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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2021. 9. >

구분 기존 변경

설계학점 학점 이상33 학점 이상51

이수학점 학점 이상21 학점 이상39

학생설계전공 관리주체 소속학과 부( ) 운영기관 자유전공학부( )

학위 미수여
수여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 / /
ㅇㅇㅇㅇ 학생설계전공)

필수 이수 교과목 학생자율연구 전공설계 학생자율연구 2 → → 
종합설계*

기이수 타학과 부 학점 제한( ) 제한없음 최대 학점9

학생설계전공 사전면담 - 필수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

주요변경사항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각 교과목 이수 순서 반드시 준수 * 

기존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이수중인 학생들에 대한 사항( ) □ 
기존 부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도 복수전공으로 신규 신청 가능  “ ” ○ 

    -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상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했거나 학년도 학기2021 2  
이수중인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정 가능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이수 타학과 부 의 교과목은     - ( )
학생설계전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인정 가능
학생설계전공 교과목은 주전공 및 다른 다전공과의 중복학점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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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대학교 전공이수 규정 개정에 따라 학년도 학기부터 복수전공 수준2022 1
의 학생설계전공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복수전공 수준의 학생설계전공을 이. 
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면담 기간 중에 학생설
계전공 운영기관인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 면담을 통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신청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 을 통해 서류를 제(10/25~) (mySNU)
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고 면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면담 기간2. 
기간 월 금- :  9/6( ) ~ 10/15( )
추석연휴주간 면담불가9/20~9/24 ※ 
면담기간 후반에 신청이 몰려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 

전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학생설계전공 홈페이지 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sdm.snu.ac.kr) .

면담 전 준비사항3. 
학생설계전공 홈페이지의 설계 신청 승인 학생설계복수전공 서울대학- “ / / ” “ (– 

교 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해당메뉴 바로가기 ( https://sdm.snu.ac.kr/ko/node/10)

면담일 하루 전까지 전문위원 이메일로 작성한 신청양식 제출- 
제출 파일 이름 이름 학번 학생설계전공 예 홍길동 학생설계전공* : _ _ ( : _2020-12345_ )
전문위원 면담은 작성 서류의 초안 상태에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 ,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

면담 신청4. 
자유전공학부 홈페이지의 예약마당 에서 면담을 원하는 전문위원에게 신청- " "

예약마당 바로가기 ( https://cls.snu.ac.kr/node/145)



면담 진행5. 
코로나 로 인해 면담은 화상 으로 진행됩니다- 19 (zoom) .
전문위원 선생님으로부터 회의실 혹은 링크를 받아 면담시간에 맞춰 접속- ID 

합니다. 
약속을 잡은 학생은 미리 환경을 핸드폰이나 노트* zoom(https://zoom.us) 

북에서 테스트해보고 마이크 스피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놓길 바랍니다, .

문의처6.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실 : (880-9541, hopper21@snu.
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