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Q & A
Q) 융합전공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2개 이상의 학위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융합전공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합리적인 선
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현재 복수전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융합전공신청이 가능하나요?
A) 우리 대학은 2019년도부터 주전공을 포함하여 최대 3개의 전공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과 시기가 해당된다면 융합전공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주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융합전공학점으로 인정되나요?
A) 복수(융합)전공의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주전공과목
과 융합전공과목이 동일한 경우 해당범위 내에서 중복인정됩니다.
(단! 졸업이수요건 중 총학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융합전공 신청 후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로그인 → 학사정보 → 수강신청 → 미래융합인재학부 → 해당전공으로 검색하
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융합전공신청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할 때 융합전공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융합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A) 융합전공은 복수전공과 마찬가지로 해당기간에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만 학위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신청학생은 주전공 취득만 가능합니다.

Q) 융합전공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주전공학점이 부족한 경우 융합전공학위만 취득하여
졸업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주전공학점과 융합전공학점이 모두 이수되었을 경우에만 주전공학위, 융합전
공학위 모두 이수되어 졸업이 가능합니다.

Q) 주전공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융합전공학점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해당학기에 반드시 졸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융합)전공이수포기원을 제출하
시어 주전공학위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제2전공(복수 또는 융합전공) 학위도 같이 취득하시
고자 한다면 추가학기를 진행하시어 해당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Q) 2019년 1학기 개강에 융합전공 신청을 승인받은 후 2019년 2학기에 졸업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을 때, 학위취득이 가능한가요?
A) 전공마다 다릅니다.
융합Pre-MBA전공 과 음악치료전공은 이수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졸업시점에 학위취득이 가
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융합전공 중 소프트웨어융합전공 및 글로벌개발협력전공은 해당전공의 정규졸
업생 배출시점인 2021년 2월 졸업부터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Q) 융합전공 관련 자격증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전공별 취득가능한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명

관련 자격증
- 민간자격증 : ODA 일반 자격증

글로벌개발협력전공

- 민간수료증 : 세계시민교육강사
- 국제기구/단체 수료증 : SPHERE, Peacebuilders, UN Safe &
Security
- 국가자격증 :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
신(산업기사/기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소프트웨
어자산관리사(C-SAM), 국가공인SQL전문가 등

소프트웨어융합전공

- 민간자격증 : 웹 마스터전문가, 웹 서버관리사, 게임그래픽전문
가, 게임기획전문가, 디지털영상 편집
- 국제공인자격증 : Microsoft 공인 자격증, Oracle 공인 자격증,
VMware 공인 자격증, RHCSA, ITIL 등
- 국가자격증 : 경영지도사, 물류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유
통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관세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융합Pre-MBA 전공

보험계리사,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 민간자격증 :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회계관리 1/2급, 전산
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재경관리사, ERP정보관리사 1/2
급, 위험관리사(FRM)

음악치료 전공

- 국가자격증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민간자격증 : 음악치료사

A) 전공 이수 후 아래와 같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공명

졸업 후 진로
- ODA 정부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 취업
- 개발 NGO : 본부 데스크 스텝, 개도국 지부파견 활동가, 주요분
야(보건, 교육, 젠더 등)별 컨설턴트
- 봉사단 :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일반 봉사단,
중장기 자문단, NGO 봉사단, 유엔봉사단(UN Volunteers) 등
- 종교별 해외선교단체 : 개도국 파견 전임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글로벌개발협력전공

개발NGO 협업 선교사, 선교단체 본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자
- 기업 : 대기업, 기업의 사회적공헌(CSR)관계자, KOICA혁신사업
참여기업, 기타ODA사업 참가기업
- 대학원 진학 : 국제대학원, 영국-미국-유럽 등 국제개발학 석사
과정
- UN 평화유지단 : 한국군 파병부대 정보 - 기획 - 민사분야 장
교 및 부사관
- 취업 : IT, 멀티미디어 솔루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

소프트웨어융합전공

로그램 개발, 스마트폰용 앱 개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게임 개발 업체 등
- 대학원 진학 및 창업
- 기업 : 제조업, 건설, 무역업, 물류업, 유통전문기업,

통관 및

관세전문법인 및 기업, 관세청 및 세관 등 공공기업, 재무설계
컨설턴트(개인, 법인) 등
융합Pre-MBA 전공

- 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
- 대학원 진학 : 일반대학원, MBA, 산업대학원, 테크노 경영대학
원 등
- 창업을 통한 기업가
- 창업관련 컨설턴트, 라이프/ 커리어/ 비즈니스 창업 코치로 활동
- 음악치료사, 재활전문가, 특수치료사 등 : 사회복지기관, 정신건
강기관, 의료기관, 발달장애 관련 기관, 학교, 교정기관 등 다양

음악치료 전공

한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발달장애자를 대상으로
활동
- 대학원 진학 : 특수치료대학원, 일반대학원 등 음악치료 전공 대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