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과정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융합과목 필수이수 제도 폐지
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된 융합과목 이수 의무제도(타계열 융합모듈 1개
를 포함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융합모듈을 이수하고, 총 18학점 이상을 취득)
가 폐지됩니다.
나. 2016, 2017학번 재적생의 졸업이수 요건에서 융합과목 필수이수 요건이 삭제
되며, 더 이상 융합과목을 필수(의무)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열전공 제도 폐지
가. 2018학년도부터 전공 이수학점 중 동일계열 타학과 교과목 이수 시 최대 18학점
까지 전공으로 대체 인정하는 계열전공 제도가 폐지됩니다.
나. 2017학년도 이전까지 취득한 계열전공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대체 인정되
며, 2018학년도 이후에 수강 또는 재수강할 경우에는 전공취득학점으로 대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융합모듈 제도 폐지 및 교양선택 으로의 전환
가. 2018학년도부터 융합모듈 교과목은 전공선택에서 교양선택(융합교양)으로 교과
구분이 변경됩니다.
나. 교양선택으로 변경된 융합모듈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이전에 이수한 융합
모듈 교과목은 성적취소 처리되고, 교양선택으로 재수강 됩니다.
4. 교양 필수학점 변경(2017학번 이전 학생은 해당 없음)
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양필수 이수학점이 13학점에서 17학점으로 상향
됩니다.
나. 편입생의 교양필수 이수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
- 교양필수 이수요건 : 외국인은 “참삶의길” 내국인은 “가톨릭사상, 참삶의길”
교과목을 포함한 교양필수 중 10학점 이상 필수 이수
다. 교양필수에 균형교양 영역이 신설되며,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으로 나누
어 학생 본인의 소속 학과계열이 아닌 타 계열의 교양선택(일반교양만 대상이
며, 융합교양은 미포함) 교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5. 융합전공 제도 신설
가. 융합전공(일반 융합전공, DCU 융합전공, LINC+ 융합전공) 제도 신설
1) 일반 융합전공
- 하나의 특정 타 학과(전공) 전공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시 “(타 학
과/전공명) 융합전공”이라는 명칭의 융합전공 학위를 부여합니다.
※ 예시 : 영어학과 학생이 무역학전공의 전공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시 “무역학 융합전공”학위 부여
2) DCU 융합전공
- 다수의 타 학과(전공) 전공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시“DCU 융합전
공”이라는 명칭의 융합전공 학위를 부여합니다. (이미 이수한 융합모듈
및 타전공 교과목 중 계열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도 포함됨)
※ 예시 : 영어학과 학생이 무역학전공의 전공과목을 6학점, 회계세무전공
6학점, 컴퓨터공학전공 3학점 이수 시 “DCU 융합전공”학위 부여
3) LINC+ 융합전공(연계 학과 소속 학생만 신청가능)
- LINC+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융합전공(트랙)의 전공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학생의 주전공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과목은 미포함) 취득하고, LINC+ 사
업단 융합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트랙 이수기준을 통과한 경우 “(트
랙 명) 융합전공”이라는 명칭의 융합전공 학위를 부여합니다.
※ 예시 : 컴퓨터공학전공 학생이 LINC+ 사업단이 운영하는 “산업용IoT
융합전공”의 전공교과목 중 컴퓨터공학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제외한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LINC+ 사업단의 트랙이수 기준
을 충족한 경우 “산업용 IoT 전문인력 양성 트랙 융합전공”
학위 부여
- LINC+ 융합전공 대상전공 : 도시환경재생융합전공, 산업용IoT융합전공,
식의약화장품품질관리융합전공
- LINC+ 융합전공 트랙이수 조건은 LINC+ 사업단으로 문의(☎ 850-4962)

4) 융합전공 공통사항
- 음악대학을 제외한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는 주전공 이수학점이 60학
점에서 54학점으로 변경되고,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주전공 이수
학점이 72학점에서 66학점으로 변경됩니다.
※ 예시 : 국어국문학전공 학생이 영어학과를 융합전공 이수 시 국어국문
학전공 전공을 54학점, 영어학과 전공을 15학점 이수하면 됨
※ 예시 : 의공학과 학생이 산업보건학과를 융합전공 이수 시 의공학과
전공을 66학점, 산업보건학과 전공을 15학점 이수하면 됨
- 다만, 일반학과 학생은 신학부, 건축학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
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모집중지학과를 융합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국어국문학전공 학생은 물리치료학과를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는 학과인 신학부, 건축학부, 물리치료학과, 방
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모집중지학과 학생이
타 학과를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예시 :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영어학과를 융합전공 이수 시 물리치료학
과 전공을 72학점, 영어학과 전공을 15학점 이수하면 됨
5) 융합전공 신청 시기
- 융합전공은 졸업예정학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LINC+ 융합전공의
신청시기 및 자세한 사항은 LINC+ 사업단으로 문의 ☎ 850-4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