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프로그램 이수요건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사과정용)

공통 이수요건은 반드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수학점: 총 18학점 이상 이수 (연구학점 제외)
▣ 전공필수: 3학점(2과목 중 1과목 선택)
▣ 선택: 총 15학점 이상 이수
※정책관련 기관 인턴십으로 연구학점 3학점까지 취득 가능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단기 실무 경험 시
인턴활동기간에 비례하여 학점부여(1개월 당 1학점)
※교과목일람표에 포함된 과목들에 한하여, 주전공, 다른 부전공 또는 인문사회선택 교과
목과 중복될 경우 최대9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부전공자가 STP110을 이수한 경우, 기초선택 또는 전공선택 중 택1 가능(학점 중복인
정 안됨)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본 부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함.
○ 아래와 같이 지정한 대체과목 인정은 폐지함(2013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
- STP210 Power vs. Choice ⟶ HSS141 Power vs. Choice
- STP230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HSS230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STP243 인간, 기계, 사회 ⟶ HSS243 Humans, Machines, and Society
○ 아래 과목은 부전공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201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
- HSS100 과학사(2013년 봄학기까지 기이수한 경우에 한함)
- HSS101 과학기술과 철학(2013년 봄학기까지 기이수한 경우에 한함)
○ 아래 과목은 부전공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2015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
- HSS345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 아래 과목은 부전공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201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
- HSS201 과학기술혁명(2013년 봄학기까지 기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함)
- HSS231 과학기술과 윤리(2013년 봄학기까지 기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함)
○ 아래 과목은 부전공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불가함(2014학년도 봄학기부터 적용)
- HSS451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와 지향(2013년 가을학기까지 기이수한 경우에는 인정함)

과학기술정책학 부전공프로그램 이수요건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학사과정용)

공통 이수요건은 반드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이수학점: 총 18학점 이상 이수 (연구학점 제외)
○ 전공필수: 3학점
- STP230 과학기술정책(3), STP310 정책설계 실습(3) 중 택1

○ 전공선택: 전공선택 교과목 중 15학점 이상
※ 단, STP110 엔지니어의 삶(3)을 이수한 경우, 기초선택 또는 전공선택 중 택1 가능

○ 정책관련 기관 인턴십으로 연구학점 3학점까지 취득 가능
-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 민간단체에서 단기 실무
경험 시 인턴활동 기간에 비례하여 학점부여(1개월 당 1학점)
※타 학사조직 전공과목과의 중복 인정 불가

□ 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위 이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