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모집 자기설계 연계 전공 소개

1. 자기설계연계전공이란?

  가.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설계 및 이수하는 융·복합형 전공

  나. 본인의 진로설계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스스로 편성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다. 예시: 소비자 심리통계 전공(가칭)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개 학과의 교과과정을 융합) 

소비자 심리 분석 전문가를 목표로 경영학과의 마케팅 관련 교과목, 경영정보학과

의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교과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광고기획 및 홍

보 관련 교과목 등을 융합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함.

2. 이수자 혜택

  가. 졸업시 복수학위 취득 가능(본 소속학과 학위 + 연계전공 학위)

  나. 도전장학금 지급

    1) 기준: 평점평균 2.5 이상이면서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지급대상 및 시기(최대 2개 학기 지급)

심사대상 학기 지급시기 학기별 지급액 비    고

2022-1학기 성적 2022년 8월 말
1,000,000원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 후 지급2022-2학기 성적 2023년 2월 말

    3) 지급제외: 심사대상 학기 휴학하거나 상기 지급기준에 미달할 경우

3. 신청자격: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가. 1학년 수료 기준학점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공과대학 소속 모든 학과

- 간호학부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

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나.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4. 신청방법

이수신청서를 평생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작성하고 수정‧보완된 최종본과 함께 자기설계 연계전공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학사관리과로 방문 제출



5. 선발기준

자기설계연계전공 이수신청서를 토대로 교과과정의 체계성, 학습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6. 관련 일정(※ 선발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자기설계연계전공 신청

(학사관리과 방문)
2022.1.14.(금)
∼ 1.26.(수)

이수신청서 및 자기설계연계전공위원회의 

심의결과서 제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미정 선정여부 심의

최종 선발자 공고 2.7.(월) 예정 학적 조회를 통해 학생이 직접 확인

수강신청
2.9.(수) ~ 
2.11.(금)

학생이 직접 연계과목 수강신청

7.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표 편성 방법

  가. 연계전공 교과과정의 편성은 두 개 이상 학과들의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 전공선택,전

공기초를 차용하여 69학점 이내로 지정하고, 이 중에서 총 45학점을 이수한다.

  나. 소속학과의 전공교과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연계할 학과의 교과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되, 적용연도는 2021로 설정한 다음 2학년 이상의 과목을 대상으로 편성한

다.  ☞ 교과과정 조회 바로가기

  다. 자기설계연계전공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과목을 구성해야 하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자기설계 연계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교 교과목으로 구성할 것

  ※ 교과과정 편성 및 이수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사관리과로 방문바람

8. 이수방법 안내

  가.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소속학과의 전공필수 전체를 포함하여 

전공에서 45학점, 본인이 직접 설계한 연계전공에서 4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소속학과의 전공필수는 전체를 이수하여야 하며 공과대학의 경우 전공기초 과목은 전

공교과 45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예시] 2021학번 영어영문학과(주전공) 소속 학생이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을 하는 경우

영어영문학과
교양교과 + 영어영문학과

전공필수 전체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 소비자심리통계전공(가칭)
연계전공 중 일부 + 자유선택

40학점 18학점 27학점 45학점 0 (이수불필요)

교양필수

중점교양

학과교양

졸업학점표상 전

공필수 기준

45학점에서 전공

필수 학점을 차감

한 나머지 학점

스스로 편성한 연계전공과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수

영어영문학과 졸업기준학

점에서 좌측 학점들을 차

감하고 남은 학점만큼

주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연계전공에서 총 45학점 이수 130-40-45-45=0

https://student.donga.ac.kr/Login.aspx?ReturnUrl=%2fUniv%2fSUE%2fSSUE0010.aspx%3fm%3d2&m=2


9. 유의사항

  가. 자기설계 연계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연계전공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

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승인된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을 변경할 경우 자기설계 연계전공 교과과정 변경신

청서를 평생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 이수한 교과목은 교과과정 변경 불가함

      ex) 

2022-1

→

2022-1중

→

2022-2
자기설계연계전공 

선발

A교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수강

교과과정 변경으로 A교과목을 

자기설계연계전공 교과목으로 편입 불가

   ※ 교과과정 변경의 반영은 학기 초에 이루어짐

      ex)

2022-1

→

2022-2중

→

2023-1
자기설계연계전공 

선발

A교과목을 삭제,

B교과목을 추가 신청서 제출

교과과정에서 A교과목 삭제 및 

B교과목 추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