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수전공과 후기 

복수전공 경험담 

1ㅇ학번 강 승 민 

우선 저는 관광개발이라는 곳에 복수전공을 하고 있다． 2학년때 

관광 마케팅 쪽에 콴심을 갖게 되아 복수전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복수잔공 초반단계이지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을 

하는 펀입니다． 

우선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 우리 과 전공과 병행하여 타과 전공 

을 들어야 함에 있어 어려운 점 이 많다． 다른 과 잔공을 들으려 

먼 아무래도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전공이기에 지인이 없다면 정 

보가 없어 힘들수도 있고， 혼자 듣게 되면 심심하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같이 정보공유 할 사람도 없고 또 생전 모르던 전공 공부 

를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의욕이 없기도 할것이고 시험에 대한 압 

박감이 많이 클 수밖에 없을 갓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수 

전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자신이 꼭 배우고 

싶은 전공이라면 이 런 걱정부터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얄들은 일단 시작하여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수전공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처음 복수전공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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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먼 다른 과 강의를 저학년부터 고학년으로 강의를 순서대 

로 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생전모르는 강의들이 엄청 모르는 강 

의들이 많아서 당황스러울 것이다． 아무래도 타과 강의 이기에 조 

심스럽게 묻고 또 물어 최대한 유익한 강의를 들어야 좋다· 그리 

고 강의를 들음에 있어 강의내용을 한번 놓치면 타과에 아는 선 

배들이 많지 않은 이장 조언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강의내용을 정리하는 갓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디든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강의마다 교수님들 강의스타일과 시험 

출제유형은 다양하기에 주변에 알아봐서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것 

이 좋을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일단 시작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전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신 

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꼭 하는게 맞는 걋이지만 주변에 이 

끌리거나 그냥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섕각 가지고는 하는 것이 

라면 복수전공은 절대 추천해드리 고 싶지 않네요． 그럴 바엔 우 

리과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를 같이하는 게 효과적일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우리 과 공부는 꾸준히 열심 

히 해주셔야 좋을 것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타과든 우 

리 과든 성적이 꼭 딸어지게 되있어요！ !! 이번학기 때 제가 그랬 

네요． 

제가 복수전공하면서 느꼈던 걋들 몇가지만 끄적이느라 이 글에 

는 복수전공을 함에 있어 제가 경험했던 것 위주로 현실적인 내 

용들만 다뤄겼는데 나중에 관광개발쪽으로 복수전공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졔든 찾아오시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공 

유해 드릴께요！!! 

마지막으로 성적에 대한 얘기인데 20살 때 21살 때 긔2학년 놀 

고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랸생각들 많이들 하실 꺼에요 아마… 그 

런데 긔2학년때 안하면 히4학년때 못했던거 다해야됩니다· 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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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때 성적 안나왔던 것들 고학년때 개이수하려면 정말 벅차기에 

미리미리 성적관리도 잘해두시고 하고싶은 공부도 많이해두시는 

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되요． 저도 1학년때는 놀고 군대갔다와서 

정신차리고 공부해야지 !!! 이런 생각으로 학교다니다가 안나온 

성적들 재이수하느라 창힘들답니다… 아무튼 공부는 미리미리 해 

주면 좋다！ 틀린말 하나없습니다． 놀땐 미치도록놀고 꽁부 할 땐 

미치도록 공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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