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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편성원칙․

교육과정의 편성원칙(2020학년도 입학자 적용)
Ⅰ.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원칙(교육과정 이수체계 참조)

1. 총 이수학점 : 인문․사회계열은 120학점, 사범대학은 127학점, 이학․공힉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128학점(단,

건축학전공은 152학점)

2. 교양교과목 영역 및 이수학점

가. 교양필수 : 29학점

나. 공통교양 이수학점 : 21학점 ｛ 기초교육 15학점, 소양교육 6학점(현대인과성서, 자기계발과미래설계,

기업가정신, 진로와경력관리) ｝

다. 균형교양 이수학점 : 8학점 ｛ 소양교육 2학점, 교양교육 6학점 ｝

* 균형교양 이수원칙

인문사회/예체능 : 균형교양(소양교육+교양교육)총8학점이상 필수이수 [교양교육①~③영역중 ③자연과학 포

함하여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이학ㆍ공학 : 균형교양(소양교육+교양교육)총8학점이상 필수이수 [교양교육①~③영역중 ①인문학 또는 ②사

회과학 포함하여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3. 전공학점 이수

① 심화전공시 : 66학점 이상(단 건축학 전공 108학점이상)

② 다전공시 : 36학점 이상(단, 사범계/일반학과 교직다전공 50학점, 건축학전공 72학점)

4. 부전공 이수 : 21학점 이상

Ⅱ. 다·연계·융합전공 이수 원칙

1. 다·연계·융합전공제도란

가. 다·연계·융합전공 : 4년(8학기) 내에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1전공 이수를 전제

로 제2, 제3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한 다·연계·융합전공별로 학위증 수여

나. 연계전공 :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한 가상의 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것으로 다·연계·융합전공과 동

일하게 학위증을 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다. 융합전공 : 2개 이상의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만든 교육과정을 주전공(제1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 다·연계·융합전공 신청과 선발

가. 다·연계·융합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6월 첫째주, 12월 첫째주 하이포탈의 “다·연계·융합전공/융합전공 신청”에서 제2전공이나 제3전공

을 선택하고 “신청/포기” Menu 중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나. 다·연계·융합전공자는 방학 중 선발하여 수강신청 전에 결과 안내

3. 다·연계·융합전공 신청 자격 및 시기

가. 다·연계전공 : 2학기 이수예정자부터 6학기 이수예정자까지 신청가능

(단, 2011학년도 입학자는 2학년 1학기 말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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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합전공 : 1학기 이수예정자부터 7학기 이수예정자까지 신청가능

4. 다·연계·융합전공 이수 제한

가. 다·연계·융합전공의 신청 및 포기 횟수 제한 없음

나. 전공별 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제3전공은 제2전공 이수 중인 이수한 경우에만 다·연계·융

합전공 신청이 가능.

다. 교직다전공은 비사범계학과의 경우 교직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전공별 입학정원 50%에 포함), 사범계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100% 이내 선발하며,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도 허용. 다만, 비사범계에서

사범계 학과로의 다전공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며, 사범계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더

라도 자격기준은 비사범계 자격기준(5호)으로 표시

5. 전공별 편제정원 50% (사범계 편제정원 100%) 초과시 선발 방법

제 1순위 : 전체 교과목 성적순

제 2순위 : 계열(학부) 기초과목 성적순

제 3순위 : 지망전공 교과목 성적순

6. 다·연계·융합전공 포기 절차

다·연계·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6월 첫째주, 12월 첫째주 하이포탈의 “다전공/융합전공 신청”에서 신청

된 제2전공이나 제3전공의 “신청/포기” Menu 중 “포기”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포기신청이 완료됨. 그러나 다·연

계·융합전공 시작 첫번째 학기에는 포기가 불가능

7. 다·연계·융합전공 포기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제1전공과 제2, 3전공 등록금이 서로 다를 때 다·연계·융합전공 교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차액의 1/2

을 다·연계·융합전공 신청부터 포기 이전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연계·융합전공 포기 순간에 다·연계·융합

전공 교과목의 이수기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포기를 해야만 함

8. 타 계열 다·연계·융합전공 이수시 등록금 산정

제1전공과 다른 계열로 다·연계·융합전공할 때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2을 다·연계·융합전공 승인 학기부터 납

부해야 함. 다만, 2000학년도 제1학기부터 다·연계·융합전공 승인을 받아 이수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9. 다·연계·융합전공 이수 학점

제1전공과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아래의 다·연계·융합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

여야 함

【표1】 다·연계·융합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10. 다·연계·융합전공 졸업 요건(제2, 3전공을 8학기 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제1전공 졸업요건을 만족(【참고1】의 입학년도별 제1전공 졸업이수학점 확인)했으나 제2, 3전공 졸업요건을 충

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제1전공만으로 졸업. 그러나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36학점 이상을 이

구분
입학년도

2006~2010 2011~2014 2015 이후
일반학과(전공) 36학점 36학점 36학점
건축학(5년제) 72학점 72학점 72학점
법학부 48학점 48학점 36학점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42학점 42학점 36학점
연계전공 - - 36학점

사범대학(교직설치학과)
2006~2008 2009~
42학점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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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다면 제2, 3전공의 부족한 학점에 대해서만 학점등록을 하여 다·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음.

11. 다·연계·융합전공과목의 교육과정 이수원칙

다·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 3전공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되, 입학년도 교육과정이 없

을 경우는 다·연계·융합전공 시작 시점의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함. 또한, 다·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자 하는 학생은 입학년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2011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과(전공)의 계열교양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학과(전공)의 전공기초과목 이수를 면제하나 필수 이수하도록 교과목을 지정한 학

과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주전공 및 다·연계·융합전공(제2, 3전공)의 교육과정에 동일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이수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중복학점은 6학점(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동일

과목은 주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중 2개 이내 전공에서만 중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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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
기초
(필수)

전공과목 교양과목

부전공 교과교육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선택소계

필수 선택

공통교양 선택필수 계열교양 계 교양선택

문과

대학

국어국문·창작학과 3 18 48 66 21 8 - 29 - 21 8 120
영어영문학과 0 9 57 66 21 8 - 29 - 21 11 120
외국어문학부 　
일어일문학전공 3 11 55 66 21 8 - 29 - 21 9 120
프랑스어문학전공 3 12 54 66 21 8 - 29 - 21 - 120
문헌정보학과 0 15 51 66 21 8 - 29 - 21 - 120

사학과 3 15 51 66 21 8 - 29 - 21 - 120
기독교학과 0 15 51 66 21 8 - 29 - 21 - 120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3 3 63 66 21 8 - 29 - - 9 127
영어교육과 0 14 52 66 21 8 - 29 - - 11 127
교육학과 0 9 57 66 21 8 - 29 - - 9 127
역사교육과 0 9 57 66 21 8 - 29 - - 9 127
미술교육과 4 14 52 66 21 8 - 29 - - 11 127
수학교육과 3 15 51 66 21 8 - 29 - - 11 127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과 15 0 66 66 21 8 - 29 - 21 8 128
정보통신공학과 18 12 54 66 21 8 12 41 128
전기전자공학과 21 15 51 66 21 8 9 38 - 21 - 128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8 12 54 66 21 8 - 29 - 21 - 128
미디어영상전공 18 18 48 66 21 8 - 29 - 21 - 128

건축학과(5년제) 15 97 11 108 21 8 - 29 - - - 152
토목·건축공학부 0 　

건축공학전공 15 15 51 66 21 8 15 44 - 21 - 128
토목환경공학전공 15 18 48 66 21 8 15 44 - 21 - 128
산업경영공학과 12 6 60 66 21 8 - 29 - 21 - 128
기계공학과 12 18 48 66 21 8 18 47 - 21 - 128
화학공학과 0 17 49 66 21 8 15 44 21 128
신소재공학과 0 13 53 66 21 8 18 47 21 128

스마트융합공학부 0 0 66 66 21 8 0 29 21 128

경상

대학

경영학과 15 15 51 66 21 8 - 29 - 21 - 120
회계학과 9 15 51 66 21 8 - 29 - 21 - 120
무역학과 12 15 51 66 21 8 - 29 - 21 - 120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12 6 60 66 21 8 - 29 - 21 - 120

중국경제통상학전공 3 15 51 66 21 8 - 29 - 21 - 120
컨벤션호텔경영학과 0 6 60 66 21 8 - 29 - 21 - 120

법정

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9 15 51 66 21 8 - 29 - 21 - 120

법무법학전공 9 15 51 66 21 8 - 29 - 21 - 120
행정·경찰학부 　

행정학전공 0 18 48 66 21 8 - 29 - 21 - 120
경찰학전공 0 9 57 66 21 8 - 29 - 21 - 120

정치·언론학과 0 9 57 66 21 8 - 29 - 21 - 120

생명·

나노

과학

대학

생명시스템과학과 3 14 52 66 21 8 12 41 - 21 8 128
융합기술·경영학과(정원

외)
128

식품영양학과 0 18 48 66 21 8 6 35 - 21 - 128
화학과 0 18 48 66 21 8 18 47 - 21 10 128
수학과 0 12 54 66 21 8 12 41 - 21 8 128
간호학과 16 85 4 89 21 8 3 32 - - - 128

스포츠과학과 12 15 51 66 21 8 - 29 - 21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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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
기초
(필수)

전공과목 교양과목

부전공 교과교육
학점

졸업최저
이수학점필수선택소계

필수 선택

공통교양 선택필수 계열교양 계 교양선택

사회

적경

제

융합

대학

사회복지학과 0 12 54 66 21 8 - 29 - 21 - 120
아동복지학과 0 12 54 66 21 8 - 29 - 21 - 120
상담심리학과 6 0 66 66 21 8 29　 - 21 120

사회적경제기업학과 0 18 48 66 21 8 - 29 - 21 - 120

빅데이터응용학과 0 9 57 66 21 8 - 29 - 21 - 120

창의

융합

학부

연

계

전

공

광고․홍보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금융공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문화관광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국제개발비즈니스학

전공
0 6 30 36 - - - - - 21 - -

기록관리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중국지역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바이오기술마케팅전

공
0 6 30 36 - - - - - 21 - -

인도지역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베트남지역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문화재·박물관학전공 0 6 30 36 - - - - - 21 - -
다문화교육전공 0 6 30 36 - - - - - 21 - -

융

합

전

공

빅데이터전공 6 3 63 66 21 8 - - - 21 - 120
코스메틱사이언스전

공
6 6 60 66 21 8 - - - 21 - 128

융복합창업전공 0 6 30 36 - - - - - 21 - 120
사회적경제전공 0 12 54 66 - - - - - 21 - 120

과학기술·행정전공 1 6 60 66 - - - - - 21 - 128
XR스마트미디어전공 0 3 63 66 - - - - - 21 - 128

린튼

글로

벌

비즈

니스

스쿨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2 6 60 66 21 8 29 - 21 - 120

글로벌IT경영전공 12 15 51 66 21 8 29 - 21 - 120

조형

예술

학부

조형예술학부
융합디자인전공 12 9 57 66 21 8 29 - 21 9 128

회화전공 10 14 52 66 21 8 29 - 21 - 128
의류학전공 9 15 51 66 21 8 29 - 21 - 128

자유

전공

학부

자유전공학부
14~

15
- - - 21 8 29 - - - -

1) 채플은 Pass 과목이므로 졸업시까지 4학기“P"를 인정받아야 함.

2) 다전공시 전공을 각각 36학점(사범계 학과 및 교직과정 이수자 50학점, 건축학과 7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연계전공은 계열교양을 이수하지 않고 제2전공부터 36학점 이수함.

4) 본 배정표는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해당 배정표를 적용받음.

5) 한남사회봉사 졸업인증제 : 2005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남사회봉사단에서 운영되는 사회봉사활동 72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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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별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020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Ⅲ. 2019~2022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육과정 이수체계

구분 영역/분류 교과목명 학강실 개설학년/학기 비고

교양

필수
공통
교양
(21)

기초
교육
(15)

글쓰기 330 1학년 1학기
종합적사고와의사소통 330 1학년 2학기
Communicative EnglishⅠ 330 1학년 1학기

[Global Communicative Language]
①Communicative EnglishⅡ
②Communicative Chinese
③Communicative Japanese
④Communicative German
⑤Communicative French
⑥Communicative Spanish
⑦Communicative Vietnamese
⑧Communicative Russian

330 1학년 2학기 Communicative English Ⅱ 또는 제2외국어 
(②~⑧) 선택 이수

창의적사고와코딩 330 1학년 1,2학기 1학년 양 학기 개설
이·공학계열 계열기초
(기초과학교과) 0∼18 공학인증학과 MSC과목 중 

BSM과목

소양
교육
(6)

교시교육
(린튼인성)

채플(P-1-0) P10 1~2학년 4학기 이수
현대인과성서 330 1학년 1,2학기 1학년 양 학기 개설

신입생정착 자기계발과미래설계 110 1학년 1학기

사회적체험
(SL/CBL)*

기업가정신 110 2학년 1학기
한남사회봉사인증제 ‐ 전체학년 비교과
진로와경력관리 110 3학년 1,2학기 3학년 양 학기 개설

선택
필수

균형
교양
(8)

소양
교육
(2∼)

사회적체험

봉사활동Ⅰ,Ⅱ,Ⅲ(SL/CBL)*
지역특화 교과
융 합 캡 스 톤 디 자 인

(SL/CBL)*
캠퍼스 특화교양
글로컬문화·언어

110
220
212
330
322
313
936
633 전체 학년

영역별 최소이수 기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ㆍ균형교양(소양교육+교양교육)총 8학점 이상 

필수 이수
  [교양교육①~③영역 중 
   ③자연과학 포함하여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이학‧공학/간호계열
ㆍ균형교양(소양교육+교양교육)총 8학점 이상 

필수 이수
  [교양교육①~③영역 중 
   ①인문학 또는 ②사회과학 
   포함하여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신체적체험 군사학
체육관련 교과

정서적체험
실용교양
기타교양
외국인유학생 교과

교양
교육
(6∼)

①인문학 문학‧예술‧역사학‧철학‧
종교학 2∼3

②사회과학 정치학‧경제학‧사회학‧
심리학‧문화학 2∼3

③자연과학 수학‧물리학‧화학‧생물
학‧지구과학 2∼3

교양합계(교양필수 최저 이수학점) 29  *강의 : 29~33,  *실험(습) : 51~56,  *비교과 : 72~

전공

 계열/대학/학과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 이수방법별 최소 이수학점 졸업 
최저이수학점심화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트랙

인문사회, LGBS 0~12 0∼15 66 36+36 66+21 66+18 120
사범대학 0~12 0∼15 66 50+36(50) 66+21 66+18 127
이학, 공학, 간호 0~18 0∼15 66 36+36 66+21 66+18 128
예‧체능 0~12 0∼18 66 36+36 66+21 66+18 128
건축학과 0~18 0∼18 108 72+36 108+21 108+1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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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목 적 ･교 육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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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7~2018학년도 입학생 적용 교양필수과목 개설 학기 배정현황

대학명 영역명 교과목명

이
수
학
점

개설학년

개설학기
이수
회수1학기 2학기

사범대학

공과대학

경상대학

조형예술학부

린튼소양

채플 0 1,2학년 ● ● 4회

현대인과성서 3 1학년 ● 1회

자기계발과미래설계 1 1학년 ● 1회

기초교양

기초글쓰기 3 1학년 ● 1회

독서와소통 3 1학년 ● 1회

Communicative EnglishⅠ 3 1학년 ● 1회

Communicative EnglishⅡ 3 1학년 ● 1회

SW와컴퓨팅사고 2 1학년 ● 1회

1학년 이수학점 18 - 10 8 -

기초교양 고전읽기와토론 3 2학년 ● - 1회

균형교양 창업의이해 1 2학년 ● - 1회

2학년 이수학점 4 - 4 - -

균형교양 진로와경력관리 1 3학년 - ● 1회

3학년 이수학점 1 - - 1 -

1,347명 학점계 23 - 14 9 -

문과대학

법정대학

생명·나노과학대학

LGBS

자유전공학부

한남소양

채플 0 1,2학년 ● ● 4회

현대인과성서 3 1학년 ● 1회

자기계발과미래설계 1 1학년 ● 1회

기초교양

기초글쓰기 3 1학년 ● 1회

독서와소통 3 1학년 ● 1회

Communicative EnglishⅠ 3 1학년 ● 1회

Communicative EnglishⅡ 3 1학년 ● 1회

SW와컴퓨팅사고 2 1학년 ● 1회

1학년 이수학점 18 - 9 9 -

기초교양 고전읽기와토론 3 2학년 ● - 1회

균형교양 창업의이해 1 2학년 - ● 1회

2학년 이수학점 4 - 3 1 -

균형교양 진로와경력관리 1 3학년 ● - 1회

3학년 이수학점 1 - 1 - -

1,328명 학점계 23 - 1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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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17~2018학년도 개편 영역별 균형(일반)교양 편성 현황(147개 교과목)

영역명
(과목수)

교과목명(학점)
1학기 2학기

① 문학·예술
(14)

문학과영상의만남(3), 문화예술체험과컨텐츠기획(3), 시와광고와카피창작(3), 한국문학의이해
(3), 기독교음악의이해(3), 일본문학의이해(3), 디자인트렌드(3), 동시대문화와예술세계의이해
(3), 현대패션의이해(3), 미술의이해와감상(3), 유럽의고전음악과스토리텔링(3), 서양문학의이
해(3)
인문브리꼴레르프로젝트(3) 예술아티산프로젝트(3)

② 역사·철학·
종교
(14)

철학고전읽기(3), 현대사회의삶과윤리(3), 과학과철학(3), 사회와기독교(3), 서양역사문화산책
(3), 한국근현대사의이해(3), 한국민속과문화유산(2), 한국사의재조명(3), 아시아,역사와문화
(3), 한일문화교류사(3), 중국근현대사회의이해(3), 논리적추론과현실(3), 아름다움과미학적인
간(3), 철학입문(3)

③정치·경제·
사회·심리학·

문화학
(16)

인성심리학(3), 범죄학으로진실보기(3), 부동산학의이론과실제(3), 법학입문(3), 지적재산권법
개론(3), 통계의이해(3), 전쟁사(3), 정치학입문(3), 현대사회와미디어(3), 경제정의와불평등(3)
미시경제학입문(3), 글로벌시대의직업과무역

(3), 사회과학방법론(3), 중국의문화(3) 거시경제학입문(3), 중국의사회(3)

④자연과학
(18)

비주얼앱프로그래밍(2),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2), 종교와진화의과학이론(3), 유럽문화와건축
디자인(3), 지구와환경(3), 상대론의이해(3), 인류와미래에너지(3), ICT와4차산업혁명(3), 생명
이란무엇인가(3), 생물다양성과환경(3), 인간생활과미생물(3), 생활속의수학(2), 수학과예술(2),
영양학기초(3), 인간과과학기술(3), 자연의이해(3), 화장품과학및실험(3)

- 유비쿼터스정보사회(3)

⑤글로컬문화·
언어
(25)

고급실용중국어(2), 대학영작문(2), 영미문화의이해(2), 일본문화의이해(3), 일본어독해(2),
중국문화의이해(3), 중국어기초І(2), 중국어기초Ⅱ(2), 기초스페인어(2), 대학영문법(2), 중남미
문화와사회(2), 글로컬시대의문화번역(3), 기독교와다문화사회문제(3), 중국문화와언어(3), 유
럽문화의이해(3)

글로벌영어І(2), 영어인터뷰(2), 일본어기초І
(2), 프랑스어기초І(2), 글로벌독일어І(2)

글로벌영어Ⅱ(2), 일본어기초Ⅱ(2), 프랑스어
기초Ⅱ(2), 글로벌독일어Ⅱ(2), 세계영어특강
(3)

⑥진로와
직업윤리

(19)

기업가정신과창업(3),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창업(2), 소셜벤처창업실무(2), 창업경영론(3),
NCS기반채용준비(2), 국내취업역량개발(2), 대학생진로지도과정(CDP-C)(1), 비즈니스훈련
(BTC)(2), 신문읽기와경력개발(2), 중소(강소)기업의이해(2), 직업탐색과준비역량(2), 직장연
수(2), 취업과경제경영(TESAT)(3), 취업전략(2), 해외취업역량강화(2), 현장실무능력І(3), 현
장실무능력Ⅱ(3), 현장실무능력Ⅲ(3)

- 여대생리더십아카데미(여름)(2)

일반교양
(41)

비즈니스문서작성법(2), 대전의재발견(2), 인문학의향기(2), 한국어의이해І(영어)(3), 한국역
사의이해(중국어)(3), 한국의전통문화(중국어)(3), 한국학특강(영어)(3), 봉사활동І(1), 봉사활
동Ⅱ(1), 봉사활동Ⅲ(1), 오정골과대전이야기(2), 바이오아트의이해(3), 실용세무(3), 주거와문
화(3), 대화와스피치(3), 모델링과창의성개발(3), 자동차와문화(3), 지식정보의이해와활용(3),
생존수영(2), 웰빙과운동과학(3), 저항운동과자기관리(2), 탁구의이론과실제(1), 현대인의정신
건강(3), 글로벌정치경제CEO(3), 사진과영상(3), 노벨물리학상이야기(2)

함께사는아시아공동체(2), 한국어의이해І(일
본어)(3), 한국학특강(일본어)(3), 군사학І(3),
군사학Ⅲ(3), 스토리텔링한문(3), 다이어트의
과학적접근(1), 배구의이론과실제(1), 테니스
의이론과실제(1)

아시아의이해(2), 한국사회의이해(일본
어)(3), 군사학Ⅱ(3),군사학Ⅳ(3), 안전한삶을
위한도시디자인(3), 배드민턴의이론과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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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균형(일반)교양 편성교과목 현황

연번 신설
여부

이수
구분

신청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강-

실 핵심역량 편성학과/부서 영역명 개설학년/학기
1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29 고급실용중국어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1,2학기
2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27 글로벌영어Ⅰ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2학년/1학기
3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28 글로벌영어Ⅱ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2학년/2학기
4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96 대학영작문 2-2-0 실용·전문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
5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2 비주얼앱프로그래밍 2-2-0 실용·전문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6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3 비즈니스문서작성법 2-2-0 실용·전문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7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4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 2-2-0 창의·융합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8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5 아시아의이해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일반교양 전체학년/2학기
9 신규 교선 교양대학 10324 영미문화의이해 3-3-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10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26 영어인터뷰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3,4학년/1학기
11 신규 교선 교양대학 18781 일본문화의이해 3-3-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12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6 일본어기초Ⅰ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학기
13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7 일본어기초Ⅱ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2학기
14 신규 교선 교양대학 17816 일본어독해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15 유지 교선 교양대학 23493 종교와진화의과학이론 3-3-0 창의·융합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6 신규 교선 교양대학 20193 중국문화의이해 3-3-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1,2학기
17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0 중국어기초Ⅰ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1,2학기
18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1 중국어기초Ⅱ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1,2학기
19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8 철학고전읽기 3-3-0 종합적사고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②역사·철학·종교 2~4학년/1,2학기
20 유지 교선 교양대학 22787 함께사는아시아공동체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21 신규 교선 교양대학 23439 현대사회의삶과윤리 3-3-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22 유지 교선 부서 22037 대전의재발견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23 유지 교선 부서 22036 인문학의향기 2-2-0 종합적사고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24 유지 교선 부서 18864 한국사회의이해(일본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2학기
25 유지 교선 부서 23410 한국어의이해Ⅰ(영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26 유지 교선 부서 18834 한국어의이해Ⅰ(일본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27 유지 교선 부서 18835 한국역사의이해(중국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28 유지 교선 부서 18865 한국의전통문화(중국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29 유지 교선 부서 17656 한국학특강(영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30 유지 교선 부서 18832 한국학특강(일본어) 3-3-0 글로컬문화 국제교류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31 유지 교선 부서 22061 기업가정신과창업 3-3-0 창의·융합 창업지원단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2 신규 교선 부서 23443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창업 2-2-0 실용·전문 창업지원단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3 신규 교선 부서 23444 소셜벤처창업실무 2-2-0 실용·전문 창업지원단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4 유지 교선 부서 15828 창업경영론 3-3-0 창의·융합 창업지원단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5 유지 교선 부서 23398 NCS기반채용준비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6 유지 교선 부서 23141 국내취업역량개발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1,2학기
37 유지 교선 부서 20602 대학생진로지도과정(CDP-C) 1-1-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38 유지 교선 부서 19225 비즈니스훈련(BTC)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1,2학기(계절학기)
39 유지 교선 부서 20978 신문읽기와경력개발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40 유지 교선 부서 19961 여대생리더십아카데미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 여름계절학기
41 유지 교선 부서 23397 중소(강소)기업의이해 2-2-0 실용·전문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42 유지 교선 부서 23110 직업탐색과준비역량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
43 유지 교선 부서 22283 직장연수 2-0-2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계절학기)
44 유지 교선 부서 23640 취업과경제경영(TESAT) 3-3-0 실용·전문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1,2학기
45 유지 교선 부서 20896 취업전략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1,2학기
46 유지 교선 부서 23140 해외취업역량강화 2-2-0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3,4학년/1,2학기
47 유지 교선 부서 22284 현장실무능력Ⅰ 3-2-2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계절학기)
48 유지 교선 부서 22285 현장실무능력Ⅱ 3-2-2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계절학기)
49 유지 교선 부서 22426 현장실무능력Ⅲ 3-2-2 자기계발 취업전략개발팀 ⑥진로와직업윤리 전체학년/1,2학기(계절학기)
50 유지 교선 부서 18220 군사학Ⅰ 3-0-6 실천리더십 학생군사교육단 일반교양 3학년/1학기
51 유지 교선 부서 18221 군사학Ⅱ 3-0-6 실천리더십 학생군사교육단 일반교양 3학년/2학기
52 유지 교선 부서 18222 군사학Ⅲ 3-0-6 실천리더십 학생군사교육단 일반교양 4학년/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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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지 교선 부서 18223 군사학Ⅳ 3-0-6 실천리더십 학생군사교육단 일반교양 4학년/2학기
54 유지 교선 부서 15904 봉사활동Ⅰ 1-0-2 실천리더십 학생복지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55 유지 교선 부서 15905 봉사활동Ⅱ 1-0-2 실천리더십 학생복지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56 유지 교선 부서 18784 봉사활동Ⅲ 1-0-2 실천리더십 학생복지팀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57 신규 교선 비전임 23467 유럽문화와건축디자인 3-3-0 창의·융합 건축공학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58 신규 교선 비전임 23445 기초스페인어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59 신규 교선 비전임 23447 대학영문법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60 유지 교선 비전임 22796 인성심리학 3-3-0 종합적사고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61 유지 교선 비전임 23458 중남미문화와사회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62 신규 교선 비전임 23468 오정골과대전이야기 2-2-0 글로컬문화 도시부동산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63 신규 교선 비전임 23463 예술아티산프로젝트 3-3-0 창의·융합 역사·철학상담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2학기
64 유지 교선 비전임 22392 인문브리꼴레르프로젝트 3-3-0 종합적사고 역사·철학상담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학기
65 신규 교선 비전임 23459 과학과철학 3-3-0 창의·융합 철학상담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66 신규 교선 비전임 23466 바이오아트의이해 3-3-0 창의·융합 화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67 신규 교선 비전임 23469 실용세무 3-3-0 실용·전문 회계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68 유지 교선 학과 22810 지구와환경 3-3-0 창의·융합 건설시스템공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69 유지 교선 학과 17819 주거와문화 3-3-0 창의·융합 건축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70 신규 교선 학과 23519 거시경제학입문 3-3-0 종합적사고 경제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2학기
71 신규 교선 학과 23508 미시경제학입문 3-3-0 종합적사고 경제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학기
72 신규 교선 학과 23461 범죄학으로진실보기 3-3-0 종합적사고 경찰학전공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73 신규 교선 학과 23490 안전한삶을위한도시디자인 3-2-1 실용·전문 경찰학전공 일반교양 전체학년/2학기
74 신규 교선 학과 23470 상대론의이해 3-3-0 실용·전문 광센서공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75 신규 교선 학과 23471 인류와미래에너지 3-3-0 실용·전문 광센서공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76 신규 교선 학과 23441 프랑스어기초Ⅰ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학기
77 신규 교선 학과 23442 프랑스어기초Ⅱ 2-2-0 글로컬문화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2학기
78 유지 교선 학과 20973 대화와스피치 3-3-0 종합적사고 국어교육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79 신규 교선 학과 23464 문학과영상의만남 3-3-0 종합적사고 국어교육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80 신규 교선 학과 23446 글로컬시대의문화번역 3-3-0 종합적사고 국어국문·창작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81 신규 교선 학과 23465 문화예술체험과컨텐츠기획 3-1-2 종합적사고 국어국문·창작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82 신규 교선 학과 23450 스토리텔링한문 3-3-0 창의·융합 국어국문·창작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83 신규 교선 학과 23472 시와광고카피창작 3-2-1 창의·융합 국어국문·창작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84 신규 교선 학과 23494 한국문학의이해 3-3-0 종합적사고 국어국문·창작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85 신규 교선 학과 23485 ICT와4차산업혁명 3-3-0 창의·융합 글로벌IT경영전공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86 유지 교선 학과 22821 모델링과창의성개발 3-3-0 창의·융합 글로벌IT경영전공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87 신규 교선 학과 22394 자동차와문화 3-3-0 창의·융합 기계공학과 일반교양 3,4학년/1,2학기
88 신규 교선 학과 23460 기독교와다문화사회문제 3-3-0 글로컬문화 기독교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89 유지 교선 학과 19242 기독교음악의이해 3-3-0 실용·전문 기독교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90 신규 교선 학과 23503 사회와기독교 3-3-0 종합적사고 기독교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91 신규 교선 학과 23440 부동산학의이론과실제 3-3-0 실용·전문 도시부동산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92 신규 교선 학과 23448 글로벌독일어Ⅰ 2-2-0 글로컬문화 독일어문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학기
93 신규 교선 학과 23449 글로벌독일어Ⅱ 2-2-0 글로컬문화 독일어문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2학기
94 신규 교선 학과 23497 글로벌시대의직업과무역 3-3-0 실용·전문 무역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학기
95 신규 교선 학과 23499 지식정보의이해와활용 3-3-0 실용·전문 문헌정보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96 신규 교선 학과 23502 법학입문 3-3-0 실용·전문 법학부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97 유지 교선 학과 20976 지적재산권법개론 3-3-0 자기계발 법학부 법학전공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98 신규 교선 학과 23484 통계의이해 3-3-0 자기계발 비즈니스통계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99 유지 교선 학과 22782 서양역사문화산책 3-3-0 종합적사고 사학과/역사교육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00 신규 교선 학과 23500 한국근현대사의이해 3-3-0 종합적사고 사학과/역사교육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01 유지 교선 학과 22800 한국민속과문화유산 2-2-0 종합적사고 사학과/역사교육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02 신규 교선 학과 19690 한국사의재조명 3-3-0 종합적사고 사학과/역사교육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03 유지 교선 학과 22802 생명이란무엇인가 3-3-0 실용·전문 생명시스템과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04 신규 교선 학과 23483 생물다양성과환경 3-3-0 종합적사고 생명시스템과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05 유지 교선 학과 17830 인간생활과미생물 3-3-0 실용·전문 생명시스템과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06 신규 교선 학과 23507 다이어트의과학적접근 1-0-2 실용·전문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107 신규 교선 학과 23451 배구의이론과실제 1-0-2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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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신규 교선 학과 23452 배드민턴의이론과실제 1-0-2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2학기
109 신규 교선 학과 23506 생존수영 2-1-1 실용·전문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10 신규 교선 학과 23452 웰빙과운동과학 3-3-0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11 신규 교선 학과 23482 저항운동과자기관리 2-1-1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12 신규 교선 학과 23454 탁구의이론과실제 1-0-2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13 신규 교선 학과 23455 테니스의이론과실제 1-0-2 자기계발 생활체육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학기
114 유지 교선 학과 17814 생활속의수학 2-2-0 종합적사고 수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15 유지 교선 학과 22391 수학과예술 2-2-0 종합적사고 수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16 신규 교선 학과 23498 영양학기초 3-3-0 실용·전문 식품영양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17 유지 교선 학과 18772 현대인의정신건강 3-3-0 종합적사고 아동복지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18 신규 교선 학과 23481 아시아,역사와문화 3-3-0 종합적사고 역사교육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19 신규 교선 학과 23456 세계영어특강 3-3-0 종합적사고 영어영문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2학기
120 신규 교선 학과 23457 일본문학의이해 3-3-0 종합적사고 일어일문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21 신규 교선 학과 23486 한일문화교류사 3-3-0 글로컬문화 일어일문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22 유지 교선 학과 19093 유비쿼터스정보사회 3-3-0 창의·융합 정보통신공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2학기
123 신규 교선 학과 23487 글로벌정치경제CEO 3-3-0 글로컬문화 정치언론국방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24 유지 교선 학과 18884 전쟁사 3-3-0 글로컬문화 정치언론국방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125 신규 교선 학과 23488 정치학입문 3-3-0 글로컬문화 정치언론국방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126 유지 교선 학과 22791 현대사회와미디어 3-3-0 글로컬문화 정치언론국방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127 유지 교선 학과 22824 디자인트렌드 3-3-0 실용·전문 조형예술학부 융합디자인전공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28 신규 교선 학과 23489 동시대문화와예술세계의이해 3-3-0 창의·융합 조형예술학부,융합디자인전공(예술문화)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29 신규 교선 학과 23492 현대패션의이해 3-3-0 실용·전문 조형예술학부 의류학전공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30 유지 교선 학과 22757 미술의이해와감상 3-3-0 종합적사고 조형예술학부 회화전공/미교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31 신규 교선 학과 23491 사진과영상 3-2-1 실용·전문 조형예술학부, 회화전공/디자인/미교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32 유지 교선 학과 22816 경제정의와불평등 3-3-0 실용·전문 중국경제통상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2학기
133 신규 교선 학과 23480 중국근현대사회의이해 3-3-0 종합적사고 중국경제통상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34 신규 교선 학과 23462 중국문화와언어 3-3-0 글로컬문화 중국경제통상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1,2학기
135 유지 교선 학과 16371 중국의문화 3-3-0 글로컬문화 중국경제통상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2학년/1학기
136 유지 교선 학과 19217 중국의사회 3-3-0 글로컬문화 중국경제통상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2학년/2학기
137 신규 교선 학과 23477 논리적추론과현실 3-3-0 종합적사고 철학상담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38 신규 교선 학과 23473 아름다움과미학적인간 3-3-0 종합적사고 철학상담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39 신규 교선 학과 23476 유럽의고전음악과스토리텔링 3-3-0 종합적사고 철학상담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1,2학기
140 신규 교선 학과 20589 철학입문 3-3-0 종합적사고 철학상담학과 ②역사·철학·종교 전체학년/1,2학기
141 신규 교선 학과 23475 노벨물리학상이야기 2-2-0 글로컬문화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일반교양 전체학년/1,2학기
142 신규 교선 학과 23478 인간과과학기술 3-3-0 창의·융합 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43 신규 교선 학과 23479 유럽문화의이해 3-3-0 글로컬문화 프랑스어문학과 ⑤글로컬문화·언어 전체학년
144 유지 교선 학과 17452 서양문학의이해 3-3-0 글로컬문화 프랑스어문학과/독일어문학과 ①문학·예술 전체학년
145 신규 교선 학과 16846 사회과학방법론 3-3-0 종합적사고 행정학과 ③정치·경제·사회·심리학·문화학 전체학년/1학기
146 유지 교선 학과 13014 자연의이해 3-3-0 실용·전문 화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147 신규 교선 학과 23474 화장품과학및실험 3-2-1 자기계발 화학과 ④자연과학 전체학년/1,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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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이론과목 교양선택영역 지정 현황

교양선택 영역 지정 교직과목 현황

구분 과목명 학점 교양선택 영역

교직이론
(8개 과목)

교육과정 2 5영역 : 사회와 이념
교육평가 2 5영역 : 사회와 이념
교육철학및교육사 2 1영역 : 인간과 역사
교육사회 2 5영역 : 사회와 이념
교육심리 2 5영역 : 사회와 이념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4영역 : 과학과 기술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7영역 : 직업과 윤리
교육학개론 2 1영역 : 인간과 역사

교직이론(8개 과목) 16학점 중 3개영역 이상 9학점 이상을 이수

  

▣ 영역별 온라인강좌 교양선택과목 편성 현황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영역명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과 비고

⑤ 사회와 이념 19192 북한문예산책 3-3-0 교수학습지원센터 RUCK
④ 과학과 기술 18812 생활과전자전기 3-3-0
④ 과학과 기술 19943 에너지와환경 3-3-0
⑤ 사회와 이념 20905 기본권의이해 3-3-0
④ 과학과 기술 20532 웹2.0시대의인터넷비지니스 3-3-0
④ 과학과 기술 19369 정보검색과표현 2-2-0
⑤ 사회와 이념 20894 논리적사고 3-3-0
① 인간과 역사 20214 세계문화유산 3-3-0
③ 문학과 예술 18818 재즈와세계음악의이해 3-3-0

② 글로벌언어와 문화 20603 영한번역연습 3-3-0
④ 과학과 기술 20434 성과건강 3-3-0
④ 과학과 기술 17759 자연재해의이해 3-3-0
⑤ 사회와 이념 20536 미디어바로보기 3-3-0
④ 과학과 기술 20535 애니메이션의이해 3-3-0
③ 문학과 예술 21067 러시아문화탐방 3-3-0 2011-1 신규
③ 문학과 예술 21073 연극과문화사 3-3-0 2011-1 신규
④ 과학과 기술 21068 OpenOffice활용 2-2-0 2011-1 신규
⑤ 사회와 이념 21069 논리와비판적사고 2-2-0 2011-1 신규
⑥ 생활과 스포츠 21070 성의철학 3-3-0 2011-1 신규
⑤ 사회와 이념 21071 마케팅관리 3-3-0 2011-1 신규
④ 과학과 기술 21072 인터넷윤리 3-3-0 2011-1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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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명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과 비고

④ 과학과 기술 21610 자연과치유 3-3-0 2011-2 신규

③ 문학과 예술 21611 논리와사고 2-2-0 2011-2 신규

③ 문학과 예술 21612 예술과철학 3-3-0 2011-2 신규

③ 문학과 예술 21613 발상과표현 3-3-0 2011-2 신규

④ 과학과 기술 21614 전기와자기의이해 3-3-0 2011-2 신규

<대전.충남권역> 
영역명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과 비고

③ 문학과 예술 20927 시와음악산책 3-3-0 교수학습지원센터

③ 문학과 예술 20928 만화를통한유럽문화의이해 3-3-0

⑥ 생활과 스포츠 20929 축제와이벤트 2-2-0

⑤ 사회와 이념 20930 한국사회와범죄 2-2-0

⑥ 생활과 스포츠 20931 패션과테크놀러지 3-3-0

④ 과학과 기술 20932 인간과우주 3-3-0

③ 문학과 예술 20933 함께떠나는세계문학순례 2-2-0

⑦ 직업과 윤리 20934 글로벌지성인의생활법률 2-2-0

⑥ 생활과스포츠 21591 생활응급처치 3-3-0

③ 문학과예술 21587 문학의세계 3-3-0

④ 과학과기술 21590 사이버윤리 1-1-0

③ 문학과예술 20927 시와음악산책 3-3-0

② 글로벌언어와문화 20928 만화를통한유럽문화의이해 3-3-0

⑤ 사회와이념 20930 한국사회와범죄 2-2-0

⑤ 사회와이념 21589 비교경찰제도론 3-3-0

② 글로벌언어와문화 21593 프랑스문화 3-3-0

④ 과학과기술 20932 인간과우주 3-3-0

③ 문학과예술 21588 미술감상법 3-3-0

⑥ 생활과스포츠 21592 정신건강 2-2-0

① 인간과 역사 21967 문학과종교 3-3-0

① 인간과 역사 21968 나의행복을찾아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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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개설>
영역명 학수번호 교과목 명 학-강-실 주관학과 비고

④ 과학과 기술 11975 성경과과학 3-3-0
교수학습지
원센터

본교 
온라인

① 인간과 역사 14339 기독교와문학 3-3-0

⑦ 직업과 윤리 15832 생활과세무 3-3-0

④ 과학과 기술 20529 인터넷생활과에티켓 3-3-0

② 글로벌언어와 문화 19966 English in the News mediaⅡ 3-3-0

① 인간과 역사 19607 현대문학과패러디 3-3-0

⑥ 생활과 스포츠 19610 21세기문화키워드로다시보는현대패션 3-3-0

⑦ 직업과 윤리 19611 국제매너와자기관리 3-3-0

⑥ 생활과 스포츠 19968 우리옷2000년이야기 3-3-0

⑤ 사회와 이념 19997 현대사회이슈들과기독교 3-3-0

① 인간과 역사 20217 서양동화와페미니즘 3-3-0

① 인간과 역사 20527 그리스신화속의사랑 3-3-0

⑦ 직업과 윤리 20602 대학생진로지도과정 1-1-0

③ 문학과 예술 20384 지역공연문화산책 3-3-0

④ 과학과기술 21548 광고와크리에이티브 3-3-0

⑤ 사회와이념 19435 범죄학개론 3-3-0

③ 문학과 예술 21543 현대공연예술의이해와실제 3-3-0

② 글로벌언어와 문화 21551 영화속미국문화 3-3-0

① 인간과 역사 21545 한문으로읽는중국사이야기 3-3-0

⑦ 직업과 윤리 21546 진로와기독교리더십 3-3-0

⑤ 사회와 이념 19435 범죄학개론 3-3-0

③ 문학과 예술 21547 도덕적생활과노래의기쁨 3-3-0

④ 과학과 기술 21548 광고와크리에이티브 3-3-0

② 글로벌언어와 문화 21552 문화.건강.성경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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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13479  채플  P-1-0

Chapel

기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된 본교는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학기 동안 채플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하고

있으며, 수업내용은 매주 기독교 관련 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14052  현대인과성서 3-3-0

Modern People & the Bible

성서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성서가 현대인에게 주

는 교훈을 찾으며, 가치관을 재정립한다. 아울러 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고, 현대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른다. 종교현상, 한국의 종교, 신흥종교, 세계

기독회사, 기독교의 종류, 기독교 신관, 성서의 형성과

정과 번역, 창조세계와 인간, 진화론의 문제점, 이스라

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계획, 예언자들의 역사해석

과 메시지, 지혜자들과 시인들의 세계인식과 메시지, 예

수시대의 역사적 상황, 복음서와 예수의 생애, 사랑․

성․결혼의 기독교적 이해, 생명의 존중과 낙태문제, 초

대교회의 선교활동과 문서 등을 주로 다룬다.

22437 자기계발과미래설계 2-2-0

Self-Improvement and future plans

대학 첫 학기를 시작하는 신입생에게 학교에 대한

애교심 고취,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기탐색을 통

한 타인과의 더불어 사는 방법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

양하여 대학 4년 동안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

고, 비전을 찾도록 하여 대학생활 및 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한다.

223422  기초글쓰기                          3-3-0

Basic Writing

이 과목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학습

및 이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글쓰기에 대해 학

습하고 실제로 써보는 과목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다양한 실용문들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 대학의

교양 및 전공 관련 서적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보고

서와 서술형 시험답안 작성과 논문 작성 등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표현하는 기본 역

량에 속하며 대학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의는 신입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 의사소

통 역량을 함양하여 대학생활에서 수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쓰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기초 교과목이다.

23423  독서와소통                           3-3-0

Reading and Communication

이 교과목은 인간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텍

스트를 읽고, ‘자아→타자→사회적 공동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

자들은 첫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기른다. 둘째, 독서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발

견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 셋째, 발표와 토론을 비롯한 협력 학습의 과정 속에

서 타자와 사회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 능력과 소통 능

력을 신장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은 종

합적인 사고력을 갖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23419  Communicative EnglishⅠ  3-3-0

Communicative EnglishⅠ

본 강좌는 영어 말하기를 위주로 통합적인 영어 능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한다. 영어 말하기를 통한 소통 능력 배양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영문 자료를 읽고 이해하며, 이를 말

로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통합 영어지식을 향

상시킨다.

23420  Communicative EnglishⅡ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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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ve EnglishⅡ

본 강좌는 전공학문계열의 특수목적에 따라 수업의

내용과 교재를 달리하는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방식을 적용한다. 인문학, 과학, 경상, 예체능

의 전공 계열에 따라 학생들이 장차 자신의 전공에 기

반이 되는 자료를 영어로 읽고, 이해하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23421 SW와컴퓨팅사고                      3-3-0

Software and Computing Thinking

이 수업의 목적은 스크래치, 엔트리 등과 같은 비주

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창의적

인 사고력을 기르고 협력 작업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

다. 그리고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파이썬, R, 자바

와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응용할 수 있다.

23729 고전읽기와토론                      3-3-0

Reading Classics and Discussion

이 강좌는 철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자연과학에

서 선정된 고전의 읽기와 토론을 통해 인류 지성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삶의 가치,

인간존재의 조건, 각각 다른 시대의 사회문제와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고전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

해 수강생들은 고전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자기이

해와 오늘의 사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

다.

【교양선택 : 균형(일반)교양】

23429  고급실용중국어                   2-2-0

Advanced Practical Chinese

중국어 기초자들에게 중국어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마찬가지로 학습자료

는 현재 중국인들이 즐겨보는 신문이나 수필 등 쉬운

내용을 위주로 다룬다.

23427  글로벌영어 І 2-2-0

Global English I

본 강좌는 Communicative English Ⅰ의 심화 과정으

로 영어 듣기, 말하기를 위주로 통합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듣

기,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영어소통 능력을 키우고, 소

통에 필요한 영어 문화권의 다양한 지식을 넓힌다.

23427  글로벌영어 Ⅱ 2-2-0

Global English Ⅱ

본강좌는communicative EnglishⅡ의 심화과정으로

영어 쓰기를 위주로 통합적인 영어능력을키우는것을

주목적으로한다. 문장과 단락 쓰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

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문법구조

와 모델 문장 익히기 등을 훈련한다.

23496  대학영작문 2-2-0

English Writing

본교과목은 Communicative English 1, 2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영어 글쓰기 능력을 기르

는 과정으로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글쓰기 훈련과 교과

목특성에적합한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쓰기 경험을 통

하여영어 글쓰기능력을배양한다.

23432  비주얼앱프로그래밍 2-2-0

Visual App Programming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스마트 폰 앱의 개발을 통해

컴퓨터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

트 기반 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분

석하고 해결책을 설계한 후 마우스로 끌어 놓기 동

작만으로(drag-and-drop interface) 앱을 쉽게 작성

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인 MIT 앱 인벤터를 사용하

여 구현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사회

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제출하게 된다.

23433 비즈니스문서작성법 2-2-0

How to write Business Documents

많은 고객은 비즈니스를 고려하기 전에 서면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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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데 이러한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이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한

다. 먼저,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 파트너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간단한 문서에서부터 사

업 제안서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비즈니스 문서 작성 기

술을 익히는 방법을 배운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원하는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23434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 2-2-0

Big data Analytics and visualization

이 수업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기 위한 실용적인 기초과정이다.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을 위해서 R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습득하고 R의 그래

픽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그리고 정보

를 유용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R 프로그래밍의 예제(통

계적 컴퓨팅에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제공한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빅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제출하

게 된다.

23435 아시아의이해 2-2-0

Understanding of Asia

본 강좌는 아시아 지역학 강좌로서 ‘아시아 공동체

론’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아시아공동체론에서 지향하는

‘아시아의 공생과 평화’를 위해 먼저 아시아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탐구하고, 그

밖의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힌다.

10324 영미문화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British & American Culture

본 교과목은 영국문화를 미국의 역사, 정치, 종교,

언어 등의 개괄적인 고찰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한다.

서구사회를 이끌고 영향을 준 영국의 대표적인 전통 사

상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다양한 현재의 문화

를 탐구한다. 또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생

활방식으로 대표되는 미국문화를 미국의 역사, 정치, 종

교, 언어 등의 개괄적인 고찰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한

다. 미국사회를 이끄는 동인이 되는 대표적인 사상을

탐색하고 아울러 유동적인 다양한 문화를 탐구한다.

23426 영어인터뷰 2-2-0

English Interview

본교과목은 교양필수 과목인 Communicative

English 1, 2 이수를 필수로 하며 취업을 대비해 영어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서 그룹 활동을 통한 협

동 학습으로 영어 말하기 및 발표 능력을 향상시킨다.

18781 일본문화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본 강좌는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서 타

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계기

를 마련한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 사회, 전통 등 대학

생으로서 알아야 하는 교양의 넓이와 깊이를 갖는다.

나아가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 도모한다. 일본의

지형, 자연, 역사, 사회 제도 등에 대해 탐구한다.

23436 일본어기초 І 2-2-0

Basic JapaneseⅠ

본 강좌는 글로벌 시대에 일본어를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

는 기본 능력을 심어준다. 인사표현을 비롯해 일본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

본어의 기초적인 언어구조를 학습하게 된다.

23437 일본어기초 Ⅱ 2-2-0

Basic JapaneseⅡ

본 강좌는 일본어기초Ⅰ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개설되며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상황에 맞는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표현방식을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해 익히고 독

해, 자격증 취득 등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는다.

17816 일본어독해 2-2-0

Japanese Reading Comprehension

본 강좌는 일본어기초 1, 2를 수강한 학생이 다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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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일본어 독해 연습을 통

해 자격증 취득에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

정이다. 실용일본어에서 습득한 일본어 지식을 토대로

많은 어휘, 관용구 및 복잡한 구문과 표현문형을 학습

하면서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JLPT 3급 또는 JPT 500점을 목표로 한다.

23493 종교와진화의과학이론 3-3-0

Theories of Evolution and Religion Research

현대과학문명시대에서 성서는 학문적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여러 학문적 영감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과목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과학적 유물론과 여러 개의 창조

과학적 주장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융복합적 관점에서 고대 근동 신화와 구별되는 창

조 의미를 생각하고, 진화 과학적 창조와 구별되는 신

학적 창조 의미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93 중국문화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중국 학

문에 대한 입문과정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와 풍속에 대한 이해도 증진한다.

23430 중국어기초 І 2-2-0

Basis ChineseⅠ

「중국어 기초 I」은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거나 기초

가 매우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입문과정이다.

본 과목은 말하기와 듣기를 위주로 수업하여 실제 중국

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3431 중국어기초 Ⅱ 2-2-0

Basis ChineseⅡ

「중국어 기초Ⅱ」는 「중국어 기초 I」에 이어 중국

어 말하기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이다. 특히, 표준중국어

의 발음을 연습하고 단어와 문장의 차이 등을 학습하여

보다 수준 있는 중국어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23438  철학고전읽기   3-3-0

Reading Classics in Philosophy

이 강좌는철학의 주제별 고전읽기를 통해철학의 주요

이슈를 다룬다. 강좌의 주요주제는 인간본성, 자유, 평등,

정치, 시민사회, 포스트모더니즘 등이다. 수강학생들은 이

강좌를 통해 여기서 다루는 주제와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갖게될것이다.

22787 함께사는아시아공동체   2-2-0

Asian Community Theory

본 강좌는 일본의 One Asia Foundation의 조성금 지

원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로 아시아의 평화를 다양한 각

도에서 바라본다. 특별히 ‘함께 사는 가치’에 중점을 두

어 타자에 대한 이해, 공감 등을 주제로 사회의 저명인

사들을 초청해 옴니버스 강좌로 진행된다.

23439 현대사회의삶과윤리   2-2-0

Life and Ethic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이 강좌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실존적, 사회적 문제들

을 철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

음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

히 쟁점이 되는 성 윤리, 낙태, 안락사, 유전자조작, 생

태윤리, 사이버 윤리, 노동윤리 등의 문제들에 대한 윤

리적 논의를 통해서 수강생의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

는 데 목적이 있다.

22037 대전의재발견 2-2-0

Rediscovery of Daejeon

대전에 대한 정보를 15개 분야로 나누어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높인다. 대전학

15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현재와미래, 환경, 역사, 인물,

유적·유물, 산성, 건축, 음악, 미술, 문학, 공연예술, 교육·

복지·의료, 과학과대덕특구, 경제, 정치·행정·사회 등)

22036 인문학의향기 2-2-0

Scent of Liberal Arts

본 강좌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수

강자의 자기계발, 리더십 향상, 삶의 열정 및 동기부여,

스피치 등 삶의 노하우 전달에 목표를 둔다.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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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교수 및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

18864 한국사회의이해(일본어) 3-3-0

Understanding Korean Social Background

한국의 현대 문화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그 역사적,

사회 구조적 배경을 공부한다.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화를 분석하고, 현대 한국인의 익

숙한 일상 세계를 섬세하게 성찰하도록 한다. 이는 문

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객관화하는

일이다.

23410 한국어의이해 І (영어) 3-3-0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Ⅰ

한국어의 문자와 음운에서 시작하여 문법, 어휘, 한

국어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전반에 대하여 개

론적인 것을 학습한다.

18834 한국어의이해 І (일본어) 3-3-0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Ⅰ

한국어의 문자와 음운에서 시작하여 문법, 어휘, 한

국어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어의 전반에 대하여 개

론적인 것을 학습한다.

18835 한국역사의이해(중국어) 3-3-0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개관한다. 또한

시대별로 한반도와 중국의 교류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중 양국의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한다.

18865 한국의전통문화(중국어) 3-3-0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

통문화에 대해 중국어로 강의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전

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에 대한 심화학습 기회

를 제공한다.

17656 한국학특강(영어) 3-3-0

Topics on Korean Studies

유학생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개인 또는 그룹별로 관심 분야

및 주제를 정하여 조사, 발표, 토론을 함으로써 깊이 있

는 이해를 도모한다.

18832 한국학특강(일본어) 3-3-0

Topics on Korean Studies

일본 유학생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반에 걸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개인 또는 그룹별로 관심

분야 및 주제를 정하여 조사, 발표, 토론을 함으로써 깊

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22061 기업가정신과창업 3-3-0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Creation

본 과목은 새로운 사업기회의 탐색과 포착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들을 학습하는데 기본적 목적이 있

다. 또한 본 과목은 창업을 넘어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경영과제들에 대해 배우게 되며, 나아가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시장과 경쟁우위를 확보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23443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창업  2-2-0

Start-up of Social Enterprises & Cooperatives

본 과목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은 높이는 사회적서비

스를 위해 대학의 다양한 역량을 결집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경영을 경험하고, 시장을 체험하여 자신의 역

량을 향상시키고, 창업의 기회 탐색은 물론 문제해결능

력 체험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취업 포착

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들을 학습하는데 기본적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의 특징은 외식산업/ICT아이디어/

디자인/마케팅 등 학부생의 역량으로 가능한 협동조합

을 구성하고,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을 체험하

는 시장중심형 과목이다.

23444 소셜벤처창업실무  2-2-0

Start-up of Social Venture

본 과목은 사회문제를 창의성기반으로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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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역량을 결집하는 소셜벤처를 구성하여 사회

문제해결능력 체험으로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

의 취·창업 기회포착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들을

학습하는데 기본적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의 특징은 외

식산업/ICT아이디어/디자인/마케팅 등 학부생의 역량

으로 가능한 소셜벤처를 구성하고, 학교의 인프라를 활

용하여 시장을 체험하는 시장중심형 과목이다.

15828 창업경영론  3-3-0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본 과정의 목표는 창업에 대한 보다 많은 아이디어

및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있다. 다양한 창업
사례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도전정신 등을 간접경험하
며 창업기업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졸업
후 자신의 창업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23398 NCS기반채용준비 2-2-0

National Cometence Standard Preparation for emplyment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한 현장형 인재로서의 자질과 채용시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여 NCS기반의 경험기술과 자기PR능력

을 향상시킴으로서 전략적으로 취업목표 달성하게 하

고자 함.

23141 국내취업역량개발 2-2-0

Development of Domestic Employment Skill

본 교과목은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의 학생들에게 국

내 취업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우수기업

취업 사례를 통해 취업준비의 현실을 인식하고 경쟁력

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취업 준비를 단계

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기관리를 통한 우수기

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

23398 대학생진로지도과정(CDP-C) 1-1-0

Career Development Program-College

행복한 삶과 직업에 관한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한 후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문화의 이해, 자격정보 등을 학습한다. 또한,

진로결정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희망직업 목록을 작성하

게 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예비 직업을 선택하게 하여

10년 후 자기모습을 그려보게 한다.

19225 비즈니스훈련(BTC) 2-2-0

Businessman Training Course

국제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업정신’과 ‘상인정신’을 갖

춘 전문경영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리더십과 팀웍훈련

과정을 통해 자아발전과 비전형성은 물론, 산학연계를

통해 CEO를 초빙하여 기업현장 이론을 습득케 하고,

실습교육을 통해 변혁하는 기업의 현실에 전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강인한 글로벌

인재를 훈련한다.

20978 신문읽기와경력개발 2-2-0

Reading Newspaper and Career Development

학생들이 뉴스 읽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시사 상식

을 얻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논리적 판

단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 인터넷과 영상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활자매체가 보도하는 뉴스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기사쓰기 훈련을 통해 글쓰기 능력도 배양토록

한다.

19961 여대생리더십아카데미 2-2-0

Leadership Academy for Women

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실무 지식과 경력관리를 통해

유능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직장인에게 필

요한 비즈니스예절과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스킬, 리

더쉽과 비전형성을 교육하여 현대여성으로서 갖춰야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3397 중소(강소)기업의이해 2-2-0

Familarization of Small Business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중소(강소)기

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중소기업

이 겪고 있는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지역 핵심 산

업분야 분석을 통하여 기업,채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3110 직업탐색과준비역량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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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earching and Preparation Skills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네가지 모듈

을 연계하여 진행한다.

·자기탐색 : 직업심리검사, 진로탐색자료 활용

·진로준비 :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그룹활동, 직업

정보탐색

·일자리탐색 : 일자리 정보 및 기업,직무정보 탐색

·.구직역량강화 : 입사서류작성, 면접실습

22283 직장연수 2-0-2

Work Experience

고용노동부 「재학생 직무체험」, 한국장학재단 「국

가근로장학사업(취업연계 지원유형)」 등의 제도를 통

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

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기와 인원은 조정하여 시행함. 연수실시기관에서는

연수 신청자를 선발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은 연

수실시기관에서 직무체험을 실시함.

·연수인원 : 고용노동부/한국장학재단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 변동

·연수기간 : 1~3개월(협약에 따름, 하루 6~8시

간, 주당 20시간 이상)

·평가방법 : 고용노동부/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발

급한 서류에 따름

·학점인정 : 연수 종료 후 실시한 기간의 계절학

기 학점으로 소급 인정(졸업예정자

제외)

23640 취업과경제경영(TESAT) 3-3-0

Test of Economic Sense and Thinking

단편적인경제지식의습득에서나아가복잡한경제현

상을이해하고합리적인판단을내리는능력을함양한다.

이를위하여경제학기초및미시,거시,국제경제학의이

론은학습하고금융,경영,시사분야를이해하는한편관

련문제를분석한다.이를통해종합적인경제이해력을

검증하는국가공인경제경영분야자격시험(TESAT)을

준비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20896 취업전략 2-2-0

Career development strategy

직업에필요한역량과직무적성을파악하고, 기업이해

및 개인의 경력관리를 통해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

법을모색하며, 입사서류작성과모의 면접을실시함으

로서단계적인 취업전략을수립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23140 해외취업역량강화 2-2-0

Development of competency for oversea employment

본 교과목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갖추게 하고 해외취업 사
례 토의를 통해서 취업방법을 인식시켜 해외취업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취업준비를
단계적으로 모의 수업함으로서 취업 역량을 쌓아 추
후에 학생 스스로 적합한 절차를 통해 해외기업, 국내
투자해외기업, 해외투자기업, 해외 현지 법인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284 현장실무능력Ⅰ  3-2-2

Practical Business SkillⅠ

4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기초학문만으
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실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실무
교육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

22284 현장실무능력Ⅱ 3-2-2

Practical Business SkillⅡ

4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기초학문만으
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실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실무
교육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

22284 현장실무능력Ⅲ  3-2-2

Practical Business SkillⅢ

4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기초학문만으
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실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현장실무
교육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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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4 봉사활동Ⅰ   1-0-2

Service PracticeⅠ

본 교과목은 본교 교훈의 하나인 ‘봉사’의 실천을 통
해 ‘선도적 세계인 양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
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적 가치 구현에 참여할 수 있다.

15905 봉사활동Ⅱ   1-0-2

Service PracticeⅡ

 본 교과목은 본교 교훈의 하나인 ‘봉사’의 실천을
통해 ‘선도적 세계인 양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Ⅰ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다.

18784 봉사활동Ⅲ   1-0-2

Service Practice Ⅲ

본 교과목은 본교 교훈의 하나인 ‘봉사’의 실천을
통해 ‘선도적 세계인 양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Ⅱ을
이수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다.

23445 기초스페인어 2-2-0

Basic Spanish

 본 교과목은 전 세계에서 23개 이상의 국가들로 이

루어진 스페인어권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과 그들의 언어인 스

페인어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이해를

통해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을 배

양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3447 대학영문법 2-2-0

Academic English Grammar

  기초적인 영문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전문적인 전공
학습과 실용적인 Toeic, Toefl등 각종 영어 시험에 대
비한 기초를 마련한다. 문법, 어휘, 구문 등을 정확하
게 익혀 영문법 실력을 배양 시키고, 다양한 연습 문
제를 풀이를 통해 각종 시험의 실전 적응력을 키운다.

22796 인성심리학 2-2-0

Psychology and Personality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해 가치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치로운 인간이 지녀야 할 건강한
성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의하고자 한
다. 최근에 주목받는 자존감의 문제, 비행아들에게
결핍된 공감력, 자기조절력, 분별력, 현대인에게서 사
라져가는 겸손, 신중성, 사랑, 자녀의 인성교육을 등
한시하는 흔들리는 부모의 특징 등을 내용으로 인간
의 지향점, 인간다움, 건강한 인간관계 등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23458 중남미문화와사회 2-2-0

Latin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21세기 글로벌 환경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사
회의 문화이해에 대한 능력 필수덕목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 강좌는 라틴아메리카의 고대문명에서 출발
하여 인문 지리적 배경과 현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사적사건을 배
경으로 일상적 가치와 문화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
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23468 오정골과대전이야기   2-2-0

Story for Ojeonggol and Daejeon

본 교과목은 195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남대학교가 60년 역사 속에서 중부권의 자

랑스러운 명문사학으로 우뚝 솟은 배경을 소개함으로

써 수강생들의 긍지를 드높이고, 대전 지역사회를 체

계적으로 학습하여 대전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

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이야기

로 풀어가는 교과목이다.

23463 예술아티산프로젝트   3-3-0

Topics in Creative Artisan Project

본 강좌는 인문학의 기반에서 융복합적 예술창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된 과목으로, 현대

예술의 다양한 현상과 작품 등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비판능력,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 창의적 발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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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절하게 접목 교육하려는 것임.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예술 기반의 ‘인문 브리꼴레르(다재다능인

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학제간 융복합 교양과

목’임. 다만, 본 과목이 예술을 토대로 하기에, 본 교

과에서는 미래지향적 인물상을 ‘창의적 융복합 아

티산’이라고 정의하기로 함.

22392 인문브리꼴레르프로젝트   3-3-0

Topics in Creative Bricoleur on the Humanities

본 강좌는 인문학적 기반에서 융복합적 창의 인재

를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된 과목으로, 인문학의

여러 학습 콘텐츠와 이론 등을 바탕으로 공과대학의

주요 전공필수 과목중의 하나인 창의공학설계의 창

의적 발상도구 및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분석기법

등을 적절하게 접목 교육하여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인문 브리꼴레르(다재다능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

는 ‘다학제간 융복합 교양과목’임.

23459 과학과철학   3-3-0

Science and Philosophy

본 강좌는 현대 과학기술의 본성과 쟁점들을 철학

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수업이다. 과학기술대 대

한 철학적 이해를 통하여, 인문학 전공자는 과학기

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연

과학 전공자들은 과학기술이 가지는 인문사회학적

함의를 정확히 인식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3446 바이오아트의이해   3-3-0

Understanding Bio-Art

본 과목은 과학을 통해 예술을, 예술을 통해 과학

을 이해하는 수업이다. 본 수업은 특히 생명과학 지

식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아트’와 같이, 과학지식과

예술이 어떻게 과학예술 장르 안에서 융합하는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과학과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3469 실용세무   3-3-0

Practical taxation

세금과 유사개념,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억울한 세

금의 구제절차, 절세와 탈세, 조세회피의 차이의 이

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시 야기되는 세금과 절세

사례, 부동산의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와 신고와 납부방법 및 절세사례, 종합소득세의

구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계산과 종

합소득세의 계산과 신고와 납부방법의 이해, 봉급생

활자의 연말정산절차와 절세방법의 습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절세사례, 부가가치

세의 구조와 계산방법 및 기초이론의 이해와 습득

22810 지구와환경   3-3-0

Earth and Environment

자연의 개발과 보전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기

술의 개발과 이에 따른 환경의 파괴 등에 대한 이

론을 학습한다. 환경을 감상적인 대상으로가 아니

라 객관적인 작용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17819 주거와문화   3-3-0

Culture, Architecture and Design

본강좌는주거에사회문화적,경제적성격등이복합

적으로내포되어있음을전제로하며,주거를인간이선

택하여만들어온'문화적대상'으로접근한다.주거환경

또는주거문제가다학제적으로논의되는본강좌를통

해,각학문영역을전공하는학생들은주거의의미를다

양한시각에서포괄적으로이해하고주거에대한새로

운인식을가지며나아가우리주거의정체성을모색할

수있는능력을갖추게될것이다.

23519  거시경제학입문 3-3-0

Introduction to Macroeconomics

본 과목은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 개별 이론들의 상호연결

을 통해 경제학의 전반적 범주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먼저 국민경제의 기본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한 뒤 경제성장, 경기변동,

GDP, 실업, 인플레이션, 화폐금융, 국제경제 등 거시경

제의 주요 개념을 익힌다.

23508  미시경제학입문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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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Microeconomics

본 과목은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 개별 이론들의 상호연결

을 통해 경제학의 전반적 범주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 단위

인 가계와 기업의 행위, 즉 소비자 행동과 기업 생산을

분석하여 시장 형성의 과정을 분석하며, 시장기능이 자

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어떻게 규정짓는가를 학습한다.

23461  범죄학으로진실보기 3-3-0

Finding the truth through Criminology

뉴스와 신문에 매일 보도되는 범죄사건을 보면서 우

리사회 속에 범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삶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범죄

현상에 대한 추세와 현상,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학을 공부한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현상과 원인은 물론 범죄와 관련한 언론 및 형사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안전한 삶을 위

해 오해를 풀고 범죄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알기 위해

범죄학을 기초를 학습하도록 한다.

23490  안전한삶을위한도시디자인  3-2-1

Urban Design for safer life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건축과 디자인의 역할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논해보는 과목이다. 대전시는 도시

건축에 있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의무화 할 것을 조례

로 규정하였다. 과거 범죄예방의 개념이 과거 경찰활동

에서 생활 공간의 방어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건축설

계와 도시계획에 있어 범죄예방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

록 범죄학과 범죄심리, 그리고 디자인과 건축설계에 있

어 범죄예방적 요인들을 학습한다. 범죄예방적 디자인,

설계(CPTED) 와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사례 및 법률

체계, 디자인의 실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3470  상대론의이해 3-3-0

What is the Relativity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으로서 반드

시 알아야 할 아인슈타인 상대론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서 (1) 상대성론의 역사, (2) 로렌츠

변환과 특수 상대성이론, (3) 일반 상대성 이론과 등가

원리, (4) 중력장에서 질점역학 (5) 아인슈타인 장방정

식 (6) 중력파의 발생 등이 포괄적으로 소개된다.

23471  인류와미래에너지 3-3-0

Humanity and Future Energy

본 과목의 목적은 수강학생들이 인류가 당면하고 있

는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 이에 인류의 미래에 공헌할 지식인으로서

과학을 공부하는 태도와 문명에 대한 비판능력을 기른

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유범

위, 환경문제(전기에너지, 핵에너지, 화학에너지, 화석연

료 에너지, 기후변화와 인간,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생물에너지, 에너지저장 및 자원재활용) 등을 다룬다.

23441  프랑스어기초Ⅰ 2-2-0

Basic French I

이 강좌는 프랑스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며,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 어휘와 문법, 간단한 회화 표현을

학습하며, 그에 따른 문화 학습에 중점을 둔다. 언어적

요소의 학습 뿐 아니라, 샹송과 영화, 음식 등 실생활에

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 요소의 학습을 통해

상호문화의 이해 능력을 증진시킨다.

23442  프랑스어기초Ⅱ 2-2-0

Fairy Tales and Feminism

이 강좌는 프랑스어기초1의 심화과정으로 프랑스어

와 프랑스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해당 언

어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

다. 문화 학습을 병행하여 현지 문화와 연관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20973 대화와스피치 3-3-0

Conversation & Speech

본 과목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언어예절

을 익히고, 대화, 면접, 상담, 대담 등 개인적인 말하기

와 연설,토의,토론,회의 등 공적인 말하기를 학습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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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훌륭한 사회생활을 영위하

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일상생활 및 직장과 사회

에서의 호칭사용, 전화응대 등의 언어예절과 각종 형태

의 말하기 방식을 내용으로 한다.

23464  문학과영상의만남                3-3-0

Literature & Film

현대 문화에서 영화와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대 문화를 이끄는 동인이 되는 문학과 영화 예

술은 시대를 앞서가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우리 문

화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프

로젝트를 이 과목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종합

예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화와 문학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흥미

있는 프레임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지성인

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영화와 문학은 최고의 가치를

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학과 영화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세계를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두 텍스트를 각각 다루면서 문화와 인문학에

대한 깊이와 폭을 창의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23446  글로컬시대의문화번역            3-3-0

Culture Translation in the Glocal Era

글로컬 시대가 되면서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나

국가로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번역의 양상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해졌다. 이 강좌

는 문화번역이 언어, 상징체계, 생활양식, 사유양식 등

문화 전반에 관련된 것임을 이해하고, 문화간 의사소통

의 사례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문화 교류와 번

역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23465  문화예술체험과컨텐츠기획       3-1-2

Culture Arts Experience& Contents Planning

문화콘텐츠산업이 발달하면서 원천 소스가 되는 문학

예술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천 소스는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 각종 이벤트 및 퍼포먼스의 스토리텔링

으로 활용되며 다른 분야와 교섭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문화예술의 콘텐츠적 가치

를 탐구하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이론 강의 및 실습 세미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포트폴리오를 제작)하

여 관련 분야 공모전, 취/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론과 실제를 통합함으로써 지식을 심화하고 자신감을

함양하여 취업률 향상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3450  스토리텔링한문                3-3-0

Storytelling Sino-Korean Literature

이 과목은 고전을 재해석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발

휘하여 수강 학생이 문화산업의 소비자에서 창의적 생

산자, 비판적 검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0자 이내의 짧은 한문 단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한 뒤, 한문 작품을

스토리텔링의 원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23472  시와광고카피창작       3-2-1

Poetry & Creative Advertising Copy

현대사회는 광고의 필요성과 홍보의 전략이 중요한

시대이다. 본 강좌는 광고의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고,

광고카피를 생산할 수 있는 창작 능력을 시의 창작방법

론과 연계하여 모색한다. 시적 감수성과 상상력, 표현이

나 비유법, 발상 등은 광고카피의 창작 원리에 유효하

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심미적 광고카피 작성법을 시창작과 상호 연동하여 탐

색한다.

23494  한국문학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본 교과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문학작품을 고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비교 읽기를 통해 한국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

하고,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문학과 예술 감상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

술의 창작에 필요한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시야를

넓히고, 문학과 삶의 다양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개방된 이해력을 키우고자 한다.

23485  ICT와4차산업혁명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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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교육

하고 각 산업의 메가트랜드를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촉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과 각

산업영역에서의 변화와 도전을 탐구한다. 제4차 산업혁

명을 이끄는 기술과 방법론을 분야별로 학습하여 다가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821  모델링과창의성개발  3-3-0
Development of Creativity through Modeling
인간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물을 인식하여 문자언어, 음성언어, 그래픽, 수

학식,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표현하는 모델링 과정을,

(1) 단순모방의 단계, (2) 개념들 간의 관계와 원리를

표현하는 단계, (3) 시간과 공간의 확장 단계, (4) 창의

성 발현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문

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방법을 익힘.

22394  자동차와문화  3-3-0
Car and culture

120년의 자동차 역사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발명으로

부터 현대인의 생활과 문화의 아이콘으로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다음의 주제들을 다룬

다. 기술의 발명과 예술적 파장, 모터 스포츠를 통한 회

사와 국가의 브랜드적 경쟁, 문학과 대중문화에 나타난

자동차의 이미지, 기업들의 합병과 소멸의 과정이 갖는

경제적 함의, 무역과 세금의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소

비자의 관점,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적

이슈, 엔진/드라이브/보디 테크노로지, 에너지와 자원,

창업과 경영 등 융합적 차원

23460  기독교와다문화사회문제 3-3-0
Christianity and Issues of Multicultural Society
이 과목은 다문화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법과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다문화 시대 속에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독교적 가치관

을 정립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실무전

문가를 강의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9242  기독교음악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Christian Music
이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통해 기독교 음악의 이해를

넓히고, 음악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인성을 증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고전 음악부터

C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독교 음악을 접하고 실제

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적 인성과 문화적 소양을 기르

도록 한다.

23503  사회와기독교 3-3-0
Christian World View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들과 주도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념들을

비교검토하고, 바람직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

립하여,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회복

시켜 나갈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3440  부동산학의이론과실제 3-3-0
Fundamentals of Real Estate Studies
가계와 기업의 경제생활에서 생산과 주거의 필수 수

단이자, 금융 재테크 수단이기도한 부동산은 현대 글로

벌 경제환경의 기초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 과목

은 현대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을 법적, 시장경제적 측

면에서 이해하고, 부동산 개발과 공급 및 마케팅의 선

행 지식으로서 도시개발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부동산

의 시장거래에 관련된 평가와 중개 및 임대차에 관한

실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해 본다.

23448  글로벌독일어Ⅰ 2-2-0
Global GermanⅠ
이 강좌는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초 발

음법, 문법, 초급회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의한

다. 이를 통해 일상 독일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의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이 강좌는 독일 문화

와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게 한다.

23449  글로벌독일어Ⅱ 2-2-0
Global GermanⅡ
이 강좌는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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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법, 문법, 초급회화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의한

다. 이를 통해 일상 독일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의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이 강좌는 독일 문화

와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게 한다.

23497 글로벌시대의직업과무역 3-3-0
Job and Trading of the Global Era
본 과목은 제4차 산업혁명, AI, IoT, 디지털화, FTA 등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 패러다임이 경제, 환경,

비즈니스, 글로벌 취.창업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하는

이때 글로벌화가 한국의 무역과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의

취업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사고

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3499  지식정보의이해와활용    3-3-0
Understanding & Use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의 역할 및 대학교육에서의 도

서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문의 연구조

사에 필수적인 도서관이용법, 도서관자료의 구성 및 종

류와 이용법, 온라인 및 정보망 이용법, 개인정보 관리

등의 원리와 방법을 익힘으로써 각 전공분야에서의 학

업 성취도를 높인다.

23502  법학입문                       3-3-0
Introduction to Law
법률 지식은 법률전문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방지와 조기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관련되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의 학습을 통하여 법적 해소 방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20976 지적재산권법개론 3-3-0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지적 창작의 산물인 발명, 디자

인, 상표, 저작물, 영업비밀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

적 재산권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발명자 등의 창작자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기업체에서도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이해를 도모하여 성공적인 진로와 취

업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22782  서양역사문화산책 3-3-0
Exploring History and Culture of the Western World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

하고, 그 안에 전개된 문화적 양상을 이해하는데 초점

을 맞춘다. 즉 서구 문명세계를 시대별로 살펴봄으로써

각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 문화의 생성, 소멸, 융

합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

운다. 이와 더불어 각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예술적

소양을 파악하여 역사, 문화, 예술적 측면의 융합적 사

고를 지닌 교양인으로서의 인간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3500  한국근현대사의이해 3-3-0
People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한국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방과 분단의 역사적 기원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가, 해방 공

간의 정치지도자, 정부수립 이후 각 부문의 주요 인물

들뿐 아니라, 그 시기를 함께 살았던 개인들에 대해서

도 다양하게 조망한다. 이를 통해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22800  한국민속과문화유산 2-2-0
Korean Folklore and Cultural Heritage
민속이란 그 민족이나 사회가 민간에서 형성해 낸 신

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 문화 따위를 총체적으

로 일컫는다. 이 과목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과 문화

유산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전

통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며, 나아가 한

국 문화와 한국 사회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특히 기록되지 않은 역사인 민속

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접근을 시도한다.

19690  한국사의재조명 3-3-0
New Perspective on Korean History
한국사에서 시대별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논의함으로써, 학

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흥미를 느껴 자기 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며, 특히 학생들의 관심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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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무원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들

이 한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2802  생명이란무엇인가 3-3-0
Science of Life
생명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하

여 학문 및 응용 기술 분야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생

명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교양을 함양한

다. 또한 자연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활용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생명에 대한 인식의 발달과정을 파악함으

로써 현대 생명과학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명의

기원과 진화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는다. 또

한 다양한 생명현상과 그 특성을 통해 생명이란 무엇인

지 고찰하고, 인류가 보이는 독보적인 힘의 원천을 살

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23483  생물다양성과환경 3-3-0
Biodiversity and Environment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환경

오염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에 있다. 본 교과에서는 우

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위한

방안, 생물공학의 진보에 끼치는 영향, 자연보존에 관

한 세계 각국의 실태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본 교과

목을 통하여 자연보존의 중요성과 earthmanship을 습

득하도록 한다.

17830 인간생활과미생물 3-3-0
Microorganisms in Life

인간과 미생물은 서로 떨어져 생존할 수 없는 필연

적 관계이다. 따라서 미생물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

의 삶에 어떤 이익을 주고, 또 해를 주는 경우는 무엇

이며, 어떻게 미생물이 인간생활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아울러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생명

산업에 어떻게 미생물이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배워 현

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생물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한다.

23507 다이어트의과학적접근 1-0-2
Scientific Approach of Diet
본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다이어트에 필요한 식이적,

심리적 조절과 운동에 대한 기초지식, 체구성과 체중

조절을 위한 기초지식에 대해 배우고 실천을 통해 실

제적인 자신의 체구성과 체중변화를 꾀하도록 한다.

한 학기동안 자신의 체구성과 체중, 체력에 대해 평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생활과 운동습관의 변화를 통

하여 실제적인 체중과 체구성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

를 경험하도록 한다.

23451 배구의이론과실제 1-0-2
Theory and Practice of Volleyball.
본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수행의 중

요성을 깨닫게 하고, 기본적인 운동기술 습득으로 평

생체육활동의 기반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배구의 기초기술과 경기규

칙을 배운다. 또한 게임의 기본전략을 배우며, 배구경

기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요소들을 학습한다

(셋업, 서브, 블로킹, 디깅, 그리고 코트기법 등).

23452 배드민턴의이론과실제 1-0-2
Theories and Practice of Badminton
배드민턴을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덕성을 갖춘 유

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체력을 기른다. 배드민턴

운동의 전반적 지식과 기본기술을 이해하고 규칙과

심판법을 기반으로 실천 리더쉽 역량을 함양한다. 기

본기술로는 하이크리어, 드롭, 헤어핀, 롱 하이 서비

스, 쇼트 서비스, 드라이브, 스매시 등을 익히고, 단식

과 복식경기를 통하여 위치 및 포메이션에 따른 종합

적 사고역량을 터득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선도적

전문인을 양성한다.

23506 생존수영 2-1-1
Survival Swimming
본 교과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 중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에 대한 적응훈련과 응급상황에서

의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존수

영의 의미를 인식하고, 생존수영을 체계적으로 습득하

여 수영미숙으로 인한 수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교육과 문제해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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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르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

목에서는 안전한 삶을 위한 운동과학의 실용적 접근

을 배우고, 위험상황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삶의 태

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23452 웰빙과운동과학 3-3-0
Wellbeing and Exercise Science
본 교과에서는 웰빙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영적 조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또는 스포츠활동

에 대해 과학적 관련성을 찾아보고 운동을 통해 웰빙

한 삶을 추구하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력의 과학적 진단과 운동처방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생활 중 건강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

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과학의 실용적 접근을 배우고,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학적 기본 지식, 성인병에

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영

적 웰빙에 이르기 위한 접근방법과 삶의 태도에 대해

서 배우게 된다.

23482 저항운동과자기관리 2-1-1
Resistance Training and Aelf Care
현대인에게 있어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이 급속하

게 증가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체력향상 및 생활습

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에 대해 과학적 관련성

을 찾아보고 저항운동을 통해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하

여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저항

운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저항운동을 통해 체력증

진 및 자기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과학의 실용적 접

근을 배우고,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생리적,

심리적, 영적 건강에 이르기 위한 접근방법과 삶의 태

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23454 탁구의이론과실제 1-0-2
Theories and Practice of Table Tennis

본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수행의 중요

성을 깨닫게 하고, 기본적인 운동기술 습득으로 평생

체육활동의 기반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탁구의 기초기술과 규칙을 배

운다. 또한 게임의 기본전략과 포핸드/백핸드 드라이

브 등의 세부 기술들을 학습한다.

23455 테니스의이론과실제            1-0-2
Theory and Practice in Tennis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테니스의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고 경기규칙, 경기전략, 교수법, 기술 분석법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다. 테니스에 관한

지식, 기술,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

으로 경기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경기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운동과학의 기본 원리와 테니스 기술

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올바

른 테니스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본 강의의 중

심내용이다. 따라서 강의의 초점은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개발에 주어진다. 본 강좌는 구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된다: (1) 테니스 경

기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고찰, (2) 안전수칙, 용구,

용어를 포함한 테니스의 기본 개념, (3) 경기전략과

경기규칙에 대한 기초지식, (4) 다양한 경기기술에 대

한 운동 과학적 분석 및 수행.

17814 생활속의수학                2-2-0
Mathematics in Life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수학적 사실들이 숨어있다. 또한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많은 수학적인 사실들이 있다. 본 강좌에서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수학과 관련된 흥미 있고 유익한 여

러 사실들을 소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것이다. 이는

생활 속에서의 자연과학/인문사회학을 포함하는 문명

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다.

22391 수학과예술                  2-2-0
Math and Art
수학은 자연과학과 공학은 물론 사회과학 등 폭 넓

은 분야에서 그 분야의 수리적 측면과 구조적 얼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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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을 규명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

수학과 가장 멀다고 생각되어 질수도 있는 예술 분

야와 융합되는 주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이 이 강좌의

매력이라고 하겠다. 음악, 미술, 건축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수학의 재미있는 부분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23498 영양학기초                  3-3-0
Understanding Nutrition
사람은 음식을 통한 적절한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

약물의 복용 등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음식을 통한 적절한 영

양섭취이다.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우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그 기능, 식품급원, 질병과 영

양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영양소의

종류, 각 영양소의 체내기능, 결핍증 및 과잉증, 영양필

요량에 대해 학습한다. 나아가 각종 성인병의 원인과

이러한 질병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섭취방

법 등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건강과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8772 현대인의정신건강             3-3-0
The Moderns Mental Health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정신건상 상태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지 못 한 제 현상에 대하

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인간행동

에 대한 이해와 성격특성, 이성관계, 성에 대한 이해,

각종 중독 현상, 자살 및 죽음, 현대 가족의 문제와

다문화 현상, 그리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적

측면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정신

건강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학적 접

근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과 더불어

현대인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3481 아시아,역사와문화            3-3-0
Asia, History and Culture
이 강의가 지향하는 것은 중화주의와 오리엔탈리즘

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한 시각과 균형 잡힌 사관

으로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쟁

과 혁명, 세계화와 그에 대한 저항 등이 강의를 꿰뚫

는 주요 개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사에 치우치지

않고 여성, 이민자, 하층계급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

미의 사회사를 추구한다.

23456 세계영어특강                3-3-0
Special Topics in World Englishes
본 교과목은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를 실

시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on-demand 강의 시스템을

통하여 경험하는 강의다. 이를 위해 세계영어(World

Englishes)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를 와세다 대

학의 C-navi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경험한 후 그 내

용을 정리한 후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 학생들과 토론하는 강의다. 본 강의는 학생들의

글로컬문화 역량, 의사소통역량, 자원 정보 기술 활용

역량, 종합적사고역량 대인관계역량을 함양하는 교과

목이다.

23457 일본문학의이해               3-3-0
Understanding Japanese Literature
동양문학의 큰 줄기를 이루는 일본문학에 대해 작품

을 중심으로 일본문학 전체를 이해하게 한다. 문학작

품을 선정하여 해당 장르, 그 작품의 시대적 의미, 작

품 안에 드러난 일본인의 심성, 삶의 모습을 통해 인

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한다. 나

아가 인간 보편의 문제(주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23486 한일문화교류사               3-3-0
Cultural interaction history of Korea and Japan
한일양국은 역사, 문화, 경제 교류의 중요성과 축척

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에는 커다란 차이

점이 있다. 21세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인식의 필

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상호 발전

과 세계평화에의 공헌을 위해, 객관적이면서 생산적인

지식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과목은 고대로부터 근대

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역사 문화적 교류를 확인하면

서,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양국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교류의 중심 인물의 삶의 고찰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역사인식을 함양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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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 유비쿼터스정보사회                3-3-0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인터넷, 정보 가전, 이동통신, 육공해상 교통체계, 전

자 태그 등 통제, 정보 및 물류 전산업이 유비쿼터스

화로 진화되고 있으며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정보 사

회로 발전해가고 있다. 본 교과목의 주요 내용은 유비

쿼터스 정보 사회에서의 사용자로서 좀 더 깊은 이해

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 질 것이다.

1. 유비쿼터스가 꿈꾸는 사회와 생활의 변화, 모바일

환경에서의 유비쿼터스 정보 과학 기술 이해

2. 주요 사용자/공급자 역할, 유비쿼터스 정보 사회

실현을 위한 테크놀로지

3. 유비쿼터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 등 으로

이루어지며 좀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룹별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여 그룹

토의 발표로 운영된다.

23487 글로벌정치경제CEO            3-3-0
Global Political Economy CEO

본 강좌는 현대사회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지도자

및 CEO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계 각국의 전직 수반

및 글로벌 CEO 등의 리더십을 조사 연구 발표함으로

써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다. 21세기 대학

생들이 가장 존경하거나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들이며

다뤄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즉 워렌 버핏, 손석희, 스

티브 잡스, 이건희, 정주영, 프란치스코 교황, 오프라

윈프리, 마윈, 빌게이츠, 힐러리, 오바마 등등

18884 전쟁사                           3-3-0
History of War
본 과정은 전쟁의 기원과 본질을 연구한다. 고대 원

시사회부터 탈냉전시기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진보, 그

것에 따른 무기기술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학생들이 전략과 정책, 전술과 군수, 금융 및 문

화, 공중, 지상 및 해상, 재래식 전쟁 및 내전 등을 통

해 전쟁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쟁

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역사상 거

의 모든 주요 전략가들의 저작을 조사한다.

23488 정치학입문                  3-3-0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본 강의는 교양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치학 입문과

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치학

분석에 적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이론들 그리

고 방법들에 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것은 학

생들이 적어도 토론, 연구, 더 나아가 정치적 사유를

고취시키는 복잡한 정치적 이슈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791 현대사회와미디어                  3-3-0
Modern Society and Media
현대사회에서의 매스미디어는 일상의 생활을 영위

하기위한 필수적인사회제도이다.그러나 매스미디어

는그 활용여부에 따라순기능을발휘할수도, 역기능

을 행사할 수도있는이중적인제도이다. 따라서실생

활속의매스미디어와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올

바르게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본강좌는매스미

디어의사회적 기능과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써 현대사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능력을 체득할 수있도록하는데그

목적을둔다.

22824 디자인트렌드                      3-3-0
Design Trend
모든 디자인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며 이러한 트렌

드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계획된다. 이러한 트렌

드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소비자 선호

도에 맞는 디자인을 계획해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디자인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3489 동시대문화와예술세계의이해      3-3-0
Contemporary Culture and Art
현대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미래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동시대적 문화에 대한 현

실적 조망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변화무쌍하게 전개되

는 예술계를 모색하거나 탐색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동

서로 나뉘는 이분법적 사유나 태도는 필요치 않으며,

오히려 장르나 고유영역을 넘어서는 하이브리드적 사

유와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동시대문화를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논쟁점들을 이해하면서 현대미술, 사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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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영화산업, 광고, 미디어, 무대예술과 신체예술에

이르는 다양하고 구체적 영역의 예술들을 고찰한다.

그를 바탕으로 미래적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물론

예측 된 삶의 방식에 준비할 수 있는 실천적 여유를

갖도록 한다.

22757 미술의이해와감상             3-3-0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Art
미술사 및 예술이론, 작품의 전시체계와 공공미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술작품

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예술적 안목을 기른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적 안목을 통해, 현대 사회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23491 사진과영상                        3-2-1
Photos and Videos
순수예술분야에서 제작된 세계 각 지역의 사진 및

영상 작품을 경험하고, 이의 이해를 통해 세계 예술의

흐름과 의의를 파악한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실생활

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2816 경제정의와불평등             3-3-0
Economic Justice & Inequality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자는 갈수록 부자

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불평등의 확대는 경

제정의가 시장경제에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정의의 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등을 탐구한

다.

23480 중국근현대사회의이해              3-3-0
Understanding Modern Society of China
격동기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지도자 분석을 통하여

미래 중국의 정치경제를 예측하는 강좌이다. 기본적인

중국역사의 이해를 위해 아편전쟁에서 개혁개방이후

30년까지 근현대사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다. 나아가

서태후에서 시진핑까지 중국정치사의 주요인물들을

파악하여 인적통치시스템의 특징을 이해한다.

23462 중국문화와언어              3-3-0

Chinese Culture and Basic Language
중국어 학습을 시작하거나 기초가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입문과정이다. 본 과목은 말

하기와 듣기를 위주로 수업하여 실제 중국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중국어

를 통해 중국의 문화와 풍속에 대한 이해도 증진한다.

16371 중국의문화                       3-3-0
Chinese Culture
경제활동의 기초는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과목은 중국의 문화적인 기반과 행태, 기본

적인 삶과 사고의 양식을 다룬다. 사회학이나 문화인

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문화적

인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19217 중국의사회                  3-3-0
Chinese Society
심층적인 중국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중국의 사회,

문화적 특색을 고찰한다. 현재 중국 사회의 성격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국가와 구별되는 중국 사회

의 특징이 형성되게 된 주요 원인을 역사적,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중국의 사

회, 문화적 특징이 현재 중국의 의사결정과정과 중국

인의 행동양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23473 아름다움과미학적인간          3-3-0
Beauty and Aesthetic Human
본 교과목의 목적은 미학자나 예술가가 세상을 이해

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대안

을 찾는 것이다. ‘미학적 인간’은 삶의 문제를 유의미

한 예술적 가상으로 이해하고 즐길 줄 아는 인간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창작자가 되기도 한다. 수강생들은 이러한 미

학적 인간의 유형을 배우고 인생을 즐기는 방식을 연

습한다. ‘즐기기’, ‘평가기준세우기’, ‘공감하기’, ‘비판하

기’, ‘창작하기’에 능숙한 미학적 인간으로 단련시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23476 유럽의고전음악과스토리텔링      3-3-0
European Classical Music and Story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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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기독교음악과 세속음악에서부터 바로크, 고

전주의, 낭만주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음악의 발

전과 변천, 작곡가 별 특징과 그들이 겪은 인생사와

작품의 탄생배경 및 기타 behind story 등을 살펴보

고 고전음악의 악기 별, 규모 별 종류와 작곡가 별 특

징 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자료는 강의자가 소장하고 있는 약 1500장의

음반에서 선별하여 소개한다.

20589 철학입문                   3-3-0
Introduction to Philosophy
이 과목은 철학의 근본이념과 삶의 연관관계를 밝히

며 이를 통해 현재적 삶과 그 목표에 대한 자발적 사

유능력과 반성능력을 훈련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

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답하는 훈련을 한다. 더 나아가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실 대응능력을 기른다.

23475 노벨물리학상이야기            2-2-0
Survey of Nobel Prize Laureates in Physics
1901년부터 최근까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생

애와 연구업적이 오늘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으로써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며, 아울러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물리학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23478 인간과과학기술                    3-3-0
Science and Technology for Human Beings
인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자연과학과 기술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적, 화학적 요소와 정보

기술의 영향력 등에 관한 다양한 과학기술 기본 소양

을 함양해 통섭적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 주요 교과내

용으로는 생명과학, 화학과 에너지, 건축과 환경, 정보

기술 관점을 다룬다.

23479 유럽문화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European Culture

국제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

회는 다방면에서 국제적 교양인을 요구하고 있다. 본

강좌는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유럽문화의 정신적 기반

으로부터 유럽의 구성, 국민적 성향과 의식구조, 생활

방식과 풍습, 도시, 문화유산과 예술작품 등을 풍부한

영상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16846 사회과학방법론               3-3-0
Research Methodology for Social Science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데 있어 보다 확실하고 실증적

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행태주의적 조사방법 및 통

계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인

터뷰, 실험 및 관찰조사 등의 방법 등을 연구하며 또

한 얻어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계량 및 통계, 그리고 과학적 접근 방

법 찾아보고자 한다.

13014 자연의이해 3-3-0
Understanding of Nature
현대사회에서 자연과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을 접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에 인류의 미래에 공헌할 지식인으로서 과학

하는 태도와 문명에 대한 비판능력을 기른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사유범위, 과학정

신의 태동, 자연법칙과 수학의 역할, 자연과학과 과학

적 방법, 중세, 신학, 철학과 과학과의 관계, 과학혁명

과 그 영향, 근대과학, 과학윤리의 필요성, 환경문제,

현대과학의 한계와 전망 등을 다룬다.

23474 화장품과학및실험 3-2-1
Cosmetics Science and Experiment

화장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

고 있는 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실험키트를 통하

여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 봄. 이를 통하여 화장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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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기초를 공부함. 특히, 재

료와 성분을 강의와 함께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제 사

용하고 있는 화장품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친환경 소재

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함.

23773 문학과젠더       3-3-0
Literature and Gender
본 강의는 대표적 외국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문

학과 여성, 여성의 글쓰기, 사회관계 속에서 ‘젠더’의 문

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고 저항하는 여성작가들의 다양

한 노력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젠더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23774 한국미술문화의이해 3-3-0

Understanding Korean Art Culture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미술의 시대별 특

징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고 동시대 세계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한국미술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확

인한다. 또한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있

는 삶의 흔적인 한국 미술을 통해 한국인의 고유한 민

족문화를 공감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갖게

한다.

23775 현대자본주의사회지성산탐구 3-3-0

Understanding Intellectual History of

Capitalist Society

현재와 같은 소비중심사회에서 시장은 세계를 지배하

는 종교가 되어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우리가 무

엇을 해야 할지를 강제한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기적이

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사회유지에 필

요한 합의를 도출해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자

본주의 사회 진화에 대한 역사, 철학, 정치경제 사회학

사상과 이론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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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교 육 과 정

교 직 교 육 의  목 적

교직 교육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

으로 해당 교과의 지식 및 교육 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우수 교원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중등 교육의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 직 교 육 의  목 표

1. 교원으로서 봉사하는 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인성과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한다.

2.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 관련된 제반 지식과 절차, 의의를 이해하고 실제 교육에 활용할 능력을 갖춘다.

3. 해당 교과의 수준 높은 지식과 함께 이를 중등 교육에 활용할 적절한 교육 방법을 이해하고 터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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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교과목
   (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구분
주전공

다전공

항목 입학
년도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2009

60학점
(교육학과는 교직이론중복인정 포함 전공

74학점이수)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과목이상 지정한학과

는 모두이수]

50학점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중복인정

포함 전공 64학점이수)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과
목이상 지정한학과는 모두이수]

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과목이상

지정한학과는 모두이수]

교직이수학점

전과목(11과목)

22학점(교육봉사활동 포함)이상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제외한 (4과목)8학점

이수] 

전과목(11과목)

22학점(교육봉사활동 포함)이상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제외한

(4과목)8학점 이수]  

면제

학교현장실습 필히 이수
  주전공(1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전공(2

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으로 실시 가능. 

교육봉사활동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기본이수영역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성적적용 및
기타 이수기준

- 사범대 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졸업평균성적 75점 이상
-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영문,아동영어,일문,프랑스어,영교)는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1회 합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V. 교직이수기준 및 교직기본이수과목 현황

① 사범대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0학년도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

   (선발년도 기준으로 적용)

② 전공학점 이수 시 유치원, 중등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수함.

③ 연계전공도 다전공 이수와 같이 학점 이수하면 됨.

④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4학점(7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4학점

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추가 지정한 학과는 ‘기타교과교육과

목’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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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구분
주전공

다전공

항목 입학
년도 1전공 2전공

전공이수
학점

2013

60학점
(교육학과는 교직이론중복인정 포함 전공 72

학점이수)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과목이상 지정한학과

는 모두이수]

50학점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중복
인정포함 전공 62학점이수)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

과목이상 지정한학과는 모두
이수]

50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2011입학자부터 4

과목이상 지정한학과는 모두
이수]

교직이수학점

전과목(11과목)

22학점(교육봉사활동 포함)이상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제외한 (5과목)10학

점 이수] 

전과목(11과목)

22학점(교육봉사활동 포함)

이상
[교육학과는 교직이론 제외
한 (5과목)10학점 이수]  

면제

학교현장실습 필히 이수
  주전공(1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
전공(2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공으로 실시 가능. 

교육봉사활동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필히 이수(60시간 이상)

기본이수영역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21학점(7과목) 이상

성적적용 및
기타 이수기준

- 사범대 학과, 교직일반학과 모두 전공성적 75점 이상 교직성적 80점 이상
- 식품영양학과:영양사면허증 취득
- 외국어관련학과(영문,아동영어,일문,영교)는 자격기준 점수에 합격해야 함
- 교직 적.인성검사 2회 합격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① 사범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설치학과는 2014학년도에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부터 적용

   (선발년도 기준으로 적용)

② 전공학점 이수시 유치원, 중등 교원자격증 대상 학과만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수함.

③ 연계전공도 다전공 이수와 같이 학점 이수하면 됨.

④ 교육학과 주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이론과목[12학점(6과목)]을 중복인정할 경우 전공12학점

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 과목 중 ‘기타교과교육과목’을 추가 지정한 학과는 ‘기타교과교육과

목’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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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이수과목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이수영역 교과목명 학-강-실 교직과목이수영역 교과목명 학-강-실

교직이론영역
택7

(14학점이수)

교육과정 2-2-0

교직이론영역
택6

(12학점이수)

교육과정 2-2-0

교육평가 2-2-0 교육평가 2-2-0

교육철학및교육사 2-2-0 교육철학및교육사 2-2-0

교육사회 2-2-0 교육사회 2-2-0

교육심리 2-2-0 교육심리 2-2-0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2-0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2-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2-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2-0

교육학개론 2-2-0 교육학개론 2-2-0

교직소양
(4학점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2-0

교직소양
(6학점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2-0

교직실무 2-2-0

교직실무 2-2-0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실제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

생의 이해]로 변경)

2-2-0

교육실습
(4학점이수)

학교현장실습 2-2-0
교육실습

(4학점이수)

학교현장실습 2-2-0

교육봉사활동 2-0-2 교육봉사활동 2-0-2

 총22학점(11과목)이상 이수 총22학점(11과목)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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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교 직】

20682  특수교육학개론 2-2-0

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대부분의 아동들과 특정영역에서 다른 특수아동(영재

및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그들의 잠

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의 원리 및 실제를 개발하도록 한다.

20606  교직실무 2-2-0

Introduction to Education Practicum for Teachers

학교나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공무원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의 복무, 학교회계 예산, 교원단체 관련 업

무, 학교운영위원회, 학사 및 생활지도 등을 파악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수양을 갖추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0609  학교현장실습 2-2-0

Teaching Practice at Practice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참관실습, 수업실습(또는 실

무실습) 등의 학교현장 직접교육실습에 참여하여 교육

자의 인격을 함양하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

추도록 한다.

20610  교육봉사활동 2-2-0

Educational Volunteer Work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

사나 교육봉사활동에 참여 또는 국내 또는 해외 수업참

여관찰 등을 통해 교육자의 인격을 함양하고 교사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20607  교육평가 2-2-0

Education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학교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전체 맥락 속에서 교

육평가가 가야할 방향, 역할과 기능, 교육평가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강

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교육평가의 개념과 역

할, 측정관과 평가관, 평가모형, 평가의 분류 및 기능,

학습행동의 분석과 교수학습의 목표의 진술 이원분류표

와 평가문항의 제작, 문항과 평가도구의 양호도 분석,

평가도구의 선정, 교육평가 관련 쟁점 등이다.

20749  교육과정 2-2-0

Educational Curriculum

교사로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교교육과

정을 제작․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다룬다. 이 강좌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념, 교육과정의 역

사, 현행 교육과정의 구조,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의

계획,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0542  교육사회 2-2-0

Social Foundation of Education

이 강좌는 공공활동으로서의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에 미치는 정치,경제, 사회, 문화

의 영향 및 사회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이

해하게 하고 학교사회의 교사-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대

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교사에게 교원으로서

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능

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571  교육학개론 2-2-0

Introduction of Education

이 강좌는 교육의 작용을 사회, 문화, 역사의 배경에

서 고찰함으로써 교육학의 길잡이와 교육을 통해서 풀

어야 할 여러 과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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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7  교육심리 2-2-0

Educational Psychology

이 강좌는 교육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심리학적 이론

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상호 만남에 있어

외형보다 내면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대방에 대해 심리

학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10559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Philosophy of Education and History of Education

이 강좌는 교육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육문제

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육철학의 이론을 이해하고 교육문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인 기술을 익히고, 동시에 교육철학자들

의 사상을 폭넓게 이해하여 교사로서의 교육철학을 정

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053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Method of Education and Technology of Education

이 강좌는 교육효과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목표의

수립,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법의 채택, 평가와 관리체

제의 개발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체제적 접근 방법에

의해 연구하고 개발하여, 각종 교육매체의 특성과 제작

과정을 익히며, 체제 접근적 수업설계를 구안하여 실제

수업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배양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834  교육행정 및 경영 2-2-0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행정 및 경영’은 학교와 교육행정 조직 운영을 거

시적 관점에서 분석 검토하는 강좌이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을 전제

로 하며, 교수학습 행위는 교육제도와 정책의 틀 속에

서 운영된다. 따라서 이 강좌의 목표는 교사들에게 요

구되는 교육에 대한 행정적 안목과 경영 마인드를 형성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동기이론, 지도성이론, 조직

이론 등 교육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교육기획과 정책,

장학, 인사행정, 교육재정, 학교경영 등 교육을 위한 행

정과 조직 경영의 실제적 측면을 개괄적으로 탐구한다.

22433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2-2-0

Theories and Practic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이과목은안전한학교문화를위해필요한학교폭력의

예방의이론과실제를다룬다.이를위해학교폭력의정의,

유형,피해학생과가해학생의심리적특성을사례중심으

로살펴본다.또한학교폭력의발생원인을살펴보고,적

절한교육방안을탐색한다.마지막으로학교폭력에대한

정책과법률지식을다루면서학교폭력에대한사회적지

원체계를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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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기본이수과목

대학
학과
(전공)

입학
년도

표시
과목

교육부고시
본교지정교과목명 구분 대체과목 비 고

기본이수과목(분야)

문과
국어국문학

과
2000~
2001

국어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14학점(5과목)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국어학개론 현대국어학(3) 국어학이란무엇인가(3)
국어사 우리말의역사(3) 국어사(3)

국문학사
고전문학의이해(3) 국문학사(3)
현대문학사(3)

문과
국어국문학

과
2002~
2008

국어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14학점(5과목)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국어학개론 국어학이란무엇인가(3) 국어학개론(3)
국어사 우리말의역사(3) 국어사(3)
국문학사 고전문학의이해(3) 국문학사(3)
소설론 현대소설론(3)

문과
국어국문학

과
2009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이란무엇인가(3) 국어학개론(3)
국어사 우리말의역사(3) 국어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사 고전문학의이해(3) 국문학사(3)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문학이란무엇인가(3)

현대소설론(3)

(5) 의사소통교육론
글쓰기지도법(3) 글쓰기교육론(3)
지역사회와언어(3)

문과
국어국문학

과
2010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국어학의기초(3)

국어사 국어사(3) 문법과국어생활(3)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 우리말의역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의이해(3)
국문학사 국문학사(3) 국문학의역사(3)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문학이란무엇인가(3)

현대소설론(3) 현대소설의이론과실제(3)

(5) 의사소통교육론
글쓰기지도법(3)

글쓰기교육론(3)
글쓰기와국어교육(3)

지역사회와언어(3)

문과
국어
국문
학과

2011
~
2014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전공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전공 국어학의기초(3)
국어사 국어사(3) 전공 문법과국어생활(3)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 전공 우리말의역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전공 국문학의이해(3)
국문학사 국문학사(3) 전공 국문학의역사(3)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문학이란무엇인가(3) 전공 　
현대소설론(3) 전공 현대소설의이론과실제(3)
현대문학특강(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글쓰기교육론(3) 전공 글쓰기와국어교육(3)

(5)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독서교육론(2) 전공 독서와국어교육(3)

문과
국어국문·
창작학과

2015~
2018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
(7과목)
이상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학의기초(3)
국어사 우리말의역사(3)
국어문법론 문법과국어생활(3)

(3)국문학개론 국문학의이해(3)
국문학사 국문학의역사(3)

(4)문학교육론 문학이란무엇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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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설의이론과실제(3)

-교육부과목기준
(5)의사소통교육론

글쓰기와국어교육(3)
2019학년도교육과정

과목폐지
화법과미디어언어(3)

독서와국어교육(3)
2019학년도교육과정

과목폐지

문과
국어국문·
창작학과

2019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의기초(3) 전필
국어문법론 문법과국어생활(3)
국어사 한국어의역사(3)
(3)국문학개론 국문학의이해(3) 전필
국문학사 국문학의역사(3)

(4)문학교육론
문학이란무엇인가(3) 전공기초

문학이론의기초(3)
현대소설의이론과실제(3)

(5)의사소통교육론 화법과미디어언어(3)

문과
영어
영문학
전공

2000~
2001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응용음성학 영어발음(2) 　 영어음성학(2)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문학사(2) 　 　

영어회화
고급영어회화Ⅰ(2) 　 　
고급영어회화Ⅱ(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2) 　 　
중급영어작문Ⅱ(2) 　 　

문과
영어

영문학전공
2002~
2005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2)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드라마와인생(2) 　
영미문화연구Ⅰ(2)
영미문화연구II (2)

영어회화
고급영어회화Ⅰ(2) 　 실용영어회화(2)
고급영어회화Ⅱ(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2) 　 실용영작문Ⅰ(2)
중급영어작문Ⅱ(2) 　 실용영작문Ⅱ(2)

영어독해 영미단편소설(2) 　
영어독해I (3)-교선
영어독해II (3)-교선

문과
영어

영문학전공
2006~
2008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연구Ⅰ(2) 　

영미문화(3)
영미문화연구Ⅱ(2) 　

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2) 　 실용영어회화(3)

영어작문
실용영작문Ⅰ(2) 　

실용영작문(3)
실용영작문Ⅱ(2) 　

영어독해 영미단편소설(2) 　
영어독해 I (3)-교선
영어독해 II (3)-교선

문과
영어

영문학전공
2009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연구Ⅰ(2)

　 영미문화(3)
영미문화연구 II(2)

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2) 　

실용영어회화(3)
영어회화연습(2) 　

영어작문
실용영작문Ⅰ(2) 　

실용영작문(3)
실용영작문Ⅱ(2) 　

영어독해 영미단편소설(2) 　
영어독해 I (3), 영어독해
II (3) -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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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영어

영문학전공
2010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연구Ⅰ(2) 　

영미문화(3)
영미문화연구Ⅱ(2) 　

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2) 　

실용영어회화(3)
영어회화연습(2) 　

영어작문
실용영작문Ⅰ(2) 　

실용영작문(3)
실용영작문Ⅱ(2) 　

영어독해
영어독해 I (2) 교양

과목

영어독해 I (3) -교선

영어독해 II (2) 영어독해 II (3)-교선

문과
영어

영문학전공

2011
~
2014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전공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전공
영어음운론(3)
컴퓨터활용영어발음과인토
네이션교정(3)　

영문학개론 영미문학개론(3) 전공 　
영미문화 영미문화(3) 전공 　

영어회화 실용영어회화(3) 전공
기초영어회화(3)
심화영어회화(3)　

영어작문 실용영작문(3) 전공
기초영작문(3)
심화영작문(3)

영어독해
영어독해 I (3) 교양 영어독해전략및연습(3)-전

공영어독해 II (3) 교양
영어문법 영문법(3) 전공
영문강독 영문강독(3) 전공

문과

아동영어학
전공
(영어
영문
-야)

2002~
2004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아동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음용음성학 영어음성학(2) 　 음성학I(2)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드라마와인생(2) 　 영미문학연구Ⅰ(2)

영어회화
고급영어회화Ⅰ,
고급영어회화Ⅱ(2)

　 중급영어회화(2)

　 고급영어회화(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
중급영어작문Ⅱ(2)

　 중급영어작문(2)

　 고급영어작문(2)

영어독해 영미단편소설(2) 　 영어독해Ⅰ(2)

문과

아동
영어학
전공
(영어
영문
-야)

2005~
2006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아동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응용음성학 음성학I(2) 　 실용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학연구Ⅰ(2) 　 영미문화연구(3)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2) 　

영어회화 I (3)
고급영어회화(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2) 　

영어작문 I (3)
고급영어작문(2) 　

영어독해 영어독해Ⅰ(2) 　 영어동화읽기(3)
영어문법 영문법I(2) 　 실용영문법(3)

문과　

아동
영어학
전공
(영어
영문
-야)

2007~
2008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2) 　 아동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3) 　 실용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2)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학연구 I (2) 　

영미문화연구(3)
영미문학연구 II (2) 　

영어회화
영어회화 I (2) 　 　
영어회화 II (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2) 　

영어작문 I (3)
고급영어작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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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독해
영문강독 I (2) 　

영어동화읽기(3)
영문강독 II (2) 　

영어문법
영문법 I (2) 　

실용영문법(3)
영문법 II (2) 　

문과　
아동
영어학
전공

2009~
2010

영어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아동영어학개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실용음성학(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영미문학개론(3)

영미문화
영미문학연구 I (2)

택1 영미문화연구(3)
영미문학연구 II (2)

영어회화
영어회화 I (2)

택1 　
영어회화 II (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2) 　

영어작문 I (3)
고급영어작문(2) 　

영어독해
영문강독 I (2)

택1 영어동화읽기(3)
영문강독 II (2)

영어문법
영문법 I (2)

택1 실용영문법(3)
영문법 II (2)

문과　
아동
영어학
전공

2011
~
2014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학개론 아동영어학개론(3) 전공 영어학개론(3)
영문학개론 영미문학개론(3) 전공 　
영어문법 실용영문법(3) 전공 영문법

영어회화 영어회화 I (3) 전공
기초영어회화(3)
심화영어회화(3)

영어작문 영어작문 I (3) 전공
기초영작문(3)
심화영작문(3)

영어독해 영어동화읽기(3) 전공
고급실용영어I(3)-교양
고급실용영어II(3)-교양
영어독해전략및연습(3)　

영어음성음운론 실용음성학(3) 전공

영어음성학(3)
영어음운론(3)
컴퓨터활용영어발음과인토
네이션교정(3)

영미문화 영미문화연구(3) 전공 영미문화(3)　
영문강독 영문강독(3) 전공 　

문과　
영어영문학

과

2015
~
2018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전공 언어학개론 (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전공 　
영어문법 영문법(3) 전공 　

영어회화
기초영어회화(3)

전공 비판적사고와영어I (3)
심화영어회화(3)

영어작문
기초영작문(3)

전공 비판적사고와영어II (3)
심화영작문(3)

영어독해
고급실용영어I 교양

영어독해전략및연습 (3)고급실용영어II 교양
영어독해전략및연습(3) 전공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전공 음성학(3)
영어음운론(3)
컴퓨터활용영어발음과인토네이션
(3)

영미문화 영미문화연구(3) 전공 　

문과　
영어영문학

과
2019 영어

영어교육론(또는멀티미디
어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 (3)
영문학개론 영미문학개론 (3)

영어문법(또는영어문법지 영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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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영어회화(실용영어, 또는영
어말하기지도법)

비판적사고와영어I (3)

영어작문(또는영어쓰기지
도법)

비판적사고와영어II (3)

영어독해(또는영어읽기지
도법)

영어독해전략및연습 (3)

영어음성음운론
음성학(3)

택1
음운론 (3)

영미문화 영미문화(3)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00
~
2001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의 이해(2) 　 일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일본문학개론 일고전문학의이해(2)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의 이해(2) 　 일본어문법(3)

일본어회화
일어회화Ⅰ(2) 　 　
일어회화Ⅱ(2) 　 　

일본어작문 일어작문(2) 　 　

일본어강독 일명작강독(2)
　 일어강독Ⅰ(2)
　 일어강독 Ⅱ(2)

일본문화 일본문화론(2) 　 일문화론(2)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02
~
2005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어학개론(3) 　 일본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일본문학개론 일문학사(3) 　 　

일어회화
일어회화Ⅰ(2) 　 일본어회화Ⅰ(2)
일어회화Ⅱ(2) 　 일본어회화 Ⅱ(2)

일본어작문 일본어구문연습(2) 　 일본어작문(3)

일본어강독
일어강독Ⅰ(2) 　

일본어강독(3)
일어강독Ⅱ(2) 　

일본문화 일문화론(2)
　 일본문화의이해Ⅰ(2)
　 일본문화의이해 Ⅱ(2)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06
~
2008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어학개론(3) 　 일본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일본문학개론 일문학사(3) 　 일본문학개론(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2) 　 실용일본어회화 I (2)
일본어회화Ⅱ(2) 　 실용일본어회화 II (2)

일본어작문 일본어구문연습(2) 　 일본어작문(3)

일본어강독
일어강독Ⅰ(2) 　

일본어강독(3)
일어강독Ⅱ(2) 　

일본문화
일본문화의이해Ⅰ (2) 　 일본문화 I (3)
일본문화의이해Ⅱ (2) 　 일본문화II (3)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09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어학개론(3) 　 일본어학개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일본문학개론 일문학사(3) 　 일본문학개론(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2) 　 실용일본어회화 I (2)
일본어회화Ⅱ(2) 　 실용일본어회화 II (2)

일본어작문 일본어표현문형(2) 　 일본어작문(2)

일본어강독
일어강독Ⅰ(2)

　 일본어강독(3)
　 일본어강독 I (2)

일어강독Ⅱ(2)
　 일본어강독(3)
　 일본어강독 II (2)

일본문화
일본문화의이해Ⅰ(2)

　 일본문화 I (3)
　 일본문화 I (2)

일본문화의이해Ⅱ (2)
　 일본문화II (3)
　 일본문화 II (2),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10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2)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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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2) 　 실용일본어회화 I (2)
일본어회화Ⅱ(2) 　 실용일본어회화 II (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2)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 I (2) 　

일본어강독(3)
일본어강독 II (2) 　

일본문화
일본문화 I (2) 　 일본문화 I (3)
일본문화 II (2) 　 일본문화II (3)

　문과
일어
일문
학과

2011
~
2014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3) 전공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3) 전공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전공 　
일본어구문연습(3) 전공 　

일본어회화
실용일본어회화 I (2) 전공 　
실용일본어회화 II (2) 전공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3) 전공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3) 전공 　

일본문화
일본문화 I (3) 전공 　
일본문화II (3) 전공 　

　문과
일본·

프랑스어문
학과

2015 -
2016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3) 전공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3) 전공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전공 　

일본어구문연습(3) 전공 　

일본어회화
실용일본어회화I(2) 전공 　
실용일본어회화II(2) 전공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3) 전공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3) 전공 　

일본문화
일본문화I(3) 전공 　
일본문화II(3) 전공 　

문과
일어
일문
학전공

2017
~
2018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3) 일본어학의이해(3)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3) 일본문학의이해(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2)

택1
일본어회화Ⅱ(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3)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3)

일본문화
일본문화Ⅰ(3)

택1
일본문화Ⅱ(3)

문과
일어
일문
학전공

2019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일본어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의이해(3)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의이해(3)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3) 　

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Ⅰ(2) 모두이

수일본어회화Ⅱ(2)

일본어작문 일본어작문(3) 　
일본어강독 일본어강독(3) 　

일본문화
일본문화Ⅰ(3) 모두이

수일본문화Ⅱ(3)

문과　

프랑
스어
문학
전공

2000
~
2001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의이해(2) 　 프랑스언어학이해(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2) 　 프랑스문학개론(3)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Ⅰ(2) 　 프랑스어회화 Ⅲ(2)

프랑스어회화Ⅱ(2) 　 프랑스어회화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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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Ⅰ(2) 　 프랑스실용작문(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생활문화(2) 　 　

문과　

프랑
스어
문학
전공

2002
~
2005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이해(3) 　 프랑스언어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3)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 Ⅲ(2) 　 　
프랑스어회화Ⅳ(2)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Ⅰ(2) 　 프랑스실용작문(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생활문화(2) 　 　

문과　

프랑
스어
문학
전공

2006
~
2008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2)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 Ⅲ (2) 　 　
프랑스어회화Ⅳ (2)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Ⅰ(2) 　 프랑스실용작문(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생활문화(2) 　 　

문과　
프랑스어
문학전공

2009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프랑스어휘론(2)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3)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Ⅲ (2) 　 　
프랑스어회화Ⅳ (2)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Ⅰ(2) 　

프랑스실용작문(2)
프랑스어작문 II (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생활문화(2) 　
프랑스어권연구(2)
프랑스관광문화(3)

프랑스단편산책 프랑스단편(3) 　 　

문과　
프랑스어문
화학과

2010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프랑스어휘론(2)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3)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 Ⅲ (2) 　 　
프랑스어회화Ⅳ (2)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어작문Ⅰ(2) 　

프랑스실용작문(2)
프랑스어작문 II (2)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생활문화(2)
　 프랑스어권연구(2)
　 프랑스관광문화(3)

프랑스어발음연습 프랑스어청취(1)
　 기초프랑스어 I (3)
　 기초프랑스어 II (3)

문과　
프랑스어문

학과
2011

프랑스
어

프랑스어학개론
프랑스언어학(3) 전공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프랑스어휘론(2) 　

프랑스문학개론 프랑스문학개론(3) 전공 　
프랑스어문법 프랑스어문법(2) 전공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어회화 Ⅲ (2) 전공

택1
　

프랑스어회화Ⅳ (2) 　

프랑스어강독
프랑스어연습 I (3) 전공

택1

　

프랑스어연습 II (3) 　

프랑스어작문 프랑스실용작문(2) 전공 　

프랑스어권문화
프랑스어권연구(2) 전공

택1

　

프랑스관광문화(3) 　

프랑스어발음연습
기초프랑스어 I (3) 전공

택1

　

기초프랑스어 II (3) 　

문과　 철학과
2000~
2001

철학
철학교육론 철학교육연습(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논리학 논리적분석의기초(3) 　 논리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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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 현대윤리학(2) 　 윤리학(3)

-교육부과목기준

인식론 인식과비판(3) 　 인식론(3)
형이상학 형이상학(3) 　 　
한국철학사 한국기철학(3) 　 한국철학사(3)
동양철학사 중국철학사(3) 　 　
서양철학사 합리론과경험론(3) 　 서양고대철학사(3)

문과　 철학과
2002~
2005

철학

논리학 논리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윤리학 윤리학(3) 　 　
인식론 인식론(3) 　 　
형이상학 형이상학(3)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3) 　 　
동양철학사 중국철학사(3) 　 동양철학의문제(3)
서양철학사 서양고대철학사(3) 　 서양고중세철학사(3)
철학고전선독 서양철학강독(3) 　 서양근세철학강독(3)

문과　 철학과
2006~
2007

철학

논리학 논리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윤리학 윤리학(3) 　 　
인식론 인식론(3) 　 　
형이상학 형이상학(3)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3) 　 　
동양철학사 동양철학의문제(3) 　 동양고전R&W(2)
서양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사(3) 　 　
철학고전선독 서양근세철학강독(2) 　 논술의이론과실제(3)

　문과 철학과 2008 철학

논리학 논리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윤리학 윤리학(3) 　 　
인식론 인식론(3) 　 　
형이상학 형이상학(3)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3) 　 　
동양철학사 동양고전R&W(2) 　 　
서양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사(3) 　 　
철학고전선독 논술의이론과실제(3) 　 　

문과　 철학과
2009~
2010

철학

논리학 논리학(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윤리학 윤리학(3) 　 　
인식론 인식론(3) 　 　
형이상학 형이상학(3)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3) 　 　
동양철학사 동양고전R&W(2) 　 　
서양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사(3) 　 　
철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
습

논술의이론과실제(3) 　 　

문과　 철학과 2011 철학

철학교육론 철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논리학(3) 논리학(3) 전공 　
윤리학(3) 윤리학(3) 전공 　
인식론(3) 인식론(3) 전공 　
형이상학(3) 형이상학(3) 전공 　
한국철학사(3) 한국철학사(3) 전공 　
동양철학사 동양철학사 전공 　
서양철학사 서양고중세철학사(3) 전공 　
비판적사고와논술 비판적사고와논술(3) 전공 　
철학교육방법론 철학교육방법론(3) 전공 　

문과　 기독교학과
2000~
2001

종교

종교학사 종교사(3) 　 종교학사(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종교학개론 종교학(3) 　 종교학개론(3)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2)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3) 　 　
현대종교 현대신학(3) 　 현대종교(3)

문과　 기독교학과 2002~ 종교 종교학개론 종교학개론(3) 　 　 14학점(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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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2)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종교학사 종교학사(3)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3) 　 　
현대종교 현대종교(3) 　 　

　문과 기독교학과
2006~
2008

종교

종교학개론 종교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3) 　 　
종교학사 종교학사(3)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3) 　 　
현대종교 현대종교(3) 　 　

문과　 기독교학과
2009~
2011

종교

종교학개론 종교학개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종교학사 종교학사(3) 전공 　
비교종교학 비교종교학(3) 전공 　
종교심리학 종교심리학(3) 전공 　
현대종교 현대종교(3) 전공 　
종교사회학 종교사회학(3) 전공 　
종교와과학 종교와과학(3) 전공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00~
2001

사서교
사

분류학 자료조직론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목록학 자료조직론Ⅱ(3) 　 　
도서관전산화 도서관자동화(3) 　 전자도서관구축론(3)
정보검색 정보검색론(3) 　 　
정보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3) 　 정보봉사론(3)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3)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론(3) 　 뉴미디어(3)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02~
2005

사서교
사

분류학 자료조직론Ⅰ(3) 　 정보조직론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목록학 자료조직론Ⅱ(3) 　 정보조직론Ⅱ(3)
도서관전산화 전자도서관구축론(3) 　 디지털도서관(3)
정보검색 정보검색론(3) 　 　
정보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3) 　 정보봉사론(3)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3)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06~
2008

사서교
사

분류학 정보조직론Ⅰ(3) 　 정보자료분류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목록학 정보조직론Ⅱ(3) 　 정보자료목록론(3)
도서관전산화 전자도서관구축론(3) 　 디지털도서관(3)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3) 　 　
정보검색 정보검색론(3) 　 　
정보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3) 　 정보봉사론(3)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3)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09~
2010

사서교
사

분류학 정보조직론Ⅰ(3) 　 정보자료분류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목록학 정보조직론Ⅱ(3) 　 정보자료목록론(3)
도서관전산화 전자도서관구축론(3) 　 디지털도서관(3)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3) 　 　
정보검색 정보검색론(3) 　 　
정보봉사론 참고정보봉사론(3) 　 정보봉사론(3)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3)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11
~
2014

사서교
사

분류학 정보자료분류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목록학 정보자료목록론(3) 전공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3) 전공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3) 전공 　
정보검색론 정보겸색론(3) 전공 　
정보봉사론 정보봉사론(3) 전공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전공

택1

　

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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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구성론(3) 택1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15
-

2018

사서교
사

분류학 정보자료분류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목록학 정보자료목록론(3) 전공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3) 전공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3) 전공 　
정보검색론 정보겸색론(3) 전공 　
정보봉사론 정보봉사론(3) 전공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3) 전공

택1

　

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전공

택1

　

정보자료구성론(3) 　

문과　
문헌정보
학과

2019
사서교
사

분류학 정보자료분류론 (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목록학 정보자료목록론 (3) 전공
도서관전산화 디지털도서관(3) 전공
독서지도론 독서지도론 (3) 전공
정보검색 정보검색론 (3) 전공
정보봉사론 정보서비스론(3) 전공

학교도서관운영
학교공공도서관운영론 (3) 전공

택1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 (3)

정보매체론
뉴미디어(3) 전공

택1정보자료구성론 (3)

사범　
국어
교육과

2000~
2001

국어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어문법론 문법교육론(3) 　 　
시론 현대시론(3) 　 　
소설론 현대소설론(3) 　 　

사범　
국어
교육과

2002~
2005

국어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사 국문학사 II(3)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시론 현대시론(3) 　 　

사범　
국어
교육과

2006~
2008

국어

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사 국문학사 II (3)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국어사 국어사(3) 　 　

시론

고전시가론(3)

택1 　
현대시론(3)
고전소설론(3)
현대소설론(3)

사범　
국어
교육과

2009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3)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사 국문학사 II (3) 　 　

(4)문학교육론 문학교육론(3) 　 고전시가교육론(3)
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현대소설교육연습(3) 　 소설교육론(3)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작문교육론(3) 　 표현교육론(3)

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사범　
국어
교육과

2010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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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국문학사 국문학사 II (3)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3) 　 　

문학교육론
(시가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3)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표현교육론(3) 　 　

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사범
국어
교육과

2011
~
2014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전공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전공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전공 　
국어사 국어사(3) 전공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전공 　
국문학사 국문학사 II (3) 전공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3) 전공 　

문학교육론
(시가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표현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전공 　

　사범
국어
교육과

2015
-

2018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전공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전공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전공 　
국어사 국어사(3) 전공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전공 　
국문학사 국문학사II (3) 전공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3) 전공 　

문학교육론
(시가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표현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전공 　

　사범
국어
교육과

2019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과교육론(3) 전공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국어학개론 국어학개론(3) 전공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3) 전공
국어사 국어사(3) 전공

(3)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3) 전공
국문학사 국문학사II (3) 전공

(4)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소설교육론(3) 전공

문학교육론
(시가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표현교육론(3) 전공

(5)의사소통교육론
(이해교육론)

이해교육론(3) 전공

사범　
영어
교육과

2000~
2001

영어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3) 　 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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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문법 영문법(3) 　 영어문법(3)

과목기준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Ⅰ(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2) 　 　
영어독해 READING지도(2)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3) 　 영어음성음운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의이해(2) 　 　

사범
영어
교육과

2002~
2005

영어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3) 　 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영어문법 영문법(3) 　 영어문법(3)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Ⅰ(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2) 　 　
영어독해 READING지도(2)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3) 　 영어음성음운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의이해(2) 　 영미문화(3)

사범　
영어
교육
과

2006~
2008

영어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3) 　 영어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영어문법 영문법(3) 　 영어문법(3)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Ⅰ(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Ⅰ(2) 　 　
영어독해 READING지도(2)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응용음성학 영어음성학(3) 　 영어음성음운론(3)
영미문화 영미문화의이해(3) 　 영미문화(3)

사범　
영어
교육
과

2009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3)

택1
영어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멀티미디어영어교육(2)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2)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3) 　 영어학개론(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영어문법 영문법(3) 　 영어문법(3)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 I (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 I (2) 　 　
영어독해 READING지도(2)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택1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음운론(3) 영어음성음운론특강(2)
영미문화 영미문화의이해(3) 　 영미문화(3)

사범　
영어
교육
과

2010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멀티미디어영어교육(2)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2)
영어학개론 언어학개론(3) 　 영어학개론(3)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영어문법 영문법(3) 　 영어문법(3)
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 I (2) 　 　
영어작문 중급영어작문 I (2) 　 　
영어독해 READING지도(2)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3)

택1
영어음성음운론(3)

영어음운론(3) 영어음성음운론특강(2)
영미문화 영미문화의이해(3) 　 영미문화(3)

사범　
영어
교육
과

2011
~
2014

영어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전공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2)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전공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전공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문법(3) 전공
택1

　

영문법교육특강(2)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초급영어회화 I(2) 전공
택1

　

중급영어회화 I (2)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초급영어작문 I(2) 전공
택1

　
중급영어작문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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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2) 전공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전공

택1

　

영어음성음운론특강(2) 　

영미문화 영미문화(3) 전공 　

사범　
영어
교육
과

2015
-

2018
영어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3) 전공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2)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3) 전공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3) 전공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문법(3) 전공
택1

　

영문법교육특강(2) 　

영어회화(또는실용영어, 또
는영어말하기지도법)

초급영어회화 I(2) 전공
택1

　

중급영어회화 I (2)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초급영어작문 I(2) 전공
택1

　

중급영어작문 I (2)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읽기지도법(2) 전공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전공

택1

　

영어음성음운론특강(2) 　

영미문화 영미문화(3) 전공 　

사범　
영어
교육
과

2019 영어

영어교육론(또는멀티미디
어영어교육론)

영어교과교육론 (3)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2)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3) 전필
영문학개론 영문학개론 (3) 전필

영어문법(또는영어문법지
도법)

영어문법(3) 택1

영어문법교육특강(3)

영어회화(실용영어, 또는영
어말하기지도법)

초급영어회화I (2)
택1

중급영어회화I (2)

영어작문(또는영어쓰기지
도법)

초급영어작문I (2)
택1

중급영어작문I (2)

영어독해(또는영어읽기지
도법)

영어읽기지도법(2)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음운론(3)

택1
영어음성음운론특강(2)

영미문화 영미문화(3) 　

　사범 교육학과
2000~
2001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과정론(3) 　 교육과정(3)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교육심리(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교육행정(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3) 　 교육평가(3)

사범　 교육학과
2002~
2008

교육
학

교육과정 교육과정론(3) 　 교육과정(3)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교육심리(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교육행정(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3) 　 교육평가(3)

사범　 교육학과 2009
교육
학

(1)교육과정 교육과정론(3)
택1

교육과정(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교육학개론 교육학의이해(3) 교육학개론(3)
(1)교육철학 교육철학(3)

택1
　

(2)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3) 　
(1)교육심리 교육심리학(3)

택1
교육심리(3)

(2)학교상담론 생활지도와정신건강(3) 생활지도(3)
(1)교육평가 교육펑가론(3) 택1 교육평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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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법(3) 교육연구방법(3)
(1)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택1
　

(2)평생교육 평생교육론(3) 평생교육(3)
(1)교육행정 교육행정학(3)

택1
교육행정(3)

(2)교육정책론 교육정책과개혁(3) 교육정책론(3)
(1)교육공학 교육공학(3)

택1
　

(2)교수-학습이론 학습지도론(3) 교수․학습이론　

사범　 교육학과 2010 교육학

(1)교육과정 교육과정(3)
택1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교육학개론 교육학의이해(3) 교육학개론(3)
(1)교육철학 교육철학(3)

택1
　

(2)한국교육사 한국교육사(3) 　
(1)교육심리 교육심리(3)

택1
　

(2)학교상담론 생활지도(3) 　
(1)교육평가 교육평가(3)

택1
　

(2)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3) 　
(1)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택1
　

(2)평생교육 평생교육(3) 　

(1)교육행정 교육행정(3)
택1

교육행정학(3)
교육행정론(3)　

(2)교육정책론 교육정책론(3) 　
(1)교육공학 교육공학(3)

택1
　

(2)교수-학습이론 학습지도론(3) 교수․학습이론　

사범　 교육학과
2011
~
2014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교육철학 교육철학(3) 전공 　
교육심리 교육심리(3) 전공 　
교육평가 교육평가(3) 전공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전공 　
교육행정 교육행정(3) 전공 　
교육과정 교육과정(3) 전공 　

사범　 교육학과
2015
-

2018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교육과정 교육과정(3) 전공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3) 전공
교육철학 교육철학(3) 전공
교육심리 교육심리(3) 전공 　
교육평가 교육평가(3) 전공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전공 　
교육행정 교육행정(3) 전공 　
교육공학 교육공학(3) 전공 　
교육사(한국교육사포함) 한국교육사(3) 전공

사범　 교육학과 2019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교육과정 교육과정(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3)
교육철학 교육철학(3)
교육심리 교육심리(3)
교육평가 교육평가(3)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3)
교육행정 교육행정(3)
교육공학 교육공학(3)
교육사(한국교육사포함) 한국교육사(3)

사범　
역사
교육과

2000~
2001

역사

역사학개론 역사이론과 방법(3) 　 역사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한국고대사
한국고․중세사(3)

　 　
한국중세사 　 　
서양고대사

서양고․중세사(3)
　 　

서양중세사 　 　

동양고대사 동양고․중세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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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중세사 　 　
한국근대사

한국근․현대사(3)
　 　

한국현대사 　 　
서양근대사

서양근․현대사(3)
　 　

서양현대사 　 　
동양근대사

동양근․현대사(3)
　 　

동양현대사 　 　

사범　
역사
교육과

2002~
2005 역사

역사학개론 역사이론과 방법(3) 　
역사학입문(2),
역사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한국고대사
한국고․중세사(3)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3)
택1한국중세사 　

서양고대사
서양고․중세사(3)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3) 택1서양중세사 　

동양고대사
동양고․중세사(3)

　 동양고대사(동아시아고대
사),동양중세사(동아시아중
세사)(3) 택1

동양중세사 　

한국근대사
한국근․현대사(3)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3) 택1한국현대사 　

서양근대사
서양근․현대사(3)

　 서양근대사, 서양현대사(3)
택1서양현대사 　

동양근대사
동양근․현대사(3)

　 동양근대사(동아시아근대
사),동양현대사(동아시아현
대사)(3) 택1

동양현대사 　

사범　
역사
교육과

2006~
2008

역사

역사학개론 역사학입문(2) 　 역사학개론(3)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고대사
한국고대사(3)

택1
　

동양고대사(3) 동아시아고대사(3)
서양고대사(3) 　

중세사
한국중세사(3)

택1
　

동양중세사(3) 동아시아중세사(3)
서양중세사(3) 　

근대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3)

택1
　

동양근대사(3) 동아시아근대사(3)
서양근대사(3) 　

현대사
한국현대사(3)

택1
　

동양현대사(3) 동아시아현대사(3)
서양현대사(3) 　

사범　
역사
교육과

2009 역사

(1)역사교육론 역사교육론(3) 　 역사교과교육론(3)

(1)-(5)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이상이
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역사학개론
(한국사학사)

한국사학사(3) 　 　사학사(3)

역사학개론
(역사학개론)

역사학입문(3) 　 역사학개론(3)

(3)한국사
(한국전근대사)

한국고대사(3)
택1 　한국중세사(3)

한국근세사(3)
한국사
(한국근현대사)

한국근대사(3) 　

(4)세계사(서양전근대
사,서양근현대사)

서양고대사(3)

　택1 　
서양중세사(3)
서양근대사(3)
서양사사료와역사교육(3)

세계사
(동아시아전근대사,
동아시아근현대사)

동아시아고대사(3)

　
동아시아중세사(3)
동아시아근대사(3)

동양사사료와역사교육(3) 동아시아사사료와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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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현대세계와한국
(20세기현대사)

20세기동아시아사(3) 　 동아시아현대사(3)
한국현대사(3)
서양현대사(3)

　사범
역사
교육과

2010 역사

(1)역사교육론 역사교과교육론(3) 　 　

(1)-(6)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역사학방법론
(역사학개론)

역사학입문(3) 　 역사학개론(3)

역사학방법론
(사료강독)

사료와역사(3) 　 사료강독(3)　

(3)분야사(사학사) 한국사학사(3) 　 사학사(3)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고대사(3) 택1 　

한국중세사(3)

(4)한국사(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한국근세사(3) 택1 　

한국근대사(3)

(5)세계사(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3) 　 　
(동아시아고대사) 동양고대사(3) 　 동아시아고대사(3)
(서양중세사) 서양중세사(3) 　 　
(동아시아중세사) 동양중세사(3) 　 동아시아중세사(3)
(서양근대사) 서양근대사(3) 　 　
(동아시아근대사) 동양근대사(3) 　 동아시아근대사(3)

(6)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20세기동아시아사(3) 　 동아시아현대사(3)

(서양현대사) 현대세계와서양(3) 　 서양현대사(3)　
(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3) 　 　

사범　
역사
교육과

2011
~
2014

역사

(1)역사교육론 역사교과교육론(3) 전공 　

(1)-(6)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역사학방법론
(역사학개론)

역사학개론(3) 전공 　

역사학방법론
(사료강독)

사료강독(3) 전공 　

(3)분야사(사학사) 사학사(3) 전공 　
분야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사상·문화사(3) 전공
한국사상사(3)
한국문화사(3)　

분야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회경제사(3) 전공
한국사회사(3)
한국경제사(3)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3) 전공 　
한국사(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3) 전공 　
한국사(한국근세사) 한국근세사(3) 전공 　
한국사(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3) 전공 　

(5)세계사
(동아시아고대사)

동아시아고대사(3) 전공 　

세계사
(동아시아중세사)

동아시아중세사(3) 전공 　

세계사
(동아시아근대사)

동아시아근대사(3) 전공 　

세계사(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3) 전공 　
세계사(서양중세사) 서양중세사(3) 전공 　
세계사(서양근대사) 서양근대사(3) 전공 　
세계사(아메리카사) 아메리카사(3) 전공 　

(6)현대사(한국헌대사) 한국헌대사(3) 전공 　
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3) 전공 　

현대사(서양현대사) 서양현대사(3) 전공 　

사범　
역사
교육과

2015
-

2018
역사

(1)역사교육론 역사교과교육론(3) 전공 　 (1)-(6)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역사학방법론
(역사학개론)

역사학개론(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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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방법론
(사료강독)

사료강독(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3)분야사(사학사) 사학사(3) 전공 　

분야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사회사(3) 전공

한국경제사(3) 전공

분야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사(3) 전공

한국문화사(3) 전공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3) 전공 　
한국사(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3) 전공 　
한국사(한국근세사) 한국근세사(3) 전공 　
한국사(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3) 전공 　

(5)세계사
(동아시아고대사)

동아시아고대사(3) 전공 　

세계사
(동아시아중세사)

동아시아중세사(3) 전공 　

세계사
(동아시아근대사)

동아시아근대사(3) 전공 　

세계사(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3) 전공 　
세계사(서양중세사) 서양중세사(3) 전공 　
세계사(서양근대사) 서양근대사(3) 전공 　
세계사(아메리카사) 아메리카사(3) 전공 　

(6)현대사(한국헌대사) 한국헌대사(3) 전공 　
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3) 전공 　

현대사(서양현대사) 서양현대사(3) 전공 　

사범　
역사
교육과

2019 역사

(1)역사교육론(또는사회교
육론)

역사교과교육론 (3)

(1)-(6)분야중각분
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
론)

역사학개론 (3)

역사학방법론(사료강독) 사료강독(3)

(3)분야사(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회사(3)

택1
한국경제사(3)

분야사(한국사상·문화사)
한국사상사(3)

택1
한국문화사(3)

분야사(사학사) 사학사(3)
(4)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3)

한국사(한국중세사) 한국중세사(3)
한국사(한국근세사) 한국근세사(3)
한국사(한국근대사) 한국근대사(3)

(5) 세계사(동아시아고대
사)

동아시아고대사(3)

세계사(동아시아중세
사)

동아시아중세사(3)

세계사(동아시아근대
사)

동아시아근대사(3)

세계사(서양고대사) 서양고대사(3)
세계사(서양중세사) 서양중세사(3)
세계사(서양근대사) 서양근대사(3)
세계사(아메리카사) 아메리카사(3)

(6)현대사(한국현대사) 한국현대사(3)
현대사(동아시아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3)
현대사(서양현대사) 서양현대사(3)

사범　
미술
교육과

2000~
2001

미술 소묘
소묘Ⅰ(2) 　 기초소묘 I(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소묘Ⅱ(2) 　 기초소묘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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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화
기초동양화Ⅰ(2) 　 　

과목기준

기초동양화Ⅱ(2) 　 　

유화
기초서양화Ⅰ(2) 　 　
기초서양화Ⅱ(2) 　 　

조소
기초조소Ⅰ(2) 　 　
기초조소Ⅱ(2) 　 　

사범　
미술
교육과

2002~
2005

미술

소묘
기초소묘 I(2) 　 기초소묘(소묘) (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II(2) 　 　

수묵화
기초동양화 I (2) 　 기초한국화 II(2)
기초동양화 II(2) 　 기초한국화 III(2)

유화
기초서양화 I(2) 　 　
기초서양화 II(2) 　 　

조소
기초조소 I (2) 　 기초조소 II(2)
기초조소 II(2) 　 기초조소 III(2)

사범　
미술
교육과

2006~
2008

미술

소묘 기초소묘(2) 　 소묘(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 I (2) 　 미술사(한국)(3)

수묵화
기초한국화 II (2) 　 　
기초한국화 III (2) 　 한국화　

유화
기초서양화 I (2) 　 　
기초서양화 II (2) 　 　

조소
기초조소 II (2) 　 　
기초조소 III (2) 　 조소　

사범　
미술
교육과

2009~
2010

미술

소묘 기초소묘(2) 　 소묘(2)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미술사(한국미술사) 한국미술사 I (2) 　 미술사(한국)(3)

한국화
기초한국화 I (2) 　 　
기초한국화 II (2) 　 　

서양화
기초서양화 I (2) 　 　
기초서양화 II (2) 　 　

조소
기초조소 I (2) 　 　
기초조소 II (2) 　 　

미술사(동양미술사) 동양미술사 I (2) 　 미술사(동양)(3)
미술사(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I (2) 　 미술사(서양)(3)
서예 서예 I (1) 　 서예(2)

　사범
미술
교육과

2011
~
2014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2) 전공 　
소묘 소묘(2) 전공 　
색채학 색채학(2) 전공 　
한국화 한국화(2) 전공 　
서양화 서양화(2) 전공 　
조소 조소(2) 전공 　
디자인 디자인(2) 전공 　
판화 판화(2) 전공 　
서예 서예(2) 전공 　
영상 영상(2) 전공 　

미술사
미술사(한국)(3) 전공

개설된3개과목모두
이수해야미술사로인정함.

미술사(동양)(3) 전공
미술사(서양)(3) 전공

　사범
미술
교육과

2015
-

2018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2) 전공 　
소묘 소묘(2) 전공 　
색채학 색채학(2) 전공 　
한국화 한국화(2) 전공 　
서양화 서양화(2) 전공 　
조소 조소(2) 전공 　

디자인 디자인(2)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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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 판화(2) 전공 　
서예 서예(2) 전공 　
영상 영상(2) 전공 　

미술사
미술사(한국)(3) 전공

개설된3개과목모두
이수해야미술사로인정함.

미술사(동양)(3) 전공
미술사(서양)(3) 전공

사범
미술
교육과

2019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과교육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현대미술론 현대미술론(2) 　 　
소묘 소묘(2) 　 　
색채학 색채학(2) 　 　
한국화 한국화(2) 　 　
서양화 서양화(2) 　 　
조소 조소(2) 　 　
공예 공예(2) 　 　
디자인 디자인(2) 　 　
판화 판화(2) 　 　
서예 서예(2) 　 　
영상(또는에니메이션) 영상(2) 　 　
미술사(한국) 미술사(한국) (2) 3과목

모두이
수

　
미술사(동양) 미술사(동양) (2) 　

미술사(서양) 미술사(서양) (2) 　

　사범
수학
교육과

2007~
2008

수학

정수론 정수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3) 　 　
해석학 해석학(3) 　 　
선형대수 선형대수(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위상수학 위상수학(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이산수학 이산수학(3) 　 　

사범　
수학
교육과

2009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육론(3) 　 수학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수론 정수론(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3) 　 　
해석학 해석학(3) 　 　
선형대수 선형대수(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위상수학 위상수학(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 및그래프이론(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사범　
수학
교육과

2010
~
2014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수론 정수론(3) 전공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3) 전공 　
해석학 해석학(3) 전공 　
선형대수 선형대수(3) 전공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3) 전공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전공 　
위상수학 위상수학(3) 전공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전공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 및그래프이론(3) 전공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전공 　

사범　
수학
교육과

2015
-

2018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수론 정수론(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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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3) 전공 　
해석학 해석학(3) 전공 　
선형대수 선형대수(3) 전공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3) 전공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전공 　
위상수학 위상수학(3) 전공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전공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 및그래프이론(3) 전공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전공 　

사범
수학
교육과

2019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육론 (3) 전필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정수론 정수론 (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3) 　 　
해석학 해석학(3) 전필 　
선형대수 선형대수(3) 전필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3) 전필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3) 　 　
위상수학 위상수학(3) 전필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 (3) 　 　

생명
　

수학과
2000~
2001

수학

정수론 정수및암호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Ⅰ(3) 　 복소해석학및연습Ⅰ(3)
해석학 해석학Ⅰ(3) 　 해석학및연습Ⅰ(3)
선형대수 선형대수Ⅰ(3) 　 선형대수및연습Ⅰ(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Ⅰ(3) 　 현대대수및연습Ⅰ(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3) 　 미분기하학및연습Ⅰ(3)
위상수학 위상수학Ⅰ(3) 　 위상수학및연습Ⅰ(3)
확률및통계 확률론(3) 　 　
이산수학 전산수학(3) 　 　

이과　 수학과
2002
~
2005

수학

정수론 정수및암호론(3) 　 정수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및연습Ⅰ(3) 　 복소해석학 I (3)
해석학 해석학및연습Ⅰ(3) 　 해석학 I (3)
선형대수 선형대수및연습Ⅰ(3) 　 선형대수학 I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및연습Ⅰ(3) 　 현대대수학 I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및연습Ⅰ(3) 　 미분기하학 I (3)
위상수학 위상수학및연습Ⅰ(3) 　 위상수학 I (3)
확률및통계 통계학(3) 　 확률통계및연습 (3)
이산수학 전산수학(3) 　 이산수학(3)

이과　 수학과
2006
~
2008

수학

정수론 정수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및연습Ⅰ(3) 　 복소해석학 I (3)
해석학 해석학및연습Ⅰ(3) 　 해석학 I (3)
선형대수 선형대수및연습Ⅰ(3) 　 선형대수학 I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및연습Ⅰ(3) 　 현대대수학 I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및연습Ⅰ(3) 　 미분기하학 I (3)
위상수학 위상수학및연습Ⅰ(3) 　 위상수학 I (3)
확률및통계 통계학(3) 　 확률통계및연습 (3)
이산수학 이산수학(3) 　 　

이과　 수학과 2009 수학

정수론 정수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및연습Ⅰ(3) 　 복소해석학 I (3)
해석학 해석학및연습Ⅰ(3) 　 해석학 I (3)
선형대수 선형대수및연습Ⅰ(3) 　 선형대수학 I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및연습Ⅰ(3) 　 현대대수학 I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및연습Ⅰ(3) 　 미분기하학 I (3)
위상수학 위상수학및연습Ⅰ(3) 　 위상수학 I (3)

확률및통계 통계학(3) 　
확률및통계(3)
확률통계및연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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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일반 기하학개론(3) 　 기하학일반(3)

이과　 수학과 2010 수학

정수론 정수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및연습Ⅰ(3) 　 복소해석학 I (3)
해석학 해석학및연습Ⅰ(3) 　 해석학 I (3)
선형대수 선형대수및연습Ⅰ(3) 　 선형대수학 I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및연습Ⅰ(3) 　 현대대수학 I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및연습Ⅰ(3) 　 미분기하학 I (3)
위상수학 위상수학및연습Ⅰ(3) 　 위상수학 I (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확률통계및연습 (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생명
나노　

수학과
2011
~
2014

수학

정수론 정수론 (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 I (3) 전공 　
해석학 해석학 I (3) 전공 　
선형대수 선형대수학 I (3) 전공 선형대수I(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 I (3) 전공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 I (3) 전공 　
위상수학 위상수학 I (3) 전공 　
확률및통계 확률통계및연습 (3) 전공 확률및통계(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전공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 (3) 전공 　

생명나
노

수학과
2015-2
018

수학

수학교육론 수학교과교육론 (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수론 정수론 (3)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 I (3) 전공 　
해석학 해석학 I (3) 전공 　
선형대수 선형대수 I (3) 전공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 I (3) 전공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 I (3) 전공 　
위상수학 위상수학 I (3) 전공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전공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전공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 (3) 전공 　

생명
나노

수학과 2019 수학

정수론 정수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복소해석학 복소해석학I (3) 　 　
해석학 해석학I (3) 　 　
선형대수 선형대수I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I (3)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I (3) 　 　
기하학일반 기하학일반(3) 　 　
위상수학 위상수학I (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3) 　 　
조합및그래프이론 조합및그래프이론 (3) 　 　

이과　
광.전자
물리학과

2000~
2001

물리

전자기학 전자기학Ⅰ(3) 　 전자기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Ⅰ(3) 　 　
열및통계물리 열역학(3) 　 열 및통계물리(3)

파동및광학
파동광학(3) 　 파동 및광학(3)
기하광학(3) 　 　

전산물리 전산물리학Ⅰ(3) 　 전산물리(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역학 역학Ⅰ(3) 　 역학(3)

이과　
광.전자
물리학과

2002~
2008

물리

전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자기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양자물리 양자물리학 I (3) 　 양자역학(3)
열및통계물리 열역학(3) 　 열 및통계물리(3)
파동및광학 파동광학(3) 　 파동 및광학(3)
전산물리 전산물리학 I (3) 　 전산물리(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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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역학 I (3) 　 역학(3)

이과　
광.전자
물리학과

2009 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3) 　 과학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역학 역학 I (3) 　 역학(3)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I (3) 　 양자역학(3)
전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자기학(3)
열및통계물리 열역학(3) 　 열 및통계물리(3)
파동및광학 파동광학(3) 　 파동 및광학(3)
전산물리 전산물리학 I (3) 　 전산물리(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이과
광.전자
물리학과

2010 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역학 역학 I (3) 　 역학(3)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I (3) 　 양자역학(3)
전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자기학(3)
열및통계물리 열역학(3) 　 열 및통계물리(3)
파동및광학 파동광학(3) 　 파동 및광학(3)
전산물리 전산물리학 I (3) 　 전산물리(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이과　
광.전자
물리학과

2011 물리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역학 역학(3) 전공 　
양자역학 양자역학(3) 전공 　
전자기학 전자기학(3) 전공 　
열및통계물리 열 및통계물리(3) 전공 　
파동및광학 파동 및광학(3) 전공 　
전산물리 전산물리(3) 전공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전공 　

물리교육실험

광.전자물리실험 I (1) 전공,
모두
이수
해야함

　
광.전자물리실험 II (1) 　

광.전자물리실험 III (2) 　

공과　
컴퓨터멀
티

2000~
2001

정보․
컴퓨터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운영체제 운영체제(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공과　
컴퓨터공학

과
2002~
2008

정보․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체제(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프로그래밍언어구조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공과　
컴퓨터공학

과
2009

정보․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체제(3)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교육부과목
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3)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공과　
컴퓨터공학

과
2010

정보․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체제(3)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교육부과목
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공과　 컴퓨터공학 2011 정보․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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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
2014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체제(3) 전공 　

이수–교육부과목
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전공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전공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전공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전공 데이터구조(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전공 　
이산구조 이산구조(3) 교양 　
시스템프로그램 시스템프로그램(3) 전공 시스템프로그래밍(3)　

공과　
컴퓨터통신
무인기술학

과

2015
~
2016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
이수–교육부과목
기준

운영체제 운영체제(3) 전공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전공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전공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전공 　
데이터구조 데이터구조(3) 전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전공 　
이산구조 이산구조(3) 교양 　
알고리즘 알고리즘(3) 전공 　

공학
컴퓨터통신
무인기술학

과

2017~
2018

정보․
컴퓨터

(1) 컴퓨터(정보)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 (3) 　 　

(1)분야필수,
(2)~(6)분야중각
분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
(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실습(3) 교양 　
(2) 알고리즘 알고리즘(3) 　 　

이산수학 이산구조(3) 교양 　
인공지능 인공지능(3) 　 　

(3) 자료구조 데이터구조(3) 　 자료구조(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4) 운영체제 운영체제(3) 　 　
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5)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논리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3) 　 　

(6)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공학
컴퓨터공학

과
2019

정보․
컴퓨터

(1) 컴퓨터(정보)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 (3) 　 　

(1)분야필수,
(2)~(6)분야중각
분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
(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실습(3)
전공기
초

　

(2) 알고리즘 알고리즘(3) 　 　

이산수학 이산구조(3)
전공기
초

　

인공지능 인공지능(3) 　 　
(3) 자료구조 자료구조(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4) 운영체제 운영체제(3) 　 　
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5)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6)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공과
컴퓨터멀
티

2000~
2001

정보․
컴퓨터

데이터구조 자료구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운영체제 운영체제(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컴퓨터프로그래밍 비주얼프로그래밍(3) 　 　

공과　
멀티

미디어공학
전공

2002~
2005

정보․
컴퓨터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운영체제(3) 　 운영체제(3)
컴퓨터시스템 컴퓨터시스템구성론(3) 　 멀티미디어시스템(3)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통신(3) 　 　
인터넷입문 멀티미디어이해(3) 　 　

　공과 멀티 2006~ 정보․ 컴퓨터프로그래밍 비주얼프로그래밍(3) 　 　 14학점(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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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학
전공

2008 컴퓨터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운영체제(3) 　 운영체제(3)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시스템 멀티미디어시스템(3) 　 컴퓨터구조(3)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통신(3) 　 　
인터넷입문 멀티미디어이해(3) 　 　

공과　
멀티

미디어공학
전공

2009~
2010

정보․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래밍 비주얼프로그래밍(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운영체제(3) 　 운영체제(3)
컴퓨터구조 멀티미디어시스템(3) 　 컴퓨터구조(3)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통신(3) 　 　
정보통신윤리 멀티미디어이해(3) 　 　
데이터구조 멀티미디어데이터구조(3) 　 데이터구조(3)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3) 　 소프트웨어공학(3)

　공과
멀티

미디어공학
전공

2011
~
2014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교양 　
운영체제 운영체제(3) 교양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교양 　
데이터구조 데이터구조(3) 전공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전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전공 　
논리회로 논리회로(3) 전공 　
시스템분석및설계 시스템분석및설계(3)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전공 　

　공과
멀티

미디어공학
과

2015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프로그래밍언어론 프로그래밍언어론(3) 교양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3) 전공
운영체제 운영체제(3) 교양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통신개론(3) 전공
데이터구조 데이터구조(3) 전공
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3) 전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전공
시스템프로그래밍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3)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전공

　공과
미디어영상

전공

2006
~
2008

정보․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래밍 스크립트언어(3) 　 컴퓨터프로그래밍(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운영체제(3) 　 운영체제(3)
컴퓨터시스템 컴퓨터활용(3)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네트워크(3) 　 컴퓨터네트워크(3)
인터넷입문 멀티미디어이해(3) 　 　

공과　
미디어영상

전공
2009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육론(3) 　 컴퓨터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프로그래밍 스크립트언어(3) 　 컴퓨터프로그래밍(3)
운영체제 멀티미디어운영체제(3) 　 운영체제(3)
시스템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3) 　 시스템프로그래밍(3)
컴퓨터네트워크 멀티미디어네트워크(3) 　 컴퓨터네트워크(3)
정보통신윤리 멀티미디어이해(3) 　 　
프로그래밍언어론 웹서비스프로그램(3) 　 데이터베이스(3)

공과　
미디어영상

전공
2010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3) 　 　
운영체제 운영체제(3) 　 　
시스템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3)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공과　
미디어영상

전공
2011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컴퓨터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3) 교양 　
운영체제 운영체제(3) 교양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교양 　

정보통신윤리 정보통신윤리(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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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3) 전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3) 전공 　
시스템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3) 전공 　
시스템분석및설계 시스템분석및설계(3)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3) 전공 　

공과　

전자
정보
통신

2000
~
2001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및연습Ⅰ(3) 　 전자기학 I
디지털회로실험 디지털공학및실험(3) 　 디지털공학(3)
통신실험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정보
통신

2002~
2004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및연습Ⅰ(3) 　 전자기학 I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Ⅰ(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데이터통신및실습(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공학과

2005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I(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I(3) 　 전자기학및연습 (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I(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3) 　
디지털통신및실습(3)또는
디지털통신및설계(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공학과

2006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I(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I(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I(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3) 디지털통신및설계(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공학과

2007~
2008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 I (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및설계(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공학과

2009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 I (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및설계(3) 　 　
디지털회로실험(또는디지
털회로설계)

디지털공학 및실험(3) 　 　

정보통신(또는컴퓨터네트
워크)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공학과

2010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 I (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디지털통신및설계(3) 　 　
디지털회로실험(또는디지
털회로설계)

디지털공학 및실험(3) 　 　

정보통신(또는컴퓨터네트
워크)

컴퓨터네트워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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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학 반도체공학(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정보
통신

2000~
2001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Ⅰ(3) 　 　회로이론및실험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및연습Ⅰ(3) 　 　
디지털회로실험 디지털공학및실험(3) 　 디지털공학(3)
통신실험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전자
정보
통신

2002~
2004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Ⅰ(3) 　 회로이론및실험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및연습Ⅰ(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Ⅰ(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데이터통신및실습(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정보통신공

학과
2005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I(3) 　 회로이론및실험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및연습I(3) 　 전자기학I(3)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3) 　 컴퓨터구조(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정보통신공

학과
2006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회로이론및실험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기자기학(3)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구조(3) 　

택1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정보통신공

학과
2007~
2008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회로이론및실험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3)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구조(3) 　

택1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정보통신공

학과
2009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회로이론및실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3)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구조(3) 　

택1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무선통신시스템 이동통신시스템(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공과
정보통신공

학과
2010

전기․
전자․
통신

회로이론 회로이론및실험 I (3) 　 회로이론및실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는필수

전기자기학 전기자기학(3)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3) 　 　
통신이론 통신이론(3)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3) 　 　
무선통신시스템 이동통신시스템(3)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및실험(3)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P) 　 　

경상　

경영학

회계학
2000~
2001

상업정
보

회계원리 회계학개론(2) 　 회계학원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영학원론 경영학개론(2) 　 경영학원론(3)

무역실무 국제통상학개론(2) 　 국제통상학원론(3)

전자계산개론 사무자동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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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경영정보

전자계산실무 회계정보시스템(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개론(2) 　 경영정보학원론(3)

재무관리 재무관리(3) 　 　

경상　

경영학

회계학

국제통상

경영정보

2002~
2005

상업정
보

회계원리 회계학원론(3) 　
회계학개론(3),
회계원리(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무역실무 국제통상학원론(3) 　
무역학원론(3),
무역학개론(3)

전자계산개론 사무자동화(2) 　 정보처리개론(2)
전자계산실무 회계정보시스템(3) 　 회계실무(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원론(3) 　 　
재무관리 재무관리(3) 　 　

경상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
학과

2006~
2008

상업정
보

회계원리 회계학개론(3) 　 회계원리(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무역실무 무역학원론(3) 　 무역학개론(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원론(3) 　 　
전자계산개론 정보처리개론(2) 　 　
전자계산실무 회계정보시스템(3) 　 회계실무(3)

재무관리 재무관리(3) 　 　

경상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
학과

2009~
2010

상업정
보

회계원리 회계학개론(3) 　 회계원리(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무역실무 무역학원론(3) 　 무역학개론(3)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원론(3) 　 　
ERP개론 ERP인사회계(3) 　 ERP개론(3)
전자계산실무 회계정보시스템(3) 　 회계실무(3)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3) 　 마케팅관리론(3)

　경상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
학과

2011
상업정
보

상업정보교육론 상업정보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회계원리 회계원리(3) 교양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3) 교양 　
무역실무 무역(통상)실무(3) 교양 　
경영정보론 경영정보학원론(3) 교양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론(3) 교양 　
ERP개론 ERP개론(3) 교양 　
무역학개론 무역학개론(3) 교양 　
회계실무 회계실무(3) 교양 　
창업일반 창업일반(3) 교양 　

경상

사회과
학

경제전공

행정학과

2000~
2001

일반사
회

정치와사회 권력과사회(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제와사회 경제원론(3) 　 경제학원론(3)
법과사회 법학개론(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2) 　 　

인간과사회 사회와윤리(3) 　 　

경상

사회과
학　

경제전공

행정학과

2002~
2005

일반사
회

정치와사회 권력과사회(3) 　 정치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경제와사회 경제학원론(3) 　 경제학개론(3)
법과사회 법학개론(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2) 　 　

인간과사회 사회와윤리(3) 　 　

경상 경제전공 2006~
2008

일반사
회

정치와사회 정치학(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경제와사회 경제학개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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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학　

행정학과

법과사회 법학개론(3) 　 　

과목기준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인간과사회 사회와윤리(3) 　 　

경상

사회과
학　

경제전공

행정학과
2009

일반사
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육론(3) 　 일반사회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치와사회
(또는정치학)

정치학(3) 　 　

경제와사회
(또는경제학)

경제학개론(3) 　 　

법과사회
(또는법학)

법학개론(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인간과사회
(또는사회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인간과행정
(또는행정학)

행정학개론(3) 　 행정학(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회와윤리(3) 　 　

경상

사회과
학　

경제학과

행정학과
2010

일반사
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치와사회
(또는정치학)

정치학(3) 　 　

경제와사회
(또는경제학)

경제학개론(3) 　 　

법과사회
(또는법학)

법학개론(3)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인간과사회
(또는사회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인간과행정
(또는행정학)

행정학개론(3) 　 행정학(3)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회와윤리(3) 　 　

경상

사회과
학　

경제학과

행정학과
2011

일반사
회

일반사회교육론 일반사회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정치와사회
(또는정치학)

정치학(3) 교양 　

경제와사회
(또는경제학)

경제학개론(3) 교양 　

법과사회(또는법학) 법학개론(3) 교양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3) 교양 　
인간과사회
(또는사회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교양 　

인간과행정
(또는행정학)

행정학(3) 교양 　

인사행정론(3) 교양 　

시민교육과사회윤리 사회와윤리(3) 교양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00~
2001

유치원
정교사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개론(3) 　 　
영유아발달과교육 아동발달론(3) 　 　
유아언어교육 영유아언어생활(3) 　 　
유아관찰및실습 아동행동관찰(3) 　 아동행동연구(3)
유아음악교육 아동음악및율동(3) 　 영유아음악및율동(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및공작(3) 　 영유아미술및공작(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02~
2005

유치원
정교사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개론(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3) 　 　
유아언어교육 영유아언어생활(3) 　 언어지도(3)

유아관찰및실습 아동행동연구(3) 　 아동관찰및행동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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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음악교육 영유아음악및율동(3) 　 아동음악과 동작(3)
유아미술교육 영유아미술및공작(3) 　 아동미술(3)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06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07~
2008

유치원
정교사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3)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관찰및실습(3) 교양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09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3) 　 유아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3)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관찰및실습(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3)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10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3)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관찰및실습(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사회과
학　

아동복지
학과

2011
-

2013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3) 　 　

아동복지 아동복지론(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3) 　 　
유아관찰및실습 유아관찰및실습(3)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과교육(3)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3) 　 　
부모교육 부모교육(3)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3) 　 　
유아음악교육 아동음악과동작(3) 　 　

　미술 디자인학과
2000~
2001

디자
인․공
예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소묘Ⅰ(2) 　 기초소묘(3)-교양
색채학 색채연습(1)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Ⅰ(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1)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가구디자인Ⅰ(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
(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
(2)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2
)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Ⅰ(2) 　 전공실기1-1(인테리어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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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택실기I(실내디자인)
택1,
전공실기II-1(인테리어디자
인)(2)

미술　 디자인학과
2002~
2005

디자
인․공
예

공예론 공예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소묘I(2) 　 기초소묘(3)-교양
색채학 색채연습(1)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I(2) 　
전공실기I-3(시각디자인)(2
)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1)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가구디자인I(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
(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
(2)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2
)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인I(2) 　

전공실기1-1(인테리어디자
인),
선택실기I(실내디자인)
택1,
전공실기II-1(인테리어디자
인)(2)

미술　 디자인학과 2006
디자
인․
공예

공예론 공예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소묘 I (2) 　 기초소묘(3)-교양
색채학 색채연습(1)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I(2) 　
전공실기I-3(시각디자인)(2
)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가구디자인 I (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
(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
(2)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2
)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Ⅱ (2)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A
)(2),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B)
(2)택1,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
2)

　미술 디자인학과
2007~
2008

디자
인․
공예

공예론 공예론(2)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소묘 I (2) 　 기초소묘(3)-교양
색채학 색채연습(1)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시각디자인 전공실기I-3(시각디자인) (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2)

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
(2)

제품디자인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A)(2)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B)(2)

택1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
(2)

　미술 디자인학과 2009
디자
인․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공예교육론(3)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기초조형 평면조형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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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I (2) 　 　

과목기준

기초소묘 소묘 I (2) 　 기초소묘(3)-교양
색채학 색채연습(1)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시각디자인 전공실기 I -3(시각디자인) (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 (2)

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
(2)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 (2)

제품디자인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A) (2)

택1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
(2)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B) (2)

미술　 디자인학과 2010
디자
인․
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조형 평면조형 I (2) 　 기초조형(2)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I (2) 　
컴퓨터그래픽 I(1),
컴퓨터그래픽II(1)

기초소묘 소묘 I (2) 　
기초소묘(3)-교양,
기초소묘(3)

색채학 색채연습(1) 　 색채학(3)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그래픽디자인(2)　
시각디자인 전공실기 I -3(시각디자인) (2) 　 기초시각디자인(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가구디자인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A) (2)

택1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
(2)
기초가구디자인(2),
가구디자인(2)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B) (2)

제품디자인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A) (2)

택1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
(2)
기초제품디자인(2).
제품디자인 I(2)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B) (2)

　
　조형
예술

디자인학과
2011
~
2015

디자
인․
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기초소묘(3) 교양 기초드로잉(2)

기초조형
평면조형 I (2) 전공

택1
기초조형(2)

입체조형 I (2)

색채학 색채연습(1) 전공
색채학(3)
색채학(2)

그래픽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전공 그래픽디자인(2)

시각디자인
전공실기I-3(시각디자인) (2) 전공

택1
기초시각디자인(2)

전공실기II-3(시각디자인) (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전공 영상디자인(2)
공업디자인 기초공예․공업디자인(2) 전공 　

제품디자인
전공실기I-2(제품디자인) (2)

전공
택1

기초제품디자인(2)

전공실기II-2(제품디자인) (2)
제품디자인Ⅰ(2)과목폐지
제품디자인(2)

실내디자인

전공실기I-1(인테리어디자인)
(2) 전공

택1

기초실내디자인(2),
인테리어디자인Ⅰ(2),
인테리어디자인Ⅱ(2)-택1
이수

전공실기II-1(인테리어디자인)
(2)

가구디자인
전공실기I-2(가구디자인) (2)

전공
택1

기초가구디자인(2)

전공실기II-2(가구디자인) (2)
가구디자인(2)과목폐지
가구조형과구조(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2) 전공 　

목공예
전공실기I-1(칠예실기) (2) 전공

택1

　

전공실기II-1(칠예실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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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공예
선택실기 I (도자실기) (2) 전공

택1
기초도자(2)

선택실기 II (도자실기) (2)

섬유공예

선택실기 I (섬유.코디네이션)
(2) 전공

택1

　

선택실기 II (섬유.코디네이션)
(2)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I (2) 전공

택1

컴퓨터그래픽 I (1)

컴퓨터그래픽 II (2) 컴퓨터그래픽 II (1)

조형예
술

디자인예술
문화전공

2016
디자
인․
공예

디자인·공예교육론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기초소묘 기초소묘(3) 교양 기초드로잉(2)
기초조형 기초조형(3) 전공 　
색채학 색채학((3) 전공 색채학(2)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2) 전공 　
시각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 전공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전공 　

제품디자인
기초제품디자인(2) 전공

택1

　

제품디자인 I (2) 과목폐지 제품디자인(2)

실내디자인 기초실내디자인(2) 전공
인테리어디자인Ⅰ(2)
인테리어디자인Ⅱ(2)-택1
이수

가구디자인
기초가구디자인(2) 전공

택1

　

가구디자인(2) 과목폐지 가구조형과구조(2)

도자공예 기초도자(2)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 I (1) 전공

택1

컴퓨터그래픽Ⅰ(2)

컴퓨터그래픽 II (1) 컴퓨터그래픽Ⅱ(2)

조형예
술학부

융합디자인
전공

2017~
2018

디자인

(1)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과교육론(3)
필수이
수

　

(1)분야3과목필수,
(2)분야에서3과목
이상이수,
(3)분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스케치기법 기초소묘(2)
필수이
수

기초드로잉(2)

색채학 색채학(3)
필수이
수

색채학(2)

(2) 조형 기초조형(2)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Ⅰ(1)

택1
컴퓨터그래픽Ⅰ(2)

컴퓨터그래픽Ⅱ(1) 컴퓨터그래픽Ⅱ(2)

(3) 제품디자인
기초제품디자인(2)

　
　

제품디자인Ⅱ(2)과목폐지 제품디자인(2)
시각디자인 기초시각디자인(2)과목폐지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2)

실내디자인 기초실내디자인(2) 　
인테리어디자인Ⅰ(2)
인테리어디자인Ⅱ(2)-택1
이수

가구디자인
기초가구디자인(2)

　
　

가구디자인(2)과목폐지 가구조형과구조(2)

조형예
술학부

융합디자인
전공

2019 디자인

(1) 디자인교육론 디자인교과교육론(3) 　 　
(1)분야3과목필수,
(2)분야에서3과목
이상이수,
(3)분야에서1과목
이상이수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스케치기법 기초드로잉(2)
전공기
초

　

색채학 색채학(2)
전공기
초

　

(2) 조형 기초조형(2)
전공기
초

　

그래픽디자인 그래픽디자인(2) 　 　

영상디자인 영상디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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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
컴퓨터그래픽Ⅰ(2) - 전공기초

택1
　

컴퓨터그래픽Ⅱ(2) 　

(3) 제품디자인
기초제품디자인(2)

택1
　

제품디자인(2) 　

실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Ⅰ(2)

택1
　

인테리어디자인Ⅱ(2)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2) 　 　

가구디자인
기초가구디자인(2)

택1
　

가구조형과구조(2)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00
~
2001

생물

세포생물학 세포학및실험(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생물학 동물발생학(2) 　 　
생리학 일반생리학및실험(3)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세포분자생물학(2) 　 세포분자생물학및실험(3)
형태학 식물형태학및실험(3) 　 　
생화학 생물화학및실험(3) 　 생물화학Ⅰ및실험(3)
미생물학 미생물학및실험(3)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02
~
2005

생물

세포생물학 세포학및실험(3) 　 세포생물학및실험(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생물학 동물발생학(2) 　 　
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세포분자생물학및실험(3) 　 분자생물학및실험(3)
형태학 식물형태학및실험(3) 　 　
생화학 생물화학Ⅰ및실험(3) 　 　
미생물학 미생물학및실험(3)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06 생물

세포생물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생물학 동물발생학(2) 　 　
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I 및실험(3)
형태학 식물형태학및실험(3) 　 　
생화학 생물화학 I 및실험(3) 　 　
미생물학 미생물학및실험(3)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07
~
2008

생물

세포생물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생물학 동물발생학(2) 　 　
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I 및실험(3) 　 　
형태학 식물형태학및실험(3) 　 　
생화학 생물화학 I 및실험(3) 　 　
미생물학 미생물학및실험(3) 교양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09 생물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학 동물발생학(2) 　 　
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I 및실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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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미생물학및실험(3) 교양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10 생물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발생학 동물발생학(2)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기초생태학및실험(3) 　 생태학및실험(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I 및실험(3) 　 　
미생물학 분자미생물학및실험(3) 　 　
생물화학 생물화학 I 및실험(3) 　 　

생명나
노과학　

생명
과학과

2011 생물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생물화학
생물화학I및실험(3) 전공

택1

　

생물화학II(3)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전공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전공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전공

택1

　

식물분류학및실험(3) 　

발생학
동물발생학(2) 전공

택1

　

식물발생학(2) 　

생태학 생태학및실험(3) 전공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I및실험(3) 전공

택1

　

분자생물학II(3) 　

미생물학 산업미생물학및실험(3) 전공 　

생명나
노과학　

생명시스템
과학과

2012
~
2014

생물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생물화학
생물화학I및실험(3) 전공

택1
생화학및실험(3)

생물화학II(3)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전공 세포학및실험(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유전학 유전학및실험(3) 전공 　유전학(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전공

택1식물분류학및실험(3)

발생학
동물발생학(2) 전공

택1

동물발생학및실험(3)

식물발생학(2) 식물발생분화학(2)

생태학 생태학및실험(3) 전공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I및실험(3) 전공

택1
　분자생물학및실험(3)
　분자생물학II(3)

미생물학 산업미생물학및실험(3) 전공 일반미생물학및실험(3)　

생명나
노과학　

생명시스템
과학과

2015
~
2018

생물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생물화학 생화학및실험(3) 전공
세포학 세포학및실험(3) 전공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3) 전공
유전학 유전학(3) 전공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3) 전공

택1식물분류학및실험(3)

생태학 생태학및실험(3) 전공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및실험(3) 전공
미생물학 일반미생물학및실험(3) 전공
발생학 동물발생학및실험(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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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나노

생명시스템
과학과

2019 생물

생명과학교육론(또는 과학
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과
목기준

세포학 세포학및실험 (3) 　 　
발생학 동물발생학및실험 (3)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 (3)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및실험 (3) 　 　
유전학 유전학(3) 　 　

분류학
동물분류학및실험 (3)

택1
　

식물분류학및실험 (3) 　
생태학 생태학및실험 (3)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및실험 (3) 　 　
미생물학 일반미생물학및실험 (3) 　 　
생물화학 생화학및실험 (3)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00
~
2001

가정

⑴영양학 기초영양학(3) 　 　
⑴,⑵,⑶,⑷,⑸에서
1과목이상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식품과조리 식품화학및실험(3) 　 　
⑵의료재료와관리 의류학개론(3) 　 　
⑶주거와실내디자인 주거원리(2) 　 　
⑷가정경영 가정경영론(2) 　 　

⑸아동학, 가족학 생애주기영양학(3)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02
~
2003

가정

⑴ 영양학 기초영양학(3) 　 　
⑴,⑵,⑶,⑷,⑸에서
1과목이상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식품과조리 식품화학및실험(3) 　 　
⑵의료재료와관리 의류학개론(3) 　 　
⑶주거와실재디자인 주거원리(2) 　 　
⑷가정경영 가정경영론(2) 　 　

⑸아동학 아동발달론(3)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04
~
2005

영양
교사

⑴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3) 　 　
⑴분야에서1과목,
⑵분야에서2과목이
상,
⑶,⑷분야에서각각1
과목이상
14학점
(5과목)
이상이수
(5)분야필수
-교육부
과목기준

(2)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3)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2) 　 　
(3)식품학 (3)식품학(3) 　 식품화학및실험(3)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Ⅰ(3) 　 　
(4)단체급식및실습 (4)단체급식및실습(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2)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06~
2008

영양교
사

⑴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3) 　 　
⑴분야에서 1과목,
(2)분야에서
2과목이상,
(3),(4)분야에서각
각1과목이상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3)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2) 　 　

(3)식품학 식품화학및실험(3)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Ⅰ(3) 　 　

(4)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및실습(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2)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09~
2010

영양교
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3) 　
영양상담(2)
-2010입학자만　

(1)에서1과목,
(2),(3),(4)에서각2
과목이상,
(5)에서각1과목이상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영양학
기초영양학(3)

택1 　
고급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3)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및실습(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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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3)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2) 　
임상영양학(3)
-2010입학자만

(5)식품학 식품화학및실험(3)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Ⅰ(3)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11
~
2014

영양교
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3) 전공 영양상담(2)　

(1)에서1과목,(2),(3
),(4)에서각2과목이
상,(5)에서
각1과목이상21학점
(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영양학
기초영양학(3) 전공 　
고급영양학(3) 전공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전공 　
(3)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및실습(3) 전공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2) 전공 　
식품위생법규(1) 전공 　

(4)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3) 전공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3) 전공 임상영양학(3)

(5)식품학 식품화학및실험(3) 전공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Ⅰ(3) 전공 　

생명나
노과학　

식품
영양
학과

2015~
2018

영양교
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3) 필수 　

(1)에서1과목,(2),(3
),(4)에서각2과목이
상,(5)에서
각1과목이상21학점
(7과목) 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영양상담(2)

(2)영양학
기초영양학(3) 필수 　
고급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필수 　
(3)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및실습(3) 필수 　

식품위생학
식품위생학(2) 필수 　
식품위생법규(1) 필수 　

(4)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3) 필수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3) 필수 　
임상영양학(3)

(5)식품학 식품화학및실험(3) 필수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Ⅰ(3) 필수 　

생명
나노

식품영양
학과

2019
영양교
사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실습 (3)

택1
　

(1)에서1과목,
(2),(3),에서각2과목
이상,
(4),(5)에서각1과목
이상
21학점(7과목)이상
이수-교육부과목기
준
*필수이수

영양상담(2) 　

(2)영양학
*기초영양학(3) - 전필

택1
　

고급영양학(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3) 　 　

(3)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및실습 (3)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3) 　 　

(4)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및실험 (3) - 전필 　 　

식사요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3)

택1
　

임상영양학(3) - 전필 　
(5)식품학 *식품화학및실험 (3) - 전필 　 　
조리원리및실습 *조리원리및실습I (3)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00~
2001

화학

유기화학및실험 유기화학Ⅰ(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무기화학및실험 무기화학Ⅰ(3) 　 　
물리화학및실험 물리화학Ⅰ(3) 　 　

분석화학및실험
분석화학Ⅰ(3) 　 　
화학양론및실습(2)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02~
2008

화학

물리화학및실험 물리화학 I, II (3) 　 　
14학점(5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유기화학및실험 유기화학 I, II (3) 　 　
무기화학및실험 무기화학 I, II (3) 　 　
분석화학및실험 분석화학 I, II (3)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09 화학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3) 　 과학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물리화학
물리화학 I (3) 　 　
물리화학 II (3)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유기화학 I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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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무기화학 II (3) 　 　

분석화학
분석화학 I (3) 　 　
분석화학 II (3) 　 　

　생명
나노과
학

화학과 2010 화학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물리화학
물리화학 I (3) 　 　
물리화학 II (3)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유기화학 II (3) 　 　

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무기화학 II (3) 　 　

분석화학
분석화학 I (3) 　 　
분석화학 II (3)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11
~
2014

화학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물리화학
물리화학 I (3) 전공

택1

　

물리화학 II (3)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전공

택1

　

유기화학 II (3) 　

분석화학
분석화학 I (3) 전공

택1

　

분석화학 II (3) 　

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전공

택1

　

무기화학 II (3) 　

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I (2) 전공 　
유기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I (2) 전공 　
분석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I (2) 전공 　
무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I (2) 전공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15~
2015~
2018

과학교육론 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물리화학
물리화학 I (3) 전공

택1

　

물리화학 II (3)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전공

택1

　

유기화학 II (3) 　

분석화학
분석화학 I (3) 전공

택1

　

분석화학 II (3) 　

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전공

택1

　

무기화학 II (3) 　

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I (2) 전공 　
유기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 I (2) 전공 　
분석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 I (2) 전공 　
무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 I (2) 전공 　

생명나
노과학　

화학과 2019 화학

화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
론)

과학교과교육론 (3) 　

21학점(7과목)
이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물리화학
물리화학I (3) - 전필

택1
물리화학II (3) - 전필

물리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I(2) 　

유기화학
유기화학I (3) - 전필

택1
유기화학II (3) - 전필

유기화학실험 유기화학실험I(2) 　

무기화학
무기화학I (3) - 전필

택1
무기화학II (3)

무기화학실험 무기화학실험I(2) 　

분석화학
분석화학I (3) - 전필

택1
분석화학II (3)

분석화학실험 분석화학실험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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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연
계전공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
과학과,

화학과

2000
~
2001

공통
과학

⑴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3) 　 　

⑴,⑵,⑶,⑷,⑸분야에
서1과목이상14학점
(5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공통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3) 　 　

⑵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2)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3)

고급물리학Ⅰ,Ⅱ 원자물리학(3) 　 　
⑶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2) 　 일반화학및실험Ⅰ,Ⅱ(3)
⑷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생명과학및실험Ⅰ,Ⅱ(2) 　 생명과학및실험Ⅰ,Ⅱ(3)

⑸고급지구과학Ⅰ,Ⅱ 고급지구과학(3) 　 　

교직연
계전공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
과학과

화학과

2002
공통
과학

⑴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3) 　 　

⑴,⑵,⑶,⑷,⑸분야에
서1과목이상,14학점
(5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공통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3) 　 　
⑵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3) 　 　
고급물리학Ⅰ,Ⅱ 원자물리학(3) 　 　
⑶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3) 　 　
⑷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생명과학및실험Ⅰ,Ⅱ(3) 　 　

⑸고급지구과학Ⅰ,Ⅱ 고급지구과학(3) 　 　

교직연
계전공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
과학과

화학과

2003
~
2008

공통
과학

⑴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3) 　 　

⑴,⑵,⑶,⑷분야에서
1과목이상,14학점(5
과목)이상이수-교육
부과목기준

고급물리학Ⅰ,Ⅱ 원자물리학(3) 　 　
⑵일반화학및실험Ⅰ,Ⅱ 일반화학및실험Ⅰ,Ⅱ(3) 　 　
⑶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생명과학및실험Ⅰ,Ⅱ(3) 　 　

⑷고급지구과학Ⅰ,Ⅱ 고급지구과학(3) 　 　

　교직
연계전
공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
과학과

화학과

2009
공통
과학

(1)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육론(3) 　 공통과학교과교육론(3)

(1)분야에서1과목,
(2)-(5)분야중각분
야에서2과목이상이
수(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제외),21학
점(7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일반물리학및실험I, II
일반물리학및실험Ⅰ(3) 　 　
일반물리학및실험Ⅱ(3) 　 　

고급물리학 I, II 원자물리학(3) 　 　

(3)일반화학및실험 I, II
일반화학및실험Ⅰ(3) 　 　
일반화학및실험Ⅱ(3) 　 　

(4)일반생물학및실험I, II
생명과학및실험Ⅰ(3) 　 　
생명과학및실험Ⅱ(3) 　 　

(5)고급지구과학 I, II
고급지구과학(3) 　 　
지구물리학(3) 　 　

교직연
계전공　

광.전자
물리학과,

생명
과학과,

화학과

2010
공통과
학

(1)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과교육론(3) 　 　

(1)분야에서1과목,
(2)-(5)분야중각분
야에서2과목이상이
수(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제외),21학
점(7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일반물리학및실험 일반물리학및실험 I (3) 　 　
전자기학 전자기학 I (3) 　 전자기학 (3)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3)일반화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I (3)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택1
유기화학 II (3) 　

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택1
무기화학 II (3) 　

(4)일반생물학및실험 생명과학및실험Ⅰ(3)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5)지구과학및실험 고급지구과학(3) 　 　
대기과학 지구물리학(3) 　 　

교직연
계전공

광.전자
물리학과

,

생명
과학과,

2011
공통과
학

(1)공통과학교육론 공통과학교과교육론(3) 전공 　 (1)분야에서1과목,
(2)-(5)분야중각분
야에서2과목이상이
수(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제외),21학
점(7과목)이상이수-

(2)일반물리학및실험 일반물리학및실험 I (3) 전공 　
전자기학 전자기학 (3) 전공 　
현대물리학 현대물리학(3) 전공 　

(3)일반화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I (3) 전공 　

유기화학 유기화학 I (3)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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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유기화학 II (3) 택1 　

교육부과목기준

무기화학
무기화학 I (3) 전공

택1

　

무기화학 II (3) 　

(4)일반생물학및실험 생명과학및실험Ⅰ(3) 전공 　
세포학 세포생물학및실험(3) 전공 　

(5)지구과학및실험 고급지구과학(3) 전공 　
대기과학 지구물리학(3) 전공 　

　교직
연계전
공

교육학과

철학과

2002~
2005

도덕․
윤리

(1)윤리학개론 윤리학(3) 　 　

⑴,⑵분야에서2과목
(6학점)이상,14학점
(5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동양윤리사상 중국철학사(3) 　 현대사회와유가철학(3)
서양윤리사상 서양고대철학사(3) 　 서양고중세철학사(3)
한국사상개론 한국철학사(3) 　 　
동서양고전강독 동서양고전강독(3) 　 유불철학강독(3)

(2)도덕(발달)심리학 도덕발달심리학(3)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06
도덕․
윤리

(1)윤리학개론 윤리학(3) 　 　

⑴,⑵분야에서각각
2과목(6학점)이상,
14학점(5과목)이상
이수-교육부과목기
준

동양윤리사상 현대사회와유가철학(2) 　 　

서양윤리사상 서양고중세철학사(3) 　 　
한국사상개론 한국철학사(3) 　 　
동서양고전강독 유불철학강독(3) 　 　

(2)도덕(발달)심리학 도덕발달심리학(3)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07

도덕
․
윤리

(1)윤리학개론 윤리학(3) 　 　

⑴,⑵분야에서각각
2과목(6학점)이상,
14학점(5과목)이상
이수-교육부과목기
준

동양윤리사상 현대사회와유가철학(2) 　 　
서양윤리사상 현대윤리학(3) 　 　
한국사상개론 한국철학사(3) 　 　
동서양고전강독 유불철학강독(3) 　 　

(2)도덕(발달)심리학 도덕발달심리학(3)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08
도덕
․
윤리

(1)윤리학개론 윤리학(3) 　 　

⑴,⑵분야에서각각
2과목(6학점)이상,
14학점(5과목)이상
이수-교육부과목기
준

동양윤리사상 현대사회와유가철학(2) 　 　
서양윤리사상 현대윤리학(3) 　 　
한국사상개론 한국철학사(3) 　 　
동서양고전강독 동서양고전강독(3) 　 　

(2)도덕(발달)심리학 도덕발달심리학(3)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09
도덕
․
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육론(3) 　 도덕·윤리교과교육론(3)

(1)분야에서1과목,
(2)-(3)분야중각분
야에서3과목이상이
수,21학점(7과목)이
상이수-교육부
과목기준

(2)윤리학개론 윤리학(3) 　 　
윤리와논술 논술교육론(3) 　 　
서양윤리사상 현대윤리학(3) 　 서양윤리사상(3)
한국윤리사상 한국철학사(3) 　 　
윤리고전강독 윤리고전강독(3) 　 　

(3)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10
도덕
․
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과교육론(3) 　 　

(1)분야에서1과목,
(2)-(3)분야중각분
야에서3과목이상이
수,21학점(7과목)이
상이수

(2)윤리학개론 윤리학(3) 　 　
윤리와논술 논술교육론(3) 　 　
서양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3) 　 　
한국윤리사상 한국철학사(3) 　 　
윤리고전강독 윤리고전강독 (3) 　 　

(3)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교직연
계전공

교육학과

철학과

2011
도덕
․
윤리

(1)도덕·윤리교육론 도덕.윤리교과교육론(3) 전공 　

(1)분야에서1과목,(
2)-(3)분야중
각분야에서3과목
이상이수, 21학점
(7과목)이상이수
–교육부과목기준

(2)윤리학개론 윤리학(3) 전공 　
동양윤리사상 동양윤리사상(3) 전공 　
한국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3) 전공 　
응용윤리 응용윤리(3) 전공 　
서양윤리사상 서양고중세철학사(3) 전공 　

(3)민주주의론 민주주의론(3) 전공 　
통일교육론 통일교육론(3) 전공 　
시민교육론 시민교육론(3) 전공 　
도덕심리학 도덕심리학(3)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