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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부) 외 과목 전공 인정 안내

1. 제도 안내 및 목적 
   1) 목적: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 제공 목표 
   2) 제도 안내 
      ① 복수, 연계, 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불가. 부,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자는 적용 가능
      ② 소속 학과(부)장이 타 단과대학 학과(부), 교내 행정기관의 전공선택·필수교과목 중

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속 학과(부)가 지정한 기간(2016-1학기 이후) 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2. 단과대학별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다전공 이수자 제외)

구   분

학년도별 졸업 전공 요이수 학점 
(전공선택, 전공필수)

소속 학과(부) 외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

받을 시 소속 학과
(부) 

전공 최소 이수 학
점

2018~2019
2015~2017 2014 2011~2013 2010 2009

이전

인문대학　 60 60 60 54 54 54 39

자연과학대학　 63 63 63 54 54 54 42

법과대학　 66 66 66 54 54 54 39

사회과학대학　 54 54 54 54 54 54 36

경제통상대학　 54 54 54 54 54 54 36

경영대학　 54 54 54 54 54 54 36

공과
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02 102 102 102 72 72
45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
66 66 66 54 54 54

IT
대학

소프트웨어학부　 66 75
66 54 54 54 45

소프트웨어학부 외 66 66

예술창작학부　 60 60 - - - - 39

스포츠학부　 72 72 - - - - 45

∎ 예: 2014년 이후 입학한 기독교학과 학생이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독교학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60학점, 이 중 기독교학과 전공과목으로
는 최소 39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타 학과(부) 전공으로 최대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공학교육인증제 및 건축학 교육인증제를 운영하는 학과(부)는 해당 인증제 관련 지침에 따른다.

3. 이수구분 변경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가 되기 전까지 소속 학과(부) 외 과목 이수 시 교양선택으로 표시

되며, 8학기에 졸업예정자가 된 후 학과(부)별 전공 최소 이수학점 이상 취득(예정)이며, ｢
복수·연계·융합전공｣ 이수자가 아닐 경우 일괄적으로 전공으로 인정됨. 매 학기 초 ‘이수
구분 변경신청’ 관련 공지사항 확인 요망 



- 20 -

4. 소속 학과(부) 외 전공 인정 과목 리스트 확인 방법
   1) u-SAINT 로그인 → 학사관리 → 수강신청/교과과정 → 강의시간표
   2) 타전공인정과목 탭 클릭
   3) 조회하고자 하는 학년도 및 학기 선택
   4) 학생 주전공 소속대학 및 학과(부) / 세부전공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5)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인정하는 교과목 리스트 확인
   6) 매 학기 인정 교과목 리스트가 상이하니, 수강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