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

1. 신청 및 취소 기간 : 2021년 4월 5일(월) 09:00 ~ 4월 8일(목) 23:59
2. 신청 및 취소 대상
- 2학년 1학기부터(2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결정 이후 학기부터)
※ 복수전공 신청 시작 시기가 2017-1학기부터 2학년 1학기로 통일됨.
- 재학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휴학생은 신청 및 취소 불가능)
※ 7학기 이상 이수자 및 8학기 초과하고 학점등록한 재학생인 경우 부.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 가능
- 학부 수료(과정수료/졸업유예)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 불가능
3. 신청 및 취소 방법 :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가. 부.복수전공 신규 신청 방법
1)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 <신규신청>
→ 전공대학, 전공학과, 전공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연계전공/융합전공은 “전공대학-교무처, 전공학과-수업지원팀”을 선택 후 해당 연계전공/융합전공 선택)
2) 신청 내용 취소하려는 경우, <신규신청>의 이번 학기 신청한 내용 오른쪽 끝 신청/취소란의
“신청취소” 버튼 클릭
나. 이수 중인 부.복수전공 취소 방법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 → 마이유레카 → 학사행정 → 학적 → 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 <취소신청-이수중인 부/복수전공> → 부.복수전공 “취소신청여부” 체크
→ "부/복수전공 취소신청 여부 저장" 버튼 클릭
※ 입력 작업 후, 제대로 신규 신청 및 취소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다. 부.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
구 분

공 통

복수
전공

대 상

제 한 사 항

전체

1) 부.복수전공 신청은 한 학기에 복수전공 한 개, 부전공 한 개씩만 신청 가능.
취소에는 제한이 없음
2) 복수전공 이수로 인하여 재학년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할 수
없음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년한 : 9년(3학년 편입생: 5년))
3) 본인 주전공과 동일 전공(학과)을 부.복수전공으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4) 동일 전공(학과)을 부.복수전공으로 동시에 신청 및 이수할 수 없음
5) 학과(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 특수교육과) 입학생 중 세부전공이 미결정된
학생은 본인 학과 내의 세부전공을 부.복수전공할 수 없음

전체

1) 의학, 간호, 약학관련 전공(학과)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2)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이거나 비사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단, 초등교육과는 2011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입학생만 지원할 수 있음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
3) 공통사회는 사회생활학과 학생과 사학전공, 사회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교직과
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사회(2017 이후 학번은 통합
사회)연계전공으로 이수)
4) 공통과학은 과학교육과 학생과 물리학전공, 화학전공, 생물과학전공, 생명과학전
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음
(2005 이전 학번만 신청 가능/2006 이후 학번은 공통과학(2017 이후 학번은 통합
과학)연계전공으로 이수)
5) 음악대학 무용과는 복수전공 지원이 불가함.(2014-2학기부터)
6)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전공은 2014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7)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
공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
능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8) 공과대학/엘텍공과대학은 각 전공별 복수전공 신청가능 시기가 상이하므로, 홈페
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9) 조형예술대학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은 2017-2학기까지만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함(2018-1학기부터 디자인학부로
신청)
10) 바이오신소재공학은 2021-2학기까지만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능

부전공

전체

1) 의학, 간호, 약학 관련 전공(학과) 및 5년제 건축학전공, 통합(공통)사회전공,
통합(공통)과학전공, 도덕윤리교육, 재무경제, 전공특화소프트웨어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2)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전공은 2014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3)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광고.홍보학전공, 방송영상학전
공은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2017학년도 2학기까지만 부전공으로 신청이 가능
함.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4) 공과대학/엘텍공과대학은 각 전공별 부전공 신청가능 시기가 상이하므로, 홈페이
지에서 반드시 확인 요망
5)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영어교육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6) 바이오신소재공학은 2021-2학기까지만 부전공으로 신청이 가능

※ 신규 신청 전 해당 전공(학과)의 부.복수전공 신청 제한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공별 부.복수전공
승인 요건은 이화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전공선택 →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융합전공 참고
4. 승인결과 조회 : 2021년 5월 3일(월) 09:00 ~ 2021년 8월 31일(화) 23:59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마이유레카→ 학사행정 → 학사→부.복수전공신청/결과조회)
5. 유의사항
가. 부.복수전공은 본인 입학년도 교과과정에 따라 부.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함이 원칙임.
(입학년도별 교과과정은 유레카포탈정보시스템→마이유레카→ 학사행정→ 학사→교과→교과과정안내 참조)
단, 본인 입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학과/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학과/전공의 신설 첫 해
교과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함.
나. 08학번부터는 부전공으로 교원자격(사대 및 비사대)을 취득할 수 없음
(사범대 각 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교원자격증 취득과는 무관함)
다. 사범대학을 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학생 중 비사범대학으로 전과한 학생은 사범대학 복수전공을 취소해야 함
라. 도덕.윤리교육, 통합(공통)사회, 통합(공통)과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반드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취소하여야 함
6. 문의 : 학적팀(02)3277-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