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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사과정 교육과정 이수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은 우리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수료 

및 졸업이 가능합니다.

• 학사과정 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 학사과정 교육과정의 과목은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DS(Data Science)과
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은 중점교양과 균형교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점교
양에는 성균인성․리더십, 고전․명저, 창의, 의사소통, 글로벌 영역이 있고 균형
교양은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인문사회과학기반/자연과학기

반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DS(Data Science)과목은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SW와 AI

분야에 대한 창의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으로 DS기반과 DS심화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공과목은 전공분야의 전문학술적 이론을 탐구 학습하는 과목과 이의 검증  

및 체득을 위한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로 구성되며, 전자는 전공분야 학문의 
요체를 다루는 전공코어와 깊이 있는 전공 교육을 위한 전공심화 과목으로 구

분합니다. 또한 전공과목의 수준별 이수를 위하여 저학년용 과목과 고학년용 

과목을 구분하고 있으며, 학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이 같이 수강하는 학석공통

과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선택과목은 운동, 취·창업, 자격증 취득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수하는 과목
을 말하며 목적에 따라 교직과목, 평생교육사과목, 군사학과목, 일반선택과목

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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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소요학점 충족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성균교양(중점·균형) 영역별 의무학점 수, 전공과목 이수구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 입학자에 대하여 정해진 경과조치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 졸업소요학점 충족방법

- 성균교양(중점·균형)학점의 총학점 및 영역별 최소학점 이상을 충족
- 전공학점의 총학점 및 영역별 최소학점 이상을 충족

- 추가로 성균교양(중점·균형)과목, 전공과목 또는 타 학과 전공과목을 중복없이 
취득하여 총 졸업소요학점(수료학점)을 충족

• 편입생 및 약학대학(6년제) 전과생/편입생의 성균교양(중점·균형) 영역 이수

- 편입학생(일반, 학사) 및 약학대학(6년제) 전과생/편입생은 성균교양(중점·균형) 
영역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성균인성·리더십』영역의 과목(2학점)을 이수하여
야 합니다. 단, 2012학년도 이전 학사편입생은 이수 의무를 면제하며, 약학대

학 전과생 중 본교에서『유학사상과가치관』영역 또는『성균인성-인성』영역 학점

을 기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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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수료인정기준

• 학년수료인정에 필요한 등록학기 수 및 학점(2022학번 기준) 

대학

학년

등록
학기수

학부대학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글로벌융합학부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 제외)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예술대학
성균융합원

사범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1학년
2학기
 이상

 30학점  32학점 35학점 40학점  42학점

2학년
4학기 
이상

 60학점
 65학점

(건축학 64학점)
70학점 81학점  88학점

3학년
6학기 
이상

 90학점
  98학점

(건축학 96학점)
105학점  104학점 132학점

4학년
8학기 
이상

120학점
 130학점

(건축학 128학점)
140학점  143학점 173학점

5학년 10학기 이상 (건축학 160학점)  182학점

6학년 12학기 이상  219학점

※ 학칙 제40조(학사과정의 졸업), 학칙시행세칙 제44조(학사과정 조기졸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졸업자

는 최대 1년을 단축하여 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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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교양(중점·균형) 교육과정 이수 방법

• 2021~2022학년도 신입생

성균교양(중점·균형)교육과정과 DS(Data Science)교육과정에서 영역별로 지정된 최
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글로벌영역 중 영어쓰기(2학점)는 필수 이수 교과목이며 글로벌영역 총 6학점 

이수

- 자연과학대학은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
학점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 구분 없이 학과/전공별 최소학점 이수

- 캠퍼스교차수강 교과목인 고전명저북클럽(인사캠 개설) 및 창의적융합디자인

(자과캠 개설)은 개설 캠퍼스에서 수강해야 하며 졸업 필수 요건입니다.(직권 

배정 받은 내역 삭제 불가)

- DS(Data Science)교육과정 이수기준: p.34 -‘DS교육과정 이수 방법’참조

• 2020학년도 신입생

성균교양(중점·균형) 교과목에서 영역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
니다. 

-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

오메디컬공학과는 미래(SW/AI)영역 중 SW 교과목 6학점(프로그래밍기초와실

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그 외 학과 및 전공은 SW 교과목 4학점(컴퓨

팅사고와SW코딩,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이수

- 미래(SW/AI)영역 중 AI수업 2학점 필수 이수(공통)

- 글로벌영역 중 영어쓰기(2학점)는 필수 이수 교과목

- 자연과학대학은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
학점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 구분 없이 학과/전공별 최소학점 이수

- 캠퍼스교차수강 교과목인 고전·명저북클럽(인사캠 개설) 및 창의적융합디자인
(자과캠 개설)은 개설 캠퍼스에서 수강해야 하며 졸업 필수 요건입니다.(직권 

배정 받은 내역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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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학년도 신입생

성균교양(중점·균형) 교과목에서 영역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
니다. 

-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

오메디컬공학과는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의‘소프트웨어기초’4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기초자연과학영역의 전산학과목(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

그래밍) 6학점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연과학대학은 기초자연과학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학점을 필수 이
수하여야 합니다.

• 2016학년도 신입생

‘교양-중점교양-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의 소프트웨어기초’영역에서 4학점 이상을 포

함하여 성균교양(중점·균형) 교과목에서 영역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   하
여야 합니다. 

-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
공학과는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의‘소프트웨어기초’4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기

초자연과학영역의 전산학과목(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6학점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 2014~2015학년도 신입생

성균인성 ·교양·기초 교과목에서 영역별로 지정된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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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학년도 신입생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중 종전 교양 ․기초 학점 미이수자 또는 재수강 희망자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2~2013학년도 

신입생이 ‘성균인성-인성 영역’ 학점을 이수할 경우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

역’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균인성-리더십 영역’ 학점을 이수할 경우 

‘중점교양-리더십 영역’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미이수자는 ‘성균인성-인성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이수자가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성균인성- 

인성 영역’ 교과목인 ‘GEDC010 성균논어’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대체되

는 지정 교과목이 동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과목만을 재수강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합니다.

- ‘중점교양-리더십 영역’ 미이수자는 ‘성균인성-리더십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점교양-리더십 영역’ 이수자가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성균인성-리더십 영

역’ 교과목 중 대체 지정 교과목 ‘GEDR013 이론리더십’ 또는 ‘GEDR014 실

천리더십’ 중 기존 이수 교과목의 지정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중점교양-리더십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대체되는 지정 교과목

이 동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과목만을 재수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

니다.

•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 중 종전 교양 ․기초 학점 미이수자 또는 재수강 희망자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성균인성-인성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 ‘중점교양-유학

사상과가치관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균인성-리더십 영역’에 개설된 교

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중점교양-글로벌문화-리더십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미이수자는 ‘성균인성-인성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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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이수자가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 ‘성균인성-인

성 영역’ 교과목인 ‘GEDC010 성균논어’로 대체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대체되

는 지정 교과목이 동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과목만을 재수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점교양-글로벌-리더십 영역’ 미이수자는 ‘성균인성-리더십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중점교양-글로벌-리더십 영역’ 이수자가 재수강을 희망할 경우‘성균인성-리더

십 영역’ 교과목 중 대체 지정 교과목 ‘GEDR013 이론리더십’ 또는 

‘GEDR014 실천리더십’ 중 지정 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중점교

양-글로벌-리더십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대체되는 지정 교과목

이 동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과목만을 재수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

니다.

- 2012학년도부터 디지털정보문해 영역이 폐지됨에 따라 이 영역에 속해 있던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등 2과목은‘기초자연과학’ 영

역으로 이동한 바, 이 두 과목을 수강(재수강)하게 될 경우에는 기초자연과학 

영역의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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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교과목 지정 현황

- 성균인성-리더십

- 성균인성-인성

- 중점교양-창의와사유

- 중점교양-글로벌

- 균형교양-자연/과학/기술의이해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성균인성-리더십 성균중점-성균인성·리더십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3 이론리더십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4 실천리더십 2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성균인성-인성 성균중점-성균인성·리더십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C012 인성고전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C010 성균논어 2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창의와사유 성균중점-창의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T003 비판적사고 2

GEDT004 수리적사고 2

GEDT005 통계적사고 2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T006 창의적사고 2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글로벌 성균중점-글로벌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G003 시사영어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G038 뉴스와미디어의이해 2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균형교양-자연/과학/기술의이해 균형교양-자연/과학/기술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N037
동아시아

과학사상의기초
3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N038 한국문화와창업가정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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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구분 2013학년도 이전 2014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성균인성-인성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C001 유학과리더십 2
GEDC002 유학과직업윤리 2
GEDC003 유학과전통문화 2
GEDC004 유학과자연과학 2
GEDC005 현대사회와논어 2
GEDC006 유교문화와자본주의 2
GEDC008 유학과수양 2
GEDC009 유학과현대사회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C010 성균논어 2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과목들은‘성균논어’로만 재수강 가능합니다. 

- 중점교양-리더십

구분 2013학년도 이전 2014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리더십 성균인성-리더십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02 글로벌리더십 2

GEDR003 테크노리더십 2

GEDR004 한국인의리더십 2

GEDR005 다산리더십 2

GEDR012 제왕의리더십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3 이론리더십 2

구분 2020학년도 이전 2020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리더십 성균인성-리더십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5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C015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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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학년도 이전 2014학년도 이후
영역 중점교양-리더십 성균인성-리더십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01 코칭리더십 2

GEDR006 리더십워크숍 2

GEDR007 여성엔지니어와리더십 2

GEDR008 국제개발협력의리더십 2

GEDR009 윤리적소비와리더십 2

GEDR010 수기리더십 2

GEDR011 치인리더십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4 실천리더십 2

없음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R015
앙트레프레너십과

리더십
2

※‘중점교양-리더십’과목들은 과목별 지정‘성균인성-리더십’과목으로  재수강 가능합니다.

- 중점교양-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구분 2012학년도 이전 2013학년도 이후
영역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W001 글쓰기의기초와실제 2

GEDW004 과학기술문서작성및발표 2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W001 창의적글쓰기 2

GEDW004 과학기술글쓰기 2

※ 상기 과목들은 학수번호는 동일하나 최근 학문추세에 부합하도록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기존 수강한 학생들

의 과목명도 모두 바뀌며, 재수강도 가능합니다. 

- 기초영역-기초인문사회과학

구분 2016학년도 이전 2017학년도 이후
영역 기초인문사회과학 기초인문사회과학

대  체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I006 사회과학연구입문 3
⇨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GEDI026 사회과학입문 3

•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 등의 성균인성-인성 영역(종전 중

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의무 이수 제도

- 2020~2022학번의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은‘성균중

점-성균인성·리더십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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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9학번의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은 ‘성균인

성-인성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편입학생(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 2013학년도 학사편입생은 ‘유학

사상과가치관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3학년도 이전에 ‘유학

사상과가치관 영역’ 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014학년도 ‘성균교양(중

점·균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성균인성-인성 영역’에서 2학점을 대체이수하
여야 합니다.

   ※ 2012학년도 이전 학사편입생은 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이수의무가 없음 

- 약학대학 전과생이 전과 전에 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2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

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학생의 성균교양(중점·균형) 교육과정 이수 방법

외국인학생은 대영역별 통합 학점이수제에 따라 성균교양(중점·균형) 교육과정을 세
부영역 구분없이 이수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학사과정 재학생

- 외국인학생 성균교양(중점·균형) 교육과정 이수 방식

영  역 이수 방식 유의 사항

중점교양
세부영역 구분 없이 

중점교양+DS교육과정 영역의 
학점 총계만 이수하면 됩니다.

학번/학과별로 이수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속한 학번/학과의 이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DS교육과정

균형교양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세부영역 구분 없이 
균형교양 영역의 

학점 총계만 이수하면 됩니다.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기반

학과별로 지정된 영역별
최소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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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학번 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학점 이수표

※ 2021~2022학번은 성균교양(중점․균형)교육과정 이외에 DS(Data Science)교육과정도 이수하여야 함

모집단위 대학(학과)

교양 2021학년도

합
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성균
인성
·

리더십

고전
·
명저

의사
소통

창의 글로벌 소계
인간/
문화

사회/
역사

자연/
과학/
기술

인문
사회
과학
기반

자연
과학
기반

소계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글로벌융합계열
경영학계열
사범계열
예능계열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성균융합원
사범대학
예술대학

2 3 4 3 6 18 6 9 15 33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대학 2 3 4 3 6 18 6 24 30 48

생명공학대학 2 3 4 3 6 18 6 24 30 48

전자전기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2 3 4 3 6 18 6 18 24 42

반도체계열 2 3 4 3 6 18 6 12 18 36

소프트웨어계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 3 4 3 6 18 6 18 24 42

공학계열 공과대학 2 3 4 3 6 18 6 18 24 42

글로벌바이오
메디컬공학계열

성균융합원 2 3 4 3 6 18 6 21 27 45

건축학계열 건축학과 2 3 4 3 6 18 6 18 24 42

약학계열 약학대학 2 3 4 3 6 18 6 12 18 36

체능계열 스포츠과학대학 2 3 4 3 6 18 6 9 15 33

의과대학 의과대학 2 3 4 3 6 18 6 15 21 39

- 글로벌융합학부 2 3 4 3 6 18 6 9 15 33

 - 자연과학대학은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학점 필수 이수
 - 글로벌영역 중‘영어쓰기’(2학점)은 모든 학생 졸업 필수 이수교과목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 구분 없이 학과/전공별 최소학점 이수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학과(부)는 소속 모든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과학기반영역에서 필수교

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학과(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심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심화), 건설환경공학부(건축

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시스템경영공학과(시스템경영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부(전자전기공학심화), 컴퓨터공학과(컴퓨

터공학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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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번 성균교양(중점·균형)과정 학점 이수표

모집단위 대학(학과)

교양 2020학년도

합
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성균
인성
·

리더십

고전
·
명저

의사
소통

창의
미래
(SW/
AI)

글로벌 소계
인간/
문화

사회/
역사

자연/
과학/
기술

인문
사회
과학
기반

자연
과학
기반

소계

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예능계열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2 3 4 3 6 6 24 3 3 3 9 18 42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대학 2 3 4 3 6 6 24 3 3 3 24 33 57

생명공학대학 2 3 4 3 6 6 24 3 3 3 24 33 57

전자전기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2 3 4 3 8 6 26 3 3 3 18 27 53

반도체계열 2 3 4 3 8 6 26 3 3 3 12 21 47

소프트웨어계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 3 4 3 8 6 26 3 3 3 18 27 53

공학계열 공과대학 2 3 4 3 8 6 26 3 3 3 18 27 53

글로벌바이오
메디컬공학계열

성균융합원 2 3 4 3 8 6 26 3 3 3 21 30 56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사범대학 2 3 4 3 6 6 24 3 3 3 15 24 48

건축학계열 건축학과 2 3 4 3 6 6 24 3 3 3 18 27 51

약학계열 약학대학 2 0 0 0 0 0 2 0 0 0 0 0 2

체능계열 스포츠과학대학 2 3 4 3 6 6 24 3 3 3 9 18 42

의과대학 의과대학 2 3 4 3 6 6 24 3 3 3 15 24 48

- 글로벌융합학부 2 3 4 3 6 6 24 3 3 3 9 18 42

 -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는미래(SW/AI)영역 중 SW 교

과목 6학점(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그 외 학과 및 전공은 SW 교과목 4학점(컴퓨팅사고와SW

코딩,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이수

 - 미래(SW/AI)영역 중 AI수업 2학점 필수 이수(공통)

 - 자연과학대학은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학점 필수 이수
 - 글로벌영역 중‘영어쓰기’(2학점)은 모든 학생 졸업 필수 이수교과목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기반 구분 없이 학과/전공별 최소학점 이수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학과(부)는 소속 모든 학생이 공학교육인증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과학기반영역에서 필수교

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학과(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화학공학심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심화), 건설환경공학부(건축

공학심화, 토목공학심화), 시스템경영공학과(시스템경영공학심화), 전자전기공학부(전자전기공학심화), 컴퓨터공학과(컴퓨

터공학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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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9학번 성균교양(중점·균형) 학점 이수표

모집단위 대학(학과)

성균인성
교양 기초

합
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소
계

기초
인문
사회
과학

기초
자연
과학

소계
인성

리
더
십

소
계

의사
소통

창의와
소프트웨어

글로벌
인간/
문화의
이해

사회/
역사의
이해

자연/
과학/
기술의
이해

창의와
사유

소프트웨
어
기초

기본
영어

전문
영어

글로벌
문화

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계열
경영학계열

글로벌경영학계열
교육학과,한문교육과

예능계열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2 2 4 4 2 4 4 2 3 3 3 25 9 0 9 38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대학 2 2 4 4 2 4 4 2 3 3 3 25 0 24 24 53

생명공학대학 2 2 4 4 2 4 4 2 3 3 3 25 0 24 24 53

전자전기공학계열
정보통신대학

2 2 4 4 2 0 4 2 3 3 3 21 0 30 30 55

반도체계열 2 2 4 4 2 0 4 2 3 3 3 21 0 24 24 49

소프트웨어계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2 2 4 4 2
0
(4)

4 2 3 3 3 21 0
24
(21)

24
(21)

49
(50)

공학계열
글로벌바이오
메디컬공학계열

공과대학
성균융합원

2 2 4 4 2 0 4 2 3 3 3 21 0 30 30 55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사범대학 2 2 4 4 2 4 4 2 3 3 3 25 3 12 15 44

건축학계열 건축학과 2 2 4 4 2 4 4 2 3 3 3 25 6 12 18 47

약학계열 약학대학 2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체능계열 스포츠과학대학 2 2 4 4 2 4 4 2 3 3 3 25 6 3 9 38

의과대학 의과대학 2 2 4 4 2 4 4
2
(6)

3
(6)

3
(6)

3
(6)

25
(38)

6
(0)

12
(24)

18
(24)

47
(66)

- 글로벌융합학부 2 2 4 4 2 4 4 2 3 3 3 25 9 9 38

※공통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는창의와소프트

웨어영역의‘소프트웨어기초’4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기초자연과학영역의 전산학 과목(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6학점 필수 이수

※2017~2019학번 

 -자연과학대학은 기초자연과학영역 24학점 중 실험·실습 과목 3학점 필수 이수
※ ( )안의 숫자는 2016학번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및 의과대학에 적용됨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소프트웨어기초 4학점 및 기초자연과학영역에서 21학점 이수(총 50학점)

 -의과대학은 전문영어/글로벌문화에서 6학점, 균형교양 3개영역 각 6학점, 기초자연과학영역 24학점 

  이수(총 6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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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융합학부

 -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학생은 기초인문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 영역 내 총 9학점 이수

 - 전자전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에서 2학년 때 글로벌융합학부로 진

입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기초자연과학영역의 전산학과목(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이

수 시 소프트웨어기초영역을 6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16학번 컴퓨터공학과 학생은 전자전기공학계열 이수 기준을 따름

※ 2014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은‘성균인성-인성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2014~2015학번 성균인성·교양·기초 학점 이수표

대학(학과)

성균인성
교양 기초

합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소계

기초
인문
사회
과학

기초
자연
과학

소계
인성 리더십 소계

의사
소통

창의와사
유

글로벌
인간/
문화의
이해

사회/
역사의
이해

자연/
과학/
기술의
이해

기본
영어

전문
영어

글로벌
문화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예술대학

2 2 4 4 2 4 2 3 3 3 21 12 0 12 37

자연과학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명공학대학

2 2 4 4 2 4 2 3 3 3 21 0 24 24 49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제외)

공과대학
글로벌바이오
메디컬공학과

2 2 4 4 2 4 2 3 3 3 21 0 30 30 55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2 2 4 4 2 4 2 3 3 3 21 6 12 18 43

건축학과 2 2 4 4 2 4 2 3 3 3 21 9 12 21 46

약학대학 2 0 2 0 0 0 0 0 0 0 0 0 0 0 2

스포츠과학대학 2 2 4 4 2 4 2 3 3 3 21 6 9 15 40

의과대학 2 2 4 4 2 4 6 6 6 6 34 0 24 24 62

※ 2014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 및 편입생은‘성균인성-인성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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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3학번 교양·기초 학점 이수표

대학(학과)

교양 기초

합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소계

기초
인문
사회
과학

기초
자연
과학

소계유학
사상과
가치관

의사
소통

창의와사
유

리더십

글로벌
인간/
문화의
이해

사회/
역사의
이해

자연/
과학/
기술의
이해

기본
영어

전문
영어

글로벌
문화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예술대학

2 4 2 2 4 2 3 3 3 25
12
(15)

0
12
(15)

37
(40)

자연과학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생명공학대학

2 4 2 2 4 2 3 3 3 25 0 24 24 49

정보통신대학
(반도체시스템공학과제외)

공과대학
2 4 2 2 4 2 3 3 3 25 0 30 30 55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2 4 2 2 4 2 3 3 3 25 6
12
(18)

18
(24)

43
(49)

건축학과 2 4 2 2 4 2 3 3 3 25
9

(12)
12

21
(24)

46
(49)

약학대학 2 0 0 0 0 0 0 0 0 2 0 0 0 2

스포츠과학대학 2 4 2 2 4 2 3 3 3 25 6 9 15 40

의과대학 2 4 2 2 4 6 6 6 6 38 0 24 24 62

※ 공통

 -성균인성-인성 영역’학점을 이수할 경우‘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성균인성-리더십 

영역’학점을 이수할 경우‘중점교양-리더십 영역’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2013학번

  -2013학년도에 입학한 편입학생(학사/일반), 약학대학 전과생은‘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에서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2013학년도에‘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2014학년도‘성균인성 ․  교양 ․ 기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성균인성-인성 영역 에서 2학점을 대체이수하여야 함

※ ( )안의 숫자는 2012학번 학생에 해당

 -건축학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등은‘균형교양’3개 영역 중 2개 영역을 선택하여 3학점씩 

  이수하는 것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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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11학번 교양·기초 학점 이수표

계열

교양 기초

합계

중점교양 균형교양

소계

기초
인문
사회
과학

기초
자연
과학

소계유학
사상과
가치관

의사
소통

창의와
사유

글로벌* 인간/
문화의
이해

사회/
역사의
이해

자연/
과학/
기술의
이해

기본
영어

전문
영어

글로벌
문화**

유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대학
경영대학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예술대학

2 4 2 4 2 3 3 3 23 15 0 15 38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

생명공학대학

2 4 2 4 2 3 3 3 23 0 24 24 47

약학부
(2005~2008)

2 4 2 4 2 6(2개 영역) 20 0 0 0 20

약학대학
(2009~2011)

2 0 0 0 0 0 2 0 0 0 2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2 4 2 4 2 6(2개 영역) 23 6 18 24 47

건축학과 2 4 2 4 2 3 3 3 23 12 12 24 47

스포츠과학대학 2 4 2 4 2 3 3 3 23 6 9 15 38

의과대학
(2007이후학번)

2 4 2 4 6 6 6 6 36 0 24 24 60

※ 중점교양 영역 명칭 변경

  글쓰기와커뮤니케이션 ⇒ 의사소통, 사고의기초 ⇒ 창의와사유

  상위 영역: 글로벌문화 ⇒ 글로벌*, 하위 영역: 글로벌 ⇒ 글로벌문화**

※ 공학교육인증(ABEEK) 프로그램, 약학대학, 건축학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등은 ‘균형 교양’ 3개 영역 중 2개 영

역을 선택하여 3학점씩 이수하는 것을 허용함

※ 2011학년도 이전 신입생이 ‘성균인성-인성 영역’ 학점을 이수할 경우 ‘중점교양-유학사상과가치관 영역’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성균인성-리더십 영역’ 학점을 이수할 경우 ‘중점교양-글로벌문화-리더십 영역’ 학

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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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4학번 교양·기초 학점 이수표

- 2001~2004학번 학생은 2012학년도부터 일반교양 영역이 폐지됨에 따라 교

양·기초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요건 중 ‘일반교양’ 영역에 대한 이수의무가 면
제되며, 이에 따라 교양·기초 타 영역 학점을 수강하여 이수의무 학점 총계를 
충족하면 됩니다.

영역
 계열

성균중점
교양

핵심균형
교양

일반
교양

기초
인문사회
과학

기초
자연과학

소계
이수의무
학점 총계

인 문 과 학 계 열 6 21 - 15 - 42 42

사 회 과 학 계 열 6 21 - 15 - 42 42

자 연 과 학 계 열 6  9 - 12 21 48 48

정보통신계열, 공학계열 6  3 -  6 33 48 48

법 과 대 학 6 16 - 12 - 34 40

교육 , 한 교 , 컴교 6 18 - 12 - 36 40

수 학 교 육 과 6  9 -  6  9 30 40

예 술 학 부 6  9 - 12 - 27 40

건 축 학 과 6 12 -  6  6 30 42

스 포 츠 과 학 부 6  3 - 12  2 23 40

약 학 부 6  0 -  3  3 12 16

의 과 대 학 6  6 -  9 12 33 36

※ 일반선택 과목은 교양 ․기초 영역 과목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시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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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교육과정 이수 방법

• 2021~2022학년도 신입생

DS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SW, AI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연

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DS기반 영역은 전교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

여야 합니다.

- 전자전기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공학계열, 글로벌바이

오메디컬공학과는 DS기반영역 중 SW 교과목 6학점(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공

학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그 외 학과 및 전공은 DS기반영역 SW 교과목 4학

점(컴퓨팅사고와SW코딩,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이수

- DS기반영역의 AI기초와활용, 데이터분석기초 교과목은 필수 이수 교과목입니

다.(공통)

• 2020학년도 이전 신입생

- 이수 의무 없음

• 2021~2022학번 DS교육과정 학점 이수표

영역 교과목명 학점 이수계열

DS기반
(필수)

컴퓨팅사고와SW코딩 2 인사캠 전체, 자연과학계열, 
건축학계열, 스포츠과학계열, 

의학계열문제해결과알고리즘 2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3
이공계열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3

AI기초와활용 2
전체

데이터분석기초 3

필수소계 9 or 11 이공계열은 11학점

DS심화
(선택)

머신러닝의기초 3 이수시 新3품 
AI인증 과목으로 인정 AI캡스톤프로젝트 3

※ 인사캠 전체, 자연과학계열, 건축학계열, 스포츠과학계열, 의학계열, 약학계열은 DS기반영역의 ‘컴퓨팅사고와SW

코딩’, ‘문제해결과알고리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이공계열은 DS기반영역의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과 ‘프

로그래밍기초와실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DS기반영역의 ‘AI기초와활용’, ‘데이터분석기초’ 교과목은 필수 이수 교과목입니다.(공통)

※ DS심화영역은 선택이수이며, 이수 시 新3품 AI인증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컴퓨팅사고와SW코딩’, ‘문제해결과알고리즘’, ‘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등 SW교과목은 

각 계열별로 1학년에 직권배정되며, ‘AI기초와활용’, ‘데이터분석과기초’ 교과목은 1학년 이후에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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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교육과정 이수 방법

학생들은 소속 학과와 학번별로 전공과목 이수구분(전공코어과목, 전공심화과목, 실

험실습과목)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공코어 과목 전공심화 과목

전공의 핵심적인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군으로 문제해결형, 주제(Topic)중심 
교육을 지향

깊이 있는 전공 교육 실현, 학사과정과 대
학원과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심화과목
위주 구성

• 학사과정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 학사과정생은 학석공통과목과 학석박공통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수

강시 전공심화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과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박사과정 과목은 수강이 불가하며 석박공통과목은 학석사연계과정생에 선발된 

학생에게만 예외적으로 수강 허용됩니다.

• 학사과정-대학원 학점 중복 인정

- 학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대학원과목(박사과목은 제외, 석박공통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생만 허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으로 진학한 경우 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과목을 최대 6학점(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12학

점, 학술연구과정은 9학점)까지 대학원 학과의 전공 또는 선택학점으로 인정합

니다. 다만, 학사과정과 대학원 진학한 전공이 상이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는 대학원과정의 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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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의 전공 이수기준

- 2013~2020학년도 입학생

※ 단, 학과별로 학생들의 전공 이수 편의를 위하여 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별

최소 이수기준 없이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허용 (학과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참조)

※ 전공심화트랙이수 및 DS교육과정 이수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희망시 융합트랙 이수 가능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전공 교양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전공기반, 전공심화, 실험실습별  최소 이수 
구분을  폐지하고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기존 교양 영역 교과목 이수

※ 전공심화트랙이수 및 DS교육과정 이수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희망시 융합트랙 이수 가능

• 전공과목 이수구분 등 확인 방법

    ※ 교과목별로 변경 전 전공이수구분(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확인 가능

전공 교양

입학 당시에 부여 받은 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유지 원칙

기존 교양 미래(SW/AI)영역 또는 
창의와소프트웨어, 창의와사유 등 기존 영역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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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학번 학과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 전공학점 이수기준표는 『단일전공(전공심화트랙이수)/일반형 복수전공/심화형 복수전공』 기준으로 표기함

※ “**”표시가 있는 학과는 전공코어와 전공심화, 실험실습 등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기준 없이 전공 총이수학

점만 이수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42/30/36 21/12/15 63/42/51 120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42/**/** 21/**/** 63/42/51 120
영어영문학과 42/27/33 21/15/18 63/42/51 120
프랑스어문학과 42/**/** 21/**/** 63/42/51 120
중어중문학과 42/30/30 21/12/21 63/42/51 120
독어독문학과 39/**/** 24/**/** 63/42/51 120
러시아어문학과 42/**/** 21/**/** 63/42/51 120

한문학과 42/30/42 21/12/9 63/42/51 120
사학과 42/**/** 18/**/** 60/42/51 120
철학과 42/**/** 18/**/** 60/42/51 120

문헌정보학과 42/**/** 18/**/** 60/42/51 120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39/**/** 15/**/** 54/39/48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행정학과 39/**/** 21/**/** 60/39/48 120

정치외교학과 39/**/** 21/**/** 60/39/48 1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9/**/** 18/**/** 57/39/48 120

사회학과 42/**/** 15/**/** 57/42/48 120
사회복지학과 39/**/** 18/**/** 57/39/48 120
심리학과 39/**/** 21/**/** 60/39/48 120
소비자학과 39/**/** 18/**/** 57/39/51 120

아동·청소년학과 39/**/** 18/**/** 57/39/51 120

경제대학

경제학과 45/39/- 9/6/- 54/45/- 12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통계학과 **/**/- **/**/- 54/39/- 120
(제1전공생) 전공심화 및 학석공통
과목에서 15학점 이상 이수시 
심화트랙 인정,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글로벌경제학과 39/36/- 6/3/- 45/39/-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경영대학 경영학과 42/42/42 18/0/9 60/42/51 120
글로벌경영학과 42/42/42 21/0/9 63/42/51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36/30/33 18/9/15 8/2/6 62/41/54 130
수학과 42/30/36 20/12/17 62/42/53 130
물리학과 31/31/31 23/6/15 8/4/8 62/41/54 130
화학과 35/31/35 21/6/13 6/4/6 62/41/54 130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36/**/** 21/**/** 6/**/** 63/42/54 130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38/24/38 18/14/12 4/4/4 60/42/54 130

융합생명공학과 27/**/** 21/**/** 12/**/** 60/39/54 130 2022학번부터
29/**/** 21/**/** 10/**/** 60/39/54 130 2021학번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34/28/28 21/14/23 8/4/6 63/46/57 130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9 18 8 65 13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소재부품융합공학과 51 22 2 75 130
2022학번부터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36/36/36 21/3/12 6/2/2 63/41/50 130

글로벌
융합학부

인공지능 42/**/** 18/**/** 60/42/51 120
데이터사이언스 42/**/** 18/**/** 60/42/51 120
컬처앤테크놀로지 42/**/** 18/**/** 60/42/51 120

공과대학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36/33/33 21/5/17 6/4/4 63/42/54 130
신소재공학부 36/33/33 21/6/18 6/3/3 63/42/54 130
기계공학부 30/24/27 20/12/21 13/9/9 63/45/57 130

건설환경공학부 30/30/30 21/6/12 12/6/12 63/42/54 130
시스템경영공학과 45/33/33 18/9/21 0/0/0 63/42/54 130

건축학과 60/60/60 36/36/36 9/6/9 105/102/105 160
나노공학과 36/33/33 21/3/15 6/6/6 63/42/54 130

사범대학

교육학과 50/**/- 15/**/- 65/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한문교육과 50/**/- 15/**/- 65/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수학교육과 50/41/- 15/**/- 65/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컴퓨터교육과 50/**/- 15/**/- 65/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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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읽는 법

구분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예시1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42/30/36 21/12/15 63/42/51 120

예시2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42/**/** 21/**/** 63/42/51 120

예시3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36/**/** 21/**/** 6/**/** 63/42/54 130

예시4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30/24/27 20/12/21 13/9/9 63/45/57 130
  

※ (이수 예시1) 2021학번 유학.동양학과 전공심화트랙이수(단일전공) =전공코어 42학점 이상+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전공=전공코어 30학점 이상+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전공코어 36학점 이상+전공심

화 15학점 이상 이수

※ (이수 예시2) 2021학번 국어국문학과 전공심화트랙이수(단일전공) =전공코어 42학점 이상+전공심화 21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전공=전공코어, 전공심화 영역 구분없이 총 42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전공코어, 전공심화 영역 구분

없이 총 51학점 이상 이수

※ (이수 예시3) 2021학번 식품생명공학과 전공심화트랙이수(단일전공) =전공코어 36학점 이상+전공심화 20학점 이상+실

험실습 6학점 이상 이수/일반형복수전공=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42학점 이상 이수/심화형복수

전공=전공코어,전공심화, 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54학점 이상 이수

※ (이수 예시4) 2021학번 기계공학부 전공심화트랙이수(단일전공) =전공코어 30학점 이상+전공심화 20학점 이상+실험실

습 13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전공=전공코어,전공심화,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45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

공=전공코어,전공심화,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57학점 이상 이수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예술대학

미술학과 45/**/** 21/**/** 66/45/54 130
무용학과 42/27/34 21/15/17 63/42/51 130
디자인학과 42/24/30 21/18/21 63/42/51 130
영상학과 42/**/** 21/**/** 63/42/51 130

연기예술학과 42/33/42 24/12/12 66/45/54 130
의상학과 45/27/33 21/18/21 66/45/54 130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42/24/33 21/18/18 63/42/51 130

약학대학 약학과

137 38 10 185 230
2022학번부터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112 28 14 154 219
2021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의과대학
의예과 33 33 81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의학과 173 173 173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32/32/32 24/9/18 8/2/3 64/43/53 13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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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학번 연계전공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비고전공코어 전공심화 실험실습

문과대학

비교문화 24/** 12/** 36/51

일본학 24/** 12/** 36/51

글로컬문화콘텐츠 24/** 12/** 36/51

미래인문학 36/** -/** 36/51

융합언어학 24/39 12/12 36/51

고전학 24/** 12/** 36/51

사회과학대학 공익과법 **/** **/** 36/45

경제대학 국제통상학 **/- **/- 36/-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경영대학 앙트레프레너십 18/18 18/30 36/48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소프트웨어 **/** **/** 36/45

생명공학대학 컴바이오믹스 15/21 21/24 36/45

성균융합원 에너지과학 12/12 **/** 36/45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 **/** **/** 36/51 외국인학생만 이수 가능

※ 연계전공 전공학점 이수기준표는 『일반형복수전공/심화형복수전공』 기준으로 표기함

※ “**”표시가 있는 전공은 전공코어와 전공심화, 실험실습 등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기준 없이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음

※ (이수 예시1) 비교문화연계전공 일반형복수전공=전공코어 24학점 이상+전공심화 12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

전공코어, 전공심화 영역 구분없이 총 51학점 이상 이수

※ 전공과목 이수학점 충족 이외에 졸업요건이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졸업요건은 소속 전공별 단과대학 행정실 또

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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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20학번 학과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 학과별 전공과목 이수학점표는「단일전공/일반형 복수전공/심화형 복수전공」순으로 표기함

※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표시가 있는 학과는 전공핵심과 전공일반, 실험실습 등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기

준에 관계없이 입학 당시 부여된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유학대학  유학 ․동양학과 24/24/24 39/15/27 63/39/51 120 2016~20학번
24/15/24 39/24/27 63/39/51 120 2013~15학번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 63/42/51 120

영어영문학과 15/15/15 48/27/36 63/42/51 120 2016~20학번
**/**/** **/**/** 63/42/51 120 2013~15학번

프랑스어문학과 **/**/** **/**/** 63/42/51 120

중어중문학과 30/30/30 33/12/21 63/42/51 120 2016~20학번
30/21/27 33/21/24 63/42/51 120 2013~15학번

독어독문학과 36/36/36 27/6/15 63/42/51 120 2016~20학번
43/28/33 20/14/18 63/42/51 120 2013~15학번

러시아어문학과 **/**/** **/**/** 63/42/51 120
한문학과 **/**/** **/**/** 63/42/51 120
사학과 12/12/12 48/30/39 60/42/51 120
철학과 **/**/** **/**/** 60/42/51 120

문헌정보학과 **/**/** **/**/** 60/42/51 120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 **/**/** 54/39/45 120 2016~20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 54/39/39 120 2013~15학번

행정학과 **/**/** **/**/** 57/39/48 120
정치외교학과 **/**/** **/**/** 57/36/48 1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 57/39/48 120
사회학과 **/**/** **/**/** 57/39/48 120

사회복지학과 **/**/** **/**/** 57/36/48 120
심리학과 **/**/** **/**/** 54/36/48 120
소비자학과 **/**/** **/**/** 57/36/51 120

아동·청소년학과 **/**/** **/**/** 57/36/48 120

경제대학

경제학과 **/**/** **/**/** 54/39/51 120

통계학과 **/**/** **/**/** 54/36/51 120 2015~20학번
**/**/** **/**/** 57/36/51 120 2013~14학번

글로벌경제학과 18/18/18 27/27/27 45/45/45 120 2015~20학번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전공핵심100%운영18/18/18 27/18/27 45/36/45 120 2013~14학번

경영대학

경영학과
24/24/24 36/18/27 60/42/51 120

2018~20학번 
전공핵심100%운영
2018학번 이후 입학생: 

경영학과 융합교육인증 이수 필수*
24/24/24 33/12/27 63/42/51 120 2013~17학번6/6/-

글로벌경영학과
36/36/36 27/15/15 63/51/51 120 2016~20학번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2017학번 이후 입학생: 
학과 졸업평가 합격 필수*39/39/39 24/12/12 63/51/51 120 2013~15학번

사범대학

교육학과 **/**/- **/**/- 66/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한문교육과 **/**/- **/**/- 66/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수학교육과 30/30/- 36/20/- 66/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컴퓨터교육과 **/**/- **/**/- 66/50/- 140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예술대학

미술학과 **/**/** **/**/** 66/45/54 130
무용학과 **/**/** **/**/** 63/42/51 130
디자인학과 **/**/** **/**/** 63/42/51 130
영상학과 **/**/** **/**/** 63/42/51 130

연기예술학과 **/**/** **/**/** 66/45/54 130
의상학과 **/**/** **/**/** 66/45/54 130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30/30/30 24/9/18 8/2/6 62/41/54 130 2016~20학번
27/24/27 27/15/21 8/2/6 62/41/54 130 2013~15학번

수학과 **/**/** **/**/** 62/41/53 130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31/31/31 23/6/15 8/4/8 62/41/54 130 2016~20학번

31/23/31 23/14/15 8/4/8 62/41/54 130 2013~15학번

화학과 22/22/22 34/15/26 6/4/6 62/41/54 130 2016~20학번
22/18/22 34/19/26 6/4/6 62/41/54 130 2013~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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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읽는 법

구분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예시1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24/24/24 39/15/27 63/39/51 120

예시2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 63/42/51 120

예시3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 **/**/** **/**/** 60/42/54 130

예시4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18/18/18 32/15/23 13/9/13 63/42/54 130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8/28/28 27/14/23 8/4/6 63/46/57 130 2020학번
28/28/28 24/11/20 8/4/6 60/43/54 130 2016~19학번
28/25/25 24/14/23 8/4/6 60/43/54 130 2013~15학번

반도체시스템공학과 33 24 8 65 13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34/34/34 20/5/15 6/4/4 60/43/53 130 2016학번 
34/25/34 20/14/15 6/4/4 60/43/53 130 2013~15학번

소프트웨어학과
27/27/27 24/16/16 14/8/8 65/51/51 130 2017~20학번 전공핵심100%운영
27/27/27 24/16/16 14/8/8 65/51/51 130 2016학번
30/27/27 24/16/16 6/6/6 60/49/49 130 2013~15학번

글로벌
융합학부

인공지능 **/**/** **/**/** 60/42/51 120
데이터사이언스 **/**/** **/**/** 60/42/51 120
컬처앤테크놀로지 **/**/** **/**/** 60/42/51 120

공과대학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30/30/30 28/9/20 5/4/4 63/43/54 130 2020학번 전공핵심100%운영24/24/24 31/15/26 5/4/4 60/43/54 130 2013~19학번
고분자시스템공학과* 25/25/25 30/14/25 5/4/4 60/43/54 130 2013~14학번

신소재공학부
28/28/28 27/9/20 8/4/6 63/41/54 130 2020학번 
22/22/22 30/15/26 8/4/6 60/41/54 130 2016~19학번
22/15/22 30/21/26 8/5/6 60/41/54 130 2013~15학번

기계공학부 18/18/18 32/15/23 13/9/13 63/42/54 130 2020학번 전공핵심100%운영12/12/12 35/21/29 13/9/13 60/42/54 130 2013~19학번

건설환경공학부
30/30/30 22/7/13 11/6/11 63/43/54 130 2020학번
24/24/24 25/13/19 11/6/11 60/43/54 130 2018~19학번
**/**/** **/**/** **/**/** 60/43/54 130 2013~17학번

건축토목공학부* **/**/** **/**/** **/**/** 60/43/54 130 2013~15학번
조경학과* **/**/** **/**/** **/**/** 60/43/54 130 2013~16학번

시스템경영공학과
**/**/** **/**/** 63/42/54 130 2020학번
**/**/** **/**/** 60/42/54 130 2015~19학번
**/**/** **/**/** **/**/** 60/42/57 130 2013~14학번

건축학과
60/60/60 39/41/41 9/-/3 108/101/104 160 2020학번
54/54/54 45/41/45 9/0/3 108/95/102 160 2016~19학번
54/53/54 45/42/45 9/0/3 108/95/102 160 2013~15학번

나노공학과 **/**/** **/**/** **/**/** 60/42/54 130 2017~20학번

약학대학  약학과 112 28 14 154 219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 **/**/** **/**/** 60/42/54 130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29/29/29 27/9/21 4/4/4 60/42/54 130 2016~20학번
29/19/29 27/19/21 4/4/4 60/42/54 130 2013~15학번

융합생명공학과 **/**/** **/**/** **/**/** 60/42/54 130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 **/**/** 63/42/50 130 2019~20학번
**/**/** **/**/** 64/43/51 130 2013~18학번

의과대학 의예과 25 8 33 81 2017~20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12 2 2 16 82 2013~16학번
의학과 173 173 173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 공학과 32/32/32 24/9/18 8/2/3 64/43/53 130 2016~20학번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32/25/32 24/14/18 8/4/3 64/43/53 130 20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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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예시1) 2016~20학번 유학.동양학과 단일전공=전공핵심 24학점 이상+전공일반 39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전

공=전공핵심 24학점 이상+전공일반 15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전공핵심 24학점 이상+전공일반 27학점 이

상 이수

※ (이수 예시2) 2013~20학번 국어국문학과 단일전공=전공핵심, 전공일반 영역 구분없이 총 63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

전공=전공핵심, 전공일반 영역 구분없이 총 42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전공핵심, 전공일반 영역 구분없이 총 

51학점 이상 이수

※ (이수 예시3) 2013~20학번 식품생명공학과 단일전공=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60학점 이상 이수 

/ 일반형복수전공=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42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전공핵심, 전공일

반, 실험실습 영역 구분없이 총 54학점 이상 이수

※ (이수 예시4) 2020학번 기계공학부 단일전공=전공핵심 18학점 이상+전공일반 32학점 이상 + 실험실습 13학점 이상 이

수 / 일반형복수전공=전공핵심 18학점 이상 + 전공일반 15학점 이상, 실험실습 9학점 이상 이수 / 심화형복수전공 = 전

공핵심 18학점 이상 + 전공일반 23학점 이상 + 실험실습 13학점 이상 이수

※ 전공과목 이수학점 충족 이외에 졸업요건이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졸업요건은 소속 전공별 단과대학 행정실 또

는 학과사무실에 문의 바람

※ 전공핵심 100%운영학과 여부는 학년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강 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공핵심 100%운영여부를 확인

※ 전공핵심 100%운영학과의 재학생은 타학과 전공핵심과목을 C/L로 이수할 경우 전공일반으로 인정되므로 

  수강신청시“GLS-학적-졸업자가진단”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의 전공영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013~14학번 고분자시스템공학과(現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학생 참조

※ 2016학번 이후 건축토목공학부/조경학과 학생은 건설환경공학부 전공이수 학점표를 따름

※ 2018학년도부터 글로벌경영/글로벌경제학과 학생은 각각 경영/경제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성균융합원 글로벌융합학부 재적생과 소프트웨어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은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융합학부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전공학점 이수기준표를 따름

※ 경영학과 융합교육인증: 융합트랙을 신청하여 트랙별 경영학과 전공교과목 12학점+타 학과 전공교과목 12학점 이수하여 인

증. 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 홈페이지 참조(http://biz.skku.edu/)

※ 글로벌경영학과 졸업평가 합격기준: 학과가 정한 소정의 글로벌 활동 이수 및 글로벌경영학과 전용으로 개설되는 필수교양 

수업을 모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경영학과 홈페이지 참조(http://globalbiz.skku.edu/)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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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20학번 연계전공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비고전공핵심 전공일반 실험실습

문과대학

비교문화 **/** **/** 36/51
일본학 **/** **/** 36/51

글로컬문화콘텐츠 **/** **/** 36/51
미래인문학 **/** **/** 36/51
융합언어학 12/12 24/39 36/51
고전학 **/** **/** 36/51

사회과학대학 공익과법 **/** **/** 36/45
경제대학 국제통상학 15/- 21/- 36/-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경영대학 앙트레프레너십
12/12 24/36 36/48 2015~20학번 전공핵심100%운영

12/- 24/- 36/- 2013~14학번 
심화형복수전공 운영안함 전공핵심100%운영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융합소프트웨어(SCSC트랙) **/** **/** 36/45
융합소프트웨어(융합SW트랙) **/** **/** 36/45

생명공학대학 생명공학 15/21 21/24 36/45
성균융합원 에너지과학 **/** **/** 36/45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 **/** **/** 36/51 외국인학생만 이수 가능

※ 연계전공 전공과목 이수학점표는 『일반형복수전공/심화형복수전공』 기준으로 표기함

※ 연계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음

※ “**”표시가 있는 전공은 전공핵심와 전공일반, 실험실습 등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기준 없이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 소프트웨어대학 융합소프트웨어연계전공(SCSC트랙 및 융합SW트랙 포함) 재적생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융합소프트웨어연

계전공의 전공학점 이수기준표를 따름

※2012이전 학번 : 2021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2학번 이전 학생은 전공기반과 전공심화, 실험실습 등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기준 등에 관계없이 입학당시 부여된 전공 총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또

는 학사콜센터(1811-8585)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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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12학번 학과별 전공학점 이수기준표

※ 학과별 전공이수 학점표는「단일전공/일반형 복수전공/심화형 복수전공」순으로 표기함

※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전공기반, 전공심화, 실험실습 등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

기준에 관계없이 입학당시 부여된 전공 총이수학점만 이수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기반 전공심화 실험실습

유학대학  유학 ․동양학과 **/**/** **/**/** 60/39/51 120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 60/39/51 120
영어영문학과 **/**/** **/**/** 60/39/51 120
프랑스어문학과 **/**/** **/**/** 60/39/51 120
중어중문학과 **/**/** **/**/** 60/39/51 120
독어독문학과 **/**/** **/**/** 60/39/51 120
러시아어문학과 **/**/** **/**/** 60/39/51 120

한문학과 **/**/** **/**/** 60/39/51 120
사학과 **/**/** **/**/** 57/39/51 120
철학과 **/**/** **/**/** 57/39/51 120

문헌정보학과 **/**/** **/**/** 57/39/51 120

법과대학 법학과 **/**/- **/**/- 60/40/- 120 2008학번
**/**/- **/**/- 65/43/- 130 2005~07학번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리더학부 **/**/** **/**/** 54/39/45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행정학과 **/**/** **/**/** 54/36/48 120

정치외교학과 **/**/** **/**/** 54/36/48 120
신문방송학과 **/**/** **/**/** 54/36/48 120
사회학과 **/**/** **/**/** 54/36/48 120

사회복지학과 **/**/** **/**/** 54/36/48 120
심리학과 **/**/** **/**/** 54/36/48 120

소비자가족학과 **/**/** **/**/** 60/36/51 120 생활과학부 소비자가족학전공 포함
아동·청소년학과 **/**/** **/**/** 60/36/48 120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포함

경제대학
경제학과 **/**/** **/**/** 54/39/51 120 2012학번

**/**/** **/**/** 54/33/51 120 2005~2011학번
통계학과 **/**/** **/**/** 54/33/51 120

글로벌경제학과 **/**/** **/**/** 45/33/45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경영대학 경영학과 **/**/** **/**/** 60/39/48 120
글로벌경영학과 **/**/** **/**/** 60/60/60 120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사범대학

교육학과 **/**/- **/**/- 63/50/- 140 2009~12학번
**/**/- **/**/- 63/45/- 140 2005~08학번

한문교육과 **/**/- **/**/- 63/50/- 140 2009~12학번
**/**/- **/**/- 63/45/- 140 2005~08학번

수학교육과 **/**/- **/**/- 63/50/- 140 2009~12학번
**/**/- **/**/- 63/45/- 140 2005~08학번

컴퓨터교육과 **/**/- **/**/- 63/50/- 140 2009~12학번
**/**/- **/**/- 63/45/- 140 2005~08학번

예술대학

미술학과 **/**/** **/**/** 63/42/54 130
무용학과 **/**/** **/**/** 63/42/51 130
디자인학과 **/**/** **/**/** 63/42/51 130
영상학과 **/**/** **/**/** 63/42/51 130

연기예술학과 **/**/** **/**/** 63/42/54 130

의상학과
**/**/** **/**/** 63/42/54 130

**/**/** **/**/** 60/36/54 120 2005~06학번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포함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 **/**/** 62/41/54 130 2007~12학번
**/**/** **/**/** **/**/** 62/41/54 130 2005~06학번

수학과 **/**/** **/**/** 62/41/53 130
물리학과 **/**/** **/**/** **/**/** 62/41/54 130
화학과 **/**/** **/**/** **/**/** 62/41/54 130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 **/**/** **/**/** 60/43/54 130 2012학번
**/**/** **/**/** **/**/** 65/43/54 130 2008~11학번
**/**/** **/**/** **/**/** 62/43/54 130 2005, 07학번

** ** ** 65 130 2005, 07학번(ABEEK)

컴퓨터공학과

**/**/** **/**/** **/**/** 60/43/53 130 2012학번
**/**/** **/**/** **/**/** 65/43/55 130 2008~11학번
**/**/- **/**/- **/**/- 62/43/- 130 2005, 07학번

** ** ** 65 130 2005, 07학번(AB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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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기반 전공심화 실험실습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 **/**/** 62/43/54 130 2006학번
** ** ** 65 130 2006학번(ABEEK)

반도체시스템공학과

** ** ** 65 130
2008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 ** ** 62 130
2006~07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소프트웨어학과 ** ** ** 65/51/51 130 2011학번~

공과대학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 **/**/** **/**/** 60/43/54 130

화학공학부

**/**/** **/**/** **/**/** 60/43/54 130 2012학번
**/**/** **/**/** **/**/** 65/43/54 130 2008~11학번
**/**/** **/**/** **/**/** 62/43/54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ABEEK)

고분자시스템공학과

**/**/** **/**/** **/**/** 60/43/54 130 2012학번
**/**/** **/**/** **/**/** 65/43/54 130 2008~11학번
**/**/** **/**/** **/**/** 62/43/54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ABEEK)

텍스타일시스템공학과 **/**/- **/**/- **/**/- 65/43/- 130 2008학번
**/**/- **/**/- **/**/- 62/43/- 130 2005~07학번

신소재공학부

**/**/** **/**/** **/**/** 60/41/54 130 2012학번
**/**/** **/**/** **/**/** 65/41/54 130 2008~11학번
**/**/** **/**/** **/**/** 62/41/54 130 2006~07학번

** ** ** 65 130 2006~07학번(ABEEK)
**/**/** **/**/** **/**/** 62/41/54 130 2005학번

** ** ** 65 130 2005학번(ABEEK)

기계공학부

**/**/** **/**/** **/**/** 60/42/51 130 2012학번
**/**/** **/**/** **/**/** 65/42/59 130 2008~11학번
**/**/** **/**/** **/**/** 62/42/56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ABEEK)

건설환경공학부*

**/**/** **/**/** 60/43/54 130 2012학번
**/**/** **/**/** 60/43/54 130 2008~11학번
**/**/** **/**/** 62/43/54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 (ABEEK)

건축공학과

**/**/- **/**/- **/**/- 60/43/- 130 2012학번
**/**/- **/**/- **/**/- 65/43/- 130 2008~11학번
**/**/- **/**/- **/**/- 62/43/-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ABEEK)

조경학과 **/**/** **/**/** 60/43/54 130 2012학번
**/**/** **/**/** 65/43/54 130 2005~11학번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 **/**/- 60/43/- 130 2012학번
**/**/- **/**/- **/**/- 65/43/- 130 2008~11학번
**/**/- **/**/- **/**/- 62/43/- 130 2005~07학번

** ** ** 65 130 2005~07학번(ABEEK)

시스템경영공학과

**/**/** **/**/** 60/42/57 130 2012학번
**/**/** **/**/** 65/42/54 130 2008~11학번
**/**/** **/**/** 62/42/54 130 2005~07학번

** ** 65 130 2005~07학번(ABEEK)
건축학과 **/**/** **/**/** **/**/** 108/95/102 160

약학대학  약학과 ** ** ** 154 219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생명공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 **/**/** **/**/** 60/42/54 130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 **/**/** **/**/** 60/42/54 130
유전공학과 **/**/** **/**/** **/**/** 60/42/54 130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 **/**/** 64/43/51 130

의과대학 의예과

** ** 14 82
2007~12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 ** 35 81
2005~06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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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학번 건축공학과/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학생이 원적학과에 잔류하지 않고 2016.3.1.일자로 통합된 건설환경공학

부를 선택한 학생은 해당 전공이수표를 기준으로 학점을 이수해야함

※ 2018학년도부터 글로벌경영/글로벌경제학과 학생은 각각 경영/경제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사범대학은 심화형복수전공을 운영하지 않음

• 2004 이전 학번: 입학당시 학과별로 지정된 전공과목의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교육과정 변경사항이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사콜센터

(1811-8585)에 문의 바랍니다.

• 전공과목 이수 로드맵

- 학과별로 제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이수 로드맵을 참조하여 전공과목을 체계

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로드맵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부응하기 위해 과목 이수 기준 및 순서를 적절

하게 제시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체계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 상세한 로드맵 및 교과목 이수 순서도(선수-후수체계도)는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간 상호인정 전공과목(C/L: Cross-Listing)

- 융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타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을 소속학과의  전공과

목으로 인정하는 과목으로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타 학과 개설 전공과

목을 말하며, Cross-Listing 또는 C/L로 표기합니다.

- C/L과목을 수강해도 소속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것과 동등하게 처리됩니

다.

- 단, 2013~2020학번에 한하여 전공핵심 100% 운영학과의 재학생은 타학과 전

공핵심과목을 C/L로 이수할 경우, 전공일반으로 인정됩니다.(「GLS-학적-졸업

자가진단」에서 수강신청한 과목의 전공영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강신청 바랍

니다.)

※ 사범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 및 교직복수전공 간에 상호인정 전공과목(C/L) 

이수 시 상호인정 불가

대학(학과) 전공 이수구분별 최소 이수학점 전공
총이수학점

수료
학점 비고전공기반 전공심화 실험실습

의과대학 의학과

** 173 173
2007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 ** ** 172 172
2005~06학번

타 학과생 복수전공 불가,
 타 학과로의 복수전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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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에서 서로 인정하는 학과 간 

상호인정 전공과목이나 대학공통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최대 9학점까지는 제

1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되며, 9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학점은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 대학공통전공과목

- 2개 이상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대학 내 각 학과가 공통으로 전공인정하는 

과목으로 대학 내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성됩니다.

- 대학공통전공과목을 수강해도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것과 동등하게 처

리됩니다.

• 교양인정 전공교과목

- 전공과목(전공코어 혹은 전공심화)이지만 해당 학과를 제1전공 내지 복수전공

으로 이수하지 않는 타 학과 학생이 해당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하여 학점

취득을 하는 경우 이를 균형교양영역 학점 취득으로 인정해 주는 교과목입니

다.(전공, 교양간 중복인정은 불가함)

 ※ 2013~2020학번은 전공핵심 혹은 전공일반으로 인정

- 다만, 추후 해당 학과를 제1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게 되는 경우 기 취

득학점은‘전공’ 영역 취득학점으로 환원됩니다.

- 2011학년도 이후 대상 교과목

인정영역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자기학습
시간

주관학과

인간/문화

COS3016 동서비교윤리학 3 3 6 유학.동양학과

COS2047
디지털방법론으로보는
한국문화와철학

3 3 6 유학.동양학과

CHI3009 중국문자의이해 3 3 6 중어중문학과

DKL2006 고전소설의이해 3 3 6 국어국문학과

DKL2007 고전시가의이해 3 3 6 국어국문학과

DKL2009 현대시의이해 3 3 6 국어국문학과

DKL2011 현대소설의이해 3 3 6 국어국문학과

ENG2013 영미드라마입문 3 3 6 영어영문학과

FRE2006 프랑스문학탐색 3 3 6 프랑스어문학과

GER3033 독일어권공연예술 3 3 6 독어독문학과

GER3034 문화속의젠더 3 3 6 독어독문학과

LIS2001 문헌정보학개론 3 3 6 문헌정보학과

PHL2003 윤리학 3 3 6 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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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문화와휴(休)비즈니스(COV3026), 과학문화와21세기(COV3027)는 2017학년도 수강 교과목부터 적용

※ 독일어권공연예술(GER3033), 문화속의젠더(GER3034)는 2018학년도 수강 교과목부터 적용

인정영역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
자기학습
시간

주관학과

PHL2012 예술철학 3 3 6 철학과

PHL3013 철학적인간학 3 3 6 철학과

PHL3027 문화철학 3 3 6 철학과

RUS2011 러시아예술의이해 3 3 6 러시아어문학과

PSD2007 정치이데올로기론 3 3 6 정치외교학과

SOC2008 문화사회학 3 3 6 사회학과

사회/역사

FRE3030 프랑스어권사회와문화 3 3 6 프랑스어문학과

GER2002 유럽속의독일 3 3 6 독어독문학과

HIS2005 한국현대사 3 3 6 사학과

HIS2008 일본의역사 3 3 6 사학과

HIS3016 오늘의중국 3 3 6 사학과

HIS3022 유럽의정신생활사 3 3 6 사학과

LIS2005 정보학개론 3 3 6 문헌정보학과

LIS2012 서지학개론 3 3 6 문헌정보학과

PHL2009 역사철학 3 3 6 철학과

PSD2002 비교정치론 3 3 6 정치외교학과

SOC2002 사회계층론 3 3 6 사회학과

COV3026 노인문화와휴(休)비즈니스 3 3 6 융합원

자연/과학/
기술

BIO2009 생명과학개론 3 3 6 생명과학과

IBT2039 게놈혁명과호모헌드레드 3 3 6 융합생명공학과

COV3027 과학문화와21세기 3 3 6 성균융합원

GBE2035 마음뇌인공지능 3 3 6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