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과대학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입학년도 및 학부(과)에 따라 교과과정이 다르므로, 학부(과)게시판 및 학부(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학부(과)별, 학번별 교과과정표를 참고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학번이 있을 경우 각 학부(과)행정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한 교과목명, 학수번호, 이수영역 등 변경사항이 많으니 반드시 유사
과목 현황을 확인하여 중복수강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재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및 재수강했
던 과목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졸업이수학점에 착오가 없도록 소속 학부(과) 행정실에 문의하
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 확인: 포털 → 강의 → 개설과목조회 → 학부 유사과목 )

3. 수강신청 과목 포기제도 폐지
2014-1학기부터는 수강신청 과목포기 제도가 폐지되어 정정기간 종료 후에는 수강신청 한 과
목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수강신청 학점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 낙제과목없이 직전학기(반드시 취득학점 17학점이상) 또는 전체평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
3학점 추가신청 가능함.

5. 졸업사정은 입학년도의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졸업예정자는 수강신청 정정기
간 이전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성적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년도나 학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았고, 공학인증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학부(과)행정실로 확인 바랍니
다.
( * 확인: 포털 → 포털 → 학적/졸업 → 졸업요건취득현황조회 )

6. 핵심교양과목은 정규학기 중에만 개설됩니다. 계절학기에는 개설되지 않으므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양과목은 가능한 저학년에 모두 이수하셔서
졸업학년에 문제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관련교양 핵심교양 대체 인정제도 폐지 관련
타학과에서 전공관련교양으로 개설된 과목들을 재학 중 한 번에 한하여 핵심교양으로 대체 인
정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21학년도부터 이 같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학년도까지 
수강한 해당 과목들에 한해서만 핵심교양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7. 핵심교양 이수 요건은 학생의 입학년도(학번)에 따라 상이하니, 유의바랍니다.
- ~2016학번 : 영역별 1개씩 총 9학점 이수 (단, 교양 총 이수학점은 변동없음)
- 2017학번 : 인문학 관련 영역에서 최소 2개를 포함하여 총 9학점 이수
- 2018학번~ : 인문학 관련 영역에서 최소 1개를 포함하여 총 6학점 이수



(*융합에너지공학과의 경우 인문학 관련 영역에서 1개, 인문학 관련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1개 총 6학점 이수)

8. 산업경영공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IMEN 216(OR-I및실습), IMEN 319(OR-II및실습) 교과목은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교
과목입니다. 이에 따라 선수과목을 반드시 먼저 수강하신 후 위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2020.03.01부터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포함 전 학년 대상)
 2) (중요!) 아래 개편사항은 21학번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학과홈페이지에서 학번별 교과
과정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 ~20학번: 경영공학개론(전공필수), 선형대수(전공관련교양)
∙ 전공필수 이수학점: 30학점→21학점(21학번부터 적용/이전 학번은 30학점 이수 필수)
∙전공필수→전공선택: 경영공학개론(IME 215), 품질공학(IMEN 358), 제품개발(IMEN 382)
∙1학기→2학기: 물류시스템설계(IMEN 407)
∙2학기→1학기: 투자경제성분석(IMEN 153)
∙전공관련교양→전공선택: 투자경제성분석(IMEN 153), 선형대수(IMEN 151)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행정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