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학과(부) 개설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 안내
- 학사과정 (통계학과 학부생, 자유전공학부 통계학 주전공 학생, 통계학 복수전공 학생) -

1. 인정 기준
  가. (교과목의 성격) 교과목의 성격이 통계학 전공에 부합한다.

  나. (기존 교과목과의 차별성) 통계학과에 유사 교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내용 중 통계학과 개설 

교과목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다. (내용의 난이도) 내용의 난이도가 통계학 전공으로 적절하다.

2. 인정 교과목
  가. (기 인정 교과목) 아래 학과(부)의 교과목은 통계학과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1) 수리과학부, 컴퓨터공학부 개설 전공 교과목

       (타 전공 및 타 학과(부) 학생을 위한 교과목 포함)

    2) 

        

학과(부) 교과목

경제학부 
 - 212.302 수리경제학 

 - 212.475 수리금융경제학 

 - M1314.001500 고급 경제학을 위한 수학

산업공학과
 - 406.433 금융공학개론

 - 406.315 경영과학 1

생명과학부  - 3346.218 생물정보학개론 

전기·정보공학부 
 - 430.314 확률변수 및 확률과정의 기초 

 - 430.457 지능시스템개론 

   나. (신청에 따른 인정 교과목) 가항 외의 교과목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

은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계학과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 가항 2)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 인정 절차
  가. (사전 신청 및 승인)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서」를 

제출한다.

      1) 강의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2) 심의 일정 상 “정규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수강신청 변경기간”에는 신청 불가

      3) 이수 후 사후 신청은 불가

  나. (학사위원회 심의) 통계학과 학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에 따라 학생이 신청한 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다. (학과장 승인) 통계학과장은 학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 인정 여부를 결정

하고 신청 학생에게 통보한다. 

4. 제출 서류
   가. [서식]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서

   나. 신청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단, 신청 기간 중 강의계획서 미입력 교과목은 전년도 강의계획서 제출 가능)

5.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방법
   가.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일체 접수 메일 계정으로 송부

   나. 심의 결과 통보 방법 : 메일 회신 



[서식]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서

붙임 : 강의계획서 0부.

위와 같이 타 학과(부)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합니다.

0000. 00. 00.

신청자 :  O O O

통계학과 학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 학생

학과(부) 학번 성명 이메일 핸드폰

신청 교과목

개설 학과(부)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담당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