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일: 2021년  3월 17일 

시행일: 2021년  3월 17일

수  정: 2021년  7월  5일

       2022년  7월  15일

제1조  (목적) 본 학부과목 운영 세칙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결정

한 졸업 사정 기준과 학부과목 대체인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학과운영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언론홍보영상학부졸업시 필요한 전공기초 과목은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으

로 규정한다. (*예외: 2009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전공기초 과목은 ‘언론학개론’ 한과목이다)

제3조  단일전공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편입생,글로벌기초교육학부 입학자 동일)

① 단일전공은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을 포함하여 총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입학년도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 이전 입학자는 ‘언론학개론’을 포함 총 48학점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2010년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을 포함하여 ‘미디어와사회’, 

‘광고의이해(구 광고론)’, ‘방송의 이해’,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PR론’의 5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 중 3과목을 포함하여 총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2011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을 포

함하여 6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 중 4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 세부전

공은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2개과목]: 

   ‘미디어와사회’,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구 휴먼커뮤니케이션론)’ 

▶ 커뮤니케이션 제도, 경영, 문화[2개 과목]: 

   ‘방송의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구 정보사

회론)’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미디어[2개 과목]:

   ‘광고의이해’, ‘PR론’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사정 및 학부과목 운영세칙

2011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들의 졸업요건

전공기초(2과목) 언론학개론, 언론학연구방법론

전공선택(4과목)

세
부
전
공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미디어와사회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구 휴먼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 

제도, 경영, 문화

방송의 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

와 사회변동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미디어

광고의 이해(구 광고론)

PR론



4) 2018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 방법론’을 포

함하여 9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사회’, 

‘방송의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빅데이터와사회’, 

‘PR론’, ‘광고의이해’, ‘온라인저널리즘’,‘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중에서 4개를 선

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5) 2020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 방법론’을 포

함하여 10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미디어와사회’,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방송의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광고의이해’, ‘PR

론’, ‘저널리즘의이해(구 뉴스의사회학)’, ‘빅데이터와사회’,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온라인미디어분석’)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6) 2022년 8월 졸업을 기준으로 ‘위험사회와 미디어’, ‘빅데이터와사회’ 2과목은 전

공필수 과목 중 ‘미디어와 사회’와 과목간 유사성이 매우 높아 졸업심사에서 대

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2년 8월 졸업 심사부터 학생은 별도의 신청없

이 적용되며, 위 모든 내용은 복수전공생(캠퍼스내/간 1,2전공 모두 포함), 졸업

예정자 복수전공생 및 학사편입생에게도 해당 된다. (2022.07.15.신설)

제4조  복수전공(1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졸업요건은 제3조의 단일전공생의 요건과 같다. 

다만, 전공 학점의 총합은 36으로 한다.

① 2010년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을 포함하여 ‘미디어 와사회’, 

‘광고의이해(구 광고론)’, ‘방송의이해’,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PR론’의 5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 중 3과목을 포함하여 총 36학점 을 이수해야 한다.

② 2011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 을 포함

하여 6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 중 4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 세부전공은 

다음과 같다.

▶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2개과목]: 

   ‘미디어와사회’,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구 휴먼커뮤니케이션론)’ 

▶ 커뮤니케이션 제도, 경영, 문화[2개 과목]: 

   ‘방송의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미디어[2개 과목]:

   ‘광고의이해’, ‘PR론’ 

③ 2018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 을 포함

하여 9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사회’, ‘방송의 

2011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들의 졸업요건

전공기초(2과목) 언론학개론, 언론학연구방법론

전공선택(4과목)

세
부
전
공

커뮤니케이션과정과 효과

미디어와사회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구 휴먼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케이션 

제도, 경영, 문화

방송의 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

(구,미디어와사회변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미디어

광고의 이해(구 광고론)

PR론



이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빅데이터와사회’, ‘PR론’, 

‘광고의이해’,‘온라인저널리즘’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이 수

해야 한다. 



④ 2020년 입학자와 그 이후의 입학자는 ‘언론학개론’과 ‘언론학연구방법론’ 을 하여 

10개의 전공선택 필수과목들(‘미디어와 사회’, ‘대인관계와커 뮤니케이션’, ‘방송의이

해’, ‘<디지털미디어와사회변동(구,미디어와 사회변동)>’, ‘광고의이해’, ‘PR론’, ‘저널리

즘의이해(구 뉴스의사회학)’, ‘빅데이터와사회’, ‘인터랙티브스토리텔링’, ‘온라인미디어

분석’)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제5조  복수전공(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및 부전공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전공(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및 부전공의 경우 학번에 따른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다.

② 복수전공(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및 부전공의 경우 ‘언론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③ 복수전공(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은 ‘언론학개론’을 포함하여 총 36학점을 

,부전공은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복수전공(2전공 언론홍보영상학부) 및 부전공의 경우 언론학연구방법론을 

전공선택으로 분류한다. 

제6조  학사편입 및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학사편입의 경우 필수이수과목은 입학연도에 따른 단일전공 졸업요건과 동일하며 

졸업을 위한 총 졸업학점은 58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의 경우 필수이수과목은 입학연도에 따른 단일전공 

졸업요건과 동일하며 졸업을 위한 총 졸업학점은 51학점으로 한다.

제7조  전공인정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설한 다음의 공통과목은 학번제한 및 전공인정상한 없이 

언론홍보영상학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②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설한 다음의 공통과목은 최대 1과목(3학점)까지 전 언론홍보영

상학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되, 이 중 ‘온라인미디어(COM4202)’를 이수한 경우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을 ‘데이터언론학(COM3164)’를 이수한 경우는 

‘데이터사회과학’을 전공선택과목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정번호 교과목명

SOS2001 사회과학도를위한법의이해

SOS4001 사회과학자양성세미나

학정번호 교과목명

SOS2003 파이썬을이용한온라인데이터분석

SOS3002 디지털도시

SOS4002 데이터사회과학

SOS2002 데이터기반사회분석

SOS3001 디지털인류학연습



③ 위 사항은 2021학번(신입생)부터 적용한다.(2020학번까지는 사회과학대학 

공통과목은 제한 없이 모두 인정한다.)

제8조  이 규정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 

세칙을 추가 보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