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복수전공과정 이수 안내

1. 이수 범위 및 허용 인원

 가. 복수전공은 전 학과를 대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허

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범대학의 학과를 일반학과 학생이 복수전공 신청할 수 없으

나, 교직과정이수자는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 신청할 수 있다.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복수전공 이수 인원제한>

      - 2004, 2005학년도 입학자: 복수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교직과정 설치학과 동일)

      -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복수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이내(교직과정 설치학과는 교직승

인인원 2배수이내) 

 나. 복수전공은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복수전공학과와 학교의 이수 허가를 

받은 다음 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2004학년도 허가자부터는 이수 허가 당시의 

복수전공학과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 학점

 가. 복수전공자는 소속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을 이수하되,

    1)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교직이수자 포함)은 소속학과와 복수전공학과 전공 각각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이수하

여야 한다. 단, 교육학과는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13

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

수포함 6학점 이상).단, 교육학과는 5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사범대학을 제외한 학과는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3) 사범대학 소속 학생(교직이수자 포함)이 사범대학 외의 다른 일반학과(부)에서 복수전공을 할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소속 학과 전공은 50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8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소속 학과 전공은 48학점 이상(교과내용학 필수포함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학 필수포함 6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나.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이 전공과 복수전공 각 교과영역에 공히 해당될 때는 이를 중복하여 

인정한다. 단, 취득학점의 합계는 전공영역으로 산출한다.

 

 다. 복수전공 학과의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복수전공과목으로 인

정 한다. 

 

 라. 사범대학에서 교원자격증에 복수전공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복수전공으로 승인된 표시과목

의 기본이수과목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사범대학 학과별 교과교육학 교과 목표 중 필수 과목

을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은 규정에 맞게 이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

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제1전공을 모두 충족 시 졸업이 된다. 다만, 마

지막학기 성적 확정 후 일정 기간에 본인이 졸업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졸업이 연기된다.

     ※ 복수전공 불가자: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 후 교직과정설치학과에 신․편  

         입학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 중등학교 정교사(2급) 7호 기준 해당자)



3. 이수 신청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기간  매 학기말

신청장소 학과사무실

대 상 자 재학생

구비서류 복수전공(이수, 변경, 포기)신청서 *학과사무실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