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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번 

졸 업 이 수 규 정 안 내

기 계 항 공 공 학 부 기 계 공 학 전 공 

Ⅰ  교과구분

교양과목

학문의 기초

학문의 세계

선택교양

전공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선택필수

전공선택일반

전공선택인정

※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전공과목, 경영학과 과목 중 지정된 10과목 

중에서 학부장이 승인하는 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51.101 경영학원론 , 251.204A 중급회계1, 251.205 회계원리, 251.209 

조직행위론, 251.215 조직구조론, 251.301 재무관리, 251.303 인사관리, 

251.332 현대경영이론, 251.321 마케팅관리, 251.322 국제경영



Ⅱ  졸 업 이 수 규 정

교양학점 
40학점 이상 ＋ 주전공

학점

단일전공이수 62학점이상

기
타 = 졸업(수료)학점 

130학점 이상+

다른전공병행이수★ 42학점이상

★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자

※ 서울대학교 학칙 제83조 (취득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복수전공·연합전공·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부전공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학칙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 제7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일 때 또는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학별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수업 편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②항

   ②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1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외국어 진행 강좌 

(대학영어 제외) 수강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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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양교과목 졸업이수규정

교양 40학점 이상

영역 필수과목 [학년-학기] 학점 비고

학문의
기초

사고와 표현 [1-2] 글쓰기의 기초 3

외국어 [1-1,2] 외국어 2개 교과목 4-6
• 입학 시 TEPS 900점 이하인 
학생은 영어 1과목 필수 이수

수량적 
분석과 추론

[1-1] (고급)수학 및 연습 1 3

[1-2] (고급)수학 및 연습 2 3

[2-1] 공학수학 1 3

[2-2] 공학수학 2 3

과학적 
사고와 실험

[1-1] (고급)물리학 1, 물리학실험 1 4

• 통계학 및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역에서 선택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학기에 실험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 고교과정에서 물리 1,2를 모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물리학 
1,2’대신 물리의 기본 1,2 를 
이수해도 됨. 단, 물리학실험 1,2 
중 해당실험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여야 함.

[1-2] (고급)물리학 2, 물리학실험 2 4

[1-1,2] 화학 1․2, 생물학 1․2, 화학, 
생물학, (통계학), 화학실험 1․2, 
생물학실험 1․2, 화학실험, 생물학실험,
(통계학실험) 중 총 4학점

4

컴퓨터와 
정보 활용

[2-1]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3

학문의 
세계

언어와 문학

6

• 5개영역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중 2개 영역 
이상에서 6학점 이수

* 아래 참조

문화와 예술 *(3)

역사와 철학

정치와 경제

인간과 사회 *(3)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 전체 교양 교과목 중 학생이 자유롭게 추가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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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인간과 사회’

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문화와 예술’에

서도 이수 가능함.

※ (통계학), (통계학실험)은 수량적 분석과 추론 영역에 속하는 교과목이나 과학적 사고와 실험 영

역 이수로 인정함.

※ 별도의 절차를 통해‘컴퓨터의 기초,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교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에서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문의 기초(컴퓨터와 정보 활용)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전체 교양최저이수학점은 충족시켜야 함.

※ 위 교양 이수규정과는 별도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공과대학에서 지정한 아래 사회성, 창의성 

교과목군 중 각 1과목(각 3학점) 총 2과목(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성 교과목군의 3학점 필수 

이수는 학문의 세계 영역‘인간과 사회’에서도 이수 가능하며, 창의성 교과목군 3학점 필수 이수

는 학문의 세계 영역‘문화와 예술’에서도 이수 가능함. (이수에 관하여 학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구분 교과목

사회성 교과목군

(교양) 054.027 창업과 경제 
(교양) 046.017 기술과 경제  
(교양) 054.025 공학윤리와 리더십 
(교양) 054.028 특허와 기술창업 
(전공) 400.212 기술과 창업 
(전공) 400.025 현대기술과 윤리적 사고 
(전공) 400.513 공학기술의 역사 
(전공) 400.213 이노베이션과 창의력 실습 
(전공) M2177.000100 공학인을 위한 경영
(전공) M2177.000700 공학도의 도전과 리더쉽3 (2013, 2014학번만 해당)

창의성 교과목군

(교양) 054.019 현대도시건축산책
(교양) 054.021 창조와 디자인 
(교양) 054.022 테크놀러지와 예술: 전시예술공학
(교양) 054.020 소리의 과학과 악기제작 체험 
(전공) 400.018 창의공학설계
(전공) 400.318 디지털아트공학 
(전공) 406.549 창의적 기술지능 
(전공) 406.324A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
(전공) M2177.002300 다학제 창의적 제품개발 
(전공) M2177.002400 글로벌 창의적 제품개발

※ 필수과목에 병기된 이수학기는 권장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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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학사과정 전공과목 이수표준형태

구분    Ⅰ(1학기) Ⅱ(2학기)

1학년 400.018 창의공학설계 

2학년

M2794.001000 고체역학 400.003 공학수학 3

M2794.001100 열역학 M2794.001400 역학과 설계 

M2794.001200 동역학

M2794.001300* 유체역학

3학년

M2794.001500

M2794.001600

기계공학실험 1
또는
기계공학실험 2

M2794.001500

M2794.001600

기계공학실험 1
또는
기계공학실험 2

M2794.001700 기계제품설계 M2794.001800 재료와 제조공정

M2794.001900 기계진동학 M2794.002100 시스템제어이론 

M2794.002000 응용유체역학 M2794.002200 응용열역학

M2794.002300 내연기관 M2794.002400 컴퓨터이용설계 및 제작 

M2794.002500 기계시스템해석 M2794.002900 마이크로기전시스템의 기계공학응용

M2794.002600 열전달 

M2794.002700 로봇공학입문 

M2794.002800 센서개론

400.~ 공과대학 공통교과목 4과목 중 1과목 필수 
400.015 산업공학개론, 400.019A 전기.정보공학개론,400.020 재료공학개론, 400.023 화학생물공학개론

4학년

M2794.003000 컴퓨터시뮬레이션과 설계 M2794.003100 메카트로닉스개론 및 실습 

M2794.003200 환경열공학 M2794.003300 자동차공학 

M2794.003600 최적설계 M2794.003400 최적에너지시스템설계 

M2794.003700 음향시스템공학개론 M2794.003500 마이크로가공생산 

M2794.003800 유동과 설계 M2794.003900 생체유동

M2794.004000 마이크로-나노 기계공학) M2794.004100 연소 및 대기환경공학 

M2794.004200 기계시스템설계 1 M2794.004300 기계시스템설계 2

M2794.004500 기계산업경영 1 M2794.004400 통합기계설계 및 해석 

M2794.004800 역학과 파동 M2794.004600 기계산업경영 2

M2794.012000 고체강도거동학 M2794.004700 생체역학과 기계공학적응용 

Ⅳ  기계공학전공 전공교과목 졸업이수규정 

※ 학사과정 전공과목 이수표준형태는 2014학번부터 적용하며, 2013학번 이전 입학생은 종전 

전공과목 이수표준형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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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이수규정 

  ①공과대학 공통교과목 400.018 창의공학설계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② 아래 공과대학 공통교과목 4과목 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400.015 산업공학개론, 400.019A 전기.정보공학개론, 400.020 재료공학개론, 400.023 화학생물공학개론

  ③ *는 전공필수 과목임.
  ④기계공학전공은 다음 6개 교과목 중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M2794.001400(446.203A) 역학과 설계

     - M2794.002500(446.328) 기계시스템해석 

     - M2794.002600(446.343) 열전달

     - M2794.004000(446.467) 마이크로－나노 기계공학

     - M2794.003100(446.402B) 메카트로닉스개론 및 실습

     - M2794.002000(446.308A) 응용유체역학

  ⑤기계공학 전공은 ‘M2794.004200(446.471) 기계시스템설계 1’, ‘M2794.004300(446.472) 

기계시스템설계 2’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 두 과목은 학사논문과목으로 한 학기당 한 

과목을 이수하여 1년간 이수하여야 함.

  ⑥ 학부 내규에 의한 이수규정을 따라야 함. 

[경과조치] 변경된 이수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번 이전 입학생은 종전 전공과목 이수규정을 따른다. 

※ 복수전공 이수규정 : 학부내규에 의함. 

※ 부전공 이수규정 : 학부내규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