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공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 과목 포기 제도 폐지
2014-1학기부터는 수강신청 과목포기 제도가 폐지되어 정정기간 종료 후에는 수강 신청한 과
목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수강정정기간 중 본인이 직접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신청 최소학점 변경
2014-1학기부터는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직전학기 F없이 17학점이상 학점 취득하시고 평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 또는 전체 F없이 평
균평점이 3.75이상인 경우에는 3학점 추가 수강신청이 가능함.)
3. 수강인원 제한
바이오의공학부 과목의 경우 강의실 규모와 과목 특성상 인원이 부득이하게 학년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수체계도의 이수권장 학년에게 70-80% 정원 부여. 나머지 정원을 학년별 제한함.
(의공학실험 I~III 와 의공학프로그래밍 과목제외)
4. 유사과목 유의
교과과정개편으로 인한 교과목명 및 학수번호 변경에 유의하여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포탈→수업→개설과목조회→학부 유사과목
- BMED414 ‘의공학특강‘ 교과목 폐지로 인해 재수강이 필요한 경우, 유사과목인 BMED228 ’의
공학의이해‘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선수과목 선이수(필수)
전공선택별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전 학기에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만 수강이 가능
하며 선수과목과 동시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포탈→수업→개설과목조회→학부 선수과목
1학기에 1 · 2학년 학생들은 해당학년 과목을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2 학년이 아닌 학생도, 해당과목을 들으려면 선수필수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해당과목
선수필수과목
공학수학Ⅱ
⇐ 공학수학Ⅰ
(2학기 개설)2학년 권장 과목
생체데이터과학
⇐ 의공학프로그래밍
(1학기 개설)3학년 권장 과목
생리학
⇐ 해부학
(2학기 개설)2학년 권장 과목
전자회로
⇐ 회로이론
(2학기 개설)2학년 권장 과목
의료로봇
⇐ 공학수학Ⅱ
(2학기 개설)4학년 권장 과목
※예시 : 공학수학Ⅱ를 들으려면 공학수학Ⅰ을 반드시 이수하고 들어야 합니다.

6.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전공관련교양 폐지, 선택교양-기초과학- 이수구분 신설)
1) 상기의 개정된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기 입학자들은 해당년도의 졸업요구조건을 따르되 전공관련교양은 다름의 경과조치를
따른다.
- 기 입학자들은 전공관련 교양 과목(생명과학, 일반화학및연습, 일반화학실험, 일반물리
학및연습, 미적분학및연습)을 들을 경우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되며, 선택교양으로
중복인정되지 아니한다.
- 단 전과한 학생의 졸업요건 중 전공교양관련 내용은 기 입학자들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보건정책관리학부 수강신청 유의사항
1.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전공관련교양 폐지, 학문의기초 이수구분 신설)
(1) 상기의 개정된 교육과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기 입학자들은 해당년도의 졸업요구조건을 따르되 전공관련교양은 다음의 경과조치
를 따른다.
Ÿ

학문의기초로 개편된 과목(사회와건강,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경영, 국제보건론, 보
건정책학)은 전공관련교양 과목으로 인정한다.

Ÿ

기존 전공관련교양과목(공중보건의역사, 보건윤리학)의 폐지로 인하여 졸업요구
학점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이전, 기 수강한 전공선택
<국제보건론> <보건정책학>을 전공관련교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중복인정은
되지 아니하며 상기 과목의 전공관련교양 인정으로 인하여 부족한 전공선택 학점
은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수구분 변경과목
NO

과목명

변경전

변경후

1

사회와건강(KHPM101)

전공관련교양

학문의기초

2

공중보건학(KHPM102)

전공관련교양

학문의기초

3

보건의료경영(KHPM04)

전공관련교양

학문의기초

3. 유사과목 지정과목
현행 교과과정(2020학년도)

신 교과과정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수번호

교과목명

1

KHPM307

보건정책학

KHPM105

보건정책학

2

KHPM407

국제보건론

KHPM107

국제보건론

※ <보건정책학(KHPM105)> <국제보건론(KHPM107)> 강좌는 새로운 학수번호로 신설되며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에서 학문의기초로 변경되었음
※ 2021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이전, 기 수강한 전공선택 <국제보건론>과 <보건정책학>을
재수강할 경우 개편 전 이수구분인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관련교양 학점
이 부족할 경우 전공관련교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전공관련교양 인정시 전공선택
과는 중복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