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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슬기로운 
전공이수 
가이드

묻고 더블로 가!!! 
졸업 전 내 전공외 다른 전공까지 섭렵할 수 있는 비법 대공개!!!!!
우리 대학의 혁신적인 유연한 전공 이수 제도를 소개합니다. 
슬기로운 전공이수 가이드로 야무지게 챙겨가세요~~

#더블학위  #조선대 전공이수제도  #안보면 나만손해  

#이거보면 똑쟁이  #학교다니면서 뽕뽑는법  #이게 머선129!!! 전공을 더블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이수증 하나 챙겨라 

열린학습권 보장!! 묻고 더블로 가!! 이수증이 2개나!!!!
주전공 이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른 전공의 추가 이수로 학위취득

☑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 신청시기 : 매 학기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연계/융합전공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http://asq.kr/yvcBLz)에서 확인가능

☑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 신청시기 : 매 학기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연계전공/융합전공

복수전공/부전공

Point

  주전공 과목과 연계/융합전공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5점까지 
  중복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어요.

Point

  복수전공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부전공은 중복학점 인정 없음)

주전공 연계/융합 전공
(36학점)

제1전공 이외에 
타전공 학부(과）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공과대학 학생이 미술대학 

디자인 관련 전공을 
추가로 이수한다면,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제품생산이 가능할 수 도 

있겠죠!!!

복수전공(36학점)

부전공(21학점)

주전공

2개 이상의 학부(과)가 융합한 
전공과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진로개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http://asq.kr/yvcB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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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 신청시기 : 매 학기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운영 중인 CU나노인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http://asq.kr/XdYYkqh) 에서 확인가능

☑ 접근방법 : 우리대학 사이버캠퍼스 ▶ New Event ▶ 해당강좌 클릭 
                      ▶ 수강신청

☑ 특별학점 인정시기 : 1학기-5월중/ 2학기-11월중(학사공지 게시판에 안내)

☑ 강좌목록

연번 교과목명 개설학기 관련자격증

1 L-MOOC2(항공기동력장치) 1 항공기사

2 L-MOOC1(항공장비) 1 항공기사

3 정보보호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4 L-MOOC 마케팅조사 1 사회조사분석사 2급

5 문화예술교육 및 콘텐츠입문 2 문화예술교육사 2급

6 형사사법정책론 2 경찰공무원

7 L-MOOC3(조선기사) 2 조선기사

8 L-MOOC4(친환경차정비기술) 2 그린전동자동차기사

3개 이상 학부(과)가 하나의 주제로 
융합한 졸업인증제도입니다. 
추가로 인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학과에서 
3학점씩 *3개 학과 = 9학점만 이수하면 
인증이 완료되니, 복수전공, 부전공을 
진행하면서도 추가 이수가 가능하고, 
이수해야 할 학점이 적으니, 
단기간 취득도 
노릴 수도 있겠죠!!

CU나노인증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좌 [무료]

주전공 CU나노인증
(9학점)

우리대학 사이버강의실에서는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무료강좌 수강 후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별학점으로 인정도 

가능해요!!

Point

  각 학부(과) 과목을 골고루 들어야 인증가능해요.

열린학습권 보장!! 묻고 더블로 가!! 이수증이 2개나!!!!

http://asq.kr/XdYYk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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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해당과목 담당교원이 신청하고 수강대상학생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해요.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집중과 선택!!

☑ 신청 대상 : 2학년 1학기 개시 전 ~ 2학년 2학기 개시 전 까지

☑ 신청 시기 : 매 학기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신청 횟수 : 1회 가능 

☑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예시

대상 교과목 일반 집중이수제 운영 시

학점
학기당

총 수업시간
수업기간

주당 
강의시간

수업기간
주당 

강의시간

2 45시간 15주 3시간 10주 4.5시간

3 60시간 15주 4시간 10주 6시간

☑ 신청 대상 : 3학년 1학기 개시 전 ~ 4학년 1학기 개시 전 까지

☑ 신청 시기 : 매 학기 학적변동기간(1월, 7월)

☑ 신청 횟수 : 1회 가능 

☑ 신청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공자율선택제

집중이수제

전과

Point

  Only ~~2학년만 대상이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

Point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원 학과

원 학과

Change

Change

타 학과

타 학과

집중이수제는 정규학기 중 
일정기간[4주~10주 이내]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제도에요. 

3~4학년 대상 실험·실습·실기성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운영되며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과목 이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Change!!

입학했던 전공학과가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타 학부(과)로 
전공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학했던 전공학과가 
적성이 맞지 않을 경우, 

타 학부(과)로 전공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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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학과 인증분야

1
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선박해양 실무공학 전문화 트랙

항공우주 실무공학 전문화 트랙

자동차 실무공학 전문화 트랙

2 교육학과 교수-학습컨설턴트 트랙

3 경제학과 데이터분석 마이크로 트랙

4 무역학과 ITS(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트랙

5 경영학부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트랙

※ 각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학부(과)실로 문의바랍니다.

※ 학부(과)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무처 학사운영팀 및 
     각학부(과)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전공 수업과 
현장실무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이론 10주, 
실습 5주로 구성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의 특강형 프로그램, 
재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현장실습제도

자기전공 실무과정 인증제

자기전공 실무과정 인증제란 
학부(과)별 진로(취업분야)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를 이수 시 실무과정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총 5개의 학부(과)에서 
실무과정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무형 교육과정 지원제도 운영!! 생생한현장학습!!

공연예술무용학과 현장실습

항공우주공학과 현장실습

경찰행정학과 현장실습

K-컬쳐엔터테인먼트학과 현장실습

문의 : 교무처 학사운영팀 ☎230-6061~6066, 6056, 6059, 6074, 6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