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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M1 M2 M3 M4 M5 M6

의예과: 기초교양/기초의학 의학과(본과): 기초의학심화+임상의학(실습)

• 전 공: 4학점
• 신입생필수교양
-영어쓰기
-영어발표
-소프트웨어

• 전 공:29학점
• 의예과수료
- 총81학점이수
-교양: 48학점
전공: 33학점

-삼품취득완료

• 41학점이수
• 1학기까지수원,
2학기부터서울

-2학기부터
임상교육준비위한
‘임상기초의학’ 

• 41학점 이수
• PBL 강의
• 조별단위의

문제해결능력
및팀웍강화

• 47학점이수
• 임상실습시작
(진료과별순환수업)
• 연단위수업
(2학기만성적산출)

• 44학점이수
• 임상실습계속

(강북/창원병원)
• Elective Program
-1월(4주간)
-국내외임상/
연구기관

영역별
이수기준!

☞ 총 81학점 이수
☞영역별 교양강좌 48학점 이수
☞의예과 전공 33학점 이수
☞삼품취득완료

☞ 전공학점 총 173학점 이상 이수
☞ 6년 (또는 4년) 평점평균 2.5 이상 달성
☞ 삼품취득완료

의예과 신입학생 (2020)



필수수강강좌안내

의예과 신입학생 (2020)

1 전공수업

과목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수강학기 비고

전공일반 인문과나 2 1-1

전공일반 인문과인간 2 1-2

전공일반 인문과사회 2 2-1

전공핵심 유기화학1 3 2-1

전공핵심 분자세포생물학및실험 3 2-1

전공핵심 인체유전학기본 2 2-1

전공일반 인문과삶 2 2-2

전공핵심 인체의구조와발생 5 2-2

전공핵심 인체의기능 4 2-2

전공핵심 인체의미세구조와기능 3 2-2

전공핵심 인체대사와세포조절및실험 5 2-2

실험실습 일반실험생물학 2 1학기 (자유선택) 1,2학년공통과목(5명가능)

실험실습 고급실험생물학 2 2학기 (자유선택) 1,2학년공통과목(5명가능)

※ 한학기수강가능학점: 27학점
※ 의예과수료기준: 전공핵심(25학점)+전공일반(8학점)



필수수강강좌안내

의예과 신입학생 (2020)

2 영역별 교양수업

성균인성·
리더십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미래

(SW/AI)
글로벌

균형교양
인문사회
과학기반

자연과
학기반

교양
이수
학점
소계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
기술

2 3 3 4 6 6 3 3 3 15 48 이상

2020-1학기: 컴퓨팅사고와SW코딩(2) 2020-1학기: 영어쓰기(2)

※ 필수이수교양중, 고전·명저영역‘고전명저북클럽’(3학점), 글로벌영역의‘영어쓰기’(2학점), 미래

(SW/AI)영역의‘컴퓨팅사고와SW코딩’(2학점) 은학부대학에서직권배정하여先수강신청진행

⇒ 배정된강좌를삭제시,복구가불가하며, 본인이다시수강신청을하여야함.

※ 교양학점은예과2학년1학기까지모두이수, 2학기부터는 full-time 전공

Tip) 1학년에게 TO 우선배정되는창의, 의사소통, 미래(SW/AI), 인문사회과학기반/자연과학기반수

업을 1학년에먼저수강하는것을권장함

2020-1학기: 고전명저북클럽(3)



캠퍼스교차수강
교과목안내
캠퍼스 교차수강 교과목이란?

우리대학에서는 202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캠퍼스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입생들은 1학년 필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교차수강 교과목을 학기별로
매주 금요일, 해당 교과목 개설 캠퍼스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1학년 필수 교과목

- “고전·명저북클럽” 교과목 (인사캠 개설)

- “창의적융합디자인” 교과목 (자과캠 개설)

이수시기 그리고 수강일

- 학기당 1과목씩 이수
- 수강일: 매주 금요일

수업 형식 및 수업 시간

- Flipped class 수업으로 3학점 3시간
- 매주 금요일 09:00~11:45, 12:00~14:45,

15:00~17:45

수강신청

- 대학에서 배정 예정이니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Class 구성은?

- 이 수업은 융합 활성화를 위해 다른 계열, 다른 학과 학생들과 섞여서 토론식
수업형태로 진행되는 융합 활성화 수업입니다.

- 소계열 학생(경영, 글로벌계열, 사범, 예술, 전자전기공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글로벌바이오메디컬, 의대 등)들은 인사캠/자과캠 학생이 어우러져 융
합 Class를 구성하여 “고전·명저 북클럽"과 “창의적융합디자인” 교과목을 수강
합니다.

교통편 안내
- 캠퍼스 교차수강을 위한 교통편은 2월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고전명저북클럽교과목안내



수강권장과목안내

의예과 신입학생 (2020)

고등학교 때 과학 선택과목으로 화학, 생물학을 공부 했나요?

• 2017학번부터 6년제교육과정도입, 예과 2-2학기부터기초의학전공과목수강

• 고교과정에서화학2, 생물2를배우지않았을경우, 수업을따라가기어려움

• 예과 1학년때, 관련과목을미리수강하여예과 2학년전공수업대비필수!

(고급)일반화학1, 2
(고급)생명과학1, 2
(고급)일반물리학2
일반화학실험1,2 1, 2

자연
과학
기반

2020 
새내기대학생활안내서

P. 64 참고



유급기준

1 유급이란?

타단과대학학생들의‘학사경고’ 제도를대신하여의과대학에서진급누락하는

경우‘유급’ 에해당되고, 해당학년의강좌를재수강하여야한다.

※단, 전공과목중B 이상취득과목은유효

유급학점기준

-전공과목중‘F’등급을 (한과목이라도)받는경우

-학년도(1,2학기통합)평점평균2.0 미만일경우

2

정상
M3-1

정상
M3-2

정상
M4-1

전공F
M4-2

재수강
M4-1

재수강
M4-2

정상
M5-1

유급 장학금x

수업연한포함



삼성장학생장학금지급기준

1 삼성장학금 지급기간: 수업연한

- 의예과 신입학생: 총 4학기 (등록금의 100%)

※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로 지급받지 못한 학기 포함

취득학점 및 성적기준

- 직전학기 과락 없이 12학점 이상 이수

※ 전공, 교양 구분 없이 F 등급이 없어야 함

- 평점평균 3.5 이상

2

3 장학금 영구탈락 기준

- 삼성장학금 지급기준을 2회 미달할 경우, 삼성장학생 자격 영구 상실* 



국가장학금신청

■신청기간 : 2020년02월03일~ 2020년03월10일

■서류제출및가구원동의기간 : 2020년 03월 12일 18:00까지
※ 서류제출및가구원동의대상자는반드시기한내에이를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국적학부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등모든학적신청가능
※ 재학학기계산시, 유급했던학기도모두포함하여계산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온라인신청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주소 : www.kosaf.go.kr 

더자세한내용은성균관대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공지사항-장학게시판확인



의과대학행정실031-299-6021

의학교육실031-299-6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