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다전공 이수제도

3. 연계전공별 교육과정

  1) 독서・논술교육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9학점 27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한국어문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국어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독서·논술교육
연계교과목

필수 12631 독서치료 2 2 3(3)
필수 12485 자료수집방법론 2 1 3(3)
필수 16583 실무실습 4 2 3(3)

한국어문학과

선택 13918 한국문학의이해 1 2 3(3)
선택 15443 스토리미디어의이해(구, 디지털서사론) 2 1 3(3)
선택 10372 현대시의이해 3 1 3(3)
선택 15880 작가와사회 4 1 3(3)
선택 15853 문예창작심화 4 2 3(3)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선택 16402 호남지역의역사와문화(구, 호남고문헌탐구) 1 2 3(3)
선택 15441 비교문화탐구 2 2 3(3)
선택 16386 기록사료학개론 3 1 3(3)
선택 15434 한국사상·문화사 3 2 3(3)
선택 16393 동양고전탐구(구, 지역사료강독) 3 1 3(3)

국어교육과

선택 08080 국어표기법(추후 개설) 2 1 3(3)
선택 10109 독서교육론 2 2 3(3)
선택 10361 작문교육론 3 1 3(3)
선택 13486 국어논리및논술 4 1 3(3)
선택 15942 현대문학강독세미나 4 2 3(3)

  2) 벤처창업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특이사항 필수 교과목은 학번에 상관없이 6학점만 이수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Superstar College
교양학부

필수 15032 스마트한창업 전체 1, 2 3(3)
필수 15506 4차산업혁명과창업비즈니스모델 전체 1, 2 3(3)
선택 16536 숨은창업비즈니스모델찾기 1 1, 2 3(3)
선택 15272 창업과기술트렌드 전체 1, 2 1(1)
선택 15220 Startup을위한창의적문제해결 전체 1, 2 3(3)
선택 15697 창업아이디어 전체 1 2(2)
선택 14055 기업가정신과벤처창업 전체 1 2(2)
선택 11455 소자본창업실무 전체 1 2(2)
선택 14926 창업시뮬레이션 전체 1 3(3)
선택 15549 창업과리더십 전체 2 2(2)

선택 16144 농생명벤처창업(구, 창의적사고와창업아이템) 전체 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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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선택 15527 4차산업시대의새로운창업 전체 2 2(2)
선택 15813 소셜미디어창업마케팅 전체 2 3(3)

경영학과

선택 15107 벤처창업경영론 3 1, 2 3(3)
선택 15101 글로벌경영 3 2 3(3)
선택 15104 마케팅조사와실습 3 2 3(3)
선택 12254 경영전략 4 1, 2 3(3)
선택 12668 기술경영 4 2 3(3)

회계세무학과

선택 14716 중급재무회계1 2 1 3(3)
선택 05251 원가회계 2 1 3(3)
선택 14720 중급재무회계2 2 2 3(3)
선택 14718 세법총론 2 2 3(3)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4722 식품가공 2 2 3(3)
선택 15368 발효미생물학및실험 3 1 3(4)
선택 15820 기능성식품디자인및실험(캡스톤디자인) 3 2 3(3)

선택 16354
데이터분석기초
(구, 농산식품가공학및실험(캡스톤디자인))

3 2 3(3)

선택 14728 농생명식품실전창업멘터링(캡스톤디자인) 4 1 3(3)

건축공학과

선택 06010 건축일반구조 1 1 3(3)
선택 16453 건축CADⅠ 1 1 3(3)
선택 08945 건축환경공학 1 2 3(3)
선택 12471 건축재료학 2 1 3(3)
선택 14696 구조역학 2 2 3(3)

기계시스템공학과

선택 15745 기계CAD(2) 3 1 3(3)
선택 15832 캡스톤디자인 4 1 3(3)

선택 15825 로봇시스템 4 2 3(3)

기계자동차공학과

선택 12338 공학설계입문 1 2 3(3)
선택 10581 CAD 2 2 2(3)
선택 16341 캡스톤디자인(구, 캡스톤디자인(2)) 4 1 3(3)
선택 16204 전기자동차(구, 미래형자동차) 4 2 2(2)

산업공학과

선택 15216 생산운영관리 3 1 3(3)
선택 15217 생산계획및통제 3 2 3(3)
선택 15207 디지털설계응용 3 2 3(3)
선택 14422 기술경영과특허 4 1 3(3)
선택 15202 산업안전공학 4 2 3(3)

정보통신공학과

선택 10738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습 2 2 3(3)
선택 09568 웹프로그래밍 2 2 3(3)
선택 07157 컴퓨터네트워크 3 1 3(3)
선택 12114 모바일프로그래밍 3 2 3(3)
선택 06390 이동통신 4 1 3(3)

컴퓨터공학과

선택 16005 임베디드시스템(구,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 1 3(3)
선택 05541 소프트웨어공학 4 1 3(3)
선택 05559 컴퓨터네트워크 3 2 3(3)
선택 10278 모바일응용 3 2 3(3)
선택 06675 운영체제 2 2 3(3)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선택 11711 기초나노과학 1 2 3(3)
선택 11716 소재공학개론 2 2 3(3)
선택 14360 소재과학과창업 3 2 3(3)
선택 14023 탄소소재의합성및응용 4 1 3(3)
선택 12055 소재공학특론 4 2 3(3)

토목환경공학과

선택 12714 철근콘크리트설계및실험 3 2 3(4)
선택 05873 강구조공학 3 2 3(3)

선택 05566 교통공학 4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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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육학

    □ 이수기준

    

구분 학번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비고
구분 필수 선택

복수
전공

2013학번 이전 36학점 이상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2013학번 이전 15학점 21학점

2014학번 이후 5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 30학점 이상
2014~2016학번 21학점 30학점
2017학번 이후 39학점 12학점

신청
자격

참여학과(가정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예술심리치료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

    □ [2013학번 이전]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영역 교과목(중앙정부)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선택 07120 폐수처리공학 4 1 3(3)
선택 13030 전산지반설계 4 2 3(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2 아이디어발상 2 1 3(3)
선택 13263 창의적소재개발 2 2 3(3)
선택 14539 게임창업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4 1 2(2)
선택 13258 게임UX디자인 4 1 3(3)
선택 13259 게임마케팅 4 2 3(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3541 자바프로그래밍 2 1 3(3)
선택 15572 웹프로그래밍(구, 웹프로그래밍기초) 2 2 3(3)
선택 15574 스마트폰앱개발(구, 스마트폰어플개발기초) 2 2 3(3)
선택 16320 고급빅데이터응용 3 2 3(3)
선택 14359 스마트콘텐츠창업 4 1 3(3)

관광경영학과

선택 14501 여행사경영실무론 2 2 3(3)
선택 15884 관광컨텐츠기획론(구, 이벤트비지니스론) 3 1 3(3)
선택 14500 녹색관광창업 3 1 3(3)
선택 16406 고객서비스의이해(구, 서비스관리론) 3 2 3(3)
선택 14201 문화관광캡스톤디자인 4 1 3(3)

외식산업학과 선택 15097 식품과영양학 3 2 3(3)

패션산업학과

선택 16416 기초의류설계(구, 스마트의류설계) 1 2 3(3)
선택 09056 섬유재료학 2 1 3(3)
선택 09046 패션마케팅 2 2 3(3)
선택 13720 패션정보분석 3 1 3(3)
선택 08444 서양복식문화사 3 2 3(3)

한식조리학과

선택 14214 외식산업의이해 1 1 3(3)
선택 13115 주방관리실무론 3 1 3(3)
선택 16218 글로벌식생활문화(구, 세계음식문화) 3 2 3(3)
선택 15482 한식창업및경영 4 1 3(3)
선택 13800 단체급식 4 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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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학번~2016학번]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영역 교과목(중앙정부) 이수과목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교사론, 
보육과정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과목)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2017학번 이후] 교육과정 이수 기준표

    

영역 교과목(중앙정부) 이수과목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필수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필수 

보육지식과 기술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구분
(2014학번-
2016학번)

이수구분
(2017학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보육학
연계교과목

필수 필수 14486 보육교사론 2 1 3(3)
선택 필수 15605 아동과학지도 2 2 3(3)
선택 필수 12611 언어지도 4 2 3(3)

가정교육과

필수 필수 15651 영유아발달 1 1 3(3)
필수 필수 13068 보육학개론 1 2 3(3)
선택 필수 15656 아동관찰및행동연구 2 1 3(3)
필수 필수 13480 보육과정 2 2 3(3)
선택 선택 09808 부모교육론 3 2 3(3)

사회복지학과
선택 선택 0675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1 2 3(3)
선택 선택 08537 지역사회복지론 2 1 3(3)
선택 선택 06773 가족복지론 4 2 3(3)

영역 교과목(중앙정부) 이수과목

지역사회 협력 등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보육교사(론), 자원봉사(론)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6학점) 이상



                                                                Ⅳ. 다전공 이수제도

  4) 식품영양학

    □ 이수기준

    

구 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55학점 8과목(24학점) 이내 13과목(31학점) 이상 2학점 53학점
특이사항 필수 교과목은 학번에 상관없이 6학점만 이수
신청자격 참여학과(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학생만 이수 가능

졸업자격
- 영양사실무실습 2학점 필수 이수
- 영양사 자격시험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에 의거하여 총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 식품영양학 운영계획 및 교과목 이수 기준

    

전공이수
보건복지가족부령‘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시험 자격 취득 기준이 되는 
‘영역별 교과목(18과목) 및 학점(52학점) 이수 기준’에 부합하여야 전공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함

응시자격

영양사 응시자격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
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 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 식품영양학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구분
이수구분
(2014학번-
2016학번)

이수구분
(2017학번)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상담심리학과
필수 필수 15278 아동권리와복지 2 1 3(3)
선택 필수 14173 영유아교수방법론 2 2 3(3)
필수 필수 12313 보육실습 4 1 3(3)

작업치료학과
선택 선택 14725 정신건강론 1 2 3(3)
필수 필수 15759 영유아발달 2 1 3(3)

재활학과
선택 필수 15733 아동안전관리 2 2 3(3)
선택 선택 14225 특수아동이해 3 1 3(3)
선택 선택 11835 정신건강론 3 2 3(3)

예술심리치료학과
선택 필수 12521 아동미술 2 1 3(3)
선택 필수 14222 아동음악 2 1 3(3)
선택 필수 12693 놀이지도 3 2 3(3)

※ 2017학번부터‘영유아발달’ 교과목의 이수가 원칙이나, ‘영아발달’과 ‘유아발달’을 모두 이수

   한 경우에 한해서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6학점이 아닌 3학점으로 인정

   됨(학생의 소속학과 졸업사정 시에는 6학점으로 인정)

※ 2014~2016학번이 ‘유아발달’과 ‘영아발달’ 두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발달(3학

   점)’을 이수하고, 선택영역에서 1개 교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면 인정됨

※ ‘영유아발달(필수)’ 교과목의 경우 가정교육과와 작업치료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동일 교과목이

므로 이 중 1개 교과목만 이수

※ ‘정신건강론(선택)’ 교과목의 경우 작업치료학과와 재활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이 동일 교과목이므

로 이 중 1개 교과목만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학
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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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설교과목

영역 국가고시 교과목 전주대학교 개설교과목 개설학과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생화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공중보건학 미개설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한식조리학과

7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가정교육과
고급영양학 고급영양학 식품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식품영양학
식사요법 식사요법 식품영양학
영양교육 영양교욱및상담실습 가정교육과
임상영양학 임상영양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지역사회 영양학 미개설
영양판정 영양판정 식품영양학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학
한식조리학과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가정교육과
식품화학 식품화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식품가공및저장학 식품가공
한식조리학과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조리원리 한국조리
한식조리학과
가정교육과

실험조리
조리과학

한식조리학과
가정교육학과

실험조리 한식조리학과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관리 단체급식 한식조리학과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 급식경영학 식품영양학
식생활관리 식생활관리학 가정교육과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한식조리학과

식품위생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실습 영양사현장실습 영양사실무실습 식품영양학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전체 18과목(52학점) 이상
※ 위의 교과목명이나 국가고시 인정 교과목에 “∼및 실험”, “∼및 실습”, "∼실험", "∼실습”, "∼학”, "∼연
   습”, "∼Ⅰ 과 Ⅱ”, "∼관리”, "∼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위의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한다.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식품영양학
연계교과목

선택 14304 영양판정 전체 1 3(3)
선택 16108 식사요법 전체 1 2(2)
선택 13739 생애주기영양학 전체 2 3(3)
선택 16110 급식경영학 전체 2 2(2)
선택 16111 고급영양학 전체 2 3(3)
필수 16584 영양사실무실습 4 2 2(2)

한식조리학과

선택 14849 한국조리 1 1 3(4)
선택 09005 영양학 2 1 3(3)

선택 14721 식품가공 3 1 3(3)

선택 11489 단체급식 4 1 3(3)
선택 08434 식품학 1 2 3(3)
선택 08999 조리과학 2 2 3(3)
선택 14631 식품위생 2 2 3(3)



                                                                Ⅳ. 다전공 이수제도

  5) 중국비즈니스

    □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참여전공
이수학점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5학점 이내 21학점 이상 18학점 18학점
신청자격 참여학과(중국어중국학과, 물류무역학과) 학생만 이수 가능

    □ 개설교과목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중국어중국학과

필수 14985 중국어회화 2 1 3(3)
선택 14984 중국어권문화 2 1 3(3)
필수 14986 중국어듣기와표현 2 2 3(3)
필수 14748 중국어문법의적용 2 2 3(3)
선택 08166 중국문학개론 2 2 3(3)
선택 13902 비지니스중국어 2 2 3(3)
선택 15518 중국기업과경영 2 2 3(3)
선택 10866 고급중국어연습(1) 3 1 3(3)
선택 11975 현대중국사회 3 1 3(3)
선택 11570 중국근현대사(추후 개설) 3 1 3(3)
선택 08163 중국어학개론 3 1 3(3)
선택 11572 고급중국어연습(2) 3 2 3(3)
선택 05124 시사중국어 4 1 3(3)
선택 06037 중국학특강 4 1 3(3)

물류무역학과

필수 05244 무역실무 2 1 3(3)
필수 14643 물류관리론 2 1 3(3)
필수 14642 무역학개론 2 2 3(3)
선택 14918 무역영어 2 2 3(3)
선택 15791 인터넷무역실무(구, 인터넷무역) 2 2 3(3)
선택 16507 기업경제이해(구, 기업경제및현장실습의이해) 2 2 3(3)
선택 07587 국제마케팅 2 2 3(3)
선택 06761 유통경로관리 3 1 3(3)
선택 06779 국제물류관리 3 2 3(3)
선택 15453 세계지역시장의이해 3 2 3(3)
선택 12280 글로벌경영사례 4 2 3(3)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

선택 10860 생화학 2 1 3(3)
선택 10967 영양학 2 1 3(3)
선택 12546 인체생리학 1 2 3(3)
선택 11379 임상영양학 4 2 3(3)
선택 10861 식품화학 2 2 3(3)
선택 10965 식품미생물학 2 2 3(3)
선택 14722 식품가공 2 2 3(3)
선택 14641 식품위생법규 3 2 3(3)

가정교육과

선택 08134 영양학 2 1 3(3)
선택 10605 식품학 2 2 3(3)
선택 07614 한국조리 3 1 3(4)
선택 14597 영양교육및상담실습 4 1 3(3)
선택 07101 조리과학 2 1 3(3)
선택 07099 식생활관리학 4 2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