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이수 시행 내용
1. 융합전공 이수신청 및 허가 : 매학기 종강 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월/7월에 이수신청을 접수
합니다. 2월/8월 중순 수강신청기간 전까지 합격자를 확정하여 공지합니다.
2. 신청범위
가. 1회 신청 시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캠퍼스

서울

세종

구

분

주 관 학과

공연예술전공

공연예술대학원 ☏ 02-3668-3704

건축공간예술전공

건축학부 ☏ 02-320-1106

디자인엔지니어링전공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02-320-1125

문화예술경영전공

경영학부 ☏ 02-320-1142

사물인터넷공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 02-320-1123

스마트도시․데이터사이언스전공

도시공학전공 ☏ 02-320-1107

지능로봇․공학전공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 02-320-1125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산업공학전공 ☏ 02-320-1132

빅데이터비즈니스전공

세종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044-860-2392

자동차기술융합디자인전공

세종캠퍼스 공학교육혁신센터 ☏ 044-860-2769

3. 신청대상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재학생 및 202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복학예정자는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1차 복학신청 기간 <2020. 7. 27. ~ 8. 2.>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야 함. 복학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융합전공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신청자격
-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취득학점 33학점 이상인 자(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35학점 이상)
-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이후 신청 가능
4. 이수예정자 선발 : 공연예술전공의 경우 오디션 등을 통해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학생은 학생 클래스넷 로그인 → 융합전공 → ‘융합전공신청’ 메뉴에서 지원하려는 학과 선택
※ 융합전공은 1회 신청 시 1개 전공만 지원가능

나. ‘융합전공신청’메뉴 상단의 ‘융합전공 신청내역’에서 본인이 신청한 내역 확인
다. 신청취소 : 신청기간 중에만 ‘융합전공 신청내역’에서 신청취소 가능

6. 수강신청
가. 융합전공 이수중인 자는 주전공학과와 융합전공학과의 과목을 병행하여 수강 신청(즉, 동시
수강신청 가능)
나. 수강신청 이수 한계학점은 학칙 제 35조 또는 주전공학과 이수기준에 따름
7. 학점이수 및 졸업자격
가. 융합전공자는 최소 36학점 이상의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나. 융합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은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다.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중복으로 인정되는 학점 범위는
12학점 이하로 함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중복으로 인정 안 됨.)
※ 융합전공별 세부 졸업요건은 각 융합전공 주관학과로 문의

8. 융합전공 철회 : 융합전공의 이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학생클래스
넷→융합·복수·부전공→융합·복수·부전공 이수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철회신청을 해야함
9. 융합전공 이수 연한 : 재학연한(8년, 5년제 건축학전공(서울캠퍼스) 및 건축디자인전공(세종캠퍼스)는
10년)이내에 융합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면 융합전공 이수자격을 상실함
10. 학위수여 : 주전공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요건과 기타 졸업에 필요한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융합전공 학생에게는 학칙에 따른 주전공 학위명과 융합전공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학위 증서를
수여함.
11. 등록금 납입
가. 8학기 내에 주전공학과 및 융합전공학과의 졸업충족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9학기부터는
미졸업자로 분류되고, 등록금은 주전공학과의 등록금액을 적용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함(주전공이 5년제 전공인 경우에는 11학기부터 미졸업자로 분류)
나. 융합전공 이수중인 학생은 졸업 때까지 당초 입학한 학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전공
졸업요건을 7학기(조기졸업 포함)만에 충족하여도 융합전공 졸업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융합전공
학과의 수강신청에 관계없이 주전공학과의 등록금액을 기준하여 책정함
※ 융합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각 주관학과 또는 학사
지원팀(세종캠퍼스는 교무입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