2.6 퇴학 

세 번째 정학을 받으면 퇴학 상태가 됩니다.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학사 상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퇴학된 학생이 최소 3년후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퇴학 후 다음의 조건을 한 가지 이상 만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퇴학 기간 동안 인증된 2~4 년제 대학에서 최소 18 학점 이상을 성공적으로(2.50 GPA 이상) 

이수함을 증명. 이 학점들은 트랜스퍼 학점으로 가능하지만 인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학업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증거를 제공. 

 추가적으로 12 학점 이하가 완료 이수된다면 모든 학위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재입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학 사무국과 해당 단과대학 학장은 

학생과 대학의 학문적 관심이 최고가 되도록 개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새로운 스쿨 또는 대학에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새로운 학장과 전 학장, 그리고 입학 사무국이 토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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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학사 구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AP.5.2.7 학업 성취도 및 학점 한도 

학사경고, 학사유예 또는 정학에서 복학한 학부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최대 13 학점으로 제한되고 

학사상 양호 상태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14 학점 이상 신청한 학생들은 학사 상담을 찾고, 최대 13 

학점까지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AP.5.2.8 학사 신분과 학생 활동 

양호한 학사 상태를 유지한 학생만이 메이슨과 관련된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고 출마할 수 있으며 대학, 

클럽간 운동활동 등에서 메이슨을 대표하고 학생조직에서 참모로서 봉사하는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학사경고 상태의 학생은 양호 상태로 간주됩니다. 어떤 조직과 활동의 참여에는 더 강한 

학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격에 한 학기의 완료를 요구하는 학생은 일정상 공식적인 시험이 끝났을 때 자격요건이 됩니다. 

계속되는 자격요건이 없다면 취득한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자의 경우 이 장의 “학사기간” 

항목에서 정의된 학사기간 종료 후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AP.5.2.9 학사 구제 

최소 3년을 떠난 후 메이슨에 복학한 학부생은 전에 메이슨에서 취득한 최대 16 학점을 누적 평점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학장에게 청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과목은 졸업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사 구제 처리된 원 성적은 학생의 성적표에 영구히 남을 것입니다. 구제의 청구는 메이슨 

재 등록 학기 첫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서류처리 되어야 합니다. 구제요청의 승인도 해당 학기의 

성공적인 완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청 자체가 자동승인이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AP.5.3 학사과정 졸업요건 

 

AP.5.3.1 전공 결정 

양호한 학업 과정을 계획하기 위해, 학부생은 실무적으로 조속히 학위와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2학년 

종료 4주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생은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권장 포인트에 근접한 학생이 아직 전공선택이 

불확실하면 학사 상담 센터(학생 유니언 빌딩 I, 3600호, advisor@gmu.edu)에 상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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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 부전공, 집중전공을 포함한 모든 학위 요소는 하나의 요람 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람 자격 요건”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P.5.3.2 학사 학위 자격요건 

 입학. 지원자는 공식적으로 학위 추구 상태로 입학되어야 합니다. 

 체류. 최소 학위에 적용된 전체 학점의 1/4 이 메이슨에서 이수 완료되어야 하고 전공 

프로그램에서 최소 12 상위 수준 학점 (번호 300 이상 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메이슨에서 

비학위 상태에서 받은 최대 30 학점이 학사학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점시간. 학생들은 졸업과 모든 학위 자격요건을 위해서 최소 120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몇몇 프로그램이 최소 120학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질적수준. 학위후보자는 2.00 이상의 누적 평점을 달성해야 하며, 전공, 부전공, 증명을 위해 더 

높은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메이슨 누적 평균 점수는 트랜스퍼 과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위수준. 학사 학위를 원하는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상위 수준 과목 (번호 300 이상 과목) 중 

적어도 45 학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지메이슨 집중 과정. 후보자는 해당 요람에 기록된 일반 교육 자격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두 학기 영어 작문(ENGH 101 작문)과 (ENGH 작문 상급302) 과목을 C 이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학사 과정의 학생들이 작문에 전념하게 하는 일환으로 적어도 각 

전공에 하나의 고급 과정이 지정되어 작문 집중 필수 과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단과대학/학과 일반 교육. 학위 후보자는 특정 학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적인 일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과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공. 학생은 이 요람 대학 섹션의 설명과 학위평가에서 상세 기술된 바와 같이, 자신의 전공 및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AP.5.3.2.1 영어 작문 필수요건 

메이슨 학생은 영어 작문 과목을 최소 두 학기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과정의 아너스 교과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영어작문 자격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학점이 트랜스퍼 과목이나 외부 

시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과에서 실시하는 능력시험으로 면제(학점은 면제되지 않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은 선수조건 ENGH 302 작문 상급 충족 후 허가 받고 ENGH 101 작문(또는 

ENGH 100 다개 국어를 하는 학생을 위한 작문)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작문과정에서 학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C 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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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5.3.2.2 집중 작문 코스 필수요건 

대학은 모든 학부 과정에서 학생 작문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전공의 상위영역 

과목에서 "고급 작문"(WI)을 이수하는 것이 요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다른 과목이 서면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반면 WI 과정 지정 교수자는 과제 완성 방법 지도 및 3500 단어의 과제가 

부여됩니다. 초안에 대해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이 되고 이 작업에 적어도 하나의 성적을 부과하는 

과제가 부여됩니다. 입증된 특정과목이나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집중작문 코스 필수요건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P.5.3.3 복수 학사 학위 

두 번째 학사 학위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 학위로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은 

두 전공 중 하나로부터 요구되는 학점을 적어도 30 학점 초과해야 합니다. 순차적 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입학 사무국을 통해 2번째 학위 과정에 재입학 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residency) 자격요건을 

이행한 뒤 30 학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동시에 메이슨에서 두 개의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두 학위 공부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대학이나 기관에서 요구 시에는 각 학위 프로그램의 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학업 과정의 변경/선택 양식에서 복수 학사 학위 결정 항목을 작성함으로써 2번째 동시학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학위는 졸업 전에 원하는 졸업 학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시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은 두 학위가 완료되면 졸업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는 위의 순차적 졸업에 기술된 

자격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AP.5.3.4 부전공 

학생은 전공 외에 추가로 부전공 선택 결정을 완료하거나 학업 과정의 변경/선택 양식에서 부전공 

항목을 작성함으로써 부전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은 보통 15 에서 20 학점을 요구하고 이중 

최소 8학점은 단지 부전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전공, 집중전공, 대학수료 인증, 다른 부전공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소 6학점은 메이슨에서 이수하고 2.0 이상의 평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이 요람의 적절한 학과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대학의 최소 요구 조건이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더 높은 기준과 제한된 요구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AP.5.3.5 학부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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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수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이슨 이외의 학생들을 위한 수료와 현 학부생을 위한 학사 

프로그램에 공동 입학이 필요한 수료가 있다. 학부 수료를 추구하는 학생은 메이슨 학위추구 상태로 

입학해야 합니다. 메이슨 이외의 학생들은 학부 입학을 통해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 해야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완성된 학부 수료 양식을 대학등록부에 제출함으로써 학부 수료 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 수료의 학점 취득 시간의 절반 이상은 메이슨에서 이수 되어야 하며 학위 추구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료에 적용되는 과목의 평점은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부 수료 

프로그램은 전공, 집중전공, 부전공, 다른 대학수료 인증 의 자격요건을 위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특별한 15학점이 있어야합니다. 

 

학생이 학사프로그램에 공동 입학했을 때는 학사과정 수료 후에만 수료증을 성적표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랑은 대학의 최소 요구사항이며, 개별 프로그램은 더 높은 표준 및/또는 더 

제한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학사학위를 가진 학생이 대학수료 인증 프로그램 하나의 목적으로 입학하면 4년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메이슨을 떠났다가 재등록한 학생은 등록일에 따라 4년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1 또는 J-1상태의 국제학생은 더 제한적인 시간 한도를 설정합니다. 국제 프로그램 및 

정보서비스 사무국과 상담하십시오.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 제한을 맞추지 못한 학생은 

학장에게 연장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연장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AP.5.3.6 학부 프로그램 변경 

자신의 학부 프로그램을 변경(전공 또는 학위)하려는 학생은 학사 상담 센터나 지도교수에게 앞으로 

적용될 규정들을 상담하십시오. 이 요람의 상담 장에 변경 승인을 위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생은 예외로 학과장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이 60학점을 이수한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하면 전공 변경 완료 전에 새 전공의 지도교수와 

상담이 요구됩니다. 전공변경을 서류처리 하기 위해서는 새 전공과 이전 전공 프로그램의 지도교수나 

지정자의 서명이 학업 과정의 변경/선택 양식이 registrar.gmu.edu 를 통해 요구됩니다.  

 

 

AP.5.3.7 다수 학부전공 학점 

두 개 이상의 주제에서 BA 또는 BS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각 학과 자격요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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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에 대하여 적어도 18 학점이 소요되는데 이는 다른 전공, 집중전공(concentration), 부전공, 다른 

대학수료 인증 자격요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동시전공을 추구하는 학생은 학업 과정의 변경/선택 양식에서 2차 전공선택을 완료해야 

합니다. 양식은 학적과나 registrar.gmu.edu/forms에 있습니다. 지원자는 두 전공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고, 2번째 전공 프로그램의 장이나 기관장의 서명이 필요하며, 대학, 스쿨, 

기관에서 요구 시 학장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특정 학사과정에서 요구 시 학과의 장 및 학장, 기관장은 

프로그램 내 모든 변경사항을 하나 하나 승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허가가 완료되면 예상 졸업일 전에 

언제라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P.5.4 영예 졸업 

 

졸업 학점에 적용되는 최소 60 학부 기관 학점들은 메이슨에서 이수하고 학생의 누적 평점이 적어도 

다음 3 가지 중 하나 이상일 경우, 학생은 영예 졸업(graduate with distinction)을 합니다:  

• 3.90 이상, 최우등(summa cum laude) 

• 3.70 이상, 우등(magna cum laude) 

• 3.50 이상, 우수(cum laude) 

 

최소 45에서 59 사이의 졸업 학점을 메이슨에서 이수하고, 학생의 누적 평점이 3.80 이상인 학생은 

인정 졸업(graduate with recognition)을 합니다. 

 

부가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은 인정되는 많은 장학사회 회원으로 적임 자격이 부여됩니다. 2011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모든 학문 분야에 걸치는 장학사회인 Phi Kappa Phi로 부터 

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 조지 메이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명망 있는 인문학 분야의 

장학사회인 Phi Beta Kappa 로부터 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AP.5.5 성적우수 (Dean’s List) 

 

학위 상태에서 한 학기에 최소 6 학점을 등록하고 당 학기 평점 3.50 이상을 얻으면 학장 리스트에 

기록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수강, 제외되는 과목들은 소급하여 학장 리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학장 리스트 표기는 개인의 기록에 영구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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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 대학원 정책 

 

 학생 분류 

 정규 분류 

 학사 지도 

 학생 자격 

 시험, 삭감, 또는 편입의 학점 

 대학원 교육분야 평판 

 학사/accelerated 석사 학위 

 대학원 수료를 위한 요구사항들 

 석사 학위를 위한 요구사항들 

 박사 학위를 위한 요구사항들 

 대학원 위원회 

 대학원 교수진 

 

대학원 레벨에서, 메이슨은 수료와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권한다. 또한 연구를 헌신하며 

교육분야쪽으로 강한 학부들을 위한 결합된 학사와 accelerated 석사 학위 프로그램이 많다. 

 

AP.6.1 학생 분류 

 

학생들이 학위를 필요로 하지않거나 하거나 그들의 신분에 따라 그들은 대학원 수업들과 프로그램들을 

접근할 수있다. 더 많은 정보는, “대학원 입학”을 참고하세요. 

 

AP.6.2 정규 분류 

 

대학원생들은 학기당 최소 9 학점을 하거나 정규직 조교 (총 일주일당 20 시간)와 학기당 최소 6 학점을 

다닐경우 full-time 으로 간주한다. 대학원생들은 학기당 최소 4.5 학점 이상에 등록하면 반기라고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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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학점에 등록한 석사과정 학생은 학기당 최소 3 학점 이상 799 학점에 등록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석사 학생들은 799 의 1 학점을 등록할수 있고 799 의 3 학점을 완료하고 각 학기에 학생의 

지도자와 부서장과 함께 thesis 에 착수하는것을 증명할 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799 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할시 “AP.6.9.3 석사 thesis”를 참고하세요. 

 

논문 학점들(998 또는 999)을 등록한 박사 학위 학생들은 조교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각 학기당 최소 

6 학점을 등록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입후보이며 대학 및 학위 프로그램으로 부터 요구되는 

최소 학점을 완료한 (998 과 999 의 최소 학점 포함) 박사 학위 학생들은 999 의 최소 1 학점을 등록했고 

각 학기에 학생의 지도자와 부서장 같이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er 에 논문에 착수하는것을 

증명하고 연락 할 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998 및 999 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할 시 “AP.6.10.6 

논문 신청”을 참고하세요. 

 

앞에 언급한 조항들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될려면, 학생은 각 학기의 수업 첫날 이전에 적절한 

양식들을 완료하고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에 제출해야한다. 정규직 자격에 대한 다른 

요구사항들은 등록금, 검증, 대출 집행연기 및 재정 지원에 적용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시 

“Student Accounts,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그리고 Student Financial Aid”에 연락하세요. 

모든 학생들의 시간적 신분의 공식적 지정은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AP.6.3 학사지도 

 

학생이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될때, 그 학생은 학생의 공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터 교수진 지도자로 임명된다.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은 그 학생의 교육 지도자의 

방문으로 시작된다. 거기에서 학생은 특정 과목들과 학위 요구사항들에 대하 정보를 얻을수 있고 

개개인의 학습 프로그램을 향상 할 수 있다. 입증된 학습 프로그램의 진행은 그 학생과 그 지도자의 

공동 책임이다. 대학원생은 그 대학원, 학교, 또는 기관의 정책과 절차들 그리고 개별 학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해당 부서의 요구하상들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은 각 학기마다 등록하기전에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상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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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4 학생 자격 

 

AP.6.4.1 비학위 학생 자격 

학위가 없는 신분으로써 대학원 학업을 등록된 학생은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학위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와 추천서들을 포함한 모든 입학 요구사항들 (학위 신분을 

위한 학생의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대로)들이 충족해야 한다. 학생이 학위 취득을 위해 학위 취득되지 

않는 상태에서 얻은 학점들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 그 학점들은 대학원 편입 학점 요청 양식이 승인 

되어야 한다. 학점들은 특정 자격증이나 학위 프로그램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첫 입학전 6 년 

이내로 얻어야 하며 최소 점수는 B (3.00)이여야 한다.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학위 취득으로 바뀔때 

옮길수 있는 학점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위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세요. 

 

AP.6.4.2 임시 예선 통과자 취소 

임시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 관한 정책은 “대학원 입학 정책들”을 참조하세요. 

 

AP.6.4.3 재등록 허가 

메이슨에서 두번 이상의 연속 학기동안 최소 1 학점의 수업활동을 등록 하지 못한 모든 대학원 자격, 

석사 및 박사 학위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재등록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그 학생이 등록된 

동안 어떤 카탈로그에 따라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지원하는것을 허가할 수 있다. 집중전공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요소들은 선택한 연도의 카탈로그에 보여야한다. 카탈로그 연도에 대한 최종 선택은 그 부서의 

학과장 또는 책임자의 책임이다. 대학원 재등록 양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AP.6.4.4 대학원 교육분야 프로그램으로 부터의 자발적인 사직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부서 또는 프로그램 의장 그리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 자발적 사직 양식은 학생 프로그램 및 학생 계정으로부터 승인받고나서 

성적 증명서에 표기하기 위해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에 제출해야한다.  취소 기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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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은 해당 학기 학생 성적증명서에는 W 라고 명시되며 추후 등록한 과목들은 제거됩니다. 프로그램 

사직이 최종입니다. 

 

AP.6.4.5 대학원 학생 육아 휴직 

출생, 입양, 위탁 또는 보호자 돌봄 배치를 통해 부모가 되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최소 1년이상 또는 4번의 연이은 8주 세션에 적극적으로 등록한 모든 학위 취득 대학생은 대학원 교육 

관련 부서에 육아휴직을 통지한 후 선택권을 가집니다. 

 

목적: 

 

육아휴직 기간은 AP.6.8, AP.6.9 및 AP.6.10 에 따라 해당하는 학생의 학위 완료  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승인 된 PLoA 를 위해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한 학기 또는 두 번의 연속 8 주 

세션을 포함하도록 학생의 시간 제한이 연장됩니다. PLoA 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가을 

또는 봄 학기 또는 2 회 연속 8 주 세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승인 된 PLoA 가 만료되면 학생의 

학위 완료 시간 제한이 재개됩니다. 

 

범위: 

이 정책은 성 정체성, 결혼 여부 및 학생이 출생 부모인지 비 출생 부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적용됩니다. 승인 된 PLoA 기간은 전체가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되어야합니다. 학생은 

승인 된 PLoA 를 아동의 예상 출산 / 입양 / 배치 후 최대 6 개월까지 시작하도록 예약 할 수 

있습니다. PLoA 는 어린이 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출산 또는 배치는 하나의 이벤트로 

취급됩니다. 이 정책의 사용은 PLoA 기간을 벗어난 비학 업적 철회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PLoA 또는 학위 완료 정책 예외 요청 및 항소에 대한 시간 제한에서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공고: 

 

학생들은 PLoA 가 시작될 학기 또는 세션이 시작되기 최소 6 주 전에 PLoA 를 요청해야합니다. PLoA 

통지를 완료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는 여기 를 참조 하십시오 . 통지를 받으면 APGE 는 학생, 대학 

등록 기관, 학생의 각 대학 / 학교 및 지역 학업 단위에 예정된 PLoA 를 확인합니다. 출생 또는 배치 

기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의 사본은 가능하면 APGE 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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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학생은 승인 된 PLoA 기간 동안 새로운 수업료 나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학생은 

PLoA 에있는 동안 Mason 이나 다른 기관의 과정에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PLoA 기간 동안 

학위 요구 사항에 대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Mason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해야하며 특정 상황에서 최대 1 년 동안 Mason 학생 건강 보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생 건강 서비스 를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은 일부 

대학 서비스 및 리소스가 등록 된 학생으로 제한 될 수 있으며 PLoA 동안에는 접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경우, 학생은 AP.6.10.6 또는 AP.6.9.3 승인 PLoA 기간 동안. PLoA 가 

만료되면 모든 학업 책임이 재개됩니다. 

반환: 

교수진, 학생 지원자 및 직원은 PLoA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학생들이 PLoA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학위 완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PLoA 에있는 모든 학생은 지역 학업 

단위 또는 대학 / 학교에서 첫 학기 또는 등록 된 학생으로서 8 주 세션 이전에 복귀에 대해 

조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기 또는 PLoA 후 8 주 세션의 추가 / 삭제 마감일까지 적시에 반환 

및 등록하지 않은 PLoA 학생은 여전히 학위 이력서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으며 졸업생에 재 

등록해야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프로그램. 

 

예외 요청: 

 

APGE 는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한 학기 추가 또는 연속 3, 4 8 주 세션에 대한 휴가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이 정책의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 할 수 있습니다. PLoA 에 

허용되는 최대 기간은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에 따라 1 년 (가을, 봄) 또는 4 회 연속 8 주 세션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경우 여기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 학생의 

PLoA 정책 예외 요청이 거부되면 학생은 대학원 학업 항소위원회 (GAAC)에 한 단계의 

항소를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조항: 

 

재정 지원을받는 학생 은 PLoA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재정 지원 사무소 와상의하여 재정적 영향을 

확인해야합니다. 대학 정책에 따라 PLoA 에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기존 대학 

지원 조교, 펠로우 십 및 / 또는 장학금을 계속 보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 지원 기관의 재량에 

따라 모든 적용 가능한 대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반환시 다시 고용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대학 

외부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 장학금 또는 펠로우 십을 다루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PL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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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교수진, 감독자 및 / 또는 부서와상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은 먼저 국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무소와 상의하여 그러한 

휴가가 학생의 미국 내 비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합니다. 

 

AP.6.5 시험, 삭감 또는 편입의 학점 

 

AP.6.5.1 외부적인 시험 학점 

외부 시험의 만족스러운 완료에 대한 학위 학점은 특별히 대학원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시험들과 성취 

레벨들로 제한된다. 

 

AP.6.5.2 학점의 삭감 

모든 학생들은 대학 거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허나, 박사학위 또는 석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부터 

요구되는 학점들은 입학전 얻은 관련된 학점인정 과정 학위의 기반으로 줄어들수도 있다. 줄어든 학점은 

프로그램 책임자와 학과장 또는 학교,대학원 또는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분들이 이 

학점들이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이 가능한지와 학점이 줄어드는지 결정한다. 

 

박사학위 프로그램 

박사학위 프로그램의 최대 삭감은 프로그램과 기관, 거주, 및 특별한 학점들에 대한 대학 

요구사항들로부터 요구된 총 학점들로부터 나온다. 72 학점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삭감은 30 학점이다. 

72 학점보다 더 요구되는 프로그램들은  학생이 앞에서 언급된 대학 요구사항들을 충족한 경우 

30 학점보다 더 줄어들수 있다. 메이슨에서 2 차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박사학위 학생들은 학점의 

삭감이 되지 않고 학업 프로그램에 박사 학위에 적용되는 과목들이 표시되어 있어야한다. 개별적인 박사 

학위 프로그램들이 더 엄격한 정책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학점 정책의 삭감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프로그램 과/또는 교육분야 부서와 함께 상담하는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석사 학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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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프로그램의 최대 삭감은 프로그램과 기관, 거주, 및 특별한 학점들에 대한 총 학점에 대한 대학 

요구사항들로부터 요구된 총 학점들로부터 나온다. 개별적인 석사 학위 프로그램들이 더 엄격한 

정책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학점 정책의 삭감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프로그램 과/또는 교육분야 

부서와 함께 상담하는것을 잊어서는 안됀다. 

 

학점 삭감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를 제공해야한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성적 

증명서인 경우, 학생들은 입학 절차에 제공되는 서류가 아닐 때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 평가를 제공해야한다. 임시로 입학 허가된 학생들의 학점 삭감 요청들은 

입학 조건들을 충족할때까지 고려되지 않으며 그들의 기록이 제거된 임시 예선 통과자로 된다. 

 

학점 삭감에 상용된 학점들은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전 학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학점들은 

이전 학위 취득할때 사용된 편입 학점은 포함될수 있지만  공동 학사/석사 프로그램 또는 메이슨의 

석사/accelerated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서 대학 및 대학원 학위에 적용된 학점들은 포함이 안될수도 있다. 

학점 삭감은 이전 학위에 적용된 학점보다 더 많은 학점이 요청 안될수 있다. 이전 학위에서 허용한 것을 

초과하는 논문 학점은 학점 삭감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삭감에 적용된 수업활동은 최소 B 를 받아야한다.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 모드가 적용되는 ‘통과/낙제’ 

또는 ‘만족/학점 없는’로 매겨지는 과목들은 학점 삭감이 적용될 수 있으면 집 기관의 점수 체계에 따라 B 

또는 더 나은 점수를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표준적 형식을 따른 대학원 학위는 상황에 따라 평가 

될것이다.  

 

AP.6.5.3 학점 편입 

수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입학 하기전에 취득한 대학원 학점은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것과 자격증 또는 학위에 적용되는게 가능하다. 학점 편입은 프로그램 책임자와 학교, 대학교, 또는 

기관의 학과장이나 책임자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분들이 학점의 편입이 가능한지 특별한 수료 또는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지 결정할 것이다. 편입된 학점들은 메이슨 평점에 계산되지않는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Transfer 할 수 있는 학점에 대한 제한은 아래에 제시된 학위 요구사항들로 부터  나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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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점은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으로써 처음 등록 당시 학생의 요구에 따라 편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학생들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들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성적 증명서인 

경우, 학생들은 입학 절차에 제공되는 서류가 아닐 때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와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 평가를 제공해야한다. 임시로 입학 허가된 학생들로 부터의 학점 편입 요청들은 

입학 조건들을 충족할때까지 고려되지 않으며 그들의 기록이 제거된 임시 예선 통과자로 된다. 

 

편입 학점의 받기 위해서, 학점은 다른 인증 된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대학원 

학점이거나 교육 가이드북안에 미국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대학원 학점이거나 학위없는 신분인 동안 

메이슨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점이여야 한다.  특정 자격 또는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으로서 첫 입학하기 전에 6 년 이내로 취득한것이여야 하며 최소 점수는 B 이어야 한다. 과목은 그 

과목을 제공하는 기관의 학위에 적용 되어야 한다.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관에서 의도하지 않은 

연장 및 현직 과목들은 메이슨에 학점 편입이 안된다. 그 학점들은 이전에 다른 기관 또는 메이슨에서 

학위를 적용할수없게 했지만,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학위프로그램에 적용된 3 학점까지는 메이슨의 

수료 프로그램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AP.6.5.4 다른 곳에서의 학업 허가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된 학생들은 다른 공인 기관에서 대학원 과목들을 들을수 있으면 승인받기전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에 학점들을 지원할 수 있다. 승인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학교, 대학원, 

또는 기관의 학부장 이나 책임자 로부터  서면으로 보증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등록하기전에 

Mason 의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에 제출해야 한다. 과목 완료할때, 학생들은 Mason 학위 

프로그램으로 학점들이 transfer 할수 있도록 Mason 에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학점들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을 포함한 transfer 학점에 대해 위에 제시된 모든 조건을 

따라야한다. Transfer 허락된 학점들은 Mason GPA 에 계산되지않는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과목을 듣기 위한 허가는 대학원생이 아래 주어진 학위 요구사항들을 충족 하는것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입학되고 학위를 추구하는하는 대학원생들은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를 통해 제한된 수의 과목들을 들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AP.1.4.2 다른 

기관 학업 허가”를 참조하세요. 이 consortium 을 통해 취득한 학점들은 편입이 아닌 resident 학점으로 

고려되며, 따라서 학점 조건 또는 제한의 편입이 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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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6 대학원 교육분야 평판 

 

AP.6.6.1 교육분야 경고 

교육분야 경고 표기법은 대학원 과목에서 C 또는 F 의 점수를 받거나 IN 점수를 받은 대학원생의 

성적표에 기재된다.  

 

AP.6.6.2 교육분야 종료 

학위를 추구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에 적힌 이유들로 종료될 수 있다.  비학위 대학원생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는것 처럼 불만족한 교육분야 성과로 인해 종료될 수 있다. 이것들은 교육분야  성과의 최소 

기준이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학은 입학에 요구되는 어떠한 시험 점수의 

취소를 (시험 관리자에 의한) 근거로 학생을 종료 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학생이 종료 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대학원 교육 보조 기관과 연계하여 자신의 교육 단위가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학사 정책 예외를 획득함으로써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이유들중 하나라도 있으면 종료될 수 있다. 

 

학위 그리고/또는 수료 프로그램에 입학된 정식 대학원생 

• 교육분야 부서로부터의 결정에 따라 학위에 만족스러운 절차를 이루지 못했을 때 

• 두개의 대학원 과목에서 F 점수를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가진 대학원 과목이 9 학점으로 

축적 됬을 때 

임시 학위를 추구하는 정식 대학원생 

• 시간 제한이내 입학 조건들을 충족 못했을 때 

• 교육분야 부서로부터 결정된 학위의 만족하는 절차를 이루지 못했을 때 

• 대학 과목들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는 점수가 12 학점으로 축적 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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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대학원 과목에서 F 점수를 또는 만족스러비 못한 성적을 가진 대학원 과목이 9 학점으로 

축적됬을 때 

주목:  학부 및 대학원 과목 성적들은 종료 threshold 에 도달하기 까지 통합되지 않으며, 별도로 

고려됩니다.   

비학위 대학원생 

• 학부과정에 충족되지 않는 12 학점 기재. 

• 대학원 과정 2 개에 F 학점, 또는 충족되지 않는 9 학점 합산 

참고: 대학원 및 대학원 과정 성적은 종료 임계값에 도달하기 위해 결합되지 않으며, 별도로 고려됩니다. 
 

학생은 종료 기준(프로그램 시간 제한 및 등급 요구 조건 포함)과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교육 정책 

예외 요청을 시작하는 과정을 모두 알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제한과 성적 요건이 있는 

경우, 대학 등록자는 종료 자격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생의 성적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학생들에게 

통지하고, 예외 기간 요청의 시작에 대해 통지하고, 해당 학생을 해당 학부에 지시합니다. 교육 정책 

예외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밖의 모든 종료기준에 대해서는, 종료자격 2주 

이내에 학생의 성적이 종료기준에 도달했다고 통보하고, 예외기간 요청 개시 통지를 제공하며, 해당 

학생에게 학사정책 예외요청서 제출에 관한 정보를 지시합니다.. 

 

각 학회 및 대학원 교육을 위한 어소시에이트 프로포스트는 해당 대학 웹 페이지에 학술 정책 예외 

요청을 시작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해당 학회 검토에 사용된 기준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위한 보조 제공자는 각 대학 웹 페이지에 학술 정책 예외 거부의 항소를 위한 과정을 

게시해야 합니다. 대학원 교육 보조 기관은 해당 사무소와 대학원 학술 항소 위원회가 각각의 항소 

검토 중에 사용하는 기준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청 또는 항소를 검토하는 동안 학생은 

등록하고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술 정책 예외 요청 또는 항고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학생의 예외 요청이 해당 학부에 의해 거부된 

경우, 대학원 교육 보조원 또는 대학원 항소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항고 선택권이 없는 경우, 해당 

학과장 또는 이사가 서면에 서명한 해고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학부는 1주일 이내에 우편과 

이메일로 학생에게 발송되며, 대학 등록부에 전자 사본이 제공됩니다. 대학원생의 공식 성적에 

학위취소 통지가 첨부되고, 그 후 학생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업에서 행정적으로 취하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AP.1.3을 

참조하십시오.(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text) for more 
information).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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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 또는 비학위프로그램 

• 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일 대학 내에서 프로그램 변경 
 

F 등급 또는 불만족 등급은 위에서 설명한 종료 임계값에 도달하기 위해 반영되어야 합니다.  

AP.6.6.3 메이슨 대학원 재입학 

메이슨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부터 종료되거나 해고되거나 사직한 과거 대학원생은 새로운 대학원 

프로그램 지원을 제출하거나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 되지 않는한 프로그램에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으며 메이슨에서의 추가적인 수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학위에 대한 시간 제한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입학일로부터 시작한다. 교육분야 부서와 프로그램들은 재입학에 관해서 추가적인 제한을 할 수있다. 

그렇다면 그 제한들은 적용된다.  

 

학업단위 프로그램에는 재입학에 대한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 대학원 프로그램에 적용한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새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 6 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합니다. Mason 의 대체 대학원 프로그램에 완전히 입학하면 Mason 의 이전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축적 된 F 등급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은 제외되며 AP.6.6.2 에 설명 된 종료 

기준에 도달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AP.6.7 학사/Accelerated 석사 학위 

 

대학은 교육분야적으로 강한 메이슨대학교생들에게 연구나 졸업이나 전문적인 공부를 하도록 

석사/Accelerated 박사 학위 프로그램들을 제안한다. 지원자들은  대학원 지원비를 waiver 받을수 있으며 

입학된 학생들은 144 – 150 학점의 만족스러운 완료 후에 학사와 석사 학위 둘다 받을수 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학점 수). 

 

AP.6.7.1 원서와 입학 

Accelerated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원서들은 학생이 75 와 100 사이의 학점들을 취득해 있어야 한다. 

개별적인 대학들, 학교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원서전에 취득한 hours 의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설정할수 있다. 입학은 경쟁적이며 학생의 대학교 프로그램의 교수진 책임자, 목표로 삼은 대학원 

프로그램의 교수진 책임자, 및 관련된 대학원 학과장/지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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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7.2 수업활동 요구사항들 

입학과 90 의 학부 학점을 취득한 후, accelerated 석사 학위 학생들은 학부 및 대학원 고문자들로부터 

명시된 그들의 학업 분야에서 대학원 수업활동의 3-6 학점들 (각 과목에서 3.00 GPA 또는 더 나은 점수를 

받아야한다)을 완료해야 한다. 이 학점들은 학부 학위에 적용될것이며 메이슨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관련된 높은 standing 을 학생에게 제공할 것이다.  모든 대학원 과목 전제 조건들은 입학전 완료해야 

한다. 아직 학부 신분인 경우, 최대 6 점의 추가적인 대학원 학점을 예비 대학원 학점으로 받아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다. 예비 대학원 학점은 학부 학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AP.1.4.4 학부 학생의 대학 과정 등록”을 참조하세요. 

 

Accelerated 학위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은  학사 학위 취득후 그리고 학생 교육분야 기록에 올린 최소 

18 의 적용되는 대학원 학점들을 포함한 석사 학위를 위한 모든 대학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AP.6.7.3 일정 요건 

Accelerated 석사 학위 학생들은 accelerated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한 지원서에 명시된 그 학기에 있는 

학부 프로그램에서 졸업해야한다. 학부 학위의 수여를 위한 타임라인의 변경들은 대학원 프로그램 

책임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부 학위 수여후 바로 오는 가을학기나 

봄학기에 있는 관련된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들은 입학에서 대학원 

자격까지 1 년 미만의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각 특정 프로그램에 요약된 모든 타임라인들을 

따라야 한다.  특정 타임라인에 따라 대학원 프로그램에 입학 실패는 학부 신분에서 취득한 대학원 

advanced standing 과정들의 박탈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 

 

AP.6.7.4 유학생들을 위한 지침 

F-1 및 J-1 학생들은 학부에서 대학원 학업 레벨로 옮길때 프로그램 레벨 변경과 I-20/DS-2019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F-1 또는 J-1 의 추가적인 시간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연방 이민 규정들로 부터 요청되는 

대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AP.6.8 대학원 수료를 위한 요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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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은 모든 해당 학교 요구사항들과 대학원 자격 프로그램 교수진이 만든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개별 부서의 대학원 자격 요구사항들은 이 카탈로그에 그들의 교육 부서밑에 나열되어 

있다. 다음은 대학 최소 요구사항들인것을 알아야한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높은 기준들 및/또는 더 

제한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대학원 자격 프로그램들은 최소 12 대학원 학점이 요구된다. 

 오직 대학원 과목들은 대학원 자격에 적용된다. 

 타기관에서 취득한 최대 3 대학원 학점들은 대학원 자격 프로그램에 편입 할 수있다. 자세한 

내용은 “AP.6.5 시험 학점”을 참조하세요. 

 Consortial 방식에 의해 제의 된 수료인 경우, 수료에 적용된 최소 3 분의 1 학점은 메이슨에서 

직접적인 설명에 따라 취득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no more than 3 credits of C 을 포함할 수 있는 수료 지원서에 나타나 있는 수업들은 

최소 3.0 을 맞아야 한다. (C+, C-, 및 D 성적은 대학원 과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평점 계산은 편입 

학점들을 배제한다. 

 수료 학생들은 대학원 종료 정책들을 숙지해야한다. 

 메이슨에서 하나 이상의 자격증의 학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증 학생은 메이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여러 자격증의 교과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점도 3 배로 

계산되거나 학위 프로그램 요건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수락은 해당되는 모든 

입학 요건을 따릅니다. 

 

AP.6.8.1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또는 대학원 수료를 추구하는 학생들 

입학 

학생들은 학위 신분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수료 요구사항들을 

완료하기전 최소 한학기 전에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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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한은 석사 학위를 위한 6 년의 시간 제한이나 박사 학위에 후보로 진전하기 위해 6 년의 시간 

제한과 일치한다. 석사와 박사 학위 시간제한 법을 적용한다.  

다수 프로그램들 

학생들은 석사와 박사 학위를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한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에 등록 할 수있다. 대학원 

수료를 완료한 학생들은 이후에 학위 프로그램에 공식적인 입학의 6 년이내로 듣는 동안, 대학원 학업에 

그 한 수료에 대한 많을 학점 hours 들을 적용할수 있게 승인 받을 수 있다. 대학원 학위와 한 수료 사이에 

학점들을 공유하는것에 제한이 없다. 

 

AP.6.8.2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들의 학생들만 

입학 

대학원 수료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학위를 추구하는 신분에 메이슨으로 등록해야한다. 수료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만들어 내지 못할 시(교육분야 부서로부터 결정한) 수료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다. 

 

메이슨에서 하나 이상의 자격증의 학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증 학생은 메이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여러 자격증의 교과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점도 3 배로 계산되거나 학위 

프로그램 요건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수락은 해당되는 모든 입학 요건을 따릅니다. 

 

입학 후 수업활동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에 요구된 반 이상의 학점들은 입학 후 들어야 한다. 

 

시간 제한 

완료 시간 제한은 입학 날짜로 부터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까지 6 년이다. F-1 또는 J-1 신분으로 들어온 

국제 학생들은 더 제한텐 시간 제한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에 연락하세요. 시간제한은 대학원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불참과 추후 다시 등록하는것 

때문에 연장되지 않는다. 시간 제한을 충족 하지못하거나 연장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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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부터 종료 될수 있다. 이 정책은 학생이 대학에서 승인한 장애 서비스 수용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프로그램들 

어떠한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 하지않은 학생들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동시에 두개의 대학 

수료 프로그램들을 등록 할 수있다. 각 대학원 수료에 대한 졸업 지원서는 다른것들이 아닌 오직 그 

수료에 적용되는 최소 12 학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개의 수료에서만 취득한 학점들은 추후에 

프로그램 승인 및 시간 제한에 따라 미래의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AP.6.8.3 Certificate 프로그램의 학생들만의 재정 자금 

모든 certificate 프로그램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대학원 certificate 를 받을수있는 목록은 

“재정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AP.6.9 석사 학위의 요구사항들 

 

후보자들은 모든 해당 대학 학위 요구사항들과 석사학위 프로그램 교수진이 정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개별 부서 학위 요구사항들은 이 카탈로그에 있는 각각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들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프로그램들은 더 엄격한 요구사항들이 도입 될 수 있다. 

 입학. 후보자들은 학위 자격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학점이수 . 후보자들은 최소 30 대학원 학점들을 취득해야한다. 

 학점 레벨. 대학원 과목들만 학위에 적용된다. 

 기관 학점. 학위에 적용된 다수의 학점들은 메이슨에서 또는 (공동, 협력, 또는 Consortium 

arrangements 를 통해 제안되 프로그램들의 경우들) 참여 기관들에서 취득해야한다. 석사 

학위에 적용된 적어도 3 분의 1 학점들은 메이슨에서 직접적인 설명으로 통해 취득할 수 있다. 

 논문/프로젝트 제한들.  석사 학위의 thesis 연구 (799) 또는 석사 학위의 프로젝트 의 최대 

6 학점은 학위에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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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후보자들은 no more than 6 credits of C 을 포함할 수 있는 학위 지원서에 나타나 있는 

수업들은 최소 3.0 을 맞아야 한다. (C+, C-, 및 D 성적은 대학원 과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평점 

계산은 학위에 대해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편입 과목들과 메이슨 학위가 아닌 학업들의 

학점들을 제외한다.) 

 

AP.6.9.1 논문 옵션 

Thesis 에 따라 요규사항들은 학위 프로그램과 함께 달라진다. 많은 석사 학위 프로그램들이 thesis 와 

nonthesis 옵션들을 둘다 제안한다. 동일한 수준의 작업은 학생들의 고른 옵션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기대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각 학위 프로그램의 학위 요구사항들의 섹션을 참고하세요. 

 

AP.6.9.2 시간 제한 

석사 학위 학생들은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으로써 학위를 완료하기위해 첫입학한 날부터 6 년이 있다.  

개별 석사 프로그램들은 이 카탈로그에 공제되어 있는 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F-1 또는 J-1 

신분인 국제 학생들은  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에 연락하세요. 메이슨으로부터 부재 후에 재입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재입학날에 시작되는 6 년간의 시간 제한이 계산되지 않을 수 있다. 통제할수없는 상황때문에 게재된 

시간 제한들을 충족 못할 학생들은 연장을 청원 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을 충족하기 못하거나 연장 요청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프로그램으로부터 종료가 될 수 있다. 초기 마감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세요. 이 정책은 대학교에서 승인한 장애 서비스 가입 계획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P.6.9.3 석사 학위 논문 

해당부서로 부터 thesis 제안서가 승인 되면, 부서장은 대학 학과장 또는 책임자에게 thesis 제안서의 

사본을 석사 학위 thesis 위원회 멤버들의 승인 사인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은 다음학기 초에 thesis 연구 

(799)를 등록할 수 있다. 학생들은 799 의 첫 학기에 최소 3 학점 hours 를 지원해야 한다. 해당 학기 후에, 

학생들은 학기당 799 의 1 학점을 신청 할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려된다: 학생, 지도자, 및 부서장은 학생이 thesis 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것을 각 학기마다 

증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AP.6.2 정규 및 하프 타임 상태 분류를 참조합니다.참고: 석사 학위 

학생들은 thesis를 쓰거나 제출하는동안에 799의 등록을 계속 해야 한다. 799 를 등록한 학생들은 

작업을 완료 할때까지 IP 라는 점수를 받게 된다. 그때는 S/NC 라는 점수를 받을 것이며 이전의 IP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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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로부터 최종 S 또는 NC 점수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된다.  다음학기가 

시작 하기전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thesis 제출하는 도서관 마감일을 놓친 졸업 후보자들은  다음 

학기에 799 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졸업에 활동적이여야 한다. 

 

논문 옵션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메이슨의 thesis, 논문, 또는 프로젝트 가이드”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thesis 제안서를 제출되고 가이드에 규정된것처럼 승인이 된 후에야만 799 를 등록할 수 있다. 

교수진 일원의 활동적인 감독하에 thesis 를 준비하거나 시험을 보고싶어서 메이슨에서 출석하지않는 

학생은 학기당 최소 1 학점을 799 에서 계속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석사 학위 thesis 위원회는 최소한 세명의 대학원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 적어도 두명은 

학생의 부서나 프로그램 출신이여야 한다. 대학원 교수진 일원 또는 대학에 소속되지않은 다른 적임자가 

아닌 교수진은 추가 일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 일원들은 학생 지도자와 학생과 상의후에, 

교육분야 부서 또는 프로그램 또는 지도자로 부터 지정된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대학원 교수진만 thesis chair 로서 일 할수 있다. 

 

Thesis 위원장은 주로 후보자의 연구와 작문 활동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다. 학생은 thesis 의 작문뿐만 

아니라 연구의 범위, 계획, 및 진행을 하는것을 모든 위원회 일원들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AP.6.9.4 Thesis 제출 

학기의 thesis 제출 마감일이거나 이전에, 각 학생은 PDF 처럼 그/그녀의 thesis 의 완료된 전자 사본이 

담긴 (이력서를 통해 사인을 서명한) CD 를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로 제출한다. 

PDF 는 Mason Archival Repository Service (MARS)에 업로드 한다. 또한 최종 제출 시점에, 학생은 완전한 

버전의 Transmittal Sheet, ETD 제출 양식, 및 MARS 동의서를 제출한다. 

 

특정 학기의 학위 수여에서는, 위의 자료들이 그 학기 마지막 수업이 있는 금요일 오후 5 시까지 

도서관에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데드라인과 더 많은 정보는,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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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 대학,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으로 부터 결정된 상황에서, 학생은 일정 기간동안 (2 년, 5 년, 

또는 10 년) 온라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그녀의 thesis 의 모두 또는 부분을 금할수 있도록 신청할 

수있다. 학생은 미래 출판사와의 가능성 있는 계약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그/그녀의 작업을 금할 수 

있도록 또는 지적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선택할수 있다. 모든 학교, 대학, 및/또는 프로그램이 학생한테  

학생의 작업을 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대학의 학생 thesis chair 및 대학원 associate 학과장 

둘다 학생의 청원을 승인해야 한다. 금수조치의 승인 하에, thesis chair, 대학원 associate 학부장, 그리고 

학생은 금수조치 승인 양식에 모두 서명해야한다. 학생은 thesis 및 모든 자료들을 제출할 때, 완전하고 

서명된 금수 조치 양식을 UDTS 에 제출해야 한다. UDTS 코디네이터는 제출된 양식이 chair/책임자 및 

associate 학과장 둘다에게 서명했는지 확인 한다. 확인된 사본은 UDTS 코디네이터로부터 유지된다. 

작업이 MARS 및/또는 ProQuest 에 업로드될 때 작성자는 이메일 알림을 받고 PDF 를 첨부하여 금수 

조치가 특정 날짜에 시작 및 종료될 것임을 명시하고 금지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저자는 또한 (udts@gmu.edu)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종료일 전에 금수 

조치를 해제하거나 금수 조치를 갱신하고 싶다고 통보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점을 알려야한다. 이 

양식에서는 저자에게 변호사, 친척 또는 기타 적절한 지명자에게도 조언합니다. 사망, 무력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의 경우, 금수 조치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저자의 재산, 위임 권한 또는 기타 적절한 

지명자의 역할이다. 

학생이 논문 발표일을 초과하여 금수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연장 요청 시간 동안 먹은 

학생의 대학/학교 대학원 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들은 2 년, 5 년 또는 10 년 갱신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된 경우 학생은 (udts@gmu.edu) 이메일을 통해 금수 조치 연장 의사를 UDTS 에 

통보해야 한다. UDTS 코디네이터는 부학장에게 금수 연장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고, 학생 요청 사본과 

금수 연장이 가능하다는 부학장의 확인 사본을 보관한다. 

 

특정 기간 동안 금지 된 논문은 학생 / 저자가 특정 기간 동안 문서를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증거를 

제공 할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컬렉션의 캠퍼스 내에서 전자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캠퍼스 내 접근을 제한 할 수있는 권한은 대학원 교육 담당 부교장이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인 상황에서만 대학원 교육 부교장은 그러한 금지 조치를 위해 학생의 

작업을 고려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작품 공개가 자신, 국가 안보 또는 유사한 시나리오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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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University Die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에 프로젝트, thesis, 또는 논문의 최종버전 (예: 

방어, 서식, 및 서명)을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차후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논문의 영향을을 미치는 다른 문서 유형으로부터 전환시킬때 서식 오류는 PDF 문서에 소개됀다. 

예를 들면,  문서를 PDF 로 서식하는 과정에서, 모든 앰퍼샌드 (&)는 없어지며 UDTS 에 

최종제출하고 나서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재제출은 여백, 글꼴, 또는 다른 실질적이지 않는 

항목들을 수정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2. 사기 또는 표절의 발생. 해당 대학/학교는 thesis 또는 논문을 검토해야 하고 학과장에게 

승인받거나 대학 카탈로그에 따라 적절한 course of action 을 결정해야한다. 승인된 course of 

action 은 thesis 또는 논문의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는것을 허락한다는게 포함되어 있다면, UDTS 

코디네이터는 적절한 대학원/학교 또는 LAU official 로 부터 서면으로 통지 받아야한다.  

 

UDTS 는 다음에 대한 thesis 와 논문의 수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설명, 인정, 추상, 또는 전기를 바꿔쓰는것 

• 인용한것들을 고치는것 

• 본문에서 새 텍스트 추가 또는 기본 텍스트 삭제하는 것 

• 오타 또는 문법 문제 수정하는 것 

• 표, 그림, 또는 방정식의 대체,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 다른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하는 것 

 

AP.6.9.5 박사 과정 학생도 석사 학위 추구  

석사학위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제외사항들이 적용된다. Residency 는 박사학위 

요구사항들로 부터 유래한다.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최신이 아닌 과정을 거부할수도 있지만, 시간제한은 

박사 학위 요구사항들로 부터 유래될 수 있다. 학생들은 석사 학위 요구사항들을 완료하기 전에 전 

한학기동안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학위 자격을 공식적으로 입학해야한다 (예로들어, 가을에 입학해서 

이번 봄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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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9.6 개별화된 이중 석사 학위 프로그램 

조지메이슨 학생들은 두개의 석사 학위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행정의 목적으로, 다른 

비율의 등록금이 각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된다면, 학생은 더 높은 비율로 평가될 것이다. 더 높은 비율의 

프로그램은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고려된다. 이중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완료에 대한 6 년 시간 제한은 

최초 프로그램의 입학날로부터 유래한다.  

 

이중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입학전에 취득한 관련된 학점 인정 과정 학위를 취득한 이전에 

기반을 두어 학점 삭감 을 할수 없다. 초기 프로그램 입학할때 승인된 학점 삭감은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입학할때 학생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학생들은 초기 석사 프로그램에서 한학기를 완수할때 까지 두개의 석사 학위를 추구할수 없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에 있는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입학 신청서는 프로그램 둘다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초기 프로그램의 입학후 1 년 이내에 두번쨰 석사 학위를 신청하고 수락되어야 합니다. 

 “University Policy 3007”에 따르면, 제한된 학점의 수는 이중 학위 프로그램에서 공유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책임자로부터 승인된 “개별화된 이중 석사 학위 프로그램 학업 양식”은 두번쨰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를 “the Office of theUniversity Registrar”에 제출되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간에 공유될수 있는 최대 학점수와 특정 과정들이 결정 됩니다. 

 학업 프로그램은 학업 프로그램 뒤에 지적 또는 교육학의 목적이 설명된 서면 진술과 근본적인 

전문 분야사이에 존재하는 교육분야 대칭이 포함되야 합니다. 

 

AP.6.10 박사 학위의 요구사항들 

 

후보자들은 모든 해당 대학 학위 요구사항들과 박사 프로그램 교수진이 만들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서별 학위 요구사항들은 이 카탈로그의 각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더 엄중한 요구사항들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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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학생들은 학위 자격을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학점 레벨. 대학원 과목들만 학위를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학점 이수.  후보자들은 최소 72 대학원 학점을 취득해야한다. 이는 완료한 석사 학위 또는 다른 

적절하고 승인된 편입 작업의 근거로 줄어들 수 있다. (더 자세한건 “AP.6.5 시험, 삭감, 또는 편입 

학점”을 참고하세요.) 

 특별한 학점. 최소 42 학점이 박사 학위에만 적용한다. 

 기관 학점.  박사 학위에 대한 절반 이상의 요구된 학점들 (최소 72)은 메이슨에서 또는 

참여기관의 공동, 협력, 또는 consortium arrangements 를 통해 제안된 프로그램의 경우에서 취득 

해야 한다. 

 입후보.  후보자는 필기 또는 구두 박사 입후보 (자격있는) 시험 또는 둘 다 통과해야한다. 

 논문. 후보자들은 999 의 최소 3 학점을 포함해 박사학위의 제안(998)과 박사 학위의 논문 연구 

(999)의 최소 12 학점을 완료해야 한다. 998 과 999 의 최대 24 학점은 학위에 적용할 수 있다.  

 방어. 후보자들은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공개 방어을 통과 해야 한다. 

 질. 후보자들은 학위 지원서에 명시된 수업에서 최소 GPA 3.00 점이어야 하며, 이는 C 학점이 

6 학점 보다 많으면 안된다. (C+, C-, 또는 D 학점은 대학원 과목에 적용안된다. 평점 계산은 

학위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편입 과정들과 메이슨의 확장 학업 또는 학위가 아닌 

학점을 제외한다.) 

 

AP.6.10.1 시간 제한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정규와 파트 타임 학생들 모두의 경우, 등록한것이 학점인정과정 이거나 

석사 학위든, 학위의 총 시간은 박사학위 학생으로써 첫 입학날로부터 9 년을 초과하면 안된다. 대학들이 

제한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만, 박사학위 학생들은 학위에 착실하게 진전하고 후보로 6 년 이내에 

발전하는 것을 예상된다. 

 

부득이한 상황때문에 발표된 시간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프로그램동안 언제든지 1 년 연장을 

학부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연장이 인정이 된다면, 학위 취득을 위한 총 시간 제한은 10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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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메이슨에서 결석후 재입학은 초기 입학날에 기반에 따라 학생의 시간제한은 

바뀌지 않는다. 시간제한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장 요청 승인을 얻지 못하면 프로그램으로부터 종료가 

될 수 있다. 교수진와 학생들은 학위 요구사항의 완성을 충족시키는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교수진은 

9 년의 시간제한을 학생들을 돕는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정책은 대학의 승인을 받은 장애 

서비스 가입 계획을 대체하지 않는다. 

 

F-1 또는 J-1 신분을 가진 이민자가 아닌 학생들은 미국체류를 통치하는 규정들로부터 더 제한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생의 교육분야 프로그램의 예상기간을 보여주는 비자 문서 (I-20 및 DS-2019 양식)을 

발행한다. 체류 초기 기간이후 연장이 필요한 학생들은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OIPS)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연장 요청이 필요한 설득력있는 상황의 서류들은 연방 규정들로부터 

요청되야 한다. 더 많은 정보는 OIPS 의 조언자와 상담해주세요. 

 

AP.6.10.2 박사학위 연구 기술 요구사항들 

일부 박사 학위 프로그램들은 외국어, 컴퓨터 언어, 통계학적 방법, 또는 훈련에 특유한 연구 도구를 

포함한 연구 기술에 대한 능숙함이 요구한다. 연구 기술 요구사항들은 특정 박사학위에 학위 

요구사항으로 포함 된다. 연구 기술들의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 후보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요구사항이 

충족 하는 인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AP.6.10.3 연구 프로그램 

대학원 2 년이 끝나기전 하지만 후보로 진출하는것을 고려하는 것을 지나기전에,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학생들은 대학, 학교, 또는 기관의 학과장 또는 책임자로부터의 승인을 위해 학업 프로그램을 

제출해야한다. 학업 프로그램은 주요 과목들과 완료해야 할 지원 과목들, 요구되는 연구 기술들, 후보 

시험에서 다룰 과목들, 그리고 후보 시험의 제안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학업 프로그램 양식은 각 

프로그램의 박사 학위 코디네이터한테서 받을수 있다. 학업 프로그램에서의 어떠한 변경 사항은 수정된 

학업 프로그램 양식을 문서화 되어야 한다. 

 

AP.6.10.4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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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로 발전 하는것을 박사학위 학생이 연구 분야에서 폭 넓고 깊은 지식 둘다 보여주고, 지식의 

경계에서 문제에 대해 탐색할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논문으로 이끌것 같은 연구 분야를 발견한 것을 

나타낸다.  후보시험은 필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구두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박사학위 학생들은 구두 부분이 필요한지, 필기 부분과 따로 아니면 같이 보는지, 

후보시험을 몇번 낙제할수 있는지, 시간 제한에 관련해서와 후보 시험을 보는데 시간제한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박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학위 요구사항들을 상담해야한다.  

 

박사학위 학생들이 학부장이나 책임자로부터 후보로 되기 전에, 학생들은 승인된 학업프로그램에 

나타난대로 모든 수업을 완료해야하고, 요구되는 모든 박사 학위 연구 기술들을 증명해야하고, 후보 

시험을 통과하며, 박사학위 지도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받아야 한다. 

 

AP.6.10.5논문 위원회 

논문 위원회는 학생의 논문 연구와 작문을 지도하고 감독하는것을 제공한다.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의 설계와 승인을 용이하게 하고, 요구되는 시험을 하며,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진척과 성취들을 평가하는 기능을 할 수있다. 

 

위원회 규모와 구성 

 

위원회 규모: 박사학위 후보들은 회장과 최소 두명의 다른 일원들 (일원 #1, 일원#2)로 이뤄진 논문 

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 

 

위원회 위원장: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정규 교수진 일원들은 대학원 교수진이거나, 학생의 학업 

프로그램의 핵심 교수진이거나, 학생의 연구분야와 관련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논문 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할수 있다. 

 

만약 논문위원회의 회장이 학생의 학위 중 떠나거나 은퇴할 시, 프로그램 책임자는 대학원 교수진 

신분은 공동 의장로써 일원의 service 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될 수 있도록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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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동 의장: 어떤 경우에는, 공동 의장으로서 추가적인 교수진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 LAU 또는 대학 외부에서 온 대학원 교수진은 공동 의장으로써 맡을 수 있다. 대학 

외부의 종신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교직 신분이거나 아닌 교수진 또는 개인은 공동의장 특헤를 가지는 

목적으로 대학원 교수진 일원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밑에있는 섹션,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종신 

재직권 또는 종신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될 교수진외에 인원에 의한 위원회 service 를 참조하세요). 

공동의장 지명자는 모든 요구조건들을 충족한 다음, 공동의장은 일원 #1 또는 일원 #2 로써 인정된다.  

 

논문 위원회 위원들: 각 논문 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최소 2 명의 일원들이 있어야한다. 회장, 일원 #1, 

그리고 일원 #2 는 대학원 교수진이신 분이어야 하며, 학생의 연구분야에 관련되 있어야한다. 

추가적으로, 일원 #1 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정규직 교수진이여야 한다. 일원#2 는 조지메이슨 

대학교 또는 대학 외부에서 와야 한다.  

 

위원회 참가자를 추가할 수 있다. 대학 내외에서의 다른 자격되는 개인의 위원회 service 는 학생의 

LAU/프로그램로부터 요청될 수 있다 (밑에있는 섹션,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종신 재직권 또는 종신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될 교수진외에 인원에 의한 위원회 service 를 참조하세요). 학생들은 LAU/프로그램 

내에서 대학원 논문 위원회 service 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학위 프로그램의 정책과 

절차들에 적용해야 한다.  

 

조지메이슨 대학교에서 종신 재직권 또는 종신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될 교수진외에 인원에 의한 위원회 

service: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정규, 종신 재직권, 또는 종신적 지위를 인정 받게될 교수진이 아닌 적절한 

교육북야 훈련과 연구 경험을 가진 인원은 대학원생 논문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추천될 수 있다. 이 

카테고리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연구 교수진, 행정/전문 교수진, 전임 강사, Affiliate 교수진, 부교수, 

퇴직한 또는 명예직 교수진, 그리고 기간 교수진에 더하여 조지메이슨 대학교 외부의 인원이 포함된다. 

이같은 인원은 적절한 terminal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Terminal 학위대신에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인원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 논문 위원회 회장과 학과장/학과장의 지명자에 의해 요청되며 대학원 교육의 

associate Provost 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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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정규 또는 행정/전문 교수진 일원들은 대학원 교수진의 일원인 이상 논문 위원회 

회장으로 일할 수 있다. 다른 일원은 공동의장, 일원 #2, 또는 추가 인원 로서 위원회에 추가될 수 있다. 

추가 일원들은 대학원 프로그램/LAU 로 부터만 승인되야 한다. 다른 카테고리에 위원회 일원을 포함 

시키는 것은 학생의 논문 위원회 회장과 대학원 프로그램 책임자로부터 요청되야 하며 학과장/학과장의 

지명자로부터 승인되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원은 Provost 의 사무실로부터 대학원 교수진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일원들이 일시적인 직책인 경우, 학생 학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논문 개인 지도 책임들을 공유하며 투표권과 특전을 누릴수 있다. 제안된 위원회 일원에 

대한 교육과정 이력서는 대학원 교수진 자격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이 위원회에 이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는 특정한 장점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대학원 교수진 자격이 승인되면, 추가 

위원회에 대한 service 를 위한 새로운 요청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교수진, 스태프, 그리고 학생들은 

승인된 대학원 교수진 일원들의 온라인 목록을 체크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더 제한적인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한들은 적용된다. 

 

이전에 설립한 논문 위원회의 회원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학위 프로그램의 정책과 절차를 

참조하세요. 

 

위원회 구조 

회원 최소 요구되는 자질 

회장 

(요구되는 일원) 

 메이슨 정규 교수진 

 대학원 교수진 

 프로그램 중심 교수진의 일원 

 학생의 연구분야에 관련된 교수진 

 

 

일원 #1 

(요구되는 일원) 

 메이슨 정규 교수진 

 대학원 교수진 

 아무 메이슨 LAU 의 교수진 

 학생의 연구분야에 관련된 교수진 

 

일원 #2 

(요구되는 일원) 

 대학원 교수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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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연구분야에 관련된 교수진; 

그리고 둘다 

 아무 메이슨 LAU 의 교수진또는 

 메이슨 외의 

 

 

일원 #3 

(프로그램에 

요구될시) 

 대학원 교수진; 그리고, 

 학생의 연구분야에 관련된 교수진: 

그리고 둘다 

 아무 메이슨 LAU 의 교수진 또는 

 메이슨 외의 
 

공동의장 

(현존하면) 

 대학원 메이슨; 그리고, 둘다 

 아무 메이슨 LAU 또는 

 메이슨 외의  

추가 일원들 

(현존하면) 

 논문 위원회 회장, 대학원 프로그램 

책임자로 부터 승인 
 

AP.6.10.6 논문 등록 (998, 999) 

논문 연구 (999)에 학업하는 학생들은 학부와 학위 프로그램에서 요구된 998 과 999 의 최소 학점수를 

완수할때까지 학기당 (여름 제외)  999 의 최소 3 학점을 등록해야 한다. 그 학생들은 논문이 완료 되고 

공식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할 때까지는 999 의 1 학점을 등록해야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AP.6.2 정규 

분류”(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text)를 참조하세요. 998 과 

999 에 등록한 학생들은 998 또는 999 의 학업이 각각 완료되기 전까지 IP 로 점수 매겨진다.  그때 S/NC 

점수로 매겨질때, 전 점수인 IP 는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에서 최종 S 또는 NC 점수로 

반영하여 업데이트한다.  

 

박사 학위 논문 연구 (999)에 대한 모든 등록은 논문 책임자와 계획해야 하며, 학과장 또는 학교, 대학, 

또는 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 연구 (999)는 후보에 오른 박사학위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999 에 들어오면, 여름을 제외하고 졸업할때까지 매 학기마다 999 를 지속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여름에 방어하는 학생들은 여름에 999 의 최소 1 학점은 등록해야한다. 개별 박사학위 

프로그램들은 998 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등록하는것을 요구할 수있다. 도서관 논문 제출 마감일을 

놓쳤지만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제출 한 졸업 후보자는 다음 학기에 999 에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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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첫 수업날전에 논문 제안 (998) 또는 연구 (999)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는것은 학생의 책임이다. 이 

날짜를 놓친다면,  추가 또는 늦은 스케줄 조정 절차들을 통해 이 과목들을 등록해야 하며, 늦은 등록비를 

내야한다. 특정한 학기에 시간내로 등록하지 못한다고 해서 999 의 지속적인 등록에 대한 요구사항은 

바뀌지 않습니다. 

 

AP.6.10.7 박사 학위 논문 

논문은 철학적 학위와 전문적인 박사 학위들의 박사에게 요구된다. 논문은 선택한 연구분야에 주제, 

방법론, 개념적 토대에 대한 박사 학위 후보자의 숙달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사고의 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discipline 에서 지식의 경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것을 통해 성취된다. 

 

논문 위원회의 책임자는 주로 박사 학위 후보자의 연구를 지도하고 논문 작성에 대한 준리를 지도를 

하는 책임이 있다. 논문 위원회가 임명된 후, 학생은 논문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정의하기위해 책임자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 연구 (999)를 등록하기 전에, 논문 제안은 논문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부서 학과장 또는 책임자에게 승인을 위해 승인에 대한 증거를 보내져야 

합니다. 그전에, 학생은 제안 연구 (998)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들의 내용과 일반 형식에 대한 지침들은 “the Thesis, 논문, 또는 프로젝트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참조 메뉴얼들이 적합한지 알아 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세요. 

 

AP.6.10.8 박사학위 방어 

박사 학위 논문의 완성을 포함한 모든 학위 요구사항들이 충족되는 즉시, 박사학위 후보자는 박사 학위 

방어를 요청할 수 있다. 방어에 대한 승인은 박사학위 논문 위원회, 부서 또는 프로그램 회장, 그리고 

학교, 대학, 또는 기관의 관련된 학과장 또는 책임자로부터 주어진다. 방어의 안내는 방어날의 

2 주전까지 대학 공동체에 돌려져야 한다. 공개적인 방어는 후보자의 판단 성숙함과 연구 분야에서의 

선택된 분야의 지적 지휘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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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방어가 끝나면, 논문 위원회는 논문을 승인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박사 학위 후보자는 모든 

요구된 변경사항들을 즉시 처리하고, 원본과 요구된 사본들을 제출하고, 서명을 받아야하는 책임이 

있다. 박사 학위 논문 위원회, 부서 또는 프로그램 회장, 그리고 학교, 대학, 기관에 관련된 학과장 또는 

책임자 모두 최종 사본에 서명해야 논문에 대한 최종 승인이 주어진다. 

 

논문에 대한 입증은 위원회의 모든 일원들이 서명해야 한다. 위원회 일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학생 또는 일원은 검토와 결정에 대해 부서 학과장 또는 책임자에게 청원할 수 있다. 학과장 또는 

책임자는 학업의 평가를 제공하기위해 외부 검토자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학과장 또는 

책임자의 결정이며 항소할 수 없다. 

 

AP.6.10.9 논문 제출과 수수료 

아무 학기의 논문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전에, 각 학생은 그/그녀의 논문의(이력서를 통해 서명한 서명서) 

완전한 전자 사본이 담긴 CD 를 대학 논문 & Thesis Services (UDTS)에 PDF 로써 제출해야한다. PDF 는 

Mason Archival Repository Service (MARS)에 업로드 될 것이다. 최종 제출할 시, 학생은 Transmittal 양식, 

ETD 제출 양식, 그리고 MARS Agreement 의 완전한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 

 

특정한 학기의 학위 수여는 위의 자료들을 그 학기 마지막 수업날전 금요일 오후 5 시까지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마감일과 많은 정보는, “University Registrar’s 

website”(https://registrar.gmu.edu)를 참조하세요.) 

 

학생의 학교, 대학 및 /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상황에서 학생은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지하여 일정 기간 (2 년, 5 년 또는 10 년) 동안 온라인 액세스를 금지하도록 청원 할 수 있습니다. 

연령). 학생은 향후 출판사와의 잠재적 인 계약 분쟁을 방지하거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작업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교, 대학 및 / 또는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자신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논문 위원장과 학교 / 대학 대학원 부학장이 학생의 청원을 

승인해야합니다. 엠바고 승인시, 논문 위원장, 대학원 부학장 및 학생은 모두 엠바고 승인 양식에 

서명해야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논문 및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서명 된 엠바고 양식을 UDTS에 

제출해야합니다. UDTS 코디네이터는 제출 된 양식에 서명했음을 논문 위원장 및 대학원 부학장에게 

확인합니다. 확인서의 인쇄본은 UDTS 코디네이터가 보관합니다. 저작물이 MARS 및 / 또는 

ProQuest에 업로드 될 때 작성자는 공식 PDF가 첨부 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되며, 이는 금수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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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알림을 받게됩니다. 엠바고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그녀의 책임. 저자는 이메일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UDTS 코디네이터는 제출 된 양식에 서명했음을 논문 위원장 및 대학원 부학장에게 

확인합니다. 확인서의 인쇄본은 UDTS 코디네이터가 보관합니다. 저작물이 MARS 및 / 또는 

ProQuest에 업로드 될 때 작성자는 공식 PDF가 첨부 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되며, 이는 금수 조치가 

특정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알림을 받게됩니다. 엠바고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그녀의 책임. 저자는 이메일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UDTS 코디네이터는 제출 된 양식에 서명했음을 논문 위원장 및 대학원 부학장에게 

확인합니다. 확인서의 인쇄본은 UDTS 코디네이터가 보관합니다. 저작물이 MARS 및 / 또는 

ProQuest에 업로드 될 때 작성자는 공식 PDF가 첨부 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되며, 이는 금수 조치가 

특정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 알림을 받게됩니다. 엠바고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그녀의 책임. 저자는 이메일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는 공식 PDF가 첨부 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되며, 이는 금수 조치가 특정 날짜에 

시작 및 종료 될 것이며, 금수 조치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저자는 이메일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는 공식 PDF가 첨부 된 이메일 알림을 받게되며, 이는 금수 조치가 특정 날짜에 

시작 및 종료 될 것이며, 금수 조치 해제 날짜를 추적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저자는 이메일을 통해 UDTS 코디네이터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udts@gmu.edu ) 해지 날짜 이전에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싶거나, 금수 조치를 갱신 

(또는 새로운 한도를 설정)하고 싶다고합니다. 이 양식에서 저자는이 양식을 유지하고 변호사, 친척 

또는 기타 적절한 피지명인에게 맡겨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망, 무능력 또는 기타 유사한 상황의 

경우, 금수 조치가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작성자의 재산, 위임장 또는 기타 적절한 피지명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학위 논문 발표일 이후로 엠바고를 연장하고자하는 학생은 연장 요청시 해당 대학 / 학교의 대학원 

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학생들은 2 년, 5 년 또는 10 년의 갱신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학생은  엠바고 연장 의사 를 이메일 을 통해 UDTS 에 알려야합니다  . UDTS 

코디네이터는 수출 금지 연장이 승인되었음을 부학장에게 확인하고, 금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학생의 

요청서와 부학장의 확인서 사본을 보관할 것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금지 된 논문은 학생 / 저자가 특정 기간 동안 문서를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증거를 

제공 할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컬렉션에서 캠퍼스 내에서 전자적으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캠퍼스 내 접근을 제한 할 수있는 권한은 대학원 교육 담당 부교장이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만 대학원 교육 부교장은 그러한 금지 조치를 위해 학생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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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작품 공개가 자신, 국가 안보 또는 유사한 시나리오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박사학위 학생들은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UMI)를 통해 ProQuest 로 논문들을 제출하는것을 

요구됩니다. 제출은 UMI Administrator Site (“www.etdadmin.com/gmu”)를 통해 제출됩니다. 논문이 

ProQuest 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가능한 전통적인 제출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논문이 ProQuest 의 개방된 접근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개방된 접근 제출은 $95 달러 이다. 학생들은 

행정관을 통해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논문들을 등록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다. 44 달러의 비용이 들고 

ProQuest 에게 지불할 수 있다. 학생들은 행정관을 통해 자신의 제본된 사본들을 사는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은 앞에서 언급한 어떠한 수수료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할 시, UDTS 코디네이터는 학생이 행정관을 통해 논문을 업로드 했는지 확일 할 

것입니다. 

 

박사학위 학생들은 Survey of Earned Doctorates 를 완료해야한다. 이 양식은 최종 제출할때 UDTS 

코디네이터한테 제출해야한다.  

 

학생인 대학 논문 & Thesis Services (UDTS)에 최종 (예: 방어, 서식, 그리고 서명) 버전인 프로젝트, thesis, 

또는 논문을 제출 하며, 다음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이후 편집은 허용되지 않없습니다. 

1. 논문의 의미를 영향을 끼치는 다른 문서 유형으로 부터 변환할때 PDF 문서에서 서식 오류가 

일어납니다. 예로 들어: PDF 로 문서를 서식하는 과정에서, 모든 앰퍼센드 (&)가 사라지며 오류는 

UDTS 에 최종 제출할 때 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재제출은 여백, 글꼴, 또는 기타 실질적이지 

않는 항목들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사기 또는 표절의 발생. 관련된 대학/학교는 thesis 또는 논문의 검토를 해야하고 대학 

카탈로그에 따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적절한 course of action 을 결정해야한다.  승인된 

course of action 에서 학생이 수정된 버전의 thesis 또는 논문을 재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 UDTS 코디네이터는 적절한 대학/학교 또는 LAU 공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알려져야 

한다. 

 

UDTS 는 다음과 같은 것들과 논문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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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 인정, 추상, 또는 전기의 수정 

 인용의 수정 

 본문에서의 새 텍스트 추가, 또는 기존 텍스트의 삭제 

 오타 또는 문법 문제의 수정 

 표, 그림, 또는 방정식의 교체, 추가, 또는 삭제 

 기타 사소한 오류 또는 누락의 수정 

 

AP.6.10.10 대학 논문과 논문 서비스 

대학 논문 또는 thesis Services (UDTS) 논문, theses, 그리고 대학원 레벨 프로젝트들의 완성과 제출을 

가능하게한다. 프로그램은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메이슨 학생들을 도와준다. “UDTS 웹사이트“는 필요한 

요소들, 제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양식들, 그리고 관련된 웹사이트 링크의 다운로드 가능한 템플릿이 

포함된 유용한 도구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한다. 서식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thesis 또는 논문을 

완료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UDTS 는 Fenwick 도서관에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Wing 2C 에 

위치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대학 논문및 thesis 코디네이터인 703-993-2222 로 연락주세요. 

 

AP.6.11 대학원 위원회 

 

대학원 위원회는 모든 대학원 프로그램의 우수함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진 대학원 교육의 관건에 관한 

자문 및 입법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대학원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분야 정책들에 대해 Provost 를 

조언한다; 새로운 및 개정된 대학원 과목들, 프로그램, 그리고 학위의 승인;  대학원 프로그램의 검토와 

평가; 대학원 교육의 전략적 목표들의 계획과 달성; 그리고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정책들과 자원들. 

Provost 사무소는 대학원 위원회를 위한 대학 졸업 정책들을 관리한다. 

 

AP.6.12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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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e Mason University 에는 두 가지 유형의 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임기 또는 임기 

추적 Mason 교수진 등급 또는 지명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졸업 상태를 얻습니다. 활성화되면 

대학원 교수 자격이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현직 대학원 교수 목록은 학장실에서 관리합니다. 

Mason 종신 및 종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교수진은 고용시 자동으로 활성 대학원 교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들은 명시 적으로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임기 라인 교수로서의 고용 기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행정 서비스는 정기 또는 정기 트랙 교수진의 현직 대학원 교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위를 관리하는 각 지역학과 단위는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최종 학위를 소지 한 개인을 

현직 대학원 교수 자격으로 지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Mason 직원이거나 대학 외부의 

개인 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명시 적으로 더 짧게 지정하지 않는 한 3 년 동안 현직 대학원 

교수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직 대학원 교수 지위를 위해 개인을 지명하는 과정은 Office of the 

Provost 를 통해 조정됩니다. 현재 대학원 교수 자격이 만료 된 지 1 년 이내 인 개인은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갱신 할 수 있습니다. 학장의 승인을받은 지역학과는 그들이 지명 한 개인의 대학원 

교수 자격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별거 또는 현직 대학원 교수 자격 기간 만료로 인해 현직 대학원 교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 

개인은 기존 대학원 교수 자격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학원 교수진으로서 개인은 자신이 

이미 회원 인 학생위원회에서 봉사 할 수있는 능력을 유지하지만 새로운위원회에 추가 할 수 

없습니다 (또는 제거 된 경우 기존위원회에 다시 추가 할 수 없음). 종신 교수와 재직 교수를 

분리하는 경우 분리 조건은 개인이 기존 대학원 교수 자격을 받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대학원 

교수 지위로 지명 된 개인의 경우 지명 지역 학업 단위가 지명 당시 기존 대학원 교수 지위에 대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대학원 교수 상태, 현역 또는 유산에서 사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임은 

영구적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대학원 교수 지위의 개인은 자신이 소속 된위원회의 학생이 (i) 졸업, 

(ii) 사임, (iii) 해지, (iv) 비활성 상태가되거나 (v)위원회를 개혁하면 개인의 질문 없이 지위에서 

사임됩니다. 

 
 

AP.7 연구 정책들 

 

 인류 연구 

 동물 실험 

 연구 및 장학금의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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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7.1 인류 연구 

 

교수진, 스태프, 또는 학생들로 부터 수행하는 인류 주제 또는 인류 주제 데이터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들은 검토와 승인을 위해 “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 Assurance”에 제출되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기관 검토 위원회”(https://rdia.gmu.edu)를 통해 제출되야 한다. 포함된 모든 연구 활동들은 

활동을 하기전에 기관 검토 위원회로부터 승인되야 한다. “The Confidential Student Contact Information 

(CSCI)”로부터 승인된 별도 승인은 메이슨 학생들의 연락처 정보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요구된다. 모든 학생 연구는 교수진 일원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한다. 교수진 일원은 연구를 위한 

주요한 조사관으로 써 일을 할것이고 작업의 법적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맡을것 이다. 

 

AP.7.2 동물 실험 

 

연구, 교육, 또는 실험을 위해 살아있는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작업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the 

Interna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로부터 승인 받아야한다. 메이슨에서 모든 동물 

사용은 수행하는 작업에 자격과 경험있는 교수진 일원의 감독하에  수행되야 하고 법적과 윤리적 수행에 

책임을 맡아야 한다. 더 많은 정보와 양식 제출은 “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 Assuranc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P.7.3 연구 및 장학금의 위법 행위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최고 기준의 윤리적 연구와 장학금을 약속한다. 모든 교수진, 스태프, 그리고 

학생들은 윤리적 방식의 연구와 장학금을 수행하는 책임이 있다. 대학은 위법 행위의 혐의를 다루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과 절차들을 발전해 왔다 (“대학 정책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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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 REGISTRATION AND ATTENDANCE
AP.1 Registration and Attendance
Registration for the next semester or summer term begins after mid-
semester of fall or spring semesters and is opened to various groups
according to priority (graduate students, seniors, juniors, and so on).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ssigns
each student a time ticket, which is a specific date and time after which
a student may register. The time ticket is based on the number of credits
earned. Thus, the time ticket will not be the same for all students within
a particular priority group. Students should consul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nd Patriot Web (http://
patriotweb.gmu.edu) for information about their registration date and
time.

AP.1.1 Academic Calendar
The academic calendar may be accessed on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website. Mason runs on a semester
schedule, including an active summer term.

AP.1.2 Academic Load
The minimum full-time load for undergraduate students is 12 credits
per semester. For graduate full-time classification, see AP.6 Graduate
Policies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uate-policies/).
For planning purposes, applicants for admission are asked to indicate
their preference for full- or part-time status, and day or evening classes;
however, they may freely choose between evening and day sections of
courses and may change their full- or part-time status.

Although many students must work to meet living expenses, employment
must not take priority over academic responsibilities. Students employed
more than 20 hours a week are strongly urged not to attempt a full-
time academic load. Students employed more than 40 hours a week
should attempt no more than 6 credits per semester. Students who fail
to observe these guidelines may expect no special consideration for
academic problems arising from the pressures of employment.

Although 12 credits per semester represent a minimum full-time
undergraduate load, students planning to graduate in four years
need to carry an average of at least 15 credits per semester. Written
approval must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before students can register for more than
the maximum allowable credits. Undergraduate and Non-Degree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contact their Dean for permission.
Graduate and Non-Degree Graduate students should contact their
department for permission.

Student Status Maximum Credit Limit
Undergraduate 18
Undergraduate on warning,
probation or returning from
suspension

13

Graduate 12
Nondegree 10

AP.1.2.1 Financial Good Standing; No Holds on Record
Financial good standing and a university record clear of holds are
required for students to receive academic services.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cript issuance, diploma release, and class
registration (add, drop, withdrawal, etc.) will not be provided to students

with a financial balance due or a hold of any kind on their record.
Holds are based on outstanding obligations and may be financial.
Examples include fines owed for traffic or parking violations, incomplete
immunization records, fines owed to the Mason or consortium libraries,
and other administrative holds.

AP.1.3 Registration Procedures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will list specific course
information before priority registration each semester. Courses listed
may be canceled for insufficient enrollment. Mason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 class schedule and adjust the individual section enrollment
as necessary.

Registration is usually accomplished using Patriot Web (https://
patriotweb.gmu.edu); however, if a section is closed or registration into
a selected section is controlled, permission to enroll must be obtained
from the academic program offering the course. Various schools and
departments have their own processes for granting this permission. For
some courses, the student must submit a completed and signed course
permit form in person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
registrar.gmu.edu). Students may not attend classes for which they are
not registered.

Students must be present at the first meeting of every course (lecture and
laboratory) to validate their registration. If students cannot attend the
first meeting, they must notify the instructor beforehand if they intend to
continue in that section. Otherwise, their name may be removed from the
class roll in both lecture and lab.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registering properly and paying by the
deadline. Students should confirm the correctness of their enrollments
(including drop and add) via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Incorrect enrollments may result in academic and financial penalties.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tuition payments and grades received for
all courses in which they are registered unless registration is canceled
administratively because of suspension, dismissal, or termination;
the section is canceled; or the student drops the course before the
tuition liability begins. Se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
registrar.gmu.edu) for deadlines.

AP.1.3.1 Course Prerequisites, Corequisites
Course prerequisites or corequisites state requirements for student
entry into courses and reflect necessary preparation for attempting the
course. It is the student's responsibility to be aware of these as stated
in the catalog and to have taken prerequisites recently enough to be
of value. The administrator of the academic unit in which the course is
taught or the instructor of the course may summarily drop students who
have enrolled in a course for which they have not met the prerequisites
(required or recommended). Graduate course prerequisites are normally
met with a grade of B- or better; undergraduate course prerequisites are
normally met with a grade of C or better. Individual programs may have
higher standards. Questions should be addressed to the local academic
unit or course instructor.

AP.1.3.2 Changing Registration
Registration changes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schedule adjustment
period defined below. Changes to registration are usually made via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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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day for adding a 15-week course is eight calendar days after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classes. The last day for dropping a 15-week
course is 22 days after and including the first day of classes. After the
drop deadline, students may self-withdraw from courses until the start
of the selective withdrawal period; a W will appear on the transcript and
count toward attempted hours. The last day for selective withdrawal from
a 15-week course is nine calendar weeks after the first day of classes
(including the first day). Withdrawal after this time period is granted only
for nonacademic reasons by the student's academic dean. This approval
is typically given for all courses at once, constituting withdrawal from a
semester. For courses that are shorter than 15 weeks, the add, drop, and
withdrawal deadlines are set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the session.
These dates are published on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web site each semester. Students who drop
all courses during the drop period will have no entry on their transcript
for that semester and will not be considered an enrolled student for that
semester. If it is the student's first semester, the student will not have a
Mason transcript and must contact Admissions (https://www2.gmu.edu/
admissions-aid/) regarding enrollment in a future semester.

All students are expected to complete their initial enrollment before the
first day of classes for the semester. Any additions to that enrollment
must be processed by the end of the add period through official
registration procedures. Students will not receive credit for courses
unless their names are on the official class rosters and final grade sheets.
Retroactive credits will not be awarded to students who report that
they attended classes but were not on the official rosters. After the last
day to add, students will not be added to courses except in unusual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 such actions require
approval by the administrator of the local academic department offering
the course.

All students are expected to drop (by the end of the drop period) those
courses they do not intend to continue. Registration is not canceled for
failure to drop courses properly. Furthermore, registration is not canceled
for failure to attend classes unless stated otherwise on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All classes in which a student is enrolled
past the drop deadline will remain part of the official academic record.
For more information, see AP.3.3 Additional Grade Notations (http://
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ing/#ap-3-3). After the drop
deadline, students may self-withdraw through the selective withdrawal
period. Students who have exhausted their selective withdrawal options
may self-withdraw up until the beginning of the selective withdrawal
period. Withdrawal after this point requires approval, which typically
is granted only for nonacademic reasons by the student's academic
dean. This approval is typically given for all courses at once, constituting
withdrawal from a semester. For more information see AP.1.5 Withdrawal.

No change of registration transaction is complete until it is submitted
through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or processed by the
Office of Student Accounts (http://studentaccounts.gmu.edu/) and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through in-
person procedures.

Students will not receive written confirmation of schedule changes and
are responsible for checking their schedules via Patriot Web (https://
patriotweb.gmu.edu) before the end of the add or drop period to verify
that their schedules are correct and they are properly enrolled. Students
will not be allowed to remain in classes unless they are properly enrolled.
Students are responsible, both financially and academically, for all
courses in which they remain officially enrolled.

AP.1.3.3 Canceling Registration
Students who cannot attend classes during the semester for which they
have registered should cancel registration using Patriot Web (https://
patriotweb.gmu.edu) prior to the first day of classes for the semester.

Refunds of tuition on and after the first day of classes are made
according to the tuition-liability dates published in this catalog and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website.

AP.1.3.4 Repeating a Course
Some courses are annotated in the catalog as "repeatable for credit."
These are courses which students may repeat and receive additional
credit for each time the course is taken. The maximum number of credits
is specified in each course's description. Special topics and independent
study courses are examples. All grades and credits earned ar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udent’s GPA up to the maximum allowable
credits. In cases where the student has exceeded allowable credits in a
repeatable class, the grade and credits of the earliest registration of the
class for which credit was earned will no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GPA.

Undergraduate students (degree-seeking or non-degree) may repeat
undergraduate courses that are not repeatable for credit. There is a
limit of three graded attempts for all courses. Academic programs may
have more restrictive limits. A W does not count as a graded attempt.
This policy applies only to repeating the same course, or courses that
are designated in the catalog as equivalent. Academic programs may
restrict all students from repeating certain courses or restrict students
from repeating high-demand cours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a
satisfactory grade. Academic programs may restrict repeats of certain
courses by students in their major. Excessive repeats may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major. (See AP 5.2.4 Termination from the Major.)
Appeals to this policy begin with the student’s academic advisor.

The grade received in a repeated course will replace the earlier grade
in the calculation of the GPA, even if the more recent grade is lower.
Duplicate credit is not earned. All courses taken and their grades remain
part of the student's transcript. The exclusion of earlier grades and
credits from the calculation of the GPA will not change the academic
standing or dean's list notations for the earlier semester. A grade in a
Mason course will not be excluded from the GPA based on taking an
equivalent course at another university.

Graduate students who have earned a satisfactory grade in a course
that is not repeatable for credit are not permitted to repeat the course for
replacement credit. Grades of B- and higher are considered satisfactory
unless the academic program specifies a higher minimum satisfactory
grade. Students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ir academic program
to repeat a course in which they have earned an unsatisfactory grade.
Each unit establishes procedures for granting such permission. Duplicate
credit is not earned. When a course is repeated, all credits attempted
are used to determine warning, termination, or dismissal; the transcript
shows grades for all courses attempted; and only one grade per course
may be presented on the degree application.

Effective July 1, 2011 Federal Regulations no longer allow federal student
aid funds to apply to courses that a student has already taken twice
with a passing grade. This limitation does not include courses that are
"repeatable for credit," as described above. Students should contact the
Office of Student Financial Aid (https://www2.gmu.edu/admissions-aid/
financial-aid/) to determine how repeated coursework would affect their
financial aid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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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3.5 Auditing a Course
Auditing a course requires the instructor's permission. Audit forms are
available at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 previously-audited course may be taken again for credit in a later term.
Students may also audit a course previously taken and passed; however,
students may not change from credit to audit status or from audit to
credit status after the end of the drop period, as defined above. The usual
tuition and fees apply to audit status.

AP.1.4 Special Registration Procedures
AP.1.4.1 Advisor's Permission to Register
All newly-admitted students, undeclared undergraduates on academic
warning or academic probation, and undergraduates returning from
suspension, are required to obtain an advisor's approval for registration.
All students are strongly encouraged to consult with their advisor
concerning course registration each semester.

AP.1.4.2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Currently enrolled Mason students who wish to take courses at another
regionally accredited U.S. institution must obtain advance written
approval. This process permits a student to enroll elsewhere in a suitable
course unavailable at Mason or through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Students who wish to study abroad
must contact the Mason Study Abroad (http://studyabroad.gmu.edu/).
Students wanting to pursue study through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should contac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 The Permission to Study at Another Regionally Accredited U.S.
Institution form can be found a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Submission of this form does not
guarantee approval.

• Catalog numbers and descriptions of courses to be taken elsewhere
must be submitted with the request for approval.

• A minimum course grade must be achieved; however, grades
themselves do not compute into any Mason GPA. For undergraduate
courses, a minimum grade of C (2.0 on a 4.0 scale) is required. For
graduate courses, a minimum grade of B (3.0 on a 4.0 scale) is
required.

• Graduate students must obtain advance written approval from the
director of their graduate program and the graduate dean of their
school/college. Undergraduate students must obtain advance written
approval from their academic advisor and the academic dean of the
school/college offering the course to be taken elsewhere.

• Upon course completion, students must submit to the Mason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n official
transcript from the visited institution for all coursework taken
elsewhere.

• Advance approval to study elsewhere is required. Undergraduate
students who enroll elsewhere without advance written permission
will not receive transfer credit for coursework taken at other
institutions unless they re-apply for admission to Mason as a
transfer applicant and meet all priority deadlines. Re-admission is
not guaranteed and transfer credit is awarded based upon course
equivalencies in effect at the time of re-admission.

Special instructions for undergraduates:
• Once enrolled in degree status at Mason, students may request

permission to take a limited number of credits at another regionally
accredited institution.

• Students must be in good standing with a minimum cumulative
GPA of 2.00 in their Mason courses to request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 Individual colleges/schools/institutes determine restrictions on the
number, type, mode of delivery, location and offering patterns of
courses that can be taken at another institution.

•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in their first semester at Mason are
not permitted to study elsewhere.

• Courses previously attempted at Mason (including withdrawals)
cannot be taken elsewhere.

• Students must meet the minimum 30-hour residency requirement at
Mason.

AP.1.4.3 Permission to Register as Graduate Student
Registration for courses in a graduate program is permitted only after
the student has been notified of admission. Students admitted to degree
programs are given preference over non-degree students through the
registration process. Dual registration (for example, as a graduate
student and non-degree enrollee) is not permitted. The graduate student
is responsible for being properly registered and aware of all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quired by a program of study. Regulations and degree
requirements are not waived nor are exceptions granted because of
ignorance of any regulations. Registration in graduate-level courses is
restricted to admitted graduate degree students and non-degree graduate
students (unless excluded by program). Undergraduate degree students
may register for graduate courses only with special approval (see section
below). Non-degree undergraduate students may not enroll in courses
numbered 500 or above. Courses numbered 800 and above are available
only to admitted graduate degree students.

AP.1.4.4 Graduate Course Enrollment by Undergraduates
Courses numbered 700 and above are closed to undergraduates.
Undergraduates in degree programs may enroll in graduate-level courses
500 to 699 only with written permission, which must be obtained
before registration. Forms are available at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Written permission is waiv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admitted to combined bachelor's/accelerated
master's programs.

To enroll in graduate courses for credit applicable to an undergraduate
degree, undergraduates must have completed all course prerequisites,
have exhausted all upper-level undergraduate courses relevant to their
educational objectives, and be able to demonstrate the level of maturity
required for graduate courses.

Approval to register for reserve graduate credit (earned credit held in
reserve to apply later toward a graduate degree) is given only to Mason
seniors within 15 credits of completing undergraduate study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course prerequisites. In addition, this privilege
is normally extended only to seniors who have completed at least 12
credits at the university, have a cumulative GPA of 3.00 or better, and
have a major in the department offering the course. Approval for reserve
graduate credit is limited to 6 credits and does not imply approval for
admission into a Mason graduate program or that credit earned will be
accepted at another graduate school.

Undergraduates enrolled in graduate courses are eligible to receive only
those letter grades applicable to graduate grading. For more information,
AP.3 Grading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ing/).
Credit for the same course may not be applied to both graduate and
undergraduate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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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4.5 Special Registration for Nonenrolled Students
Degree-seeking students not enrolled in a credit-bearing course but
whose academic unit certifies that they are pursuing an activity related
to their Mason enrolled program can retain active status by registering
for Special Registration (ZREG 200) for a $45 fee. Written approval from
the student's advisor and the local academic unit is required. Special
registration allows students to retain library and computer privileges,
receive a student ID, and buy a parking decal. Students must have active
status to apply for or receive a degree, take an exam, or participate in
cooperative education.

AP.1.4.6 Enrolling for Credit Without Grade Points (Satisfactory/No
Credit)
Courses normally graded as satisfactory/no credit (S/NC) are annotated
in the catalog, but students may elect to take credit without grade points.
Undergraduates may take up to 6 credits to be graded S/NC; this option
applies only to electives outside the field of the major, concentration,
minor,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 or certificate program. Graduate
students may elect the S/NC grade option only for courses that do not
apply to the degree or certificate requirements. S/NC grading will also
be used for courses numbered 998 and 999. For more information, see
AP.3.3 Additional Grade Notations (http://catalog.gmu.edu/policies/
academic/grading/#ap-3-3).

AP.1.4.7 Senior Citizen Waiver Program
Under terms of the Senior Citizen Higher Education Act of 1974, eligible
Virginia residents 60 years of age or older, with a taxable income
not exceeding $23,850 for Virginia income tax purposes for the year
preceding the award year, are entitled to enroll in courses offered for
academic credit on a space available basis without paying tuition and
enrollment fees via the Senior Citizen Waiver Program. In order for
this to occur, the applicant must meet all admission requirements.
Senior citizens who meet all admission requirements, the income
eligibility requirement, and have completed a minimum of 75 percent
of degree requirements may enroll in a degree program as a full-time
or part-time student, during normal registration periods without paying
tuition and enrollment fees. They may register for and audit up to three
courses offered for academic credit in any one academic term, quarter,
or semester for an unlimited number of academic terms, quarters,
or semesters. The admissions application fee cannot be waived, but
students who qualify to have all tuition and fees waived will have the
application fee reimbursed. For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
please visi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Senior Citizen Waiver
Program (http://registrar.gmu.edu/topics/senior-citizen-waiver/).

Citizens who wish to take advantage of this act must complete the
appropriate online non-degree or degree application found at Admissions
(https://www2.gmu.edu/admissions-aid/) and submit all required
transcripts and documents. If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is approved,
qualified senior citizens can request a waiver of tuition and enrollment
fees by completing the Senior Citizen Tuition Waiver Form, available from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forms/).
To facilitate processing, senior citizens should provide their Mason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on the waiver form.

In addition, the act allows admissible senior citizens to enroll in up to
three noncredit courses in any one academic term, quarter, or semester
for an unlimited number of academic terms, quarters or semesters
without paying tuition and enrollment fees. Students seeking to audit
a class must notif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
registrar.gmu.edu) when registering for classes. Fees for course materials
may apply to senior citizen enrollees, and tuition may be charged for
courses designed exclusively for senior citizen groups. Senior citizens

must adhere to all admissions and registration policies and processes
and follow normal procedures to add and drop courses within the
deadline dates outlined in each semester's academic calendar.

AP.1.4.8 Summer Term
Phone: 703-993-2441
Web: registrar.gmu.edu/summer (https://registrar.gmu.edu/calendars/)

Summer enrollmen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eligible undergraduate,
graduate, and non-degree students to begin or continue the pursuit of
their academic goals. Courses are offered in intensive five to twelve-week
sessions, as daytime and evening classes and as distance education
courses.

Summer registration for current Mason students begins in mid-March
while registration for non-degree students begins in late March to early
April. Students who are new to Mason are required to apply and be
evaluated for admission. Prospective students may contac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t 703-993-2441.

AP.1.4.9 University Consortium
Mason is a member of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which includes American Univers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rcoran College of Art and Design, Gallaudet
Universit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Howard University, Marymount University,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Colleg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rinity Washingt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Eligible Mason students may enroll in courses at any of the
consortium institutions. The consortium's cross-registration arrangement
permits students enrolled in eligible degree programs at one member
institution to take a course at another member institution.

Participation in consortium cross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degree-
seeking juniors, seniors, and graduate students in good standing and
currently enrolled at Mason. Participation is limited to courses that
are approved by the student's local academic unit and dean, apply to
the student's program of study, are not offered during that semester at
Mason, and have space available at the visited institution. Additional
restrictions apply. Students may take one consortium course per
semester, with a career maximum of 6 credits for undergraduates (9–12 if
foreign language study is approved) and 6 credits for graduate students.
Credit earned through the consortium is considered resident credit, so
grades count in the Mason GPA.

Information and regulations, including restricted and excluded courses,
for both outgoing and incoming Mason consortium students are
available on the web (http://registrar.gmu.edu/topics/washington-
consortium/). Information pertaining to all member institutions is
available here (http://www.consortium.org). Questions may be directed
to the consortium coordinator in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t 703-993-2436.

AP.1.4.10 4-VA
4-VA began in 2010 as a collaborative of four universities: George Mason
University, James Madison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Virginia, an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In 2015 and 2017, Old
Dominion University and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espectively,
joined the collaborative. In 2019, th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and
the Virginia Military Institute joined. The presidents of these universities
organized 4-VA in order to meet the needs identified by the Governor's
Higher Education Commission and his Commission on Economic
Development &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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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A's mission is to promote inter-university collaborations that leverage
the strengths of each partner university in order to accomplish much
more than any individual university could achieve alone. 4-VA strives to:
define instructional models, including the clear definition of instructional
costs; significantly expand access for all Virginians to programs
preparing them for rewarding careers; increase research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 success rate of studen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courses and programs.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ir website (http://4-VA.gmu.edu).

AP.1.5 Withdrawal
AP.1.5.1 Selective Withdrawal for Undergraduates
Degree-seeking and non-degree undergraduate students are eligible to
withdraw from courses without the dean’s approval and at the student’s
discretion during two withdrawal periods: unrestricted withdrawal during
which students may withdraw from one or more courses (after the last
day to drop a course until the end of the 5th week of the semester)
and selective withdrawal during which students may withdraw from a
maximum of three courses during their entire undergraduate career at
Mason (from the 6th week to the end of the 9th week of the semester).
For the purpose of selective withdrawal, the three courses may have any
number of credits and lecture and laboratory sections in which a student
is co-enrolled are not counted as separate courses. For courses that meet
for fewer than 15 weeks, the drop and withdrawal periods will be set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the course.

AP.1.5.2 Course Withdrawal with Dean Approval
For graduate and non-degree students, withdrawal after the last day to
drop a course requires approval by the student's academic dean, and is
permitted only for nonacademic reasons that prevent course comple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withdrawal after the open withdrawal period,
for cause within the period, or after a student has used all three selective
withdrawals, requires approval by the student's academic dean and is
typically permitted only for nonacademic reasons that prevent course
completion.

AP.1.5.3 Semester Withdrawal with Dean Approval
Undergraduates taking three or fewer classes may use the selective
withdrawal for all courses for a semester; see the Selective Withdrawal
for Undergraduates section. Otherwise, students who need to withdraw
from a semester beginning the 6th week may do so only for nonacademic
reasons with the approval of the academic dean. Withdrawal forms are
available at the appropriate academic dean's office. Students who stop
attending all classes without the dean's approval and without processing
selective withdrawals, if eligible, will receive a grade of F in all courses.

AP.1.5.4 Effects of Course or Semester Withdrawal
All withdrawal results in a grade of W on the student's transcript for
the withdrawn course(s). While a grade of W does not affect the GPA,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note that withdrawn courses are part of
"attempted credit hours," which serve as the basis for the student's credit
level. In the university's undergraduate retention system, GPA standards
increase according to credit level. See AP.5.2.3 Student Retention
Categories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undergraduate-
policies/#ap-5-2-3).

AP.1.6 Attendance Policies
Students are expected to attend the class periods of the courses for
which they are registered. In-class participation is important not only to
the individual student, but also to the class as a whole. Because class
participation may be a factor in grading, instructors may use absence,
tardiness, or early departure as de facto evidence of nonparticipation.

Students who miss an exam with an acceptable excuse may be
penaliz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instructor's grading policy, as stated
in the course syllabus.

AP.1.6.1 Absence for Religious Observances or Participation in
University Activities
Mason encourages its faculty to make a reasonable effort to allow
students to observe their religious holidays or to participate in university-
sponsored activities (e.g., intercollegiate athletics, forensics team, dance
company, etc.) without academic penalty. Absence from classes or
exams for these reasons does not relieve students from responsibility
for any part of the course work required during the absence. Students
who miss classes, exams, or other assignments as a consequence of
their religious observance or for participation in a university activity
will be provided a reasonable alternative opportunity, consistent with
class attendance policies stated in the syllabus, to make up the missed
work. It is the obligation of students to provide faculty, within the first
two weeks of the semester, with the dates of major religious holidays on
which they will be absent, and the dates for which they are requesting an
excused absence for participation in any university-sponsored activity
scheduled prior to the start of the semester, and as soon as possible
otherwise. Students requesting an excused absence for participation in
a university- sponsored activity must provide their instructor with a letter
from a university official stating the dates and times that participation in
the activity would result in the student missing class. Faculty members
are encouraged to take religious observances into consideration when
constructing class schedules and syllabi.

AP.1.7 Re-enrollment After Previous Attendance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ve missed one or more consecutive
semesters must follow the requirements detailed in the Enrollment
after Previous Attendance section in the Undergraduate Admission
Policies section of the catalog. Graduate and Non-Degree students
who have missed two or more consecutive semesters must re-enroll.
All graduate students must receive departmental approval prior to re-
enrollment. Students may find the re-enrollment form a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P.1.8 Undergraduate Leave of Absence
All undergraduate students who are planning an absence from George
Mason must submit a formal request for Leave of Absence (http://
registrar.gmu.edu/forms/)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
registrar.gmu.edu).

Students do not need to complete the Leave of Absence form if they
are participating in a George Mason University sponsored study abroad
program or have received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Eligibility Requirements
A student must:

• Be eligible to register for classes
• Be a degree-seeking undergraduate student
• Be registered during the semester immediately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Leave of Absence
• Have no holds (e.g., disciplinary, financial, etc.) which would restrict

registration
• The maximum time allowed for a Leave of Absence is two years.
• A new admission application will be required if a student is

away for more than two academic years. Re-admission is not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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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approval is required. Advisors approve one-semester
requests. Advisor and Dean approval is required if the leave of
absence requested is for more than one semester.

•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study elsewhere while on a Leave
of Absence.

• A student who was admitted as a new first semester freshman
or transfer student but did not attend will not be eligible for a
Leave of Absence. Instead, he or she must contact Undergraduate
Admissions.

• A student who was re-admitted but did not attend will not
be eligible for a Leave of Absence. He or she must contact
Undergraduate Admissions.

• Requests for extensions on a previously submitted Leave of
Absence require submission of a new Leave of Absenc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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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2 COURSE INFORMATION
AP.2 Course Information
AP.2.1 General Information
Each course indicates:

• the number of credits earned
• course equivalencies 
• the repeat status (see AP.1.3.4 (http://catalog.gmu.edu/policies/

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ap-1-3-4) for policies regarding
repeating a course)

Not Repeatable for Credit student may attempt the course
unlimited times during academic
career but will receive credit
towards the degree only once

Repeatable within Term for Credit student may register and receive
credit for more than one section
of the course within the same
academic term

Repeatable within Degree for Credit student may register and receive
credit for more than one section of
the course during academic career

Limited to 2 Attempts similar to ‘Not Repeatable’ but
student may only attempt the
course twice during academic
career

Limited to 3 Attempts similar to ‘Not Repeatable’ but
student may only attempt the
course three times during academic
career

• prerequisites
• corequisites
• registration restrictions
• schedule type

Individual instructors set hours for independent study, readings, topics,
or similar courses. If a course is listed as having an equivalent course,
students may not receive credit for both courses.

AP.2.2 Schedule Types
Activity-Based (ACT) Students receive instruction in

a physical-discipline and then
practice that discipline under
instructor supervision. May include
sports or drill formation exercises.

Dissertation (DIS) Student is enrolled in a course
working toward a doctoral
dissertation supervised by a faculty
member. Course must be numbered
998 or 999.

Fieldwork (FLW) Coursework primarily consists of
specialized fieldwork experiences,
which may include professional
licensure (in social work, nursing,
legal, counseling, business)
volunteering, service learning,
science fieldwork, etc)

Independent Study (IND) Refers to those situations where
students work primarily on their
own initiative on a project through
reading and writing. Contact with
an instructor may be one-on-one
or in small groups and is generally
only on a few arranged occasions
throughout the semester to receive
assignments, have progress
checked, etc. Examples include:
directed reading, problems and
special projects.

Internship (INT) Refers to those situations where
the student applies previous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in a supervised situation which
approxim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knowledge/skills will
ultimately be used, usually off
campus. Examples: practicums, on-
the-job training, work experience
programs,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s, apprenticeships,
externships, preceptorships, etc.
Excludes Student Teaching PreK-12.

Laboratory (LAB) Instructional activities in settings
providing specialized facilities
or equipment for students to
master the subject matter either
by performing experiments or
practicing the skills being learned.
The instructor generally supervises,
assists, answers questions, etc.,
rather than making presentations.

Lecture (LEC) Primary organization of class
instruction. Instructors mainly
present material by talking to the
class about the subject matter.

Private Music Instruction (PMI) Student receives one-on-one
instruction from faculty member for
a specific musical instrument.

Recitation (RCT) Refers to a secondary organization
of class instruction, typically
smaller groups reviewing or
discussing material previously
presented in a lecture section.

Research (RSC) Individualized research, creative, or
scholarly projects that are not for
graduate thesis or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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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SEM) Course material is primarily
delivered via small group discussion
led by a faculty member.

Studio (STU) Refers to situations where
the student is engaged in the
practice and use of techniques
for productions in the areas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This
instruction is used to further
advance student's skills in the
course-specific field. The instructor
role varies from direct assistance to
simple availability for questions and
supervision.

Student Teaching (STC) Practicum placement in schools
PreK-12.

Thesis (THS) Student is enrolled in a course
working toward a master's thesis
supervised by a faculty member.
Course must be numbered 798 or
799.

AP.2.3 Credit Hours
A credit hour is the unit by which coursework is measured. One unit of
credit normally represents one hour in the classroom and a minimum
of two hours of out-of-class work; or one hour of recitation; or not fewer
than two hours of laboratory work, per week throughout a 15-week
semester. In the academic context, an hour is defined as 50 minutes.
Depending on the course-delivery format, a credit hour may be measured
by demonstrations of competency, proficiency, or fulfillment of learning
outcomes that are equivalent to traditionally delivered courses.

AP.2.4 Course Numbering
Note: Course numbers which start with a U or L or end with a T are
created for transfer credit purposes only.

100-199 Lower-division undergraduate
courses; primarily for freshman

200-299 Lower-division undergraduate
courses; primarily for sophomores

300-399 Upper-division undergraduate
courses; primarily for juniors

400-499 Upper-division undergraduate
courses; primarily for seniors

500-699 Graduate-level courses; primarily for
graduate, bachelor’s/accelerated
master’s and non-degree graduate
students. Advanced undergraduate
students may request permission
to register for these courses by
using the Graduate Course for
Undergraduate credit or the Reserve
Graduate credit forms. Appropriate
approval is required and is not
guaranteed. Some restrictions may
apply.

700-799 Graduate-level courses; primarily for
graduate and non-degree graduate
students. Some restrictions may
apply.

800-999 Doctoral-level courses; primarily for
doctoral students

Special Course Number Designations
798 Master's research
799 Master's thesis
790, 890 Supervised practicum
794, 894 Internship
796, 896 Directed reading and research

courses for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998 Doctoral dissertation proposal
999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AP.2.5 University Courses
University (UNIV) courses are special undergraduate academic seminars
that appeal to a wide range of majors. These courses fall into three
general categories: transitional, interdisciplinary honors, and special
topics. To encourage interaction among students and faculty, many of
these courses have smaller class sizes. Some UNIV courses satisfy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requirements.

University Transitions Courses
This series of courses focuses on transition through the various stages
of college. UNIV 100 – 199 courses help first-year college students
adjust academically and socially, hone decision-making skills, learn
about services and opportunities for involvement on campus, and
solidify resources and techniques for assessing and improving their
academic performance. UNIV 200 – 299 course topics focus on success
in the second year of college and include choosing a major or career
or participating in a Living Learning Community. UNIV 300 – 399
courses have three tracks: the first is for transfer students making the
transition to a new university, the second focuses on career readiness
for internships and research experiences, and the third is designed for
specific groups of student leaders. UNIV 400 – 499 courses have a
focus on research and scholarship, as well as life beyond college in the
workplace or graduate school.

University Special Topics Courses
Upper-level University courses are open to all students unless specific
prerequisites are indicated. They are usually repeated offerings.

http://catalog.gmu.edu/mason-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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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3 GRADING
AP.3 Grading
AP.3.1 Undergraduate Grading
The university-wide system for undergraduate grading is as follows:

Grade Quality Points Undergraduate Courses
A+ 4.00 Passing
A 4.00 Passing
A- 3.67 Passing
B+ 3.33 Passing
B 3.00 Passing
B- 2.67 Passing
C+ 2.33 Passing
C 2.00 Passing
C- 1.67 Passing
D 1.00 Passing
F 0.00 Failing

No credit toward graduation accrues from a failing grade or a grade that
is replaced by a retaken course.

AP.3.1.1 Undergraduate Grading Scales
Grading scales are indicated on each specific course. Scales are listed
below and indicate possible grades which may be earned within each:

• Undergraduate Regular: allows for all grades listed above in AP.3.1 as
well as IN, AB

• Undergraduate Special (ABC/NC): only allows for A+, A, A-, B+, B, B-, C
+, C, NC, IP

• Undergraduate Special: allows for all grades listed above in AP.3.1 as
well as AB, IN, IP

• Satisfactory/No Credit: allows for S, NC, AB, IN, IP

AP.3.2 Graduate Grading
The university-wide system for grading graduate courses is as follows:

Grade Quality Points Graduate Courses
A+ 4.00 Satisfactory/Passing
A 4.00 Satisfactory/Passing
A- 3.67 Satisfactory/Passing
B+ 3.33 Satisfactory/Passing
B 3.00 Satisfactory/Passing
B- 2.67 Satisfactory1/Passing
C 2.00 Unsatisfactory/Passing
F 0.00 Unsatisfactory/Failing

1 Although a B- is a satisfactory grade for a course, students must
maintain a 3.00 average in their degree program and present a 3.00
GPA on the courses listed on the graduation application.

AP.3.2.1 Graduate Grading Scales
Grading scales are indicated on each specific course. Scales are listed
below and indicate possible grades which may be earned within each:

• Graduate Regular: allows for all grades listed above in AP.3.2 as well
as IN, AB

• Graduate Special: allows for all grades listed above in AP.3.2 as well
as IN, AB, S, NC, IP

• Satisfactory/No Credit: allows for S, NC, AB, IN, IP

AP.3.3 Additional Grade Notations
Satisfactory/No Credit (S/NC)
An S grade reflects satisfactory work (C or better for undergraduate
students, B- or better for graduate students); otherwise, the student
receives no credit (NC). S and NC have no effect on the student’s GPA.
Entire courses normally graded S/NC are annotated in the catalog,
and include doctoral dissertation courses 998 and 999. Students may
also individually elect to take credit without grade, with restric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AP.1.4.6 Enrolling for Credit Without Grade Points
(Satisfactory/No Credit)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
registration-attendance/#ap-1-4-6) .

Incomplete (IN)
This grade may be given to students who are passing a course but who
may be unable to complete scheduled coursework for a cause beyond
reasonable control. Unless the faculty member has specified an earlier
deadline, the student must then complete all the requirements by the
end of the ninth week of the next semester, not including summer term,
and the instructor must turn in the final grade by the end of the 10th
week.  Faculty members who choose to require an earlier incomplete
deadline will be required to file an Incomplete Grade Contract with the local
academic unit’s office, detailing the work that remains to be done, the
general reason for the incomplete, and the student’s grade at the point of
receiving the incomplete. Unless an explicit written extension is filed with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by the faculty deadline, the grade of
IN is changed by the University Registrar’s office to an F. The maximum
IN extension is to the end of the same semester in which it was originally
due. Students who have filed their intent to graduate have only six weeks
from the date of degree conferral to resolve any incomplete grades and
have the final grades recorded by the University Registrar’s office.

While a grade of IN remains on the transcript, it is treated as an
unsatisfactory grade in determining probation, suspension, termination,
or dismissal. Removal of INs from the transcript may result in retroactive
elimination of probation, suspension, termination, or dismissal.

Incomplete, extended (IX)
IX is given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after receiving an
Incomplete Extension form signed by the instructor and the appropriate
dean. The extension gives students additional time to complete work;
the amount of time is specified by the instructor. The final grade must be
submitted to the University Registrar’s office before final exams for the
semester in which the IN grade was originally due. A grade of IX affects
the academic record in the same way as does a grade of IN.

In Progress (IP)
This grade may be given in selected courses, including graduate
theses, dissertations, practicums, and internships. IP may also be used
when the work of BIS 490 RS: Senior Project (Mason Core) (http://
catalog.gmu.edu/mason-core/), CS 112 Introduction to Computer
Programming, CS 211 Object-Oriented Programming, ECON 495 RS:
Honors Thesis in Economics, or if a course that is graded S/NC or A/B/
C/NC is not completed within one semester. IP has no effect on the GPA.
With the exception of the formerly-mentioned courses, IP remains on the
record until the work is completed and a final grade is assigned. An IP in
BIS 490 RS: Senior Project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a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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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CS 112 Introduction to Computer Programming, CS 21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r ECON 495 RS: Honors Thesis in Economics not
changed to a final grade by the last day of classes of the next semester,
not including summer term, is changed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to an F. IP grades will also be awarded in courses numbered
799, 998 and 999 until successful completion, and then they will be
changed to S/NC.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799, 998 or 999 and
submission of the final grade, grades for all prior sections will be changed
to S/NC.

Absent with permission (AB)
A student who has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academic dean or
director to be absent from a final exam for cause beyond reasonable
control may receive a temporary grade of AB. A rescheduled exam must
be administered within 10 business days of the original exam date, or
the AB will automatically become an F. Final determination of academic
status is not complete while the AB remains on the transcript.

Special Provision (SP)
The grade of SP may be given by a dean to students who are unable
to complete the course requirements because of extraordinary long-
term circumstances, such as major illness or military deployment. SP
has no effect on the GPA and remains on the transcript until the work is
completed and a final grade is assigned.

AP.3.4 Midterm Reports
Midterm progress is reported for all full-semester 100- and 200-level
classes, and for 300- and 400-level classes at the discretion of the
professor. The reporting period extends from the fifth through the eighth
week of the semester, allowing flexibility to individual faculty in providing
reports for their classes. Students should check with their instructors as
to when reports will be complete and available for viewing through Patriot
Web. These progress reports, which appear in Patriot Web as "Midterm
Grades," do not become part of the student's official record. They are not
calculated in any GPA, and they do not appear on any official or unofficial
transcript.

AP.3.5 Final Grades
Semester grade reports are available through Patriot Web. Students may
print a grade report for their own records or to issue to a third party.

AP.3.6 Transcripts
Official transcripts include all credit coursework attempted at the
university, including all courses taken as a graduate, undergraduate
or non-degree student. Official transcripts will not be issued when
unsatisfied financial obligations to the university exist. Unofficial
transcripts may be printed by the student from Patriot Web. See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for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ordering official transcripts.

The Antonin Scalia Law School issues transcripts for courses taken as a
law student.  See Law School (http://law.gmu.edu) for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ordering transcripts.

AP.3.6.1 Transcript Key
The transcript key, which appears on the reverse side of official transcript
paper, summarizes policy information pertinent to understanding
individual students' transcripts and may be updated as necessary.

AP.3.7 GPA
Quality point values are assigned to letter grades as indicated in the
grading system table. A quality point score is computed by multiplying

the value of a letter grade by the number of credits for the course. For
example, a student receiving an A (4.00) in a 3-credit course earns 12
quality points. The GPA is computed by dividing the quality points earned
by the number of credits graded A+ through F (GPA hours).

For undergraduates, the GPA computed for the current term gives the
current GPA, which is the measure of academic performance in one
semester and affects eligibility for the dean's list. The GPA computed
for all institutional credit gives the cumulative GPA, which is the basis
for the university's retention policies, including good standing, warning,
probation, suspension, and dismissal. Cumulative GPA also determines
students' eligibility to graduate and have university honors posted to their
record at graduation.

Current GPA and cumulative GPA do not apply to graduate students. A
notation of academic warning is entered on the transcript of a graduate
student who receives a grade of C, or a grade of F in a graduate course
or while a grade of IN or IX is in effect. A degree GPA is computed for
graduate students based on graded courses completed at the university
and applied toward the degree. For more information, see AP.6 Graduate
Policies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uate-policies/).

AP.3.8 Change of Grade
The conditions and time limits for changes from the temporary grades IN,
IP, AB, and SP to final grades appear in Additional Grade Notations.

Once a final grade has been recorded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it can be changed only in cases of computational or recording
error, or pursuant to a successful appeal of the grade as described below.
Additional work of any type submitted to improve a grade after the final
grade has been assigned and sent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is never accepted.

All changes of final grades must be initiated, approved, and recorded by
the last day of classes of the next regular semester (spring for fall grades,
and fall for spring and summer term grades).

AP.3.9 Grade Appeals
Although faculty members are generally the best judges of student
performance, there may be times when a student believes a grade is
unfair. In such cases, the student should ask the faculty member to
reconsider the grade. If the student is not satisfied, an appeal may be
made to the local academic administrator of the unit offering the course.
The administrator should ask the student to return to the faculty member
who assigned the grade for further consultation.

If the faculty member is no longer associated with the university, the
administrator will appoint a faculty surrogate, who will assume the
authority of the instructor of record.

If a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student may
request that the administrator form a review committee of three faculty
peers of the faculty member who assigned the grade. If the administrator
believes the student's appeal does not have merit, this reservation is
reported to the collegiate dean. If the dean concludes the student's
appeal does not have merit, no review is conducted.

The faculty member or the student may challenge and have replaced one
of the three members of the committee without giving a reason for the
challenge. The committee meets separately with the faculty member and
the student to explore the full particulars of the case. A nonparticipating
observer of the student's choice may attend the meeting. Every effort is
made to avoid an adversarial relationship.

http://catalog.gmu.edu/mason-core/
http://registrar.gmu.edu
http://registrar.gmu.edu
http://law.gmu.edu
http://law.gmu.edu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uate-policies/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uate-policies/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graduate-policies/


AP.3 Grading            3

After the committee has reviewed the case thoroughly, it issues
to the administrator (with a copy to the faculty member) a written
recommendation that includes the reasons for its findings. At this
time, the faculty member has an opportunity to take the recommended
action, if any. If the matter is not resolved at this point, the administrator
considers the committee recommendation and makes a recommendation
to the dean. If the dean decides that the recommendation to change
the grade is appropriate and the faculty member refuses to make the
change, then the dean may direct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to
do so. The decision of the dean is not subject to further appeal.

Grade appeals are not accepted after the last day of classes of the
following semester (spring for fall grades, fall for spring and summer
grades).

The Provost's Office does not consider grade appeals, nor does the
University Academic Appeals Committee.

AP.3.9.1 Pending Grade Appeal for Students in Academic Difficulty
A student may request a delay from the dean in imposing academic
suspension because of a pending grade appeal that could change the
student's status. An approved delay allows the student to register.

If the grade appeal is successful, the official transcript is corrected and
the student continues in classes as a student in good academic standing,
on probation or on warning. If the grade appeal is not successful, the
student is required to stop attending all classes immediately. No record
of registration for the academic period appears on a transcript and the
student receives the appropriate refund as of the decision date.

AP.3.10 Final Exams
Undergraduate courses usually culminate with a final exam. Except in
predominantly laboratory courses, final exams may not be given during
the last week of classes. Exams may not exceed the scheduled length
of two hours, 45 minutes. Changes in location or time of in-class final
exams must be approved by the appropriate department chair and dean.
A professor who is considering assigning a take-home exam or significant
end-of-semester paper or project should inform the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Such assignments should be distributed by
the beginning of the last week of classes so that students can coordinate
them with preparation for other exams. Students must not be required
to submit exams before the date of the regularly scheduled exam for a
course. Retaking final exams is not permitted. Students who have more
than two examinations scheduled on the same day should consult their
instructors to make other arrangements. If campus-wide disruptions to
class meeting schedules occur during the semester (e.g., due to severe
weather), a revised final exam schedule may be issued. In this event,
students and faculty are expected to adhere to the revised schedule.
The examination period may be prolonged and individual exams may be
shifted to the last day of the revised exam period.

Students with permission to take deferred examinations may receive a
temporary grade of AB (absent with permission). Rescheduled exams
must be completed within the time deadline set by the university.
See below for more information.

AP.3.10.1 Absences from Final Exams
Absences from final exams will not be excused by the instructor except
for sickness on the day of the exam. Other causes must be approved
by the student's academic dean or director. The effect of an unexcused
absence from an undergraduate final exam shall be determined by the
weighted value of the exam as stated in the course syllabus provided
by the instructor. If absence from a graduate final exam is unexcused,

the grade for the course is entered as F. See AP.3.3 Additional Grade
Notations for information on being absent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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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4 DEGREE APPLICATION, CONFERRAL AND GRADUATION
AP.4 Degree Application, Conferral and
Graduation
AP.4.1 Application for Degree
In the semester prior to the expected completion of degree requirements,
students must confirm their intent to graduate through Patriot Web
(https://patriotweb.gmu.edu). The deadline to apply to graduate is
generally three to four months prior to the conferral date. Specific
deadlines and complete instructions regarding graduation are
published on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s website (http://
registrar.gmu.edu). Separate applications for each graduate degree or
certificate are required.

For a degree to be conferred, all coursework must be completed, even
if the coursework is not being applied to the degree. All students must
complete the following degree requirements prior to the conferral
(graduation) date: credit-by-exam, oral exams, theses, scholarly papers,
and comprehensive exams. Students in doctoral programs must also
complete internship/practicum requirements prior to the conferral date.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re due in the library well
before the conferral date.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web (http://library.gmu.edu/udts/) page
(http://thesis.gmu.edu).

Students must have active registration status in the semester or summer
term of graduation. Students not registered for coursework in the term
of graduation must obtain a special registration. (For more information,
see AP.1 Registration and Attendance (http://catalog.gmu.edu/policies/
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 Degree applications will not be
automatically extended if graduation is postponed; students must
reapply for each conferral date.

AP.4.2 Degree Conferral
Mason awards degrees and certificates in programs and at levels
authorized by the Stat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for Virginia (SCHEV).
The university confers degrees at the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levels. An academic program may include a degree program and
additional majors, minors, or certificates. The university offers no
certificate program below the bachelor level; some post baccalaureate
certificates, however, may be awarded concurrently with the bachelor's
degree. For more information, see listings in Find Your Program (http://
catalog.gmu.edu/programs/).

AP.4.2.1 Definitions of Degree Components
• Degree program, major, or field: A program of study that normally

requires at least 30 credits of coursework in the specified field. The
primary program name (degree and major or field) appears on the
diploma for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Only the degree name
appears for doctoral degrees. An undergraduate who desires to
graduate with a BA or BS degree in two or more subjects must meet
departmental requirements for the major in each field. For each major,
at least 18 credits used to fulfill its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only to that major, i.e., cannot be us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
concentration, minor, undergraduate certificate, or another major.

• Concentration: A second-order component of a degree program. A
concentration consists of at least 12 hours that are not applied to
any other concentration. Undergraduate concentrations are approved
by the Undergraduate Council at the undergraduate level or by the
Graduate Council at the graduate level.

• Certificate: A non-degree program complementary to a degree that
requires at least 15 unique undergraduate or 12 graduate credits. For
each undergraduate certificate, at least 15 credits used to fulfill its
requirements cannot be us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 major,
concentration, minor, or another undergraduate certificate. The name
of a completed certificate program appears on the transcript after
the conferral of an undergraduate degree. Certificates are approved
by Undergraduate or Graduate Council as appropriate. Credits from a
maximum of one graduate certificate may also apply to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program.

• Minor: A complement to a bachelor's degree program or major
normally requiring at least 15 credits in a field other than the
student's major. Of the courses presented for a minor, at least 8
credits must be applied only to that minor and may not be used
to fulfill requirements of the student's major, concentration,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or another minor. When coursework
for a minor is used to fulfill a component of a major, only those
credits in excess of the 30 required for a major may be applied to the
requirement for unique credits.

• Option: The choice of a thesis or nonthesis path in graduate
programs.

AP.4.2.2 Catalog Requirements for Degrees
Catalog year refers to the setting of course and non-course requirements
within academic programs as stated in the school and college section
of a specific catalog. Catalog year does not set academic policies other
than program requirements in place, however.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Knowledge of University Policies section of the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http://catalog.gmu.edu/policies/student-rights-
responsibilities/) page. Not all programs and degree components are
available in all catalogs. For any one degree, all requirements must be
met as stated in a single catalog. The only exception is that Bachelor's
degree students may select a minor from another catalog year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s noted below.

Bachelor's degree candidates may choose to graduate under the terms
of any catalog in effect during their enrollment in degree status. Students
who have been inactive for two or more years or who have attended
another institution without prior approval from their academic dean
or director must graduate under a catalog in effect at or after their re-
admission and during their enrollment in degree status.

Master's and doctoral degree candidates who have been continuously
enrolled may choose to graduate under the terms of any catalog in
effect during their enrollment in degree status. Students who have
been inactive more than one year, however, may be required by their
program to graduate under a catalog in effect after they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re-enroll. In no case may a student choose the
requirements of a future catalog year that take effect after the student's
degree is anticipated.

AP.4.3 Graduation
Graduation ceremonies provide opportunities fo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to share in the conferral of academic degrees. Students who
wish to participate should check GMU Events (http://events.gmu.edu) for
current information about all graduation details including tickets, regalia,
and schedules. Note: there is one formal commencement ceremony per
year, in May, that includes all schools and colleges; students are
recognized in groups, by their degrees. Each college holds a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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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cation where individual student names are called.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candidates who declare their intent to graduate
in August but who have not yet completed all degree requirements
may participate in the graduation ceremonies in anticipation of degree
completion. Their names are marked with an asterisk identifying them as
candidates pending completion of all requirements. Doctoral students
may participate only if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degree
requirements, including defending and submitting a signed, final copy of
their dissertation by the deadline. A Winter Graduation ceremony is held
for August and December graduates where each student is individually
recognized.

AP.4.4 Conferral of Posthumous Degree
A posthumous degree is an official Mason degree that is awarded to a
deceased student in recognition of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criteria for the award are established in order to uphold academic
and institutional integrity. If a student does not qualify for a posthumous
degree, an “In Memoriam” degree may be awarded to a student in good
academic standing. Either degree award is subject to final review by the
Provost.

Criteria
A posthumous degree may be awarded if, at the time of the student’s
death, he or she was enrolled in George Mason University, was in good
academic standing, and was nearing completion of the requirements in
the major degree program.

• Undergraduate: The student must have completed 90 credit hours,
with at least 30 credit hours completed at Mason.

• Graduate – Masters: The student must have been admitted into
degree status; completed at least 80% of the credit hours required for
the degree, with at least 18 hours completed at Mason; and have a
minimum GPA of 3.00 which does not include more than 6 credits of
C.

If the degree requirements include a thesis, the student must have
completed sufficient research or scholarship such that a thesis or
one or more articles can be prepared. The student’s thesis committee
must approve the thesis or article(s) and recommend granting the
degree.

• Graduate – Doctoral: The student must have advanced to candidacy;
completed all coursework required for the degree with a minimum
GPA of 3.00 which does not include more than 6 credits of C; and
must have completed a full draft of the dissertation. The student’s
dissertation committee must determine that the dissertation could
have been defended and recommend granting th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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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5 Undergraduate Policies
AP.5.1 Student Classification
Admitted undergraduates are classified as follows:

• Freshman, 0–29 credits completed
• Sophomore, 30–59 credits completed
• Junior, 60–89 credits completed
• Senior, 90 or more credits completed

Full-time undergraduates are classified as those students enrolled
in 12 or more credits per semester. Completed hours are defined
as a combination of all credits earned at the university plus credits
transferred from other institutions or obtained by testing. Please note
that different criteria for full-time status may apply for tuition, verification,
and financial aid purpose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offices
of Student Accounts (http://studentaccounts.gmu.edu/),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nd Student Financial Aid (https://
www2.gmu.edu/admissions-aid/financial-aid/), respectively.

AP.5.2 Academic Standing
The following system of academic progress became effective in fall
2004 and applies to all undergraduate degree and nondegree students at
Mason.

Academic retention is based solely on the cumulative GPA. The
cumulative GPA required for retention varies according to the credit level
or attempted credit hours, which is a combination of all credits attempted
at the university plus credits transferred from other institutions or
obtained by testing.

AP.5.2.1 Academic Period
Academic period refers to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 or summer
term. For determining the duration of academic warning, probation, and
suspension, an academic period is defined as follows:

Each academic period begins on the 15th day following the last
scheduled day of final exams for the previous period. Each academic
period ends on the 14th day after the last scheduled day of final exams.
For example, assume that the last scheduled day of final exams for a
semester is Monday, December 23. That period then ends on Monday,
January 6. The next period begins on Tuesday, January 7.

AP.5.2.2 Good Academic Standing
Students are in good academic standing unless they are academically
dismissed, suspended, or on probation. Students on academic warning
are still considered to be in good academic standing.

AP.5.2.3 Student Retention Categories
Students with at least 7 credits completed at Mason and a cumulative
GPA of less than 2.00 fall into one of three categories: warning, probation,
and suspension. All notations of academic standing are included
in a student's permanent record. Students who plan to apply for
financial aid should review the requirements for making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 as found on the Financial Aid website (https://
www2.gmu.edu/admissions-aid/financial-aid/), which differ from
Academic Standing. The cumulative GPA range that defines each of the
categories varies according to the credit level, as noted below:

Credit Level Warning Probation Suspension
Attempted Credit
Hours:

Cumulative GPA
Range:

Cumulative GPA
Range:

Cumulative GPA
Range:

7-16 0.00-1.99 ---- -----
17-29 1.75-1.99 1.00-1.74 0.00-0.99
30-59 1.85-1.99 1.25-1.84 0.00-1.24
60-89 1.95-1.99 1.55-1.94 0.00-1.54
90+ ---- 1.85-1.99 0.00-1.84

Exception for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Freshmen and transfer students in their first semester of study at Mason
will receive probation as the strongest academic sanction. GPA retention
levels, as stated above, will apply in all subsequent semesters. Students
in this category should be on notice that they must improve their
academic record to avoid suspension in future semesters; in particular
they should consult their advisors and consider repeating courses to
achieve academic good standing.

AP.5.2.4 Termination from the Major
Undergraduate students in any retention category may be reviewed for
possible termination by their dean according to the published policy
approved by the major program. Termination from a major—or from all
majors in a college—may be imposed as a result of excessive repeating
of required courses without achieving the minimum standard, and for
other evidence of continued failure to make adequate progress toward
completion of the major. Students must be informed a semester in
advance and given a chance to meet the standard or appeal according
to published college procedures. Once a termination decision has been
made, a letter of termination is sent to the student by the dean and
notification of termination from the major is affixed to the student's
academic record. Students who are terminated are no longer eligible to
pursue that major, but may declare a different major within the university
to complete their undergraduate degree.

AP.5.2.5 Academic Suspension
Students in degree status who incur a first suspension following a spring
semester or summer term serve a period of suspension through the
next fall semester. Students who incur a first suspension following a
fall semester serve a period of suspension through the next summer
term. A second suspension is for one calendar year: two semesters and
a summer term. Students returning from suspension are on probation
for one academic period. Course credits earned at other colleges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from Mason (for academic or nonacademic
reasons) are not accepted for the degree program.

Nondegree undergraduate students placed on suspension have no
specified rights of return to the university. Nondegree students who
have been suspended and wish to resume their studies after a period of
absence must qualify for readmission through the Office of Admissions
(https://www2.gmu.edu/admissions-aid/).

AP.5.2.6 Academic Dismissal
A third suspension results in academic dismissal, a status that is usually
permanent. In exceptional cases, students who have been dismissed may
apply for readmission after a minimum absence of three calendar years
from the university, but only if they mee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fter having been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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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strate academic success (2.50 GPA or better) in at least
18 credits of classes taken during the period of dismissal at an
accredited two- or four-year college or university. Such credits may be
considered for transfer back to Mason, but there is no guarantee of
acceptance of the credit.

• Provide other evidence of a renewed ability to achieve academic
success.

• Provide evidence that all degree requirements will be met once an
additional 12 or fewer credits are complete.

Meeting the above requirements does not guarantee a return. The Office
of Admissions and the appropriate school or college dean will make
individual decisions in the best academic interests of the student and the
university. For students seeking readmission to a new school or college,
the new dean will make the decision in consultation with the former dean
and the Office of Admissions (https://www2.gmu.edu/admissions-aid/).
For more information, see AP.5.2.9 Academic Clemency.

AP.5.2.7 Academic Performance and Credit Limit
Undergraduate students on warning, probation, or returning from
suspension are limited to a maximum of 13 credits for following
semesters until they achieve good standing. Students registered for 14
or more credits are responsible for seeking academic advisement and
adjusting their enrollment to a maximum of 13 credits.

AP.5.2.8 Academic Standing and Student Activities
Only students in good academic standing are eligible to hold or run for
elective or appointive office in any organization or activity associated
with Mason, compete in any athletic or other activity representing Mason
on either an intercollegiate or a club level, or serve as a working staff
member of any student organization. Note that students on warning are
considered to be in good standing. Som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may impose stricter academic criteria for participation.

A student whose eligibility for an activity requires the completion of a
semester will have fulfilled that requirement when the student's publicly
scheduled exams are over, unless continued eligibility depends on the
grades received. In the latter case, the student will not become eligible
until the end of the semester as defined in AP.5.2.1 Academic Period.

AP.5.2.9 Academic Clemency
Undergraduate students returning to Mason after a separation of a
minimum of three calendar years may petition their academic dean
to have up to 16 previous credits earned at Mason remov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ir cumulative GPA. Courses and grades so removed
will not count toward graduation requirements. Note that the courses,
with their original grades and the notation "Academic Clemency," will
remain listed on the student's transcript permanently. The petition for
clemency must be filed within 12 month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of the
re-enrollment semester at Mason; approval may depend 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at semester. Approval of the request is neither automatic
nor guaranteed.

AP.5.3 Requirements for Undergraduate Programs
AP.5.3.1 Declaration of Major
To plan a sound academic program, undergraduates should select a
degree and major as soon as it is practical but no later than four weeks
before the end of the sophomore year. To declare a major, students
should confer with the appropriate advisor in the new major program.
Students approaching the recommended point for declaring a major, but
still uncertain of their choice, should consult:

Student Academic Affairs - Advising, Retention, and Transitions

Student Union Building I, Room 3600
advisor@gmu.edu

Note that all degree components including Mason Core, majors and
concentrations must be contained in a single catalog year. See AP.4.2.2
Catalog Requirements for Degrees (http://catalog.gmu.edu/policies/
academic/degree-application-conferral-graduation/#ap-4-2-2) for
exception regarding minors.

AP.5.3.2 Requirements for Bachelor's Degrees
• Admission. Candidates must have been officially admitted into

degree-seeking status.
• Residency. At least one-fourth of the total credits applied to the

degree must be completed at Mason and include at least 12 upper-
level credits (courses numbered 300 or above) in the major program.
A maximum of 30 credits earned in non-degree status at Mason can
be applied toward a bachelor's degree.

• Credit Hours. Students must complete at least 120 credits that count
toward graduation and fulfill all degree requirements. A few programs
require more than the minimum 120 credits.

• Quality. Candidates must achieve a cumulative GPA of 2.00 or higher,
and must meet all higher standards for grades allowable in majors,
minors, or certificates. The Mason cumulative GPA does not include
transfer courses.

• Upper Level. Students seeking a bachelor's degree must apply at
least 45 credits of upper-level courses (numbered 300 or above)
toward graduation requirements.

•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formerly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andidates must complete categories
of general education courses and writing requirements as described
for their catalog year. This includes satisfying the requirement of
two semesters of English composition (ENGH 101 Composition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and ENGH 302
Advanced Composition (Mason Core) (http://catalog.gmu.edu/
mason-core/)) with a grade of C or better. Additionally, as part of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student writers in all undergraduate
programs, at least one upper-division course in each major has been
designated as fulfilling the writing-intensive (WI) requirement.

• College/Department General Education. Students must satisfy
additional 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 for specific degree
programs, as described on each individual college page.

• Major. Students must satisfy all requirements for their major and
degree program, as described on each individual college page, and as
detailed in the degree evaluation for their catalog year.

AP.5.3.2.1 English Composition Requirement
Mason requires students to complete at least two semesters of
English composition. Students who complete the Honors curriculum
complete the English composition requirement through coursework
in those programs. Equivalent credit may be granted through course
transfer or external exam. Exemption (but not credit) may be granted
through a proficiency exam administered by the English department.
All other students must enroll in ENGH 101 Composition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or ENGH 100 Composition for
Multilingual Writers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upon admission and, after meeting its prerequisites, ENGH 302 Advanced
Composition (Mason Core) (http://catalog.gmu.edu/mason-core/).
Students must attain a minimum grade of C in composition courses to
fulfill degre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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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5.3.2.2 Writing-Intensive Course Requirement
As part of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student writers in all
undergraduate programs, at least one upper-division course in each major
has been designated as fulfilling the "writing-intensive" (WI) requirement.
While other courses in the major may require written projects, teachers
of the designated WI courses will devote class time to instruction on how
to complete assignments successfully, assign and grade a minimum
of 3500 words, provide constructive feedback on drafts, and allow
revision of at least one graded assignment. See the description of each
major for the specific course or courses that fulfill the WI requirement.
For a complete list of approved courses, see Writing Intensive (http://
catalog.gmu.edu/mason-core/#wi) courses.

AP.5.3.3 Second Bachelor's Degree
A second bachelor's degree may be earned, either concurrently or
sequentially. To graduate with two degrees, students must present at
least 30 Mason credits beyond those required by either degree alone.
For sequential awarding of degrees, students must be readmitted for
the second degree through the Office of Admissions and complete a
minimum of 30 credit hours after that point to have fulfilled the residency
requirement for that degree.

Students who are concurrently pursuing two bachelor's degrees at Mason
must present a detailed program of study for both degrees and obtain
authorizing signatures from the chair or director of each degree program
and the dean or director, if required by the college, school, or institute.
Students may declare the second concurrent degree by completing
the Declaration of Second Bachelor's Degree section of the Change/
Declaration of Academic Program Form. Both degrees must be declared
the semester before the student intends to graduate. Students pursuing
concurrent degrees should apply to graduate when both degrees are
complete, or be prepared to meet the requirements noted above for
sequential awarding of degrees.

AP.5.3.4 Minors
Students may elect minor programs of study in addition to major fields
by submitting a completed Minor Declaration (Undergraduate) form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Minors usually require between 15
and 21 credits of study, at least 8 of which must be applied only to that
minor and may not be used to fulfill requirements of the student's major,
concentration,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or another minor. Students
must complete at least 6 credits in their minor at Mason and achieve a
minimum 2.00 GPA in courses applied to the minor. Students interested
in a minor should consult the appropriate departmental sections in
this catalog. Note that these are university minimum requirements;
individual programs may have higher standards and/or more restrictive
requirements.

AP.5.3.5 Undergraduate Certificates
There are two types of undergraduate certificates: certificates that
are designed for students external to Mason, and those that require
co-enrollment in a bachelor’s program for current undergraduate
students. All students pursuing undergraduate certificates must be
admitted to Mason in degree-seeking status. Students external to
Mason apply directly to the program through Undergraduate Admissions.
Current students can elect to add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by
submitting a completed Undergraduate Declaration of Certificate form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More than half of the credit hours for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must
be taken at Mason, and more than half must be taken in degree-seeking
status. Students must achieve at least a 2.00 GPA in courses applied to
the certificate. Under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where the student

is co-enrolled in a bachelor’s program must have 15 unique credits that
cannot also be us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 major, a concentration,
a minor, or another undergraduate certificate.

When the student is co-enrolled in a bachelor’s degree program the
completed undergraduate certificate may be posted to the transcript only
after completion of a bachelor's degree. Note that these are university
minimum requirements; individual programs may have higher standards
and/or more restrictive requirements.

Students who are directly admitted to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program alone have eight semesters to complete certificate
requirements. Such students who are given permission to re-enroll
following an absence from Mason may not count the four-year time
limit as beginning on the date of re-enrollment.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in F-1 or J-1 status have a more restrictive time limit; contac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https://oips.gmu.edu/)
for information. Students who will not meet the published time limit
because of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may petition their dean
for an extension. Failure to meet the time limit or to secure approval of an
extension request may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AP.5.3.6 Change of Academic Program
Students considering a change in their academic program (major or
degree) are encouraged to see an advisor in the Academic Advising
and Transfer Center or a faculty advisor in their prospective discipline.
Departmental sections of this catalog describ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Students not meeting the requirements may appeal to the
department chair for an exception.

Once a student has completed 60 credits, a change of major requires a
meeting with an advisor in the new major before the change is complete.
To file a change of major, signatures of advisor or designate in the
new major program must be obtained on the Undergraduate Change/
Declaration of Academic Program form (http://registrar.gmu.edu/forms/).

AP.5.3.7 Credit for More than One Undergraduate Major
Students seeking to graduate with a BA or BS degree in two or
more subjects must meet departmental requirements for the major
in each field. For each major, at least 18 credits used to fulfill its
requirements cannot be use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of another major,
a concentration, a minor, or an undergraduate certificate.

Students pursuing two or more concurrent majors must complete the
Second Major section of the Undergraduate Change/Declaration of
Academic Program form (http://registrar.gmu.edu/forms/). The applicant
must present a detailed program of study for both majors and obtain the
authorizing signature from the chair or director of the second program
and from the dean or director, if required by the college, school, or
institute. When required by a specific academic unit, department chairs
and deans or directors must also approve all changes to the programs of
study. Students may begin a program at any time that permits completion
before the anticipated graduation date.

AP.5.4 University Honors
A student graduates with distinction from the University when at least 60
undergraduate institutional credits applied toward graduation are earned
at Mason, and the student's cumulative GPA is at least equal to one of
thre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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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summa cum laude
• 3.70, magna cum laude
• 3.50, cum laude

A student graduates with recognition from the university when between
45 and 59 (inclusive) credits applied toward graduation are earned at
Mason, and the student's cumulative GPA is at least 3.80.

In addition, high achieving students may qualify for membership in one of
the many recognized university honor societies. In 2011, George Mason
University was awarded a chapter in Phi Kappa Phi, the nation's oldest
all-disciplinary honor society. In 2012, Mason was awarded a chapter of
Phi Beta Kappa, the nation's oldest and most prestigious honor society
dedicated to the liberal arts. Membership is by invitation only to both of
these honor societies.

AP.5.5 Dean's List
Students in degree status who take at least 6 credits in a semester and
earn a semester GPA of 3.50 or higher merit placement on the Dean's
List. Courses subsequently repeated and excluded will not retroactively
affect Dean's List status. This notation will be placed on the individual's
permanent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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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 GRADUATE POLICIES
AP.6 Graduate Policies
At the graduate level, Mason offers certificate programs of study an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programs. There are also a number of
combined bachelor's and accelerated master's degree programs for
academically-strong undergraduates with a commitment to learning
advanced skills in a specialized field of study.

AP.6.1 Student Classification
Students may access graduate classes and programs according to their
status as non-degree or enrolled degree students. For more information,
see Graduate Admissions (http://catalog.gmu.edu/admissions/graduate-
policies/).

AP.6.2 Full-Time and Half-Time Status Classification
Graduate students are considered full-time if they are enrolled in at least
9 graduate credits per semester or hold a full-time assistantship (total 20
hours a week) and are enrolled in at least 6 graduate credits per semester.
Graduate students are considered half-time if they are enrolled in at least
4.5 graduate credits per semester.

Master's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esis credits are considered full-
time if they are enrolled in at least three credits of 799 per semester.
Master's students may enroll in 1 credit of 799 and be considered in
status (either full-time or half-time) only if they have completed 3 credits
of 799 and the student along with their advisor and department chair
certify each semester that the student is working full-time or half-time on
the thesis. See AP.6.9.3 Master's Thesis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799.

Doctoral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dissertation credits (either 998 or
999) are considered full-time if they are enrolled in at least 6 credits per
semester, regardless of whether they hold an assistantship. Doctoral
students who have advanced to candidacy and have completed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required by the university and their degree
program, including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of 998 and 999, are
considered in status (either full-time or half-time) if they are registered
for at least 1 credit of 999 and the student along with their advisor and
department chair certify and communicate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each semester that they are working full-time or half-time
on the dissertation. See AP.6.10.6 Dissertation Registration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998 and 999.

To be considered as full-time under the aforementioned clauses, a
student must complete and submit the appropriate forms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prior to the first day of classes for the semester.
Different requirements for full-time and half-time status may apply for
tuition, verification, loan deferral, and financial aid. Contact Student
Accounts (http://studentaccounts.gmu.edu/),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and Student Financial Aid (https://
www2.gmu.edu/admissions-aid/financial-aid/), respectively, for more
information. Note that the official designation of time status for all
students is determined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AP.6.3 Academic Advising
When a student is admitted to graduate study, the student is assigned a
faculty advisor by the academic program responsible for the student's
program of study. Registration for newly admitted graduate students, as
well as continuing students, begins with a visit to the student's academic
advisor. There, the student can obtain information about specific courses

and degree requirements and develop an individual program of study.
Progress in an approved program of study is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the student and the advisor. The graduate student is responsible for
compliance wit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college, school, or
institute, and all applicable departmental requirements that govern the
individual program of study. Students should consult with their advisors
before registration each semester.

AP.6.4 Student Status
AP.6.4.1 Non-degree Student Status
Students may pursue graduate study in non-degree status.  Such
students who wish to pursue a degree or certificate program are
encouraged to apply for admission to a degree program as soon as
possible. All program admission requirements must be met, including
official transcripts, letters of recommendation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if applicable. If the student intends to use credits earned in non-
degree status toward a degree, the credits must be approved on the
Graduate Transfer of Credit Request form. The credits must have been
earned within six years prior to first enrollment as an admitted student
in the specific degree program, and a minimum grade of B (3.00) must
have been earned in each course. A maximum of 12 credits can be
transferred to a degree or certificate program.

AP.6.4.2 Removing Provisional Qualifier
For policies concerning students admitted provisionally, see Graduate
Admission Policies (http://catalog.gmu.edu/admissions/graduate-
policies/).

AP.6.4.3 Permission to Re-Enroll
Permission to re-enroll in a program must be obtained by all graduate
certificate, master's and doctoral degree students who have failed to
enroll in at least 1 credit of coursework for two or more consecutive
semesters at Mason. A program may allow a student to petition to
graduate under any catalog in effect while the student was enrolled.
All program components, including concentrations, must appear in
the catalog for the year selected. The final decision as to catalog year
rests with the unit dean or director. The Graduate Re-enrollment form is
available here (http://registrar.gmu.edu/forms/).

AP.6.4.4 Voluntary Resignation from Graduate Academic Program
Degree-seeking students may officially resign from their academic
program with the approval of their department chair or program director
and the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The Voluntary
Resignation form must be approved by the student's program and
Student Accounts, then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for notation on the transcript. Resignations after the drop period will
result in grades of W on the student's transcript for that semester and
removal from any future registered courses. Program resignation is final.

AP.6.4.5 Graduate Student Parental Leave of Absence 
All degree-seeking graduate students actively enrolled for at least one
academic year or four consecutive 8-week sessions, as appropriate to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calendar, who intend to become parents via
birth, adoption, foster or custodial care placement shall have the option,
after notice to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APGE), of
taking a Parental Leave of Absence (PLoA).

Purpose:
The PLoA period of time shall not count towards the student’s time limit
to degree completion as applicable under AP.6.8, AP.6.9, and A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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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ent’s time limit will be extended to include one semester or two
consecutive 8-week sessions, as appropriate to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calendar, for an approved PLoA. The PLoA can be taken in
either the fall or spring semester or for two consecutive 8-week sessions,
as appropriate to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calendar. Once the
student’s approved PLoA expires, the student’s time limit to degree
completion will resume.

Scope:
This policy applies to all graduate students regardless of gender identity,
marital status, and whether or not the student is the birth parent or non-
birth parent. The approved PLoA time period must be taken in its entirety
as one event. The student may schedule the approved PLoA to begin
up to six months after the anticipated birth/adoption/placement of the
child. A PLoA can only be used once per child. Simultaneous births or
placements are treated as one event. The use of this policy does not
impact the availability of a non-academic withdrawal outside of the
PLoA period, and it may be considered in any future PLoA or time limit to
degree completion policy exception requests and appeals.

Notification:
Students must request a PLoA at least six weeks prior to the start of
the semester or session in which the PLoA will begin. See here (https://
provost.gmu.edu/academics-and-research/graduate-education/graduate-
student-academic-appeals/) for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for
completing a PLoA notification. Upon notification, the APGE shall confirm
the upcoming PLoA to the student, University Registrar, the student’s
respective College/School and local academic unit. A copy of a birth or
placement record or equivalent documentation will need to be presented
by the student to the APGE once available.

Requirements:
Student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ew tuition or fees during the
approved PLoA period. A student may not enroll in courses at Mason,
nor at any other institution, while on a PLoA. Students are not required
nor expected to conduct academic work or research towards degree
requirements during the PLoA. Students shall maintain access to their
Mason e-mail account and ma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be eligible
to maintain access to Mason student health insurance for up to one
academic year. See Student Health Services (https://shs.gmu.edu/) for
more information. Students are advised that some university services
and resources may be limited to registered students and would not be
accessible during their PLoA. As applicable, students are exempt from
continuous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AP.6.10.6 or AP.6.9.3 during
the approved PLoA period. Upon the expiration of a PLoA, all academic
responsibilities resume.

Return:
Faculty, student applicants, and staff are encouraged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facilitate the PLoA process and ensure students return to
their same time to degree completion status as before the PLoA. Any
student on a PLoA may be required by the local academic unit or College/
School to advise them of their return prior to their first semester or 8-
week session back as an enrolled student. Any PLoA student who fails
to return and register in a timely manner by the add/drop deadline in the
semester or 8-week session after a PLoA shall still have their time limit to
degree resume and will be required to re-enroll in their graduate program
upon their return.

Exception Request:
The APGE may review and approve student requests for 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s of this policy, including requests to extend such leave
for one additional semester or a consecutive third and fourth 8-week
session, as appropriate to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calendar.  The

maximum period allowed for a PLoA shall not exceed one academic year
(fall, spring) or four consecutive 8-week sessions, as appropriate to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If an exception to this policy is desired,
see here (https://provost.gmu.edu/academics-and-research/graduate-
education/graduate-student-academic-appeals/) for further information.
Should a student’s PLoA policy exception request be denied, the student
shall have one level of appeal to the Graduate Academic Appeals
Committee (GAAC). See here (https://provost.gmu.edu/academics-and-
research/graduate-education/graduate-student-academic-appeals/) for
more information.

Other Provisions:
Students receiving financial aid should consult with the Office of
Financial Aid (https://www2.gmu.edu/admissions-aid/financial-aid/)
to determine any financial impact before a PLoA form is submitted.
Per university policy, non-enrolled students, including those on a PLoA,
may not continue to hold any existing university funded assistantships,
fellowships, and/or scholarships. However, they may be rehired upon
return at the discretion of the funding authority and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university policies and procedures. This policy does not
address any employment, scholarships or fellowships that are funded by
entities external to the university. Students should consult with relevant
faculty, supervisors, and/or departments to address such issues before
deciding whether to submit a PLoA.

Students who are neither United States citizens nor permanent residents
must first consult with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https://oips.gmu.edu/) to discuss the impact of such a leave on the
student’s non-immigra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P.6.5 Credit by Exam, Reduction or Transfer
AP.6.5.1 Credit by External Exam
Degree credit for satisfactory completion of an external exam is limited
to those exams and achievement levels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Graduate Council.

AP.6.5.2 Reduction of Credits
All students must meet the institutional credit requirement; however, the
number of credits required by a doctoral, or master's program may be
reduced on the basis of a relevant post-baccalaureate degree earned prior
to admission. Reduction of credits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program
director and the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They
determine whether the credits are applicable to the degree program and
the number of credits to be reduced.

Doctoral Programs
The maximum reduction for doctoral programs derives from the total
credits required by the program and the university requirements for
institutional, resident, and unique credits. For a 72-credit program, the
maximum reduction is 30 credits. Programs that require more than 72
credits may be reduced by more than 30 credits provided that the student
meets the aforementioned university requirements. Doctoral students
earning a secondary master's degree at Mason do not receive a reduction
of credits and should indicate on their program of study which courses
apply to the doctoral degree.  Because individual doctoral programs may
have more restrictive policies, make sure to consult with the program
and/or academic unit to learn of their reduction of credit policies.

Masters Programs                          
The maximum reduction for master's programs derives from the total
credits required by the program and the university requirements for
institutional, resident, and unique credits. Because individual master's
programs may have more restrictive policies, make sure to consu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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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am and/or academic unit to learn of their reduction of credit
policies.

Students requesting a reduction of credits must supply official
transcripts. For transcripts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students
must supply an official transcript evaluation and an official translation
for transcripts not in English if these documents were not supplied in the
admission process. Reduction of credits requests from students who
are admitted provisionally are not considered until the students have
fulfilled the conditions of their admission and had the provisional qualifier
removed from their records.

Credits used in reduction of credits are not subject to time limits, and
the credits must have been applied to a previous degree. The credits
used in the reduction may include transfer credit used for a previously
earned degree but may not include credits that are applied to both
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 in a joint bachelor's/master's
program or in Mason's Bachelor's/Accelerated Master's Programs.
Reduction of credits may not be requested for more credits than were
applied to the previous degree. Excess thesis credits beyond those
allowed by the previous degree may not be applied to a reduction of
credits.

Coursework applied to a reduction must have received a minimum grade
of B. Courses graded 'pass/fail' or 'satisfactory/no credit' may be applied
to a reduction of credits provided that is the standard grade mode for
the course and that it can be reasonably interpreted as a B or better
according to the home institution's grading system. Graduate degrees
that follow a non-standard format will be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AP.6.5.3 Transfer of Credit
Graduate credit earned prior to admission to a certificate, master's, or
doctoral program may be eligible to be transferred into the program
and applied to the certificate or degree. Transfer of cred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program director and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They will determine whether the credit is eligible for
transfer and applicable to the specific certificate or degree program. Note
that credits accepted for transfer do not compute into any Mason GPA.
Limits on the number of credits that can be transferred derive from the
degree requirements given below.

Credit is usually considered for transfer at the student's request at the
time of initial registration as a degree-seeking student. Students must
supply official transcripts.  For transcripts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students must supply an official transcript evaluation and an official
translation for transcripts not in English if these documents were not
supplied in the admission process. Credit transfer requests from students
who are admitted provisionally are not considered until they have fulfilled
the conditions of their admission and the provisional qualifier has been
removed from their records.

To be eligible for transfer credit, the credit must be graduate credit
earned at another accredited university, earned at another institution and
recommended for graduate credit in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guidebook, or earned at Mason while in a non-degree status. The credit
must have been earned within six years prior to first enrollment as an
admitted student in the specific certificate or degree program, and a
minimum grade of B (3.00) must have been earned. The course must
be applicable toward a degree at the institution offering the course.
Extension and in-service courses that are not intended by the institution
offering the courses to be applied to a degree program are not eligible
for transfer credit to Mason. The credits cannot have been previously

applied toward a degree at another institution or Mason; however, up to 3
credits previously applied to a degree program at another institution may
be transferred into a certificate program at Mason.

AP.6.5.4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Students enrolled in a degree program may take graduate courses at
another accredited institution and apply these credits to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with prior approval. Approval must be secured in writing
from the director of the graduate program and the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and submitted to Mason's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before registering at the other institution.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students must arrange for an official transcript
to be submitted to Mason so that the credits may be transferred into
their Mason degree program. These credits are subject to all the other
conditions given above for transfer credit, including limits on numbers
of credits that can be taken elsewhere. Note that credits accepted for
transfer do not compute into any Mason GPA. Permission to take a
course elsewhere does not exempt a graduate student from satisfying
the degree requirements given below.

Enrolled, degree-seeking graduate students may be eligible to take a
limited number of courses through the Consortium of Universities of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See AP.1.4.2 Permission to Study
Elsewhere (http://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
attendance/#ap-1-4-2) for more information. Credits earned through
the consortium are considered resident, not transfer, credits, and are
therefore not subject to transfer of credit conditions or limitations.

AP.6.6 Graduate Academic Standing
AP.6.6.1 Academic Warning
A notation of academic warning is entered on the transcript of a graduate
student who receives a grade of C or F in a graduate course or while a
grade of IN is in effect.

AP.6.6.2 Academic Termination
A degree-seeking graduate student will be terminated for the reasons
listed below unless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is obtained. Non-degree
graduate students will be terminated for unsatisfactory performance as
described below. These are minimum standards of performance; some
programs have higher standards. Note that the university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any student based on cancellation (by the testing
administrator) of any test score required for admission.  Once a student
has met the criteria for termination, they may only avoid termination by
obtaining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as described below, through
the process provided for by their academic unit in conjunction with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Students May be Terminated for Any One of the Following Reasons
Fully-Admitted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Degree and/or Certificate
Program

• Fail to make satisfactory progress toward degree as determined by
the academic unit and/or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 Accumulate grades of F in two graduate courses or 9 credits of
unsatisfactory grades in graduate courses.

Provisionally-Admitted Degree Seeking Graduate Students

• Fail to meet provisions of admission within time limits.
• Fail to make satisfactory progress toward the degree, as determined

by the academic unit and/or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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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mulate 12 credits of unsatisfactory grades in undergraduate
courses.

• Accumulate grades of F in two graduate courses or 9 credits of
unsatisfactory grades in graduate courses.

Note: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 grades are not combined to
reach the termination threshold; they are considered separately.

Non-Degree Graduate Students

• Accumulate 12 credits of unsatisfactory grades in undergraduate
courses.

• Accumulate grades of F in two graduate courses, or 9 credits of
unsatisfactory grades in graduate courses.

Note: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 grades are not combined to
reach the termination threshold; they are considered separately.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knowing both the termination
criter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gram time limits and grade
requirements) and the process for initiating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request to the dean of their academic unit. In cases of program time
limits and grade requirements, the University Registrar will notify the
student within two weeks of termination eligibility that the student’s
performance has reached the threshold for termination, provide notice
of the start of the request for exception period, and direct the student to
their respective academic unit for information on submitting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request. For all other termination criteria, the academic
unit will notify the student within two weeks of termination eligibility that
the student’s performance has reached the threshold for termination,
provide notice of the start of the request for exception period, and direct
the student to information on submitting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request.

Each academic unit, and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as applicable, shall publish on their respective university web page the
process for initiating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request and the
criteria used in their respective reviews. Each academic unit and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shall also publish on their
respective university web pages the process for filing an appeal of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denial.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is responsible for publishing the criteria used by that office and
by the Graduate Academic Appeals Committee during their respective
appeal reviews. During the review of any request or appeal, the student
may register and enroll in classes.

Once an academic policy exception request or appeal period has
expired, or when the student's exception request has been denied by
the academic unit,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or
the Graduate Academic Appeals Committee with no further appeal
option, a letter of termination signed on letterhead by the dean or
director of the student’s academic unit will be sent to the student by
mail and email within one week, with an electronic copy provided to the
University Registrar. A notification of academic termination will be affixed
to the graduate student's official record and the student may then be
administratively dropped or withdrawn from currently enrolled classes.
See AP.1.3 (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
attendance/#text) for more information.

Should a student continue:

• in the enrolled degree and/or certificate program or non-degree
program, or

• change programs within a single college without going through an
admissions process

any grades of F or unsatisfactory grades shall count toward reaching the
termination threshold as described above.

AP.6.6.3 Readmission to Graduate Study at Mason
Former graduate students who have been terminated, dismissed or
have resigned from a Mason graduate program are not permitted to take
any additional coursework at Mason unless a new graduate program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and the applicant has been admitted
to graduate study. Time limits for the degree begin with the date of
admission to the new program. If the student applies and is readmitted
to the same graduate program at Mason from which the student was
terminated, dismissed, or resigned, any grades of F or unsatisfactory
grades accumulated within six years prior to readmission shall count
toward reaching the termination threshold.

Academic units and programs may have additional restrictions
concerning readmission. If so, those restrictions apply. Any previously
earned credit applied to the new graduate program must have been
earned within six years prior to enrollment in the new graduate program.
Upon full admission to an alternative graduate program at Mason, any
grades of F or unsatisfactory grades accumulated in previous graduate
programs at Mason will be excluded and shall not count towards
reaching the termination threshold as described in AP.6.6.2.

AP.6.7 Bachelor's/Accelerated Master's Degrees
The university offers a number of combined bachelor's and accelerated
master's degree programs for academically-strong undergraduates
with a commitment to learning advanced skills in a specialized field of
study. Applicants receive a waiver of the graduate application fee and
admitted students may obtain both a bachelor's and a master's degree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144 - 150 credits (number of required
credits depends on the graduate program).

AP.6.7.1 Application and Admission
Application to accelerated master's degree programs should be made
once the student has earned between 75 and 100 credits. Individual
colleges, schools and programs may set more specific requirements for
earned hours prior to application. Admission is competitive and must be
approved by the faculty director of the student's undergraduate program,
the faculty director of the intended graduate program, and the relevant
graduate dean or designee.

AP.6.7.2 Coursework Requirements
After admission and having earned 90 undergraduate credits, accelerated
master's students complete 3 to 6 credits of graduate coursework in their
field of study (with a 3.00 GPA or better in each course), specified by their
undergraduate and graduate advisors. These credits will apply to the
undergraduate degree and provide the student advanced standing in the
related Mason master's program. All graduate course prerequisites must
be completed prior to enrollment. While still in undergraduate status,
a maximum of 6 additional graduate credits may be taken as reserve
graduate credit and applied to the master's program. Reserve graduate
credits do not apply to the undergraduate degree. See AP.1.4.4 Graduate
Course Enrollment by Undergraduates (http://catalog.gmu.edu/policies/
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ap-1-4-4).

Students in an accelerated degree program must fulfill all university
requirements for the master's degree, including a minimum of 18
applicable graduate credits taken after the bachelor's degree has been
completed and posted to the student's academic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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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6.7.3 Timeline Requirements
Accelerated master's students must graduate from their undergraduate
program in the semester specified on their application to the
accelerated degree program. Changes to the timeline for conferral of
the undergraduate degree must receive written approval by the graduate
program director.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enroll in the related
master's program in the fall or spring semester that immediately follows
the term of undergraduate degree conferral. Some programs may allow
a deferral of no more than one year from time of admittance to graduate
status. Students must abide by all timelines outlined in each specific
program. Failure to enter the graduate program in accordance with
specified timelines will result in forfeiture of graduate advanced standing
courses earned in undergraduate status.

AP.6.7.4 Instru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F-1 and J-1 students must request a change of program level and an
I-20/DS-2019 extension at the time they move from the undergraduate
to graduate level of study. Funding for the additional time in F-1 or J-1
status also must be documented as required by federal immigration
regulations.

AP.6.8 Requirements for Graduate Certificates
Candidates must satisfy all applicable university requirements and all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faculty.
Individual departmental graduate certificate requirements are listed under
their academic departments in this catalog. Note that the following are
university minimum requirements; individual programs may have higher
standards and/or more restrictive requirements.

•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require a minimum of 12 and a
maximum of 24 graduate credits.

• Only graduate courses may apply toward the graduate certificate.
• A maximum of 3 graduate credits taken at another institution can be

transferred into a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See AP.6.5 Credit by
Exam.

• More than half of the minimum required credits applied to the
certificate must be earned through direct instruction at Mason.

• In the case of a certificate offered through consortia arrangement, at
least one-third of the credits applied to the certificate must be earned
through direct instruction at Mason.

• Candidates must have a minimum GPA of 3.00 in coursework
presented on the certificate application, which may include no more
than 3 credits of C. The GPA calculation excludes transfer credits.

• Certificate students are subject to graduate termination policies.
• Certificate students who satisfy the degree requirements of more

than one certificate at Mason may apply coursework from multiple
certificates towards a Mason master's or doctoral degree program.
  No credits can be triple counted nor substituted for the degree
program requirements. Program acceptance is subject to all
applicable admissions requirements.

AP.6.8.1 Students in Master's or Doctoral Programs also Pursuing
Graduate Certificates
Admission
Students must be admitted to the master's or doctoral program and
enrolled in active degree-seeking status. All master's and doctoral
admission requirements apply. In order for both the degree program and
graduate certificate to be conferred at the same time, students must
be admitted to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prior to applying for
graduation.

Time Limits
The time limits coincide with the six-year time limit for master's degrees
or the six-year time limit for advancement to candidacy in a doctoral
degree. Master's and doctoral time limit rules apply.

Multiple Programs
Students may be enrolled in on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at a
time while they pursue a master's or doctoral degree. Students may
share coursework between their primary degree program (master's or
doctorate) and secondary graduate certificate.  No credits can be triple
counted.

AP.6.8.2 Students in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Only
Admission
Students pursuing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must be admitted to
Mason, in the same way as degree-seeking students. As such, failure
to make satisfactory progress (as determined by the academic unit
and/or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toward certificate
requirements may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certificate program.

Certificate students who earn one or more certificates at Mason may
apply coursework from multiple certificates toward a Mason master's or
doctoral degree program. No credits can be triple counted nor substituted
for the degree program requirements. Program acceptance is subject to
all applicable admissions requirements.

Coursework After Admission
More than half of the credits required for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must be taken after admission to that program.

Time Limits
The time limit for completion is six years from the date of admission
to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in F-1 or J-1 status have more restrictive time limits; contac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for information. The time limit
is not extended because of an absence and subsequent re-enrollment
into the graduate certificate program. Failure to meet the time limit or to
secure an extension request shall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This policy does not supersede a student’s university-approved disability
services accommodations plan.

Multiple Programs
Students not admitted to any graduate degree program (master's or
doctoral) may be admitted to two graduate certificate programs at the
same time. The graduation application for each graduate certificate must
include a minimum of 12 credits that apply only to that certificate and not
to another.

AP.6.8.3 Financial Aid for Students in Certificate Programs Only
Not all certificate programs are eligible for Federal financial aid.  A list
of the eligible graduate certificates can be found in Financial Aid (http://
catalog.gmu.edu/tuition-fees/financial-aid/).

AP.6.9 Requirements for Master's Degrees
Candidates must satisfy all applicable university degree requirements
and all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master's program faculty.
Individual departmental degree requirements are listed under the
respective master's programs in this catalog. Programs may impose
more stringent requirements.

• Admission. Candidates must have been officially admitted into
degree status.

• Credit Hours. Candidates must earn a minimum of 30 graduate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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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Level. Only graduate courses may apply toward the degree.
• Institutional Credit. More than half of the required minimum credits

applied to the degree must be earned at Mason. Or, in the case
of programs offered through joint, cooperative, or consortium
arrangements, at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t least one-third of
the credits applied to the master's degree must be earned through
direct instruction at Mason.

• Thesis/Project Limits. A maximum of 6 credits of master's thesis
research (799) or master's project may be applied to the degree.

• Quality. Candidates must have a minimum GPA of 3.00 in coursework
presented on the degree application, which may include no more
than 6 credits of C. (Grades of C+, C-, or D do not apply to graduate
courses. The GPA calculation excludes all transfer courses and
Mason non-degree studies credits not formally approved for the
degree.)

AP.6.9.1 Thesis Options
Requirements regarding a thesis vary with the degree program. A number
of master's programs offer both thesis and non-thesis options. The same
quality of work is expected of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chosen option.
For more information, consult the section on degree requirements under
each degree program.

AP.6.9.2 Time Limit
Master's degree students have six years from the time of first enrollment
as a degree-seeking student to complete their degrees. Individual
master's programs may have stricter time limits, which are published in
this catalog.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in F-1 or J-1 status also
have more restrictive time limits; contac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for information. Students who are given
permission to re-enroll following an absence from Mason may not
count the six-year time limit as beginning on the date of re-enrollment.
Students who will not meet published time limits because of compelling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may petition for an extension. Failure
to meet the time limits or to secure approval of an extension request
shall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See detailed information
(http://registrar.gmu.edu/forms/timelimit/) regarding how to determine
the initial deadline. This policy does not supersede a student’s university-
approved disability services accommodations plan.

AP.6.9.3 Master's Thesis
When a thesis proposal has been approved by the appropriate
department, the department chair sends the collegiate dean or director
a copy of the thesis proposal, including the approval signatures of the
master's thesis committee members. Students may enroll in thesis
research (799) at the beginning of the next semester. Students must
register for a minimum of three credit hours in their first semester of
799.  After that semester, students must enroll for one credit of 799
per semester until the thesis is complete and has been successfully
submitted to the library. Such students enrolled for one credit of 799
may be considered in status (either full-time or half-time), if the following
requirement is met: the student, advisor and department chair must
certify each semester that the student is working full-time or half-time
on the thesis. See AP.6.2 Full-time and Half-time Status Classific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note: Master's students must maintain
continuous enrollment in 799, excluding summers, each semester until
the thesis is complete and has been successfully submitted to the
library. Students who are completing their thesis in the summer must
be registered for at least 1 credit of 799 in the summer. Graduation
candidates who miss the library deadline for thesis submission but
do submit successfully before the next semester begins do not have
to register for 799 in the next semester. Such students must apply for

graduation in order to have their degree conferred. Students registered
in 799 are graded IP until work is complete; at that time they are graded
S/NC, and previous IP grades are updated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to reflect the final S or NC grade.

Students selecting the thesis option should obtain a copy of
Mason's Thesis, Dissertation, or Project Guide. Students may register in
799 only after their thesis proposal has been submitted and approved
as prescribed in the guide. Any student not in attendance at Mason who
is preparing a thesis under the active supervision of a member of the
faculty or wishes to take an exam must maintain continuous registration
in 799 for at least 1 credit per semester.

The master's thesis committee is composed of at least three members
of the graduate faculty, at least two of whom must be from the student's
department or program. Faculty who are not members of the graduate
faculty or other appropriate persons not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may
serve as additional members. Committee members are appointed by
the chair or director of the academic unit or program, or designe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udent's adviser and the student. Only a member
of the graduate faculty with a full-time appointment at George Mason
University may serve as the thesis chair.

The thesis committee chair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directing the
candidate's research and writing activities.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keeping all committee members informed of the scope, plan, and
progress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writing of the thesis.

AP.6.9.4 Thesis Submission
On or before the thesis submission deadline for any semester, each
student will submit a CD with a complete electronic copy of his/her
thesis (signed Signature Sheet through Curriculum Vitae) as a PDF
to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 The PDF will be
uploaded into the Mason Archival Repository Service (MARS). At the time
of final submission, the student will also turn in completed versions of the
Transmittal Sheet, ETD Submission Form, and MARS Agreement.

For degree conferral in a particular semester, the above materials
must be submitted to the library by 5:00 p.m. on the Friday before the
last day of class in that semester. (For specific deadline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
registrar.gmu.edu).)

Under circumstances determined by the student's school, college, and/or
program, a student may petition to embargo all or part of his/her thesis,
preventing online access to it for a period of time (2 years, 5 years, or
10 years). A student may choose to embargo his/her work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ontract disputes with future publishers o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Not all schools, colleges, and/or programs will
permit a student to embargo his/her work, and the both the student's
thesis chair and the graduate associate dean of the school/college
must approve the student's petition. Upon approval of an embargo, the
thesis chair, the graduate associate dean and the student must all sign
the embargo approval form. The student must turn in this completed,
signed embargo form to UDTS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his/her
thesis and all other materials. The UDTS Coordinator will confirm with
both the chair/director and the associate dean that they have signed
the submitted form. A hard copy of the confirmation will be retained by
the UDTS Coordinator. At the time the work is uploaded to MARS and/or
ProQuest, the author will receive an email notification, with an official PDF
attached, stating that the embargo will begin and end on a certain date,
and advising the author that it is his/her responsibility to keep track of
the embargo lift date. The author will further be advised that it is h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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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y to notify the UDTS Coordinator via email (udts@gmu.edu)
that he/she wants to lift the embargo prior to the termination date, or that
he/she wants to renew the embargo (or institute a new limit). In the form,
the author will also be advised that he/she should retain this form and
place it in the care of his/her attorney, next of kin, or other appropriate
designee. In case of death, incapacity, or other similar circumstance, it is
up to the author’s estate, power of attorney, or other appropriate designee
to ensure that the embargo continues.

If the student wishes to extend the embargo past the thesis's release
date, the student is required to secure the approval of the graduate
associate dean of the student’s college/school at the time of the
extension request. Students can request a renewal period of 2 years, 5
years, or 10 years. If approved, the student must notify UDTS via email
(udts@gmu.edu) of his/her intention to extend the embargo. The UDTS
Coordinator will confirm with the associate dean that the embargo
extension has been approved, and will retain copies of both the student's
request and the associate dean's confirmation that the embargo can be
extended.

Theses embargoed for any period will be accessible electronically on-
campus in Special Collections UNLESS the student/author can provide
evidence that the document should NOT be reviewed for a certain period.
Permission to restrict access on-campus for such period or fully may
be granted by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Only
under extreme circumstances will a student's work be considered by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for such an embargo. A
student must have proof that publication of his/her work poses a danger
to themselves, national security, or similar scenario.

Once a student has submitted the final (i.e. defended, formatted, and
signed) version of his/her project, thesis, or dissertation to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 subsequent edits WILL NOT BE
ALLOWED EXCEP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A formatting error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PDF document when
converting from another document type that affects the meaning
of the dissertation. For example: in the process of formatting the
document into a PDF, all of the ampersands (&) have disappeared and
the error is not discovered until after final submission to UDTS. Re-
submission would not be allowed to revise margins, fonts, or other
non-substantive items.

2. Incidence of fraud or plagiarism. The relevant college/school must
conduct a review of the thesis or dissertation and determine an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
catalog and approved by the Dean. If the approved course of action
includes allowing the student to resubmit a corrected version of a
thesis or dissertation, the UDTS Coordinator must be informed in
writing by an appropriate college/school or LAU official.

UDTS will not allow corrections of theses and dissertations for the
following:

• Rewording the Dedication, Acknowledgments, Abstract, or Biography.
• Correction of citations or quotations.
• Addition of new text, or deletion of existing text, in the body.
• Correction of misspellings or grammar issues.
• Replacing, adding, or deleting Tables, Figures, or Equations.
• Correction of any other minor errors or omissions.

AP.6.9.5 Doctoral Students Also Pursuing a First Master's Degree
Requirements for master's degrees apply with the following exceptions.
Residency derives from the doctoral degree requirements. Time limit may

derive from the doctoral requirements, although programs may reject
coursework that is not sufficiently current. Students must be officially
admitted to degree status in the master's program a full semester before
the one in which they will complete master's degree requirements, i.e.
admitted in fall for graduation the following spring.

AP.6.9.6 Individualized Dual Master's Degree Programs
George Mason students have the option to pursue two master's degrees
simultaneously. For purposes of administration, if a different rate of
tuition is assessed for each program, the student will be assessed at
the higher rate. The program with the higher rate will be considered the
primary program. The six year time limit for completion of dual master's
programs derives from the admission date of the initial program.

Students in dual master's degree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reduction
of credit based on a previously earned relevant post-baccalaureate
degree earned prior to admission. Any Reduction of Credits that was
granted upon admission to the initial program will be removed from the
student's record upon matriculation into the second program.

Students are not eligible to pursue two master's degrees until they have
completed one semester in their initial master's program. Interested
students should know:

• A full admissions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for both programs.
• Students must apply and be accepted to the second master's degree

within one year of matriculation in the initial program.
• A restricted number of credits may be shared across dual

degree programs, according to University Policy 3007 (http://
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dual-degree-program-
arrangements/).

• An Individualized Dual Master's Degree Program of Study form
(http://registrar.gmu.edu/wp-content/uploads/DMPS.pdf), approved
by directors of both programs, must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http://registrar.gmu.edu) upon matriculation
in the second program. This will determine the maximum number of
credits and specific courses that may be shared across programs.

• The Program of Study must include a written statement explaining
the intellectual or pedagogical purpose behind the degree program,
and the academic symmetries that exist between the underlying
fields of study.

AP.6.10 Requirements for Doctoral Degrees
Candidates must satisfy all applicable university degree requirements
and all requirements established by the doctoral program faculty.
Departmental degree requirements are listed under the respective
doctoral programs in this catalog. Programs may impose more stringent
requirements.

• Admission. Students must have been fully admitted into degree
status.

• Credit Level. Only graduate courses may apply toward the degree.
• Credit Hours. Candidates must earn a minimum of 72 graduate

credits, which may be reduced on the basis of a completed master's
degree or other suitable, approved transfer work. (See AP.6.5 Credit by
Exam, Reduction or Transfer)

• Unique Credit. A minimum of 42 credits must apply only to the
doctoral degree.

• Institutional Credit. More than half of the required minimum credits
for the doctoral degree must be earned at Mason. Or, in the case
of programs offered through joint, cooperative, or consortium
arrangements, at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t least one-third of

mailto:udts@gmu.edu
mailto:udts@gmu.edu
mailto:udts@gmu.edu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dual-degree-program-arrangements/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dual-degree-program-arrangements/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dual-degree-program-arrangements/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dual-degree-program-arrangements/
http://registrar.gmu.edu/wp-content/uploads/DMPS.pdf
http://registrar.gmu.edu/wp-content/uploads/DMPS.pdf
http://registrar.gmu.edu
http://registrar.gmu.edu
http://registrar.g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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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edits applied to the doctoral degree must be earned through
direct instruction at Mason.

• Advancement to Candidacy. Candidates must meet the written and/
or oral doctoral candidacy requirements set by the candidate's degree
program. 

• Dissertation. Candidates must complete a minimum of 12 credits
of doctoral proposal (998) and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999),
including at least three credits of 999. A maximum of 24 credits of
998 and 999 may be applied to the degree.

• Defense. Candidates must pass a final public defense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 Quality. Candidates must have a minimum GPA of 3.00 in coursework
presented on the degree application, which may include no more
than 6 credits of C. (Grades of C+, C-, or D do not apply to graduate
courses.) The GPA calculation excludes all transfer courses and
Mason extended studies or non-degree credits not formally approved
for the degree.

AP.6.10.1 Time Limit
For both full-time and part-time students enrolled in doctoral programs,
whether entry is post-baccalaureate or post-master's, the total time
to degree will not exceed nine calendar years from the time of first
enrollment as a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s are expected to
progress steadily toward their degree and to advance to candidacy within
no more than six years, although colleges may set a shorter time limit.

Students who do not meet published time limits because of compelling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may petition their dean for a single
extension of one calendar year at any point during their program. If
such an extension is granted, the total time limit for completion of the
degree will not exceed ten years. Re-enrollment following an absence
from Mason does not change the student's time limit, which is based on
the date of initial admission. Failure to meet the time limits or to secure
approval of an extension request shall result in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Faculty and students share in the responsibility to progress
toward completion of degree requirements, and faculty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helping students conform to the nine year time limit. This
policy does not supersede a student’s university-approved disability
services accommodations plan.

Non-immigrant students in F-1 or J-1 status are further limited by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ir stay in the United States. The University
issues visa documents (forms I-20 and DS-2019) that indicate the
estimated length of the student's academic program. Students who need
extensions beyond the initial period of stay must request them through
the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OIPS). Documentation
of the compelling circumstances necessitating the extension request is
required by federal regulation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sult
with an advisor in OIPS.

AP.6.10.2 Doctoral Research Skill Requirements
Some doctoral degree programs require demonstration of proficiency
in a research skill, including knowledge of the research literature in a
foreign language, computer language, statistical methods, or a research
tool specific to the discipline. Research skill requirements are included
with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 doctoral degree. Where
demonstration of research skills is required, certification that this
requirement has been met must be completed for advancement to
candidacy.

AP.6.10.3 Program of Study
Usually before the end of the second year of graduate study but no later
than consideration for advancement to candidacy, doctoral students
must submit a program of study for approval by the dean or director of
the college, school, or institute. The program of study must include major
courses and supporting courses to be completed, research skills required,
subject areas to be covered by the candidacy exam, and a proposed date
for the candidacy exam. Program of Study Forms are available from each
program's doctoral coordinator. Any changes in the programs of study
must be documented with an amended Program of Study Form.

AP.6.10.4 Advancement to Candidacy
Advancement to candidacy implies that a doctoral student has
demonstrated both a breadth and a depth of knowledge in the field
of study and is capable of exploring problems on the boundaries of
knowledge, and has identified a research area that is likely to lead
to a successful dissertation. Advancement to candidacy requires
successful completion of a written and/or oral requirement as set by
the candidate's degree program. Doctoral students should consult the
degree requirements for each doctoral program to determine whether an
oral portion is required, whether it is judged separately or with the written
portion, the number of times a failed candidacy exam may be repeated
and any associated time limits, and any time limits for attempting the
candidacy exam.

Before doctoral students may be advanced to candidacy by the unit dean
or director, they must have completed all coursework as indicated on
the approved program of study, been certified in all doctoral research
skills required, passed the candidacy exam, and been recommended by
the doctoral supervisory committee or program coordinator. Students
advanced to candidacy after the add period for a given semester
must wait until the following semester to register for 999 Dissertation
Research.

AP.6.10.5 Dissertation Committee
The Dissertation Committee provides guidance and oversight of the
student's dissertation research and writing. In some units this committee
may also function as the program committee, facilitating the design
and approval of the student’s program of study, conducting required
examinations, and regularly assessing the student's progress and
accomplishments.

Committee Size and Composition

Committee Size: Doctoral candidates must have a Dissertation
Committee made up of a Chair and at least two other members (Member
#1, Member #2).

Committee Chairs: Full-time faculty members at George Mason University
may serve as Dissertation Committee Chairs as long as they are
members of the Graduate Faculty, they are members of the core faculty
for the student’s degree program, and they are relevant to the student’s
field of study.

If the Chair of a Dissertation Committee leaves the university or retires
during the student's degree, the program director may request that
Graduate Faculty status be granted to allow the continuation of the
member’s service as Co-chair.

Committee Co-chairs: In some cases it may be appropriate to designate
additional faculty as Co-chair. Graduate faculty who are from any George
Mason University LAU or who are external to the university may serve as
Co-chair. Non-tenure/tenure-track faculty and individuals from outside
the university must be approved as members of the graduate facult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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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 of having Co-chair privileges (see section below, Committee
Service by Personnel other than Tenure or Tenure-Track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If the Co-chair designee meets all requirements then
the Co-chair may count as Member #1 or Member #2.

Committee Members on Dissertation Committees: Each Dissertation
Committee must have at least two members in addition to the Chair. The
Chair, Member #1, and Member #2 must have graduate faculty status and
be relevant to the student’s field of study. In addition, Member #1 must
be full-time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Member #2 may be from
George Mason University or external to the University.

Additional committee participants may be added. Committee service
by other qualified individuals inside or outside the university may be
requested by the student’s LAU/program (see section below, Committee
Service by Personnel other than Tenure or Tenure-Track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Students should refer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ir degree
program for any specific guidelines for graduate Dissertation Committee
service within the LAU/program.

Committee Service by Personnel other than Tenured or Tenure-Track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Personnel with suitable academic
training and research experience who are not George Mason University
full time, tenured, or tenure track faculty may be recommended for
inclusion on a graduate student Dissertation Committee.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nel from outside George Mason University as well as
Research Faculty, Administrative/Professional Faculty, Instructors,
Affiliate Faculty, Adjunct Faculty, Retired or Emeritus Faculty, and Term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Such personnel must have an
appropriate terminal degree. Inclusion of personnel with comparable
experience in place of a terminal degree is requested by the student’s
Dissertation Committee Chair and the Dean/Dean’s designee and
approved by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Full-time term or administrative/professional faculty members at George
Mason University may serve as Dissertation Committee Chairs as long
as they are members of the graduate faculty. Other personnel may
be added to the committee as Co-chair, Member #2, or an additional
member. Additional members need only be approved by the Graduate
Program/LAU. Inclusion of committee members in the other categories
is requested by the student's Dissertation Committee Chair and Graduate
Program Director and approved by the Dean/Dean’s designee; all such
personnel must be appointed to graduate faculty by the Office of the
Provost. If such members are on a temporary appointment there should
be assurance that they will be available throughout the student's degree.
They may share dissertation supervision responsibilities, and enjoy voting
rights and privileges. A curriculum vitae for the proposed committee
member must be included with the request for graduate faculty status
and the particular advantages of including this person on the committee
should be cited. Once approved for graduate faculty status, a new request
is not required for service on additional committees. Faculty, staff, and
students are urged to check the online list of approved graduate faculty
members.

Individual programs may have more restrictive policies. If so, those
restrictions apply.

Refer to the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degree program for
information on how to change membership of previously established
dissertation committees.

Committee Structure

Membership Minimum Required Attributes
Chair (required
member)

• Full-time Mason Faculty

• Graduate Faculty

• Member of the program's core faculty

• Faculty relevant to student's field of Study

Member #1 (required
member)

• Full-time Mason Faculty

• Graduate Faculty

• Faculty in any Mason LAU

• Faculty relevant to student's field of study

Member #2 (required
member)

• Graduate Faculty; and,

• Faculty relevant to student's field of study; and
EITHER:

• Faculty in any Mason LAU OR

• External to Mason

Member #3 (if
required by program)

• Graduate Faculty; and,

• Faculty relevant to student's field of study: and
EITHER:

• Faculty in any Mason LAU or

• External to Mason

Co-chair (if present) • Graduate faculty; and, EITHER

• Faculty in any Mason LAU OR

• External to Mason

Additional members
(if present)

• Approval by Dissertation Committee Chair,
Graduate Program Director

AP.6.10.6 Dissertation Registration (998, 999)
Students working on dissertation research (999) must register for a
minimum of 3 credits of 999 per semester (excluding summers) until they
have completed the minimum number of credits of 998 and 999 required
by the university and their degree program. Then, they must register for 1
credit of 999 until the dissertation is complete and has been successfully
submitted to the library. See AP.6.2 Full-time and Half-time Classification
(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
#text) for more information. Students registered in 998 or 999 are graded
IP until work in 998 or 999, respectively, is complete; at that time they
are graded S/NC, and previous IP grades are updated by the Office of the
University Registrar to reflect the final S or NC grade.

All registration for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999) must be planned
with the dissertation director and approved by the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Dissertation research (999) is open only to

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text
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text
https://catalog.gmu.edu/policies/academic/registration-attendanc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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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al students who have advanced to candidacy. Once enrolled in 999,
students must maintain continuous registration in 999 each semester
until the dissertation is complete and has been successfully submitted
to the library, excluding summers. Students who defend in the summer
must be registered for at least 1 credit of 999 in the summer. Individual
doctoral programs may require continuous registration beginning with
998. Graduation candidates who miss the library deadline for dissertation
submission, but do submit successfully before the next semester begins,
do not have to register for 999 in that next semester, but must apply for
graduation in order to have their degree conferred.

It is the student's responsibility to complete registration for dissertation
proposal (998) or research (999) prior to the first day of classes for
the semester. If this date is missed, students must still enroll in these
courses via Add or Late Schedule Adjustment procedures and are subject
to Late Registration fees. Failing to register on time in a particular
semester does not alter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registration in
999.

AP.6.10.7 Doctoral Dissertation
A dissertation is required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and most
professional doctoral degrees. The dissertation is a written piece of
original thinking that demonstrates doctoral candidates' mastery of
subject matter, methodologies, and conceptual foundations in their
chosen field of study. This is generally achieved through consideration of
a problem on the boundaries of knowledge in the discipline.

The director of the dissertation committe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directing the doctoral candidate's research and guiding the preparation
of the written dissertation. After the dissertation committee is appointed,
the student should begin discussions with the director to define a
suitable problem for the dissertation. Before the student may enroll in
doctoral dissertation research (999), the dissertation proposal must be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and evidence of approval sent to
the unit dean or director for approval. Before that time, the student may
enroll in proposal research (998).

Guidelines for the content and general format of doctoral dissertations
are in the Thesis, Dissertation, or Project Guide. Consult a doctoral
coordinator to determine which additional reference manuals are
suitable.

AP.6.10.8 Doctoral Defense
As soon as all degree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including
completion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the doctoral candidate may
request a doctoral defense. Approval for the defense is given by the
doctoral dissertation committee, department or program chair, and
relevant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Notice of
a defense must be circulated to the university community two weeks
before the defense date. The public defense should demonstrate the
candidate's maturity of judgment and intellectual command of the
chosen branches of the field of study.

At the close of the final defense, the dissertation committee makes final
judgments for approving the dissertation. The doctoral candidate is
responsible for making all required changes promptly, submitting the
original and required copies, and obtaining signatures. Final approval
for the dissertation is given by the doctoral dissertation committee,
department or program chair, and the relevant dean or director of the
school, college, or institute, all of whom must sign the final copy.

For a dissertation to be approved, all members of the committee must
sign. If a committee member refuses to do so, the student or any member
of the committee may petition the unit dean or director for a review and

ruling. The dean or director may seek the advice of outside reviewers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work. The final decision is that of the dean
or director, and is not subject to appeal.

AP.6.10.9 Dissertation Submission and Fees
On or before the dissertation submission deadline for any semester,
each student will submit a CD with a complete electronic copy of his/
her dissertation (signed Signature Sheet through Curriculum Vitae) as a
PDF to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 The PDF will be
uploaded into the Mason Archival Repository Service (MARS). At the time
of final submission, the student will also turn in completed versions of the
Transmittal Sheet, ETD Submission Form, and MARS Agreement.

For degree conferral in a particular semester, the above materials must
be submitted to the library by 5:00 p.m. on the Friday before the last day
of class in that semester. (For specific deadlines and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University Registrar's website (http://registrar.gmu.edu).)

Under circumstances determined by the student's school, college, and/
or program, a student may petition to delay embargo all or part of his/her
dissertation, preventing online access to it for a period of time (2 years,
5 years, or 10 years). A student may choose to embargo his/her work in
order to avoid potential contract disputes with future publishers o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Not all schools, colleges, and/or programs
will permit a student to embargo his/her work, and both the student's
dissertation chair and the graduate associate dean of the school/college
must approve the student's petition. Upon approval of an embargo, the
dissertation chair, the graduate associate dean, and the student must
all sign the embargo approval form. The student must turn in the signed
embargo form to UDTS at the time of submission of his/her dissertation
and all other materials. The UDTS Coordinator will confirm with both
the dissertation chair and the graduate associate dean that they signed
the submitted form. A hard copy of the confirmation will be retained by
the UDTS Coordinator. At the time the work is uploaded to MARS and/or
ProQuest, the author will receive an email notification, with an official PDF
attached, stating that the embargo will begin and end on a certain date,
and advising the author that it is his/her responsibility to keep track of
the embargo lift date. The author will further be advised that it is his/her
responsibility to notify the UDTS Coordinator via email (udts@gmu.edu)
that he/she wants to lift the embargo prior to the termination date, or that
he/she wants to renew the embargo (or institute a new limit). In the form,
the author will also be advised that he/she should retain this form and
place it in the care of his/her attorney, next of kin, or other appropriate
designee. In case of death, incapacity, or other similar circumstance, it is
up to the author’s estate, power of attorney, or other appropriate designee
to ensure that the embargo continues.

If the student wishes to extend the embargo past the dissertation's
release date, the student is required to secure the approval of the
graduate associate dean of the student’s college/school at the time
of the extension request. Students can request a renewal period of 2
years, 5 years, or 10 years. If approved, the student must notify UDTS via
email (udts@gmu.edu) of his/her intention to extend the embargo. The
UDTS Coordinator will confirm with the associate dean that the embargo
extension has been approved, and will retain copies of both the student's
request and the associate dean's confirmation that the embargo can be
extended.

Dissertations embargoed for any period will be accessible electronically
on-campus in Special Collections UNLESS the student/author can
provide evidence that the document should NOT be reviewed for a certain
period. Permission to restrict access on-campus for such period or fully
may be granted by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Only

http://registrar.gmu.edu
http://registrar.gmu.edu
mailto:udts@gmu.edu
mailto:udts@gmu.edu
mailto:udts@gmu.edu
mailto:udts@g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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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extreme circumstances will a student's work be considered by
the Associat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for such an embargo. A
student must have proof that publication of his/her work poses a danger
to themselves, national security, or similar scenario.

Doctoral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submit their dissertations to
ProQuest through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UMI). Submission
will take place through the UMI Administrator site (www.etdadmin.com/
gmu (http://www.etdadmin.com/gmu/)). Traditional submission, in which
the dissertation is available only through ProQuest's subscription service,
costs nothing. Open Access submission, in which the dissertation is
available through ProQuest's Open Access site, costs $95. Students can
also opt to register their dissertations with the U.S. Copyright Office via
the Administrator; doing so costs $44, payable to ProQuest. Students
can also choose to purchase their own bound copies through the
Administrator.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any aforementioned fees,
which can be paid by credit or debit card. At the time of final submission,
the UDTS Coordinator will confirm that the student has uploaded his/her
dissertation through the Administrator.

Doctoral students also must complete a Survey of Earned Doctorates.
This form must also be turned in to the UDTS Coordinator at the time of
final submission.

Once a student has submitted the final (i.e. defended, formatted, and
signed) version of his/her project, thesis, or dissertation to University
Dissertation & Thesis Services (UDTS), subsequent edits WILL NOT BE
ALLOWED EXCEP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1. A formatting error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PDF document when
converting from another document type that affects the meaning
of the dissertation. For example: in the process of formatting the
document into a PDF, all of the ampersands (&) have disappeared and
the error is not discovered until after final submission to UDTS. Re-
submission would not be allowed to revise margins, fonts, or other
non-substantive items.

2. Incidence of fraud or plagiarism. The relevant college/school must
conduct a review of the thesis or dissertation and determine an
appropriate course of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ity
catalog and approved by the Dean. If the approved course of action
includes allowing the student to resubmit a corrected version of a
thesis or dissertation, the UDTS Coordinator must be informed in
writing by an appropriate college/school or LAU official.

UDTS will not allow corrections of theses and dissertations for the
following:

• Rewording the Dedication, Acknowledgments, Abstract, or Biography.
• Correction of citations or quotations.
• Addition of new text, or deletion of existing text, in the body.
• Correction of misspellings or grammar issues.
• Replacing, adding, or deleting Tables, Figures, or Equations.
• Correction of any other minor errors or omissions.

AP.6.10.10 University Dissertation and Thesis Services
University Dissertation and Thesis Services (UDTS) facilitates completion
and submission of dissertations, theses, and graduate-level projects.
The program assists Mason students in all stages of production. The
UDTS website (http://thesis.gmu.edu), provides students with useful
tools, including downloadable templates of necessary elements, forms
required for the submission process, and links to related web sites.
Students completing a thesis or dissertation are required to complete
a format review. UDTS is located in Fenwick Library,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Wing 2C.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university
dissertation and thesis coordinator at 703-993-2222.

AP.6.11 Graduate Council
The Graduate Council is an advisory and legislative board on matters
of graduate education whose purpose is to promote excellence in all
graduate programs. The Council advises the Provost regarding academic
policies governing graduate education; approval of new and revised
graduate courses, programs and degrees; review and assessment of
graduate programs; planning and attainment of graduate education
strategic goals; and policies and resources for graduate student support.
The Office of the Provost administers university graduate policies for the
Graduate Council.

AP.6.12 Graduate Faculty
There are two types of graduate faculty at George Mason University,
active and legacy, graduate faculty. Individuals attain active graduate
status through their rank as tenured or tenure-track Mason faculty
members or through a nomination process. Once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applies across the institution. A list of active graduate faculty will
be maintained by the Office of the Provost.

Mason tenured and tenure-track faculty are automatically granted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upon employment. They maintain that status
throughout their employment as tenure-line faculty, unless explicitly
designated otherwise. Administrative service does not affect the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of tenured or tenure-track faculty.

Each local academic unit that administers graduate degrees may, at its
discretion and at any time, nominate individuals that hold a terminal
degree for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These individuals may be
Mason employees or individuals external to the university. Through this
process,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will be granted for a term of three
years unless explicitly designated shorter. The process to nominate
individuals for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is coordinated through the
Office of the Provost. Individuals, who are within a year or less of their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expiring, may be renewed through the
same process. Local academic units, with approval of their Dean, may
rescind graduate faculty status for individuals that they nominated.

If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lapses due to retirement, separation,
or expiration of a term of active graduate faculty status, the individual
may move into legacy graduate faculty status. As a legacy graduate
faculty member, the individual maintains their ability to serve on student
committees on which they are already a member, but they may not
be added to new committees (or re-added to existing committees if
removed). In cases of separation of tenured and tenure- track faculty,
the terms of the separation will indicate if the individual receives legacy
graduate faculty status. In cases of individuals nominated for graduate
faculty status, the nominating local academic unit determines their
eligibility for legacy graduate faculty status at the time of nomination.
Local academic units may impose additional restrictions on eligibility for
legacy graduate faculty status.

Individuals may, at any time, resign from graduate faculty status, active
or legacy, and such resignations are considered permanent. Individuals
in legacy graduate faculty status are removed from status once the
students whose committees they serve on have either (i) graduated, (ii)
resigned, (iii) been terminated, (iv) become inactive, or (v) have reformed
their committees without the individual in question.

http://www.etdadmin.com/gmu/
http://www.etdadmin.com/gmu/
http://www.etdadmin.com/gmu/
http://thesis.gmu.edu
http://thesis.gmu.edu
tel:703-99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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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7 RESEARCH POLICIES
Research Development, Integrity and Assurance Office

Website: oria.gmu.edu

AP.7 Research Policies
AP.7.1 Human Subjects Research
All research activities involving human subjects or human subjects
data conducted by faculty, staff, or students must be submitted to the
Research Development, Integrity and Assurance (http://rdia.gmu.edu)
office for review and approval. All application forms must be submitted
through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http://irbnet.org). All covered
research activities must b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prior to initiation of the activity. Separate approval by the Confidential
Student Contact Information (http://provost.gmu.edu/requesting-
confidential-student-contact-information/) (CSCI) committee is required
if contact information for Mason students is needed to conduct the
research. All student research must be supervised by a faculty member.
The faculty member will serve as the principal investigator for the
research and wi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legal and ethical conduct
of the work.

AP.7.2 Animal Use in Research
All work with live vertebrate animals, whether for research, teaching,
or testing, must be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 prior to initiation of the work. All use of animals at
Mason must be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a faculty member
who is qualified and experienced in the work being conducted and
assumes responsibility for legal and ethical conduct. Further information
and submission forms can be found at the Research Development,
Integrity and Assurance (http://rdia.gmu.edu) office.

AP.7.3 Misconduct in Research and Scholarship
George Mason University is committed to the highest standards of
ethical research and scholarship. All faculty, staff, and students are
responsible for conducting research and scholarship in an ethical
manner. The university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policy and
procedures to address allegations of misconduct: University Policy 4007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misconduct-in-research-and-
scholarship/).

http://rdia.gmu.edu
http://rdia.gmu.edu
http://irbnet.org
http://irbnet.org
http://provost.gmu.edu/requesting-confidential-student-contact-information/
http://provost.gmu.edu/requesting-confidential-student-contact-information/
http://provost.gmu.edu/requesting-confidential-student-contact-information/
http://provost.gmu.edu/requesting-confidential-student-contact-information/
http://rdia.gmu.edu
http://rdia.gmu.edu
http://rdia.gmu.edu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misconduct-in-research-and-scholarship/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misconduct-in-research-and-scholarship/
http://universitypolicy.gmu.edu/policies/misconduct-in-research-and-schola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