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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M.D. non-M.D. M.D. non-M.D. M.D. non-M.D.

전공필수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필수선택

24학점
9학점

27학점
9학점

39학점
9학점

기    타

3학점
6학점 18학점

논문연구 9학점 9학점 12학점 12학점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51학점

※ M.D.는 전공필수(공통) 과목의 필수이수를 면제함.

6. 계약학과 교과목
가. 계약학과 필수이수 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생물계열)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M.D. non-M.D. M.D. non-M.D. M.D. non-M.D.

전공필수 - 18학점 - 18학점 - 18학점
수강권장

24학점 6학점
27학점

6학점
39학점

6학점
기    타 3학점 15학점
논문연구 9학점 9학점 12학점 12학점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51학점

※ M.D.는 전공필수(공통) 과목의 필수이수를 면제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공학계열)

나. 계약학과 이수대상 교과목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생물계열)                                           ※ 계약학과 전용 교과목

구     분 전공필수(4) 수강권장(2)

교과목명

①응용인체구조(E)*
②응용인체기능(E)*
③응용생화학(E)
④응용병리학(E)
⑤응용약리학(E)
⑥응용신경과학(E)

①응용미생물학면역학(E)
②임상의학입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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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는 전공필수(공통) 과목의 필수이수를 면제함.
※ (E) 표시는 국제어수업을 의미함
※ 계약학과 학생이 일반학과 공통필수, 필수선택, 수강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두 대체인정
※ 일반학과 학생은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불가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공학계열)                                            ※ 계약학과 전용 교과목
구     분 전공필수(6) 필수선택(3)

교과목명

①응용인체구조(E)*
②응용인체기능(E)*
③응용생화학(E)
④응용병리학(E)

①공학전공 관련 교과목 3개
②임상의학입문(E)

※ M.D.는 전공필수과목의 필수이수를 면제함.
※ 필수선택과목은 공학전공 관련 교과목 3개 및 임상의학입문(E) 중 택 9학점 이수
※ (E) 표시는 국제어수업을 의미함.
※ 계약학과 학생이 일반학과 공통필수, 필수선택, 수강권장 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두 대체인정
※ 일반학과 학생은 계약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불가

7. 이학/공학 학위과정의 동시운영
◦ 융합의과학과 학위과정은 이학 석·박사 학위 및 공학 석·박사 학위 중 선택하여 취득 가능
◦ 이학 석·박사 학위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공학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공학계열 교과목(공과대학 

주관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이학’ 학위를 ‘공학’ 학위로 변경할 자격을 충족하여 ‘공학’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는 경우 본심 심사결과 보
고서 제출기간에 [학위명변경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함.

8. 국제어수업                                                         ※ 未충족 시 졸업 불가
◦ 국제어수업 이수 의무대상: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의무학점 3학점 3학점 6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