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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교육과정운영지침

1.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공통 사항

(1) 이 지침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학칙 제52조 내지 제62조 및 다전

공이수규정에 근거한 지침이다.

(2)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일반선택과정(부전공과정․교직과정․평생교육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3)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대학 또는 학과(부)별 이수학

점은 별표 1-1과 같이 정한다. 단 야간학과(부)는 120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학점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상한

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
이 3.60(A0)이상인 자의 수강신청 
학점 상한

140학점 이하인 경우 18학점 21학점

140학점 이하인 공학교육인증 
관련 학과(부), 간호학과

20학점 21학점

140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하
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포함)

21학점 24학점

       2) 학과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학  과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20~22학점

약학과, 제약학과, 소프트웨어학과 22~24학점

(5)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은 한 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6)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교양과정의 지정과목과 전공과정의 필수과목은 최소화하여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을 

넓혀주도록 한다.

(8) 교양과 전공의 교과목명이 동일(유사)한 경우는 전공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교과목 번호는 일곱 자리 숫자로 구성한다. 앞의 네 자리는 전공번호를, 다음 세 

자리는 과목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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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국어국문학전공  국어학개론(3학점)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학점 및 시간

5 3 0 5 0 1 2
국어학 개론

3 3 0

전공번호 일련번호 학점 이론강의 실험실습

2) 교육과정에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과

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3) 교양과목·계열공통과목·교직과목 및 타 학과 설강요구과목은 별도 번호를 부여한다.

(10)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군사학 12학점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0280001

0280002

0280003

0280004

군사학Ⅰ(Military Training Ⅰ)

군사학Ⅱ(Military Training Ⅱ)

군사학Ⅲ(Military Training Ⅲ)

군사학Ⅳ(Military Training Ⅳ)

3

3

3

3

(11) 중복이수 금지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중복이수 할 수 없다.

(12) 삭제

(13) 학과(부) 또는 전공별 표준이수모형을 교육과정에 제시할 수 있다.

(14) 전공과목은 2개 이내의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15) 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은 인증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16) 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으로서 인증 대상자는 학칙에 정

한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과 인증에 필요한 이수학점 및 프로그램별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7)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9호에 의해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협약에 따라 

연계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학과(부) 또는 전공교육과정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18) 학과(부)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트랙(Track)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

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9) CI(Communication Intensive)는 팀별로 문제를 설정하고 발표·토론 및 글쓰기를 통

한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운영방식을 말한다. CI센터 전문 연구원

이 글쓰기 및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첨삭을 지원한다.

(20)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학과별 전공과목 개설기준 및 최소전공인정학점에 포함하지 

않는 인턴십(Internship)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북대

학교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21) ‘대학정보공시’ 관련 현장실습 해당 과목을 별도로 교육과정에 표기하며, 다음의 요

건을 갖춰야 한다.

· 현장실습이란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4주(160시간) 이

상으로 한다. 단 교과목 명은 현장실습, 인턴십 등 학과(부)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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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보공시 관련 현장실습 교과

개설학과(부) 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학점

물리학과

5963301 인턴십Ⅰ 3

5963302 인턴십Ⅱ 3

5963303 인턴십Ⅲ 12

5963304 인턴십Ⅳ 12

화학과

5962061 인턴십I 15

5962062 인턴십Ⅱ 3

5962063 인턴십Ⅲ 15

5962064 인턴십Ⅳ 3

생물과학전공

5966032 인턴십Ⅰ 15

5966034 인턴십Ⅱ 3

5966035 인턴십Ⅲ 15

5966033 인턴십Ⅳ 3

미생물학전공

5967024 인턴십Ⅰ 15

5967025 인턴십Ⅱ 3

5967026 인턴십Ⅲ 15

5996027 인턴십IV 3

생화학전공

5968022 인턴십I 3

5968023 인턴십Ⅱ 15

5968024 인턴십Ⅲ 3

5968025 인턴십Ⅳ 15

정보통계학과

5961301 특성화인턴십Ⅰ 3

5961302 특성화인턴십Ⅱ 3

5961303 특성화인턴십Ⅲ 3

5961304 특성화인턴십Ⅳ 3

천문우주학과

5913051 인턴쉽Ⅰ 3

5913052 인턴쉽Ⅱ 15

5913053 인턴쉽Ⅲ 3

5913054 인턴쉽Ⅳ 15

지구환경과학과
5964301 인턴십Ⅰ 3

5964302 인턴십Ⅱ 3

경영학부

6210052 인턴십Ⅰ 12

6210055 인턴Ⅱ 12

6210053 인턴십Ⅲ 6

6210056 인턴십Ⅳ 6

6210054 인턴십Ⅴ 6

6210057 인턴십Ⅵ 6

개설학과(부) 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학점

국제경영학과
6209095 인턴십Ⅰ 3

6209096 인턴십Ⅱ 3

경영정보학과

6208052 인턴십Ⅰ 15

6208059 인턴십Ⅱ 15

6208053 인턴십Ⅲ 3

6208060 인턴십Ⅳ 3

신소재공학과

6538056 인턴십Ⅰ 15

6538057 인턴십Ⅱ 3

6538058 인턴십Ⅲ 15

6538059 인턴십Ⅳ 3

안전공학과

6543087 인턴십Ⅰ 15

6543081 인턴십Ⅱ 3

6543082 인턴십Ⅲ 15

6543088 인턴십Ⅳ 3

화학공학과

6550127 인턴십Ⅰ 15

6550128 인턴십Ⅱ 3

6550129 인턴십Ⅲ 15

6550130 인턴십Ⅳ 3

공업화학과

6552140 인턴십Ⅰ 15

6552141 인턴십Ⅱ 3

6552142 인턴십Ⅲ 15

6552143 인턴십Ⅳ 3

환경공학과

6544094 인턴십Ⅰ 15

6544095 인턴십Ⅱ 3

6544096 인턴십Ⅲ 15

6544097 인턴십Ⅳ 3

6544114 인턴십Ⅴ 12

6544115 인턴십Ⅵ 12

기계공학부

6510118 인턴십Ⅰ 15

6510119 인턴십Ⅱ 3

6510022 인턴십Ⅲ 15

6510123 인턴십Ⅳ 3

토목공학부

6545048 인턴십Ⅰ 15

6545049 인턴십Ⅱ 3

6545057 인턴십Ⅲ 15

6545058 인턴십Ⅳ 3

건축공학과 6546032 인턴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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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부) 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학점

도시공학과

6547076 인턴십Ⅰ 15

6547077 인턴십Ⅱ 3

6547078 인턴십Ⅲ 15

6547079 인턴십Ⅳ 3

건축학과
6551050 인턴십Ⅰ 3

6551051 인턴십Ⅱ 3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5100008 인턴십Ⅰ 3

5100009 인턴십Ⅱ 15

5100010 인턴십Ⅲ 3

5100011 인턴십Ⅳ 15

컴퓨터공학과

5110027 인턴십Ⅰ 3

5110036 인턴십Ⅱ 15

5110037 인턴십Ⅲ 3

5110028 인턴십Ⅳ 15

소프트웨어학과

5111028 인턴십Ⅰ 3

5111037 인턴십Ⅱ 15

5111038 인턴십Ⅲ 3

5111029 인턴십Ⅳ 15

식물자원학전공
6979025 인턴십Ⅰ 3

6979026 인턴십Ⅱ 3

환경생명화학전공
6980008 인턴십Ⅰ 3

6980018 인턴십Ⅱ 3

축산학전공

6983027 인턴십Ⅰ 3

6983028 인턴십Ⅱ 3

6983029 인턴십Ⅲ 15

식품생명공학전공

6982029 인턴십Ⅰ 3

6982030 인턴십Ⅱ 15

6982031 인턴십Ⅲ 3

6982032 인턴십Ⅳ 15

특용식물학전공 6986022 인턴십 3

원예과학전공
6987018 인턴십Ⅰ 3

6987022 인턴십Ⅱ 3

산림학과
6968050 인턴십 3

6968051 인턴십Ⅰ 3

개설학과(부) 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학점

지역건설공학과
6970044 인턴십Ⅰ 3

6970045 인턴십Ⅱ 3

바이오시스템공학과

6967036 인턴십Ⅰ 3

6967037 인턴십Ⅱ 15

6967038 인턴십Ⅲ 3

6967039 인턴십Ⅳ 15

목재·종이과학과 6969050 인턴십 3

농업경제학과

6903032 인턴십Ⅰ 3

6903033 인턴십Ⅱ 15

6903038 인턴십Ⅲ 3

6903039 인턴십Ⅳ 15

식품영양학과

7718092 인턴십Ⅰ 3

7718093 인턴십Ⅱ 15

7718094 인턴십Ⅲ 3

7718095 인턴십Ⅳ 15

아동복지학과
7707111 인턴십Ⅲ 3

7707112 인턴십Ⅳ 3

주거환경학과
7716065 인턴십Ⅰ 3

7716066 인턴십Ⅱ 3

소비자학과

7717069 인턴십Ⅰ 3

7717070 인턴십Ⅱ 3

7717071 인턴십Ⅲ 3

7717072 인턴십Ⅳ 3

디자인학과
8702036 인턴십Ⅰ 3

8702042 인턴십Ⅱ 3

현장실습지원센터

0281011 해외인턴십Ⅰ 3

0281013 해외인턴십Ⅱ 6

0281014 해외인턴십Ⅲ 9

0281015 해외인턴십Ⅳ 15

0281023 인턴십Ⅰ 3

0281024 인턴십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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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교육과정

(1) 교양교육의 목표 

교양과정은 인간, 사회, 역사,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과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하

고, 나아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균형 잡힌 지성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교양과정은 전통적인 학문 구분을 지양하고 현대사회의 지식인에게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 중심, 문제 중심으로 구조화하되, 전공과정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기초교양은 대학교육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육성하는 공통 기초 교과목

들과 자연이공계 기초 교과목들로 편성한다.

2) 심화교양은 자유교육의 전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인류가 이

루어온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3) 특성교양은 대학 정체성 형성 및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자기 계발을 

위한 교과목, 심화 교양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요구, 진로 및 취업의 필요를 충

족할 수 있는 교과목들로 편성한다.

영 역 분 야
이수기준

인문사회계 자연이공계

Ⅰ

기초

교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3 3

외국어
6 6

한국어(외국인)

글쓰기와 소통 0~3 0~3

컴퓨터 활용 0~2 0~2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
0 6~24

기초과학

Ⅱ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18

(4・5분야각각 1과목 

포함)

9~15

(1・2・3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2.역사와 철학

3.인간과 사회

4.자연과 생명

5.기술과 문명

6.예술과 체육

Ⅲ

특성교양

1. 개신중점강좌

3~6 3~9

2. 지역사회・문화

3. 진로와 선택

4. 실용외국어

5. 여가와 취미

합계 30∼38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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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창의융합교육본부에 교양교과목 신규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신규 교과목은 ‘교양교육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① 충북대학교 구성원

② 교양교과목 주관학과의 장

③ 교양교과목 신규개설을 위한 외부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1) 개설된 교양교과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양교육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과목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분야 중 제2외국어 교과목과 이공계기

초분야 중 교원자격과 관련한 교과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속 4개 학기 이상 개설하지 않거나 폐강되는 교과목
       2. 동일 학년도에 수강학생의 분포가 특정 1개 학과에 90%이상 편중된 교과목
       3. 주관학과(부서)의 폐지 요청 교과목
       4. 교양교육전문위원회의 폐지요청 교과목

(4) 삭제

(5) 교양과목 주관부서는 교양과목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6) 교양과정의 이수기준학점 및 이수상한학점은 단과대학 또는 학문분야별로 정하며 

별표1과 같다.

(7) 모든 학생은 인문학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되, 교양과정의 세부영역별 이수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기초교양’영역 중 ‘국어와 작문’ 분야(국어와 작문)는 필수로 이수하고 ‘외국어’ 분

야는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 분야가 아닌 ‘한국

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심화교양’영역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반드시 자연과 생명 분야와 기술과 문명 

분야에서 각 1과목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자연이공계열 학생은 반드시 문학과 

문화 분야, 역사와 철학 분야,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특성교양’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

준학점으로 인정한다.

4) 건축학전공자는 위1)～3)의 기준을 포함하여 교양과목에서 30학점 이상 이수하여

야 한다.

(8) 모집단위에 따라 통년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Ⅰ을 이수한 후에 ◦◦

Ⅱ를 이수할 수 있으며, Ⅰ, Ⅱ를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9) 교양과목 기초교양영역 및 심화교양영역 교과목 중 *표시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교과목

으로 분반에 의해 공학교육인증 관련 수강반을 지정할 수 있다.

(10) 전과한 학생의 경우, 전과하기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과 전과한 학과의 교양과정 기본 

이수모형 지정 교과목 차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 인정 교과목을 정한다.



2017학년도 교육과정운영지침 _13

      <대체 인정 교과목>

이수한 교과목 대체 인정 교과목

0622015 맛보기물리학및실험 0622002 일반물리학및실험Ⅰ
0622002

0622003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0622015 맛보기물리학및실험

0622004 화학및실험 0622006 일반화학및실험Ⅰ
0622005 일반화학및실험 0622006 일반화학및실험Ⅰ
0622006

0622007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0622004 화학및실험

0622006

0622007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0622005 일반화학및실험

0622008 생물학및실험 0622028 일반생물학의이해Ⅰ
0622008 생물학및실험 0622009 일반생물학및실험Ⅰ

  (11) 삭제된 교양 교과목 재이수시 해당 영역의 해당 분야 교과목을 대체 과목으로 수강
할 수 있다. 창의융합교육본부의 승인을 얻어 유사 교과목을 재이수 과목으로 인정
받는다.

  (12) (7)호 인문학 과목은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아래의 분야 및 해당 교과
목 중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 분야 해당 교과목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전체 ‘문학의 이해’ 등 17과목

2. 역사와 철학 전체 ‘한국사의 이해’ 등 24과목

3. 인간과 사회

　

　

　

　

　

0713034 성문화의 이해

0713035 현대인의 언어예절

0713036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0713039 인간의 이해

0713040 세계의 이해

0713044 미의과학

0713047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5. 기술과 문명

　

　

　

　

0715002 서양문화와 함께 만나는 건축공학

0715010 인간과 기계문명

0715012 문화로 즐기는 음식

0715013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0715017 영화로 읽는 과학과 문화

0715019 공학윤리와 역사

0715021 서양문명과 전쟁기술

6. 예술과 체육

　

0716003 음악의 이론과 감상

0716004 연극영화의 이론과 감상

특성교양

2. 지역사회문화

　

　

　

　

　

0812003 동양고전 이야기

0812004 문화로 보는 생활사

0812005 근현대의 역사와 인물

0812006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0812012 충북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0812015 세계의 문화와 건축산책

3. 진로와 선택 0813019 도서출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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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교육과정

(1) 전공 교육과정은 전공별로 편성한다.

(2) 전공별 최소전공인정학점은 36학점～6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부) 또는 전공별로 정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사범대학․법과대학․약학대학․수의과대학․의과대

학 및 인증제 시행학과(부) 또는 전공은 별도로 정한다.

(3) 전공과목은 108학점 이내에서 편성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부 및 소프트웨어학과는 

124학점 이내로 하고 인증 관련학과(부) 및 건축학과․수의과대학․약학대학․의과

대학·법학부는 별도로 정한다.(인턴십 등 현장실습과목은 편성학점에서 제외함)

(4) 전공필수과목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2이하로 편성한다.

(5) (3)항 및 (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학점 이

하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 자연계열은 전공에 따라 필수과목과는 별도로 전공기초 과목(교과목명 좌측◦표 표

시)을 9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7) 전공필수과목․부전공필수과목과 교원자격증 기본이수영역과목은 가급적 일치하도록 

한다.

(8) 학부(인증제를 실시하는 학부 제외)의 전공 교육과정 중 2학년 과정은 전공공통교과

목으로 편성한다.

(9) 타 전공에서 설강을 요구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전공학과와의 협의로 편성한다.

(10) 사범대학 계열공통과목 중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11) 제1전공만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과 전공선택(심화)학점을 포함하

여 전공별 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2) 교과목 번호는 다르나 교과목명이 동일한 타 학과 전공과목을 해당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교과목명의 중복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13) 광역화된 모집단위 내 전공소개 교과목과 경영학인증과 관련한 전공필수과목 및 1

학년 편성과목은 1,2학기에 모두 개설할 수 있다.

4. 일반선택과정

(1) 학생 소속전공이 아닌 타 학과(부) 전공을 임의 수강한 경우의 학점은 일반선택학점

으로 인정한다.

(2)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현장실습 관련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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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학  점 비  고

0281001 해외어학연수Ⅰ 3-0-90시간 계절 및 학기제

0281003 해외어학연수Ⅱ 6-0-180시간 계절 및 학기제

0281004 해외어학연수Ⅲ 9-0-270시간 학기제

0281005 해외어학연수Ⅳ 15-0-450시간 학기제

0281011 해외인턴십Ⅰ 3-0-90시간 계절제

0281013 해외인턴십Ⅱ 6-0-180시간 계절 및 학기제

0281014 해외인턴십Ⅲ 9-0-270시간 학기제

0281015 해외인턴십Ⅳ 15-0-450시간 학기제

(3)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학과(부)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전공과목 개설기준에 포

함하지 않는 인턴십(Internship)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북

대학교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른다.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학점 주관부서 비 고

0281023 인턴십Ⅰ 15-0-15주 현장실습지원센터 학기제

0281024 인턴십Ⅱ 3-0-4주 현장실습지원센터 계절 및 학기제

(4)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교과목을 개설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봉사 교과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학점 주관부서 비 고

0281021 사회봉사Ⅰ 1-0-30시간 학생과 계절 및 학기제

0281022 사회봉사Ⅱ 2-0-60시간 학생과 계절 및 학기제

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신체적·심리적 역경을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

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봉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함.

(5) 2011학년도부터 모든 학부신입생을 대상으로 ‘예비대학(1학점)’ 및 ‘평생사제프로그램

(진로개발 및 상담, 1학점)’을 개설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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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전공(복수․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과정

(1)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과 해당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모두 이

수하여야 하며, 다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승인 년도 교육과정을 

따른다.

(2)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3) 삭제

(4) 연계전공과정은 기존의 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편성하며, 특정 전공과목이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연계전공과목 편성시 신설 교과목의 개설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1/4이내 또는 4과목 

이내에서 편성한다. 

(6) 연계전공과목 개설은 최소전공인정학점의 2배 이내에서 편성한다.

(7) 연계전공의 구성은 3개 전공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4학기 연속 신청 학생이 없는 연계전공은 폐지한다.

(9) 다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과 중복과목으로 9학점까지 인정하되,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비인문계 전공자가 인문학 다전공 시 교

양교과목을 심사에 의거 6학점까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 취

득을 목적으로 다전공을 이수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중복과목으로 15학점까지 인

정할 수 있다.

1) 공통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 공통사회 ⇔ 일반사회, 역사, 지리

3) 윤리 ⇔ 교육학, 철학  

4) 교육학 ⇔ 심리학

(10)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편성은 54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소전공인정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11) 다전공은 취소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이수한 다전공 취득학점은 부전공학점이나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6. 부전공과정

(1) 부전공과정이란 제1전공이외에 타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전공과정 이수신청자

는 학과에서 지정한 부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부전공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학과에 개설한 

‘삼성소프트웨어인력양성 비전공자 과정(삼성소프트웨어부전공)’은 30학점 이상을 이

수하여야 한다.

(2) 교직과정설치학과(부) 및 사범대학 학생의 부전공 이수과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

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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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1) ① 2013학년도 이후 사범대학에 입학한 재학생은 일반교육학영역(교직이론영역) 6과

목(12학점), 교직소양과목(6학점), 교육실습(4학점), 전공영역의 교과교육학 3과목

(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을 포함한 학과(부)

또는 전공별 졸업이수기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

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2) ① 비사범계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2013학년도부터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은 교직이론영역 6과목(12학점), 교직소양과목(6학점), 교육실습(4학점)과 전공영역

의 교과교육학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이상 21학점 이

상)을 포함한 학과(부) 또는 전공별 졸업이수기준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

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3)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교직복수전

공 승인년도 해당전공의 교과교육학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과목(별표6,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포함한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 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이 50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① 교직과목이수학점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 전공과목 이수학점

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75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소속학과 교직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8. 평생교육과정

(1) 평생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할 평생교육

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 별표7의 교과목 중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이수하

여야 하며, 취득학점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 2급 : 30학점 이상

2. 평생교육사 3급 : 21학점 이상

(2) 평생교육과정 이수희망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평생교육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적용대상 및 경과규정

(1) 적용대상

이 지침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학년도 이후

에 재학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학인증제 실시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기준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원자격 관련 부전공이수는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

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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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평생교육과정 이수자는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4) 산업제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제약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5) 삭제

       6) 2013학년도 이전에 디지털정보융합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학과 폐지와 관련하여 

학적 변동된 경우, 입학 당시 졸업이수기준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

       7) 2. 교양교육과정 (7)호 인문학 과목과 (12)호의 지침은 계약학과 및 야간과정 재학생

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과규정

1) 2012학년도 이전 재학 당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양과정 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200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서 교양필수(국어, 작문)로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

수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국어와작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국어, 작문과목 중 어느 한과목이라도 미 이수한 경우에는 국어와작문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기준에 의해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이 지침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양최저이수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점만을 도구교양영역 외국어분야,

중핵영역, 학문기초영역에서 이수하여야한다 

3)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이 교육과정으로 이수기준학점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는 

기존 교육과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2003학년도 이후에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

이나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04년 1월 이후 사범대학내 전공을 복수전공으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 및 사범대학 계열공통 교과목 이수기준을 

2006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교원자격 취득과 관련)

4) 2001학년도 이전에 공통사회교육전공이나 공통과학교육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

수중인 자는 이 지침에 의한 관련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본다.

5) 2001. 12. 19현재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다.

6)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과정이수지침은 다음 각호를 적

용한다.

① 전공과정이수기준학점은 2001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공필수과목이 교직과목(계열공통과목)으로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교직과목(계

열공통과목)에서 당해 과목을 이수한다.

7) 2000학년도 입학자의 교원자격증 관련 기본이수분야 개설과목은 2001학년도 이

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8) 모집단위 또는 학과(부) 명칭 변경에 의해 입학당시 모집단위 또는 학과(부)의 교

육과정이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기준 학

점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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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공과대학 재료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② 농과대학전공과목과 농업생명환경대학의 전공과목간의 관계는 신․구대비표에 

의한다.

③ 연초학과와 특용식물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④ 원예학과와 원예과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⑤ 농업기계공학과와 바이오시스템공학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

한다.

⑥ 식물의학․원예학과군과 식물의학․원예과학과군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

으로 간주한다.

⑦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개설과목을, 구조시스

템공학과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토목시스템공학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하되 졸업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경영대학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재학생은 경영대학 국제

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을, 경영대학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재학생은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

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와 윤리교육과의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

한다.

⑩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재학생은 물리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

육학부 화학교육전공 재학생은 화학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육학부 생물교

육전공 재학생은 생물교육과 교육과정을,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전공 재

학생은 지구과학교육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⑪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전공 재학생은 생물학과 교육과정을, 생명과학

부 미생물학전공 재학생은 미생물학과 교육과정을, 생명과학부 생화학전공 재

학생은 생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⑫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재학생은 화학공학과 교육과정을, 화학공

학부 공업화학 전공 재학생은 공업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수학점 기준

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⑬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광역화된 모집단위의 분리에 따른 “○○전공”의 “○○학

과” 전환에 의한 전공과목은 상호 동일과목으로 간주한다.

⑭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

학부 전기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

터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정

보통신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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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이

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⑮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및 기계공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 재학생은 기계공학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⑯ 물리학과·지구환경과학과군 물리학과 재학생은 물리학과 교육과정을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군 지구환경과학과 재학생은 지구환경과학과 교육과정을 이수

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⑰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전

기공학부 교육과정을,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재학

생은 전자정보대학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전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정보통신공학부 교육과정을, 전

자정보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재학생은 전자정보대학 컴

퓨터공학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⑱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재학생은 의과대학 의예과 교육과정을, 자연과학 수의예

과 재학생은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⑲ 농업생명환경대학 농화학과 재학생은 환경생명화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⑳ 공과대학 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토목시스템공학전공 재학생은 토목공학부 전

공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기준학점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㉑ 자연과학대학 체육과 재학생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

이수기준학점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㉒ 2011학년도 이전 미술과 시각디자인전공 입학생은 디자인학과 교육과정을 이수

하되, 졸업이수기준학점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㉓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공학과 재학생은 식품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㉔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재학생은 각각 생명과학부 및 

생명과학부 생물과학전공, 생명과학부 및 생명과학부 미생물학전공, 생명과학

부 및 생명과학부 생화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

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㉕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환경생명화학과 재학생은 각각 식물자원환경

화학부 및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식물자원환경화학부 및 식물

자원환경화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

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㉖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축산학과 재학생은 각각 식품생명·축산과

학부 및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식품생명·축산과학부 및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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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㉗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의학과, 원예과학과, 특용식물학과 재학생은 각각 응용

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

학부 원예과학전공, 응용생명공학부 및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재학생은 각각 독일언어

문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

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재학생은 각각 수학·정보통계학부 및 수

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 수학·정보통계학부 및 수학·정보통계학부 정보

통계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입학당시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10)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교양과정 이수기준은 편입학 및 재입학 당시 동일 학

년의 입학년도 교양과정이수기준학점과 인정학점의 차만큼 교양과정 기초교양

영역 및 , 심화교양영역(2012학년도 이전 도구교양 외국어분야, 중핵영역, 학문

기초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11) 비사범계교직과목과 사범대학계열공통교과목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사범대학생으로서 비사범계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을 본 교

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이수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12) 교양과목의 개설영역(분야)이동 및 개설영역 명칭변경에 따른 조치

① 교양과목의 개설영역이 이동된 경우 이수당시의 개설영역을 적용한다.

② 도구교양영역 개설교과목 이수학점은 2007년 이전 교육과정의 교양도구영역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2-1) 교양과정 개편에 따라 개편된 과목의 구영역 인정은 <별표2>에 따르고, 개편

전 과목의 신영역 인정은 <별표2-1>에 따른다.

1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의 교원자격 관련 

교과목이수와 관련한 경과조치

① 사범대학생 

-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이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으로 통합됨으로써 입학

년도 또는 졸업기준 년도의 교직과목이수기준학점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통합된 전공영역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포함하여 20학점 이상(교직이

론 14학점, 교과교육학 3학점, 교육실습 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기준을 충

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공과목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

공영역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중 1과목이라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009학년도 교

육과정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학과에 따라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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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또는 교수법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학점과 

2011학년도 교육과정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 이수학점을 각각 인

정한다.

-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한 과목으로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 2과목을 동

시에 재이수 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

- 전공과목의 각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

공영역 이수학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공과목의 각과교육론을 이수하되, 해당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공영역 이수학

점에서 제외하고 교직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4) 테크노경영학과 재학생은 테크노산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수기

준학점을 충족할 수 있다.

(3) 이 교육과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4) 행정사항

1)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별도작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목 삭제시에는 학적변동자(복학생)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불이익이 없도

록 유의한다.

3) 교육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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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과 전공과정간 중복이수 금지 과목

해당학과(부)

교양과정 교과목 전공과정교과목

비 고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사학과 0712004 서양문화사 5339018 서양사개설

사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서양문

화사를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

공배정 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심리학과 0713001 일상생활의심리학 5666040 심리학개론Ⅰ

심리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일상

생활의심리학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배정 전에 이수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경제학과 0713037 생활과 경제
5667036

5667043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경제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생활

과 경제를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배정 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영학부

0713029 쉽고재미있는회계 6210001 회계원리

경영학부 학생은 전공과정의 회계

원리를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

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

다.

0713018 경영학개론 6210007 경영학원론

경영학부 학생은 전공과정의 경영

학원론을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

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0713008 기업과 증권시장 6210045 증권시장

경영학부 학생은 전공과정의 증권

시장을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

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

다.

국제경영학과

0713029 쉽고재미있는회계 6209035 회계원리

국제경영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회계원리를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0713018 경영학개론 6209075 경영학원론

국제경영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경영학원론을 우선적으로 이수하

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0713008 기업과 증권시장 6210045 증권시장

국제경영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증권시장을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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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부)

교양과정 교과목 전공과정교과목

비 고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국제경영학과

0713037 생활과 경제 6209044 경제학원론

국제경영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경제학원론을 우선적으로 이수하

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0622001
기초통계학

및 실습
6209074 경영통계학

국제경영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경영통계학을 우선적으로 이수하

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경영정보학과

0713029 쉽고재미있는회계 6208028 회계원리

경영정보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회계원리를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0713018 경영학개론 6208003 경영학원론

경영정보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경영학원론을 우선적으로 이수하

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

할 수 없다.

0713008 기업과 증권시장 6210045 증권시장

경영정보학과 학생은 전공과정의

증권시장을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교양으로 개설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 경영대학에서 지정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간 중복이수금지과목을 재이수에 한해 수강을 

허용한다.

주거환경학과 0713012 주택과 사회 7716067 주거론
주거환경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주택과 사회를 이수할 수 없다.

소비자학과

0713025
신용관리와

소비생활
7717079

소비자

재무설계

개론

소비자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신용관리와 소비생활”과 “윤리적

소비와 미디어”를 이수할 수 없

다.0713041
윤리적 소비와

미디어
7717064

소비자와

미디어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0713009 현대사회와 패션 7719053 패션문화

패션디자인정보학과 학생은 교양

과정의 현대사회와 패션을 이수

할 수 없다. 다만 전공배정 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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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부)

교양과정 교과목 전공과정교과목

비 고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식품영양학과

0714008 식품과영양

7718051 기초영양학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식품과영양”과 “문화로 즐기는

음식”을 이수할 없다. 다만 전공

배정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7718056 식품화학

0715012
문화로 즐기는

음식
7718060

식생활과

문화

아동복지학과

0713007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7707101 영아발달
아동복지학과 학생은 교양과정의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결혼과 가족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전공배정

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707102 유아발달

0713024 결혼과 가족 7707004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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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1. 교양과목 영역별 이수학점

대 학 전공(학과/학부)

기초교양

심화
교양

특성
교양

교양
최저
이수
기준
학점

교양
과목
이수
상한
학점

공통기초
자연이공계
기초

국어
와작
문

글쓰
기와
소통

컴퓨
터활
용

외국
어/한
국어

수학
자연
과학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 0 0 6 0 21 6 36 52

중어중문학과 3 0 0 6 0 18 6 33 62

영어영문학과 3 0 0 6 0 21 6 36 52

독일언어문화학과 3 0 0 6 0 18 3 30 52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0 0 6 0 18 3 30 60

러시아언어문화학과 3 0 0 6 0 18 3 30 54

철학과 3 0 0 6 0 18 3 30 58

사학과 3 0 0 6 0 21 6 36 52

고고미술사학과 3 0 0 6 0 18 3 30 54

사회과학

대 학

사회학과 3 0 0 6 0 18 3 30 54

심리학과 3 0 0 6 0 18 3 30 54

행정학과 3 0 0 6 0 18 6 33 54

정치외교학과 3 0 0 6 0 18 3 30 48

경제학과 3 0 0 6 0 18 6 33 54

자연과학

대 학

수학·정보통계학부 3 0 0 6 24 12 3 48 60

물리학과 3 0 0 6 24 12 3 48 62

화학과 3 0 0 6 24 12 3 48 60

생명과학부
(생물과학전공, 미생
물학전공, 생화학전공)

3 0 0 6 20 15 3 47 60

천문우주학과 3 0 0 6 24 12 3 48 62

지구환경과학과 3 3 0 6 24 9 3 48 62

경영대학

경영학부 3 0 0 6 0 15 6 30 40

국제경영학과 3 0 0 6 0 15 6 30 40

경영정보학과 3 0 0 6 0 15 6 30 40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3 0 0 6 12 12 3 36 60

안전공학과 3 0 0 6 15 9 3 36 50

화학공학과 3 0 0 6 12 12 3 36 51

공업화학과 3 0 0 6 15 9 3 36 60

환경공학과 3 0 0 6 24 9 3 45 50

기계공학부 3 0 0 6 18 9 3 39 60

토목공학부 3 0 0 6 21 9 3 42 60

건축공학과 3 0 0 6 12 12 3 36 55

도시공학과 3 0 0 6 12 12 3 36 60

건축학과 3 0 0 6 0 12 0 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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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전공(학과/학부)

기초교양

심화

교양

특성

교양

교양

최저

이수

기준

학점

교양

과목

이수

상한

학점

공통기초
자연이공계

기초

국어

와작

문

글쓰

기와

소통

컴퓨

터활

용

외국

어/한

국어

수학
자연

과학

전자정보

대학

전기공학부 3 0 0 6 21 9 3 42 42

전자공학부 3 0 0 6 21 9 3 42 42

정보통신공학부 3 0 0 6 21 9 3 42 42

컴퓨터공학과 3 0 0 6 18 12 3 42 42

소프트웨어학과 3 3 0 6 19 12 3 46 57

컴퓨터공학과(야간) 3 0 0 6 6 9 3 27 51

농업생명환

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환경생명화학전공)

3 6 16 9 3 37 62

식품생명⦁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3 6 15 9 3 36 45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식물의학전공)

3 6 15 9 3 36 62

산림학과 3 6 14 10 3 36 62

지역건설공학과 3 6 6 9 3 27 60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

3 6 6 9 3 27 6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 6 14 9 3 35 60

목재·종이과학과 3 6 11 9 3 32 62

농업경제학과 3 0 0 6 0 18 6 33 62

사범대학

교육학과 3 0 0 6 0 18 3 30 62

국어교육과 3 3 0 6 0 18 3 33 62

영어교육과 3 0 0 6 0 18 3 30 62

역사교육과 3 0 0 6 0 18 3 30 60

지리교육과 3 0 0 6 0 18 3 30 60

사회교육과 3 0 0 6 0 18 3 30 62

윤리교육과 3 3 0 6 0 18 3 33 62

수학교육과 3 0 0 6 6 9 3 27 62

물리교육과 3 0 0 6 16 9 3 37 62

화학교육과 3 0 2 6 16 9 3 39 62

생물교육과 3 0 0 6 6 9 3 27 62

지구과학교육과 3 0 0 6 6 9 3 27 62

체육교육과 3 0 0 6 0 18 6 3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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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전공(학과/학부)

기초교양

심화

교양

특성

교양

교양

최저

이수

기준

학점

교양

과목

이수

상한

학점

공통기초
자연이공

계기초

국어

와작

문

글쓰

기와

소통

컴퓨

터활

용

외국

어/한

국어

수학
기초

과학

생활과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3 0 0 6 6 12 6 33 54

아동복지학과 3 0 0 6 0 18 3 30 54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 0 0 6 6 9 6 30 45

주거환경학과 3 0 0 6 6 9 3 27 45

소비자학과 3 0 0 6 0 18 3 30 54

수 의 과

대 학
수의예과 3 0 0 6 16 12 3 40 60

의과대학
의예과 3 0 0 6 6 9 6 30 60

간호학과 3 0 0 6 0 17 6 32 51

융합학과군
조형예술학과 3 3 0 6 0 18 3 33 60

디자인학과 3 3 0 6 0 18 6 36 60

자율전공

학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3 0 0 6 0 18 6 33 60

자율전공학부

(자연이공계열)
3 0 0 6 12 9 3 33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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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2. 학과(부)별 졸업이수기준학점

대 학 전공(학과/학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
일반
선택

졸업
학점필수 선택 계

최소전공인정학점 선택
(심화) 계필수 선택 소계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 33 36 9 36 45 33 78 0 0이상 130

중어중문학과 3 30 33 6 46 52 23 75 0 0이상 130

영어영문학과 3 33 36 12 27 39 30 69 0 0이상 130

독일언어문화학과 3 27 30 12 39 51 27 78 0 0이상 13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27 30 0 39 39 33 72 0 0이상 130

러시아언어문화학과 3 27 30 0 60 60 18 78 0 0이상 130

철학과 3 27 30 6 33 39 33 72 0 0이상 130

사학과 3 33 36 21 21 42 30 72 0 0이상 130

고고미술사학과 3 27 30 18 36 54 24 78 0 0이상 130

사회과학

대 학

사회학과 3 27 30 18 27 45 30 75 0 0이상 130

심리학과 3 27 30 18 24 42 30 72 0 0이상 130

행정학과 3 30 33 21 21 42 30 72 0 0이상 130

자치행정학과 0 0 0 39 12 51 0 51 0 0이상 130

정치외교학과 3 27 30 21 24 45 30 75 0 0이상 130

경제학과 3 30 33 12 30 42 30 72 0 0이상 130

자연과학

대 학

수학전공 3 45 48 21 24 45 30 75 0 0이상 130

정보통계학전공 3 45 48 18 27 45 30 75 0 0이상 130

물리학과 3 45 48 21 24 45 30 75 0 0이상 130

화학과 3 45 48 20 24 44 22 66 0 0이상 130

생물과학전공 3 44 47 22 26 48 27 75 0 0이상 130

미생물학전공 3 44 47 6 39 45 27 72 0 0이상 130

생화학전공 3 44 47 21 24 45 33 78 0 0이상 130

천문우주학과 3 45 48 18 27 45 24 69 0 0이상 130

지구환경과학과 3 45 48 18 27 45 30 75 0 0이상 130

경영대학

경영학부 3 27 30 21 24 45 30 75 0 0이상 130

국제경영학과 3 27 30 18 27 45 30 75 0 0이상 130

경영정보학과 3 27 30 30 15 45 30 75 0 0이상 130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3 33 36 16 20 36 39 75 0 0이상 130

안전공학과 3 33 36 27 30 57 24 81 0 0이상 130

테크노산업공학과 3 30 33 39 12 51 16 67 0 0이상 130

화학공학과 3 33 36 27 9 36 39 75 0 0이상 130

공업화학과 3 33 36 31 5 36 39 75 0 0이상 130

환경공학과 3 42 45 18 33 51 24 75 0 0이상 130

기계공학부 3 36 39 33 21 54 24 78 0 0이상 130

토목공학부 3 39 42 0 36 36 49 85 0 0이상 130

건축공학과 3 33 36 27 9 36 39 75 0 0이상 130

도시공학과 3 33 36 19 17 36 39 75 0 0이상 130

건축학과 3 27 30 108 24 132 0 132 0 0 162

※ 선택(심화) 다전공(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수해야하는 전공선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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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전공(학과/학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
일반

선택

졸업

학점필수 선택 계
최소전공인정학점 선택

(심화)
계

필수 선택 소계

전자정보

대학

전기공학부 3 39 42 22 44 66 18 84 0 0이상 130

전자공학부 3 39 42 27 36 63 18 81 0 0이상 130

나노반도체공학과 3 61 64 42 24 66 0 66 0 0 130

정보통신공학부 3 39 42 33 33 66 18 84 0 0이상 130

컴퓨터공학과 3 39 42 33 33 66 12 78 0 0이상 130

소프트웨어학과 3 43 46 36 36 72 21 93 0 0이상 150

컴퓨터공학과(야간) 3 24 27 0 93 93 0 93 0 0이상 120

농업생명

환경대학

식물자원학전공 3 34 37 43 15 58 24 82 0 0이상 130

환경생명화학전공 3 34 37 42 12 54 24 78 0 0이상 130

축산학전공 3 33 36 33 21 54 24 78 0 0이상 130

식품생명공학전공 3 33 36 36 18 54 24 78 0 0이상 130

특용식물학전공 3 33 36 33 21 54 24 78 0 0이상 130

원예과학전공 3 33 36 45(9) 9 54 24 78 0 0이상 130

식물의학전공 3 33 36 38(2) 16 54 24 78 0 0 130

산림학과 3 33 36 39 18 57 24 81 0 0이상 130

지역건설공학과 3 24 27 39 12 51 34 85 0 0이상 130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

3 24 27 0 33 33 60 93 0 0이상 12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 32 35 48(9) 6 54 30 84 0 0이상 130

목재·종이과학과 3 29 32 39(3) 15 54 24 78 0 0이상 130

농업경제학과 3 30 33 42 12 54 24 78 0 0이상 130

사범대학

교육학과 3 27 30 21 30 51 36 87 4 0이상 140

국어교육과 3 30 33 27 27 54 18 72 23 0이상 140

영어교육과 3 27 30 27 24 51 18 69 22 0이상 140

역사교육과 3 27 30 33 21 54 21 75 22 0이상 140

지리교육과 3 27 30 30 30 60 15 75 22 0이상 140

사회교육과 3 27 30 24 27 51 15 66 22 0이상 140

윤리교육과 3 30 33 30 21 51 15 66 22 0이상 140

수학교육과 3 24 27 27 24 51 24 75 22 0이상 140

물리교육과 3 34 37 25 25 50 16 66 22 0이상 140

화학교육과 3 36 39 22 29 51 15 66 22 0이상 140

생물교육과 3 24 27 23 27 50 16 66 22 0이상 140

지구과학교육과 3 24 27 21 30 51 15 66 22 0이상 140

체육교육과 3 30 33 19 26 45 40 85 22 0이상 140

생활과학

대 학

식품영양학과 3 30 33 35 9 44 36 80 0 0이상 130

아동복지학과 3 27 30 24 21 45 36 81 0 0이상 130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 27 30 27 27 54 36 90 0 0이상 130

주거환경학과 3 24 27 30 21 51 36 87 0 0이상 130

소비자학과 3 27 30 27 18 45 36 81 0 0이상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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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전공(학과/학부)

교양과정 전공과정

교직
일반

선택

졸업

학점필수 선택 계
최소전공인정학점 선택

(심화)
계

필수 선택 소계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3 37 40 22 0 22 15 37 0 0이상 80

수의학과 0 0 0 142 18 160 0 160 0 0 160

약학대학

약학과 64 96 160 160 0 160

제약학과 64 96 160 160 0 160

산업제약학과 64 96 160 160 0 160

의과대학

의예과 3 27 30 38 12 50 50 0 0 80

의학과 161 0 161 0 161

간호학과 3 29 32 91 17 108 0 108 0 0 140

융합

학과군

조형예술학과 3 30 33 33 15 48 24 72 0 0이상 130

디자인학과 3 33 36 30 30 60 24 84 0 0이상 130

연계전공

노인복지 36 36 36

공통사회교육 27 27 54 54

공통과학교육 3 47 50 50

농촌관광개발 9 27 36 36

위기관리 9 27 36 36

문화유산관리의공간정보학 15 21 36 36

미래영농학 10 24 36 36

사회적기업 12 24 36 36

빅데이터 15 21 36 36

정보콘텐츠SW융합 20 16 36 36

동북아역사·문화전공 21 33 54 54

보안컨설팅전공 15 21 36 36

벤처비즈니스전공 18 18 36 36

해외농업개발·협력전공 12 24 36 36

언론정보전공 6 30 36 36

번역출판전공 6 30 36 36

영·한통역 6 30 36 36

문화콘텐츠 6 30 36 36

박물관전문인력 3 33 36 36

지능형안전 15 21 36 36

스마트자동차공학 8 28 36 36

학생

설계

전공

문화관광경영전공

사회기반상담심리전공

18

15

18

21

36

36

36

36

※ 선택(심화) 다전공(복수․연계․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전공선택학점
※ 전공필수 학점의 괄호안 숫자는 자연계열의 전공기초과목 학점이며, 이수구분이 ‘전선’이라도 반

드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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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과정 시행학과(부) 또는 전공의 졸업이수기준학점

*전공은 괄호()안의 설계학점을 포함한 학점임

대 학 전공(학과/부) 전문교양 MSC 전공(설계)
졸업

학점

공과

대학

(KEC)

화학공학과 18 30 54(12) 130

공업화학과 15 30 59(12) 130

기계공학부 18 60 68(18) 130

토목공학부 18 30 73(12) 130

신소재공학과 18 30 54(12) 130

전자정보대학

(KEC)

전기공학부 15 30 63(9) 130

전자공학부 0 30 73(10) 130

정보통신공학부 15 21 59(13) 130

컴퓨터공학과 15 24 63(12) 130

소프트웨어학과 0 19 80(1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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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교양과목 일람표

영 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구영역
구 분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0611001 국어와 작문 Korean Language and
Composition

3-3-0 1,2 국어국문
창의융합

국어

외국어

0612001
0612002
0612003
0612004
0612005
0612006
0612007
0612008
0612009
0612010

중국어Ⅰ
중국어Ⅱ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Action English(영어Ⅱ)
영어읽기와토론(영어Ⅰ)

Conversational Chinese Ⅰ
Conversational Chinese Ⅱ
German Ⅰ
German Ⅱ
French Ⅰ
French Ⅱ
Russian Ⅰ
Russian Ⅱ
Action English
English Reading&Discussion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1
3-3-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중어중문
중어중문
독일언어문화
독일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11과목

한국어
(외국인)

0613002
0613003
0613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Ⅱ
기초 한국어 회화

Korean as a foreign languageⅠ
Korean as a foreign languageⅡ
Basic Korean Conversation

3-3-0
3-3-0
3-3-0

1,2
1,2
1,2

국제교류
국제교류
창의융합

외국인기초
외국인기초
외국인기초

3과목

글쓰기
와
소통

0614002
0614005
0614007

0614008
0614009
0614010

과학글쓰기
발표와 토론의 실제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이해와해석

독서와 토론
매체와 표현
생활 속의 리걸마인드

Science Writ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torytelling and
Communicat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ext
Reading and Discussion
Media and Expression
Legal Mind in Social Life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창의융합
창의융합
러시아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확대교양
확대교양
문학과문화

확대교양
확대교양
확대교양

6과목

컴퓨터
와 활용

0615001
0615002

컴퓨터 실무활용
계산적 사고 기르기 Cultivate Computational Thinking

2-1-2
2-1-2

1,2
1,2동기

창의융합
소프트웨어학과

진로/취업
자연계기초

22과목

자연
이공
계기
초

수학

0621001
0621002
0621003
0621004

수학
*수학Ⅰ
*수학Ⅱ
**기초대학수학

College Mathematics
Calculus Ⅰ
Calculus Ⅱ
Precalculus

3-3-0
3-3-1
3-3-1
0-3-0

1,2
1,2
1,2
1,2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4과목

기초
과학

0622001
0622002
0622003
0622004
0622005
0622006
0622007
0622008
0622009
0622010
0622011
0622012
0622013
0622014
0622015
0622016
0622017

0622018
0622019
0622020
0622021
0622022
0622025
0622028
0622029
0622030

*기초통계학및실습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화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생물학및실험
*일반생물학및실험Ⅰ
*일반생물학및실험Ⅱ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맛보기물리학및실험
생물자원과인간생활
생물산업과자연환경

웰빙시대의생물산업
일반물리학의이해Ⅰ
일반물리학의이해Ⅱ
일반화학의이해Ⅰ
일반화학의이해Ⅱ
응용통계학 및 실습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Ⅰ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Ⅱ
6차산업비즈니스

Elementary Statistics and Practice
General Physics and Lab. Ⅰ
General Physics and Lab. Ⅱ
Chemistry and Lab.
General chemistry & Lab
General Chemistry and Lab. Ⅰ
General Chemistry and Lab. Ⅱ
Biology and Lab.
General Biology and Lab. Ⅰ
General Biology and Lab. Ⅱ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Ⅰ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Ⅱ
Fundamental Computer Programming
Applied Computer Programming
Inquiry into Physics & Lab.
Bio-Resource and Human Life
Bio-industry and Natural
Environment
Bio Industry in Wellbeing Age
Understanding of General PhysicsⅠ
Understanding of General PhysicsⅡ
Understanding of GeneralChemistryⅠ
Understanding of GeneralChemistryⅡ
Applied Statistics and Practice
UnderstandingofGeneralBiology&Lab.Ⅰ
UnderstandingofGeneralBiology&Lab.Ⅱ
Business of the Sixth Industry

3-2-2
3-3-2
3-3-2
4-3-2
3-2-2
3-2-2
3-2-2
4-3-2
3-2-2
3-2-2
3-2-2
3-2-2
3-2-2
3-2-2
4-3-2
3-3-0
3-3-0

3-3-0
4-3-2
4-3-2
4-3-2
4-3-2
3-2-2
4-3-2
4-3-2
2-2-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2
1,2
1,2
1,2
1,2
1,2

1,2
1
2
1
2
1,2
1
2
1,2

정보통계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화 학 과
화 학 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물리학과
식물자원학과
바이오시
스템공학
농 대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정보통계학과
생물학전공
생물학전공
창의융합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자연계기초

26과목

30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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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구영역
구 분

심화
교양

1.
문학과
문화

0711001
0711002
0711003
0711004
0711005
0711006

0711007

0711008

0711009
0711010

0711013
0711015
0711016
0711017

0711018

0711019
0711020

문학의이해
중국문화의이해
독일과독일사람
한자와한문
국어정서법
중국고전의이해

러시아문학과예술의
산책
프랑스문화와예술기행

현대한국소설과의만남
독일예술문화 산책

언어로의 초대
漢字와동양문화
사랑과 문화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시 읽기와 마음 가꾸기

만화 인문학
고전으로 읽는 한국의
문화코드

Appreciation of Literature
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s
Germany and the Germans
Chinese Character and Sino-Korean
Korean Orthography
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Introduction to Russian
Literature and Art
Journey into French
Culture and Art
Appreciation of Korean Modern Novel
Walking in German Art &
Culture
Invitation to language
Hanzi and Oriental culture
Love and Culture
Understanding of Korean
Pop-Culture
Korean Modern Poetry and
Consciousness Growth
Humanities of Comics
Cultural Codes of Korea in
Classic Korean Literature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인문대학
중어중문
독일언어문화
국어국문
국어국문
중어중문

러시아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국어국문
독일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국어국문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인문계기초
인문계기초

인문계기초

인문계기초

문학과문화
인문계기초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17과목

2.
역사와
철학

0712001
0712002

0712003
0712004
0712005
0712006
0712007

0712008

0712009

0712010

0712011

0712012
0712014

0712016
0712018
0712019
0712020
0712021
0712022
0712024

0712025

0712027

0712028
0712029

한국사의이해
한국근현대사의이해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우리의선사문화
생활속의 철학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역사
역사학과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만남

문화재와문화유적

영상으로보는 한국사

세계 미술문화재 탐구
대중문화와예술의이해

논리와 비판적 사고
역사와 스토리텔링
영화와 역사
문명 속의 동물
행복의 철학
과학과 철학
철학고전읽기

사랑과 성의 철학

한국고대문화 산책

일본역사속의한국문화
[선사]고고학의 시선
으로 본 오늘

Invitation to Korean History
Invitation to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Cultural History of East Asia
Cultural History of Europe
Korean Prehistoric Cultures
Philosophy in Everyday Life
An Invit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Chinese History Watching
through the Media
The Conversions of
History and Digital Culture
Contents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Remains
Korea History Watching
through Images
Exploration of World Art Heritage
Understanding on Mass
Culture and Art
Logic and Critical Thoughts
History and Storytelling
Movie and History
Animal in Human Culture
Philosophy of Happiness
Science and Philosophy
The Classic Readings of
Philosophy
Philosophy of Love and
Sex
Archaeological Search for
the Ancient Cultural Relics
TheKoreaCulture in JapaneseHistory
Today Viewed from [Prehistoric]
Archaeological Perspectives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고고미술
철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고고미술

사 학 과

고고미술
철 학 과

철 학 과
사 학 과
역사교육
창의융합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고고미술

창의융합
창의융합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인문계기초

인문계기초

확대교양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2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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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구영역
구 분

심화
교양

3.
인간과
사회

0713001
0713002
0713003

0713005
0713006
0713007

0713009

0713010

0713011

0713012
0713013
0713014

0713015

0713017
0713018
0713022
0713023
0713024
0713025
0713027
0713028
0713029
0713030

0713032
0713033
0713034
0713035
0713036
0713037
0713038
0713039
0713040
0713041
0713042
0713043
0713044
0713045

0713046

0713047
0713048
0713049

일상생활의 심리학
행정학입문
매스컴과현대사회

생활과법
세계의지리
아동발달과부모교육

현대사회와 패션

*공업경영과경제

*공업법규와창업

주택과 사회
심리학개론
지방자치와복지사회

현대정치와국제관계

법학개론
경영학개론
인간과노동
청년기의심리
결혼과가족
신용관리와 소비생활
현대사회의인권과정의
여성과 법률
쉽고 재미있는 회계
영화로읽는인권과복지

생활 속의 경제학
한국인의 삶과 행복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논어>살펴보기
생활과 경제
여성과사회
인간의이해
세계의이해
윤리적소비와미디어
시민사회에서의재산과가족
현대사회의범죄와형벌
미의과학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국제개발협력과농업·농촌개발

생활의안전
다문화와세계종교기행
창업을 위한 기초 경영

Psychology of Everyday Life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Masscommunication and
Modern Society
Social Life and Law
World Geography
Child Development and
Parent Education
Modern Society and Fashion

Industrial Management &
Economics
Engineering Laws and
Business Establishment
Housing and Society
Introduction to Psychology
Local Autonomy and
Welfare Society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Law
Introduction to Management
Human Labor and Law
Psychology of Adolescence
Marriage & the Family
Consumer Credit & Personal Finance

Women and Law
Understandings Of Smart Accounting
Understanding Human Right
and Welfare Issues Through Films
Economics in Everyday life
Korean's Life and Happiness
Introduction to Sexuality
The Speech Etiquette in Modern Life
Reading the『Lunyu(論語)』in a breeze
Economics and Life
Women in Societ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Understanding of the World
Ethical Consumption and Media
Property and Family in Civil Society
Modern Society and Crime
Science of Beauty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Agricultural andRural Development
Safety in Life
MulticulturalismandWorld Religions
Basic Management for Start-UP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2
1,2
1,2
1,2
1,2
1

2

1,2
1,2
1,2

심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창의융합
지리교육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
인정보학과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혁신센터
주거환경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

창의융합
경영학부
창의융합
심리학과
아동복지학과
소비자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경영학부
아동복지학과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창의융합
국어국문학과
창의융합
경제학과
사회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소비자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심리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사회계기초
사회계기초

사회계기초

사회계기초
사회계기초
확대교양
확대교양
확대교양
확대교양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확대교양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사회계기초
인간과시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확대교양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41과목

4.
자연과
생 명

0714002
0714003
0714004
0714006
0714007
0714008
0714009
0714011
0714013
0714017
0714018
0714019

0714020
0714021

0714022

*에너지와환경
지구와환경
정보와통계
물질세계의이해
도시와 건축
식품과영양
우주로의여행
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치유
기후변화의 이해
현대 생물학사
알기쉬운우리몸의기능
질병과 의학

인간과 생명
문과생을위한체험수학

알기 쉬운 인간의 뇌
기능과 미래 산업

Energy and Environment
Earth and Environment
Information and Statistics
Exploring the World of Matter
City and Architecture
Food and Nutrition
Voyages Through the Universe
Forest therapy for quality of life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Contemporary History of Biology
Function of our Body
Introduction to Disease and
Medical Science

Experimental Mathematics
for Liberal Art Majors
The Function of Human
Brain and Future Industry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
정보통계
화 학 과
건축학과
식품영양
천문우주
산림학과
지구과학교육
생물학과
창의융합
의예과

생물과학전공
창의융합

창의융합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확대교양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1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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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구영역
구 분

심화
교양

5.
기술과
문명

0715002

0715004
0715005
0715008
0715010
0715012
0715013
0715014

0715017

0715018

0715019

0715020
0715021

0715022
0715023
0715024

0715025

서양문화와 함께
만나는 건축공학
현대산업사회와환경문제
나무문화그리고환경
그린에너지의 이해
인간과 기계문명
문화로 즐기는 음식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세계의교육문화와학교건축

영화로읽는과학과문화

*산업안전과 환경

*공학윤리와 역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서양문명과 전쟁기술

미래선도자를위한물리학
컴퓨팅 사고력
지식의 융합과 창의성

세계의 정원 문화

Architectural engineering
Technology with Western culture
Human Community and Environment
Woods, Culture and Environment
Focus on Green Energy
Human and Machine Civilization
Tasting Food and Culture
Big DataUnderstanding and Applications
World Educational Culture
& School Architecture
Reading Science and
Culture with Modern Movies
Industrial Safety and Environment

Engineering Ethics and History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European Civilization and
Technology of Warfare
Physics for Future Leaders
Computational Thinking
Knowledge Convergence
and Creativity
World Garden Culture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사학과

환경공학과
목재종이과학
환경공학과
프랑스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건축공학

창의융합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혁신센터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자연과생명

확대교양
확대교양
확대교양
자연과생명
인간과사회
확대교양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인문계기초
인문계기초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인문계기초

자연과생명

17과목

6.
예술과
체육

0716001
0716002
0716003
0716004

0716005

0716006
0716007
0716008

사진과영상예술
미술의이론과감상
음악의이론과감상
연극영화의이론과
감상
스포츠의과학적이해

신체활동과스트레스
스포츠와건강
음악과 인성

Photo and Image Art
Theory and Appreciation of Art
Theory and Appreciation of Music
Theory and Appreciation
of Theatre and Cinem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Sports
Physical Fitness and Stress
Sport and Health
Music and Character

2-1-2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조형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
인문대학
인문대학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창의융합

예술과체육
예술과체육
예술과체육
예술과체육

예술과체육

예체능계기초
예체능계기초
예술과체육

8과목

122과목

특성
교양

1. 개신
중점
강좌

0811001

0811002

0811003

교양인의 파노라마

21세기의 삶과 미래

청렴으로 가는 길

21C Life And Future

Way to Social Integrity

2-2-0

2-2-0

1-1-0

1,2

1,2

1,2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확대교양

확대교양

확대교양

3과목

2.
지역
사회
문화

0812002

0812003

0812004
0812005

0812006
0812010

0812011

0812012

0812014

0812015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충북문화의 이해

동양고전 이야기

문화로 보는 생활사
근현대의 역사와 인물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멘토링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충북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사회봉사와 장애 이해

세계의문화와건축산책

The story about oriental classics

Life History Looking through Cultur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Figures

World Cultural Heritage in Korea
The Public Art Project for

Improving City Environ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Mentoring for Students

The culture of region in

Chungbuk and the current
of culture in East Asia

Understanding of Volunteer
Social Service and Disability
World Tour of Culture
& Architecture

3-1-4

3-3-0

3-3-0
3-3-0

3-3-0
3-1-4

3-1-4

3-3-0

3-2-2

3-3-0

계절

1,2

1,2
1,2

1,2
1,2

1,2

1,2

1,2

1,2

학생처

창의융합

창의융합

사 학 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교육학과

사 학 과

아동복지학과

건축공학과

여가/취미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확대교양

확대교양
여가/취미

여가/취미

자연과생명

확대교양

확대교양

10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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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구영역
구 분

특성
교양

3.
진로와
선택

0813001

0813002
0813003

0813004
0813006
0813008
0813009
0813010
0813011
0813012
0813013
0813014
0813015
0813016

0813018
0813019
0813020
0813021

직업과 사회진출

여성취업과 경력개발
특허와 상표

정보처리실무
코칭파워리더쉽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특강한국사
생활속의 창업아이디어
창업학 개론
성공적인 기술벤처창업
실용국어특강Ⅰ
실용국어특강Ⅱ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패션과 창업

창업옴니버스
도서출판프로젝트
영화로 영어공부하기
여성진로탐색과경력개발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omen's Job and Career
Patent and Trademark

Practical Computer
Coaching Power Leadership
Job Search and Career Planning
Special lecture on Korean history
Idea in the Daily Living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Successful Technology Venture
SpecialLecture onPracticalKoreanLanguageⅠ
SpecialLecture onPracticalKoreanLanguageⅡ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ming
Fashion and Venture

Start-Up Omnibus
Project for Publishing Book
Screen English
Women’s Job Search and
Career Development

2-2-0

2-2-0
3-3-0

3-2-2
2-2-0
2-2-0
3-3-0
3-3-0
3-3-0
3-3-0
3-3-0
3-3-0
3-2-2
3-3-0

2-2-0
3-3-0
3-3-0
2-2-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2
1,2
1,2

1,2
1,2
1,2
1,2

취업지원

취업지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소프트웨어학과
취업지원
취업지원
사 학 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소프트웨어학과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창업지원단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확대교양
진로/취업
진로/취업

18과목

4.
실용
외국어

0814001
0814003
0814004
0814005
0814006
0814007
0814008
0814009
0814010
0814013
0814014

실무한자
기초일본어
영어청취력
영어회화
실용영문법
토익 듣기와 읽기
집중영어-기초
집중영어-중급
집중토익
취업영어프리젠테이션
한자 상식

Chinese Characters in Daily Business
Basic Japanese
Listening Comprehension of English
English Conversation
Practical English Grammar
TOEIC Listening and Reading
Intensive English-Basic
Intensive English-Intermediate
Intensive TOEIC
English Presentation for Jobs
Common Knowledge on
The Hanzi(漢字)

3-3-0
2-2-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계절
계절
계절
1,2
1,2

중어중문
인문대학
영어영문
영어영문
영어영문
국제교류
국제교류
국제교류
국제교류
창의융합
창의융합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진로/취업

11과목

5.
여가와
취미

0815001

0815002
0815003

0815004

0815005
0815006

0815007

0815008
0815009

0815010

0815011
0815012

0815014

합창

교양체육
축구의이론과실기

농구의이론과실기

테니스의이론과실기
탁구의이론과실기

배드민턴의이론과 실기

수영의이론과실기
볼링의이론과실기

골프의이론과실기

라켓볼의이론과실기
스키의이론과실제

생활속의호신술

Chorus

Physic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Soccer

Theory and Practice of Basketball

Theory and Practice of Tennis
Theory and Practice of Tabletennis

Theory and Practice of Badminton

Theory and Practice of Swimming
Theory and Practice of Bowling

Theory and Practice of Golf

Theory and Practice of Raketball
Theory and Practice of Ski

Self Defence Art in Life

3-3-0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계절

학기

(동)
1,2

창의융합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예술과체육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여가/취미

13과목

55과목

계 229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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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

교양과목 일람표

영 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신영역
구 분

도구
교양

국어 0611001 국어와 작문 Korean Language and
Composition

3-3-0 1,2 국어국문
창의융합

국어와작문

외국어

0612001
0612002
0612003
0612004
0612005
0612006
0612007
0612008
0612009
0612010

중국어Ⅰ
중국어Ⅱ
독일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Ⅰ
프랑스어Ⅱ
러시아어Ⅰ
러시아어Ⅱ
Action English(영어Ⅱ)
영어읽기와토론(영어Ⅰ)

Conversational ChineseⅠ
Conversational ChineseⅡ
GermanⅠ
GermanⅡ
FrenchⅠ
FrenchⅡ
RussianⅠ
RussianⅡ
Action English English
Reading&Discussion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1
3-3-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중어중문
중어중문
독일언어문화
독일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러시아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10과목

11과목

중핵
영역

제1영역
문학과
문 화

0711001
0711002
0711003
0711004
0614007

0711009
0711013
0711015
0711016
0711017

0711018

0711019
0711020

문학의이해
중국문화의이해
독일과독일사람
한자와한문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이해와해석
현대한국소설과의만남
언어로의 초대
漢字와 동양문화
사랑과 문화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시 읽기와 마음 가꾸기

만화 인문학
고전으로 읽는 한국의
문화코드

Appreciation of Literature
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s
Germany and the Germans
Chinese Character and Sino-Korean
Storytelling and Communication:
Understandingand InterpretationofText
AppreciationofKoreanModernNovel
Invitation to language
Hanzi(漢字) and Oriental culture
Love and Culture
Understanding of Korean
Pop-Culture
Korean Modern Poetry and
Consciousness Growth
Humanities of Comics
Cultural Codes of Korea in
Classic Korean Literature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인문대학
중어중문
독일언어문화
국어국문
러시아언어문화

국어국문
러시아언어문화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국어국문

창의융합
창의융합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글쓰기와소통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13과목

제2영역
역사와
철 학

0712001
0712002

0712003
0712004
0712005
0712006
0712007

0712008

0712009

0712014
0712016
0712018
0812003
0712019
0712020
0712021
0712022

0712024

0712025

0712027

0712028
0712029

한국사의이해
한국근현대사의이해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사
우리의선사문화
생활속의철학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
역사
역사학과 디지털 문화콘
텐츠의 만남
대중문화와예술의이해
논리와 비판적 사고
역사와 스토리텔링
동양고전 이야기
영화와 역사
문명 속의 동물
행복의 철학
과학과 철학

철학고전읽기

사랑과 성의 철학

한국고대문화 산책

일본역사속의한국문화
[선사]고고학의 시선
으로 본 오늘

Invitation to Korean History
Invitation to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Cultural History of East Asia
Cultural History of Europe
Korean Prehistoric Cultures
Philosophy in Everyday Life
An Invit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Chinese History Watching
through the Media
The Conversions of History
and Digital Culture Contents
Understanding onMass Culture andArt
Logic and Critical Thoughts
History and Storytelling
The story about oriental classics
Movie and History
Animal in Human Culture
Philosophy of Happiness
Science and Philosophy

The Classic Readings of
Philosophy
Philosophy of Love and
Sex
Archaeological Search for
the Ancient Cultural Relics
TheKoreaCulture in JapaneseHistory
Today Viewed from [Prehistoric]
Archaeological Perspectives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고고미술
철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사 학 과

철 학 과
철 학 과
사 학 과
창의융합
역사교육
창의융합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철학과

고고미술

창의융합
창의융합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지역사회문화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2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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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학과

신영역
구 분

중핵
영역

제3영역
인간과
사 회

0713001
0713002
0713003

0713005
0713006
0713007

0713009

0713010

0713011

0713012
0713027
0713028
0713029
0713032
0713033
0715012
0812004
0713034
0713035
0713036

0713038
0713039
0713040
0713042
0713043
0713045

0713046

0713047
0713048
0713049

일상생활의 심리학
행정학입문
매스컴과현대사회

생활과법
세계의 지리
아동발달과부모교육

현대사회와 패션

*공업경영과 경제

*공업법규와 창업

주택과 사회
현대사회의 인권과 정의
여성과 법률
쉽고 재미있는 회계
생활 속의 경제학
한국인의 삶과 행복
문화로 즐기는 음식
문화로 보는 생활사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여성과 사회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시민사회에서의재산과가족
현대사회의범죄와형벌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과 농업·농촌
개발
생활의안전
다문화와세계종교기행
창업을 위한 기초 경영

Psychology of Everyday Life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Masscommunication and
Modern Society
Social Life and Law
World Geography
Child Development and
Parent Education
Modern Society and Fashion

Industrial Management &
Economics
Engineering Laws and
Business Establishment
Housing and Society
Social Welfare through Films
Women and Law
Understanding of Smart Accounting
Economics in Everyday life
Korean's Life and Happiness
Tasting Food and Culture
Life History Looking through Culture
Introduction to Sexuality
The Speech Etiquette in Modern
Life Reading the
『Lunyu(論語)』in a breeze
Women in Society
Understanding of Human Being
Understanding of the World
Property andFamily inCivil Society
Modern Society and Crim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Agricultural andRural Development
Safety in Life
MulticulturalismandWorld Religions
Basic Management for Start-UP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2
1,2
1,2
1

2

1,2
1,2
1,2

심리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창의융합
지리교육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
인정보학과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혁신센터
주거환경
창의융합
창의융합
경영학부
사회교육
사회교육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국어국문
창의융합

사회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기술과문명
지역사회문화
인간과사회
인간과시회
인간과시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30과목

제4영역
자연과
생 명

0714002
0714003
0714004
0714006
0714007
0714008
0714009
0714013
0715002

0715010
0812012

0714017
0715014

0714018
0714019

0714020
0715017

0715018

0715019

0714021

0715022
0715023

*에너지와환경
지구와환경
정보와통계
물질세계의 이해
도시와 건축
식품과 영양
우주로의 여행
기후변화의 이해
서양문화와 함께
만나는 건축공학
인간과 기계문명
충북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현대 생물학사
세계의교육문화와학교건축

알기쉬운우리몸의기능
질병과 의학

인간과 생명
영화로 읽는 과학과 문화

*산업안전과 환경

*공학윤리와 역사

문과생을 위한 체험 수학

미래선도자를위한물리학
컴퓨팅 사고력

Energy and Environment
Earth and Environment
Information and Statistics
Exploring the World of Matter
City and Architecture
Food and Nutrition
Voyages Through the Universe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Architectural engineering
Technology with Western culture
Human andMachine Civilization
The culture of region in
Chungbuk and the current
of culture in East Asia
Contemporary History of Biology
World Educational Culture
& School Architecture
Function of our Body
Introduction to Disease and
Medical Science

Reading Science and
Culture with Modern Movies
Industrial Safety and Environment

Engineering Ethics and
History
Experimental Mathematics
for Liberal Art Majors
Physics for Future Leaders
Computational Thinking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
정보통계
화 학 과
건축학과
식품영양
천문우주
지구과학교육
사학과

프랑스언어문화
사 학 과

생물학과
건축공학

창의융합
의예과

생물과학전공
창의융합

공학교육
혁신센터
공학교육
혁신센터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지역사회문화

자연과생명
기술과문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자연과생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자연과생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40_ 2017학년도 교육과정

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학과

신영역
구 분

중핵
영역

제4영역
자연과
생 명

0715025
0714022

세계의 정원 문화
알기쉬운인간의뇌기능과
미래 산업

World Garden Culture
The Function of Human
Brain and Future Industry

3-3-0
3-3-0

1,2
1,2

창의융합
창의융합

기술과문명
자연과생명

24과목

89과목

학문
기초

인문계
기 초

0711005
0711006
0711007

0711008

0711010

0712010

0712011

0715020
0715021

0715024

국어정서법
중국고전의이해
러시아문학과예술의
산책
프랑스문화와예술기행

독일예술문화 산책

문화재와 문화유적

영상으로보는한국사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서양문명과 전쟁기술

지식의 융합과 창의성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Introduction to Russian
Literature and Art
Journey into French
Culture and Art
Walking in German Art &
Culture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Remains
Korea History Watching
through Images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European Civilization and
Technology of Warfare
Knowledge Convergence
and Creativity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국어국문
중어중문
러시아언어문화

프랑스언어문화

독일언어문화

고고미술

사 학 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문학과문화

역사와철학

역사와철학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10과목

사회계
기 초

0713013
0713014

0713015

0713017
0713018
0713037

심리학개론
지방자치와복지사회

현대정치와국제관계

법학개론
경영학개론
생활과 경제

Introduction to Psychology
Local Autonomy and
Welfare Society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troduction to Law
Introduction to Management
Economics and Life

3-3-0
3-3-0

3-3-0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

창의융합
경영학부
경제학과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6과목

자연계
기 초

0621001
0621002
0621003
0621004
0622001
0622002
0622003
0622004
0622005
0622006
0622007
0622008
0622009
0622010
0622011

0622012

0622013

0622014

0622015
0622016

0622017

0622018
0615002

수학
*수학Ⅰ
*수학Ⅱ
기초대학수학
*기초통계학및실습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화학및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생물학및실험
*일반생물학및실험Ⅰ
*일반생물학및실험Ⅱ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맛보기물리학및실험
생물자원과인간생활

생물산업과자연환경

웰빙시대의생물산업
계산적 사고 기르기

College Mathematics
Calculus Ⅰ
Calculus Ⅱ
Precalculus
Elementary Statistics and Practice
General Physics and Lab. Ⅰ
General Physics and Lab. Ⅱ
Chemistry and Lab.
General chemistry & Lab
General Chemistry and Lab. Ⅰ
General Chemistry and Lab. Ⅱ
Biology and Lab.
General Biology and Lab. Ⅰ
General Biology and Lab. Ⅱ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Ⅰ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Ⅱ

Fundamental Computer
Programming
Applied Computer
Programming
Inquiry into Physics & Lab.
Bio-Resource and Human
Life
Bio-industry and Natural
Environment
Bio Industry in Wellbeing Age
Cultivate Computational Thinking

3-3-0
3-3-1
3-3-1
0-3-0
3-2-2
3-3-2
3-3-2
4-3-2
3-2-2
3-2-2
3-2-2
4-3-2
3-2-2
3-2-2
3-2-2

3-2-2

3-2-2

3-2-2

4-3-2
3-3-0

3-3-0

3-3-0
2-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2

1

2

1,2
1,2

1,2

1,2
1,2동기

수 학 과
수 학 과
수 학 과
수 학 과
정보통계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화 학 과
화 학 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과
지구환경
과학과
지구환경
과학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물리학과
식물자원
학 과
바이오시
스템공학
농 대
소프트웨어학과

수학
수학
수학
수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컴퓨터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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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신영역
구 분

학문
기초

자연계
기 초

0622019
0622020
0622021
0622022
0622025
0622028
0622029
0622030

일반물리학의이해Ⅰ
일반물리학의이해Ⅱ
일반화학의이해Ⅰ
일반화학의이해Ⅱ
응용통계학 및 실습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Ⅰ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Ⅱ
6차산업비즈니스

Understanding of General PhysicsⅠ
Understanding of General PhysicsⅡ
Understanding of General ChemistryⅠ
Understanding of General ChemistryⅡ
Applied Statistics and Practice
UnderstandingofGeneralBiology&Lab.Ⅰ
UnderstandingofGeneralBiology&Lab.Ⅱ
Business of the Sixth Industry

4-3-2
4-3-2
4-3-2
4-3-2
3-2-2
4-3-2
4-3-2
2-2-0

1
2
1
2
1,2
1
2
1,2

물리학과
물리학과
화 학 과
화 학 과
정보통계
생물학전공
생물학전공
창의융합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기초과학

31과목

예체능계
기초

0716006
0716007

신체활동과스트레스
스포츠와건강

Physical Fitness and Stress
Sport and Health

3-3-0
3-3-0

1,2
1,2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예술과체육
예술과체육

2과목

외국인
기초

0613002
0613003
0613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Ⅱ
기초 한국어 회화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Ⅰ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Ⅱ
Basic Korean Conversation

3-3-0
3-3-0
3-3-0

1,2
1,2
1,2

국제교류
국제교류
창의융합

한국어(외국인)
한국어(외국인)
한국어(외국인)

3과목

52과목

일반
교양

확대
교양

0614002
0614005

0712012

0713022
0713023
0713024
0713025

0713030

0714011

0715004

0715005

0715019

0715008
0715013
0811001
0811002
0812005

0812006

0614008
0614009
0713044

0811003
0812014

0812015

0614010
0813019

과학글쓰기
발표와 토론의 실제

세계 미술문화재 탐구

인간과노동
청년기의심리
결혼과가족
신용관리와소비생활

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현대산업사회와환경문제

나무문화그리고환경

*공학윤리와 역사

그린에너지의 이해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교양인의 파노라마
21세기의 삶과 미래
근현대의 역사와 인물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독서와 토론
매체와 표현
미의과학

청렴으로 가는 길
사회봉사와 장애 이해

세계의 문화와 건축 산책

생활 속의 리걸마인드
도서출판프로젝트

Science Writing
Presentation and
Discussion
Exploration of World Art
Heritage
Human Labor and Law
Psychology of Adolescence
Marriage & the Family
Consumer Credit &
Personal Finance
Understanding Human
Right and Welfare Issues
Through Films
Forest therapy for quality
of life
Human Community and
Environment
Woods, Culture and
Environment
Ethics in Engineering Education

Focus on Green Energy
Big DataUnderstanding and Applications

21C Life And Future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Figures
World Cultural Heritage in
Korea
Reading and Discussion
Media and Expression
Science of Beauty

Way to Social Integrity
Understanding of Volunteer
Social Service and Disability
World Tour of Culture
& Architecture
Legal Mind in Social Life
Project for Publishing Book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2-0
2-2-0
3-3-0

3-3-0

3-3-0
3-3-0
3-3-0

1-1-0
3-2-2

3-3-0

3-3-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창의융합
창의융합

고고미술

창의융합
심리학과
아동복지
소비자학과

아동복지

산림학과

환경공학과

목재종이

공학교육
혁신센터
환경공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사 학 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심리학과

창의융합
아동복지학과

건축공학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글쓰기와소통
글쓰기와소통

역사와철학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인간과사회

자연과생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기술과문명
개신중점강좌
개신중점강좌
지역사회문화

지역사회문화

글쓰기와소통
글쓰기와소통
인간과사회

개신중점강좌
확대교양

확대교양

글쓰기와소통
진로와선택

2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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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 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 영 문 명 학 점
개설
학기

주관
부서

신영역
구 분

일반
교양

진로
/취업

0615001
0813001

0813002
0813003

0813004
0813006
0813008
0813009
0813010
0813011
0813012
0814001
0814003
0814004
0814005
0814006
0814007
0814008
0814009
0814010
0813013
0813014
0817013
0813015

0813016

0813018
0813020
0813021

0814014

컴퓨터 실무활용
직업과 사회진출

여성취업과 경력개발
특허와 상표

정보처리실무
코칭파워리더쉽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특강한국사
생활속의 창업아이디어
창업학 개론
성공적인 기술벤처창업
실무한자
기초일본어
영어청취력
영어회화
실용영문법
토익 듣기와 읽기
집중영어-기초
집중영어-중급
집중토익
실용국어특강Ⅰ
실용국어특강Ⅱ
취업영어프리젠테이션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패션과 창업

창업옴니버스
영화로 영어공부하기
여성진로탐색과경력개발

한자상식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omen's Job and Career
Patent and Trademark

Practical Computer Application
Coaching Power Leadership
Job Search and Career Planning
Special lecture on Korean history
Idea in the Daily Living
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Successful Technology Venture
Chinese Characters in Daily Business
Basic Japanese
Listening Comprehension of English
English Conversation
Practical English Grammar
TOEIC Listening and Reading
Intensive English-Basic
Intensive English-Intermediate
Intensive TOEIC
SpecialLecture onPracticalKoreanLanguageⅠ
SpecialLecture onPracticalKoreanLanguageⅡ
English Presentation for Jobs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ming
Fashion and Venture

Start-Up Omnibus
Screen English
Women’s Job Search and
Career Development
Common Knowledge on
The Hanzi(漢字)

2-1-2
2-2-0

2-2-0
3-3-0

3-2-2
2-2-0
2-2-0
3-3-0
3-3-0
3-3-0
3-3-0
3-3-0
2-2-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2-2

3-3-0

2-2-0
3-3-0
2-2-0

3-3-0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계절
계절
계절
1
2
1,2
1,2

1,2

1,2
1,2
1,2

1,2

창의융합
취업지원

취업지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소프트웨어
취업지원
취업지원
사 학 과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중어중문
인문대학
영어영문
영어영문
영어영문
국제교류
국제교류
국제교류
국제교류
창의융합
창의융합
소프트웨어학과

패션디자인
정보학과
창업지원단
창의융합
창의융합

창의융합

컴퓨터와활용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실용외국어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실용외국어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진로와선택

실용외국어

29과목

여가
/취미

0812002

0812010

0815002
0815003
0815004
0815005
0815006
0815007
0815008
0815009
0815010
0815011
0815012

0815014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충북문화의 이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
공미술 프로젝트
교양체육
축구의이론과실기
농구의이론과실기
테니스의이론과실기
탁구의이론과실기
배드민턴의이론과실기
수영의이론과실기
볼링의이론과실기
골프의이론과실기
라켓볼의이론과실기
스키의이론과실제

생활속의호신술

The Public Art Project for
Improving City Environment
Physic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Soccer
Theory and Practice of Basketball
Theory and Practice of Tennis
Theory and Practice of Tabletennis
Theory and Practice of Badminton
Theory and Practice of Swimming
Theory and Practice of Bowling
Theory and Practice of Golf
Theory and Practice of Raketball
Theory and Practice of Ski

Self Defence Art in Life

3-1-4

3-1-4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2-1-2

계절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계절
학기
(동)
1,2

학생처

창의융합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

지역사회문화

지역사회문화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여가와취미

14과목

69과목

계 228 목

※ *표시과목은 공학교육인증 관련 과목임
※ **기초대학수학은 기초학력평가 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수학 또는 수학Ⅰ의 선이수과목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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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영역)

(공통기초영역)

(국어와 작문 분야)

국어와 작문

본 교과목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째, 다양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

해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을 기른다. 둘째, 대학 공부에 꼭 필요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

는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셋째,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발표 능력을 기른다.

(외국어 분야)

중국어Ⅰ

본 강좌는 중국어를 최초로 학습하거나 초보적 수준에서 재차 학습할 기회를 갖으려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초보적 단계의 중국어에 대한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 데 커다란 목표를 둔다.

주로 구두어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어에 대한 어휘, 발음, 성조, 문장 및 중국어 학습상에 있

어서 흔히 맞닥뜨리곤 하는 난점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선명하게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국어Ⅱ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를 듣고, 말하고, 쓰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과목은 청취력을 높이

는데 주목적이 있다.

독일어I

가장 기초적인 독일어과정으로 발음규칙과 기초문법, 그리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

들을 학습한다.

독일어II

독일어I의 연계과목으로 기초어휘와 기초표현을 학습하고 기초문법을 습득함으로써 기초

적인 독일어문장의 해석능력을 함양한다.

프랑스어I

불어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문법과 실용적인 표현들을 익힌다.

프랑스어II

프랑스어 I의 계속강의로 중급 문법과 생활불어의 용법을 익힌다.

러시아어Ⅰ

기초적인 러시아 어휘 및 문법의 습득과 연습을 바탕으로 하여, 전형화된 실용적 기초 대

화를 익힘으로써, 러시아 언어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지한다.

러시아어Ⅱ

러시아어I의 계속 과목

Action English(영어Ⅱ)

이 과목은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 특히, 영어듣기/말하기(회화)를 배양하는 기초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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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위해, 주제별 또는 상황별 또는 기능별 화제를 

통하여 다양한 의사소통활동(ie., 교수강의를 기본으로 자발적인 (single, pair, group) 발표 

및 토론, 개인웅변, 노래하기, 구룹별 연극하기 등)을 하여 기본 생활 영어를 자신 있게 구

사할 수 있다. 또한 필수적인 발음, 억양, 제스처(gestures) 등을 함양한다.

영어읽기와 토론(영어I)

이 과목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중 읽기 와 말하기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기르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 또는 내용별 (예, 인문대/자연대/사회대/공대 별 주제 내용) 글을 읽

고 다양한 의사소통활동 (ie., 교수강의를 기본으로 (ie., (single, pair, group or class

mingled) 토론, (single, pair, group) 발표, 웅변, 상황연극, 등)을 하여 학생 자신 생각을 

냉철히/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연습을 하여 영어를 구사능력을 함영 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I

본 강좌는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학 강의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

움이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한국어 어휘, 표현,

문법을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이미 배운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기본을 다지려는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강좌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Ⅱ

 본 강좌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한국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강화 시키는 강좌입니다.  

인문․사회․경제․정치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요약하

기 등의 연습을 통해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기초 한국어 회화

 본 강좌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교환학생들이 한국 생활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도록 함. 특히 대학 강의와 학과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

양한 주제와 상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글쓰기와 소통 분야)

과학글쓰기 

과학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의 기초를 학습한다. 수강생들은 과학기

술 분야의 실험보고서 및 논문 작성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설명문과 과학기사의 작성 등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능력을 학습한다. 이와 더불어 조별 협동과제의 수행을 통해 

협력활동의 기본적 소양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조별 과제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발표와 토론의 실제

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이 발표와 토론의 다양한 기법을 실습함으로써 교양인으로서 갖추어

야 할 표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팀별 학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사회에 진출 후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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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소통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발

표한다.

독서와 토론

 이 교과목은 일차적으로는 책 읽기를 통한 생각하기, 그로 이어지는 글쓰기를 통한 말하기

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책 읽기와 글쓰기와 말하기의 상호작용은 깊이 있게 사고하고 체

계적으로 쓰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책읽기를 통한 일련의 사고와 논리

의 과정은 교양 형성 및 인문 정신 함양과 연결되어 있다. 이 교과목은 학생 스스로가 눈

높이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읽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자연스럽

게 독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은 독서의 방법, 

독서 후 글쓰기 및 토론의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독서 

후 읽은 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과 종합적 판단

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팀별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소통 능력은 물론, 상호 존중과 배려

의 태도,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

매체와 표현

 본 교과목은 문자 중심의 기존 매체와 달리 영상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영

상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판적 관점으로 수용하여, 이를 창의적인 표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영상매체 제대로 읽기와 창조적 글쓰기라는 주체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 속의 리걸마인드

 생활 속의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는 법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Legal mind(법학적 사고 방

식) 배양 훈련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법률자료를 스스로 검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접목시

킬 수 있는 기본지식과 법적 사고 능력을 연마시키고자 한다.

(컴퓨터와 활용 분야)

컴퓨터 실무활용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

트, 파워포인트와 프레지 등과 같은 문서 작성 도구, 수치 자료 처리 도구, 발표 자료 작성 

도구에 대한 기초 활용법을 익힘으로써 대학 생활에서의 보고서 작성, 발표 등에 활용함은 

물론 졸업 후 비즈니스 측면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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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공계기초영역)

(수학 분야)

수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수학과정으로서, 실함수에 관계된 기초이론에

서 다변수함수 등의 고급이론까지 학습한다. 미적분학, 행렬과 그 응용, 벡터공간과 선형사

상, 평면 및 공간의 기하학 등을 강의한다.

수학 I

수학전공 및 이공계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수학과정으로서, 실함수에 관계된 기초 

미적분이론에서 다변수함수 등의 고급의 미적분이론까지 학습한다. 전공영역과 일상생활에 

응용을 학습한다.

수학 Ⅱ

자연현상 중 선형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인 벡터공간과 행렬대수의 기초이론을 습득하

고 이를 응용하여 해석기하학의 2차 곡선과 2차 곡면을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서 여러 분

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초대학수학

수학, 수학I, 수학 II 등을 이수하기 위한 선수과목으로서,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

한 교과목이다. 미분적분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항식, 복소수, 해석기하, 방정식,

확률과 통계, 초월함수, 삼각함수, 극한과 연속, 다항식의 미적분 등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을 학습한다.

(기초과학 분야)

기초통계학 및 실습

통계학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통계적 사고의 기초를 확립하며, 확률변수, 확률분포 등의 

기초개념 및 통계적 추정원리와 가설검정원리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통계적 사고를 배양하

며, MINITAB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능력과 분석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전공에 기초를 다진다.

과학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단위계 및 측정에 관계되는 유효숫자 그리고 여러 물리량에 

관계되는 벡터에 대해 소개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물체의 직선운동과 회전운동, 열과 

에너지, 열 및 열역학 그리고 주기운동 및 파동 등을 다룬다.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을 근본과 

그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시키고 전공에 앞서 기초를 다져주

기 위하여 전기와 자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기회로 및 소자, 빛의 전파, 양자역학, 핵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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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고에너지 물리학 등을 공부한다.

화학 및 실험

화학에서의 여러 현상(에너지, 반응, 산-염기, 기체, 수질, 핵, 태양, 식품, 생명 등)을 토픽

별로 예를 들어가면서 강의하여 ‘화학이란 어떤 분야를 다루는 학문세계인가’에 대한 이해

를 도우며, 또한 간단한 실험․실습을 통하여 기본적인 조작법을 익히는 동시에 화학원리

를 체험으로 깨우치도록 하여, 화학을 좀 더 친근한 분야로 인식하기 위한 기초소양을 함

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반화학 및 실험

응용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화학의 기본 원리, 개념 등 화학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이론으로 배운 화학지식이 실제 화학 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 직접 체험할 수 있

는 실험, 실습을 병행한다. 실험, 실습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실험 조작법을 익힘과 동시에 

강의시간에 배웠던 화학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얻도록 한다.

일반화학 및 실험Ⅰ

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학반응식, 화학결합, 물질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

자운동론, 화학반응의 평형을 이해하기 위한 열역학, 전기화학 등을 강의하고 다양한 실

험․실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실험조작법을 익히고 화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반화학 및 실험Ⅱ

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신소재, 반응속도, 화학평형, 산과 염기, 용해도, 핵화

학, 전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에 대하여 강의하고, 다양한 실험. 실습을 통하여 기초적인 

실험조작법을 익히고 화학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생물학 및 실험

현대생물학 제 분야의 기초지식을 강의하며, 특히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공부한다.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현대생물학 제 분야의 기초지식을 강의하며, 특히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를 공부한다.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현대생물학 제 분야의 기초지식을 강의하며, 특히 다양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를 공부한다.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Ⅰ

이 과목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서 지구 및 지구시

스템의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이들 지구시스템의 다양한 현상들의 상호 연관성, 서로 다르

게 보이는 현상들의 우주 스케일에서의 이해, 최근의 새로운 발견 등 지구의 전체 시스템

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Ⅱ

이 과목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서 지구 및 지구시

스템의 자연현상을 설명한다. 이들 지구시스템의 다양한 현상들의 상호 연관성, 서로 다르

게 보이는 현상들의 우주 스케일에서의 이해, 최근의 새로운 발견 등 지구의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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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Visual Basic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및 윈도우 기반 언어

의 기본적인 이벤트처리, 다양한 컨트롤의 사용법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하

여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의 분석 능력과 알고리즘 개발 능력,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맛보기 물리학 및 실험

물리학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발전 역사를 조명하고 현대문명사회에 응용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이 자기 전공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대를 살

아가는 지혜를 배우도록 한다.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생물자원 이용의 중요성을 습득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데 

기여함

생물산업과 자연환경

생물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자연환경의 조건과 농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포장기계와 수확 

후의 농기계 등을 소개한다.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요즘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또는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예전과 

달리 물질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첨단문명에 대항하여,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

하기 위하여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자연친화적 생활을 함으로

써, 물질이 아닌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웰빙시대이다. 웰

빙의 참의미를 생각해 보고 대학생활과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생물이란 생

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 즉 영양, 운동, 생장, 증식을 하는 물체로, 동물, 식물, 미생

물로 나뉘므로, 생물산업이란 인류를 위해 동물, 식물, 미생물을 이용한 산업이다. 따라서 

기존의 물질 지상주의 시대의 산업이 아니라 웰빙시대의 생물산업(Bioindustry)이란 무엇

이며, 역할, 미래 등을 생각해 본다.

일반물리학의 이해 I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전공에 기초를 다진다.

1학기에는 과학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단위계 및 측정에 관계되는 유효숫자 그리고 여러 

물리량에 관계되는 벡터에 대해 소개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 물체의 직선운동과 회전운

동, 열과 에너지, 열 및 열역학 그리고 주기운동 및 파동 등을 다룬다.

일반물리학의 이해 Ⅱ

뉴턴 역학과 열역학을 기초로 하여,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

로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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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기초를 다지게 한다. 열과 에너지, 열 및 열역학 제 1․2 법칙을 정리하고, 역학적

인 파동론, 전자기학, 빛의 특성과 전파, 상대론적 역학, 현대물리학 기초분야를 다룬다.

일반화학의 이해Ⅰ

이 과목에서는 화학 전반에 걸쳐 기본 개념을 다루며 전공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이 기본 개념의 이해 없이는 다른 어떤 분야의 화학도 다루기 힘들며 깊이 있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폭 넓고 다양하며 화학에서

의 필수 개념들이다.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더 발전

된 개념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화학의 이해Ⅱ

1학기에 이어 일반화학의 기본개념을 다룬다. 1학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 반응 속도론,

화학 평형, 산-염기, 엔트로피, 전기화학 등 본격적인 화학의 개념들을 다룬다. 이번 학기를 

마치면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화학 전공자에게는 더 전문적인 분야를 다

룰 준비가 되며, 어떤 분야에서든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된다.

응용통계학 및 실습 

1학기에 배운 확률과 통계의 기초개념을 토대로 통계적 추정과 검정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분산분석,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

분석, 표본조사법 등이다. 아울러 미니탭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와 분석 능력을 제고한다.

6차산업 비즈니스

 본 교과목은 6차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6차산업 비즈니스의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6차산업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

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6차산업 코디네이터(coordinator)’의 역할과 조건을 다룬다. 일련

의 교과과정들을 통해 융·복합시대 농생명산업분야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다-학

제 간 통찰력을 배양케 하고자 한다.

(심화교양역역)

(문학과 문화 분야)

문학의 이해

문학의 중요 이론들을 검토하여 문학의 제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 문학 이론을 우

리 현대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학의 이해를 심화 확대한다.

중국문화의 이해

중국의 대표적인 상징 기호를 이해함으로써 중국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수업의 목

표이다. 예컨대 태극기, 금강산, 호랑이, 단군, 안중근, 김치, 한옥, 한글(훈민정음), 판소리 

등이 한국인의 문화적 원형질을 담고 있는 상징적 기호라고 한다면, 오성홍기, 황산(오악),

용, 황제(오방상제), 마오쩌둥, 요리, 사합원(자금성), 한자, 경극(京劇) 등은 중국의 문화적 

원형질이 담겨 있는 상징 기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징 기호에는 문화 창

출자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므로 그것에 대한 이해는 '중국'을 진정하게 알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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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마케팅 등 실용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상대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중국문화의 상징적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이젠 '역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중국문화의 상징물을 실감 있게 접하기란 쉽지 않

다. 따라서 문자텍스트 외에도 각종 사진자료, 그림자료,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

각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문화의 상징을 보다 실감 있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

국 문화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독일과 독일사람

독일의 위치와 언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고, 독일인들의 민족적 특성과 축제

와 명절을 포함한 독일인들의 문화를 접해봄으로써 유럽연합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독일인

들에 대해 알아본다.

한자와 한문

본 교과목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한자를 대상으로 글자의 뜻, 획순, 제자 원리 등

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데에 목표가 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고전 문장 가운데 흥미 있

는 문장을 골라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함으로써 한국 고전을 읽는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국어정서법

본 교과목은 국어 어문 규범(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한글로마자표기법 등)

의 원리와 원칙을 익히고, 그 원리와 원칙을 실제 언어생활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데에 목표가 있다. 특히 국어 어문 규범의 구체적인 오용 사례를 들어 스스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로써 우리말과 글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고전의 이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고전을 통하여 ① 동양적인 것을 깨닫고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② 대학생으로서의 교양적 지식을 갖도록 한다.

러시아문학과 예술의 산책

본 강좌는 러시아의 역사, 문학, 음악, 미술, 종교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정신적․물질적 

업적을 다양하게 학습하여 러시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획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 문화와 예술 기행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를 살펴봄으로서, 현대 프랑스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수업이다.

현대 한국소설과의 만남

본 교과목은 현대 한국소설 읽기를 통해 소설 감상 능력을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인문학

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소설의 미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하

고, 소설에 담긴 역사 철학 문화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을 진

작하는 동시에 현재의 우리 삶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독일예술문화산책 

대략 1500년 대 이후,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 독일의 예술문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예술가나 철학자, 화가와 음악가 혹은 작가들의 간단한 작품을 읽고 보고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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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상하면서 수업은 진행된다. 예를 들면 1500년대에는 뒤러의 “자화상”을 보고 토론할 

것이고, 1600년대에는 바흐의 음악, 그 가운데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듣고 명상할 것이며,

1700년대에는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글을 읽고 논평할 것이다. 이런 식으

로 이 수업은 독일의 예술문화에 관심을 가진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교양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로의 초대

인간의 의사소통의 1차적 수단인 언어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보는 인문적 교양 과목

으로, 인간은 정신 속에 갈무리된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구체적 

현실에서 말과 글로써 소통하는지 그 구조와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漢字와 동양문화

동양문화는 한자문화이다. 한자를 모르고 동양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본 강의는 

한자의 발생과 발전 및 동양문화와의 관계 등을 교양의 수준으로 소개할 것이다. 한자를 

보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양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랑과 문화

본 강의는 그리스 신화와 서양 고전 문학에서부터 로코코 미술, 낭만주의 소설, 오늘날의 

동서양 영화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사랑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담론과 예술 작품들을 이

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이해의 기반에는 역사, 문학, 미술, 사회학 등과 

같은 인문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분석심리학, 생리학 등과 같은 자연과학적 방법론 또한 시

도된다. 학생들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사랑에 대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의적으로(자

기주도성 확립) 섭렵하면서,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함양한다.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한국 대중문화>는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국영화와 드라마, K-Pop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강좌이다. 본 강좌를 통해 학습자들이 한국영화와 드

라마의 배경이 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에 대해 다소나마 알게 되고, 학

습자들의 모국과 비교하며 한국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시 읽기와 마음 가꾸기

본 교과목은 지금 우리 시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시인들의 문제작을 포함한 한국현대

시사 속의 훌륭한 작품들을 수강생들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로서의 시가 주는 진선미의 경지를 터득하고 ‘마음 가꾸기’라는 인문학적이

며 인생론적인 과제를 달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시를 통한 미학적 경지의 개척과 

마음을 가꾸어가는 길은 도구적인 현실을 넘어서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자원이 될 

것이다.

고전으로 읽는 한국의 문화코드

 대표적인 한국 고전을 통해 한국 문화의 면모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코드를 

탐색한다. 문화코드를 통해 한국문화의 성격과 원리를 이해하며, 현재와 연결되어 끊임없

이 소통하고 있는 고전의 가치를 파악한다. 이로써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문화 

읽기와 재창조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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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인문학

 본 교과목안 만화 이론의 학습, 만화의 미학과 특징에 대한 이해, 만화이론에 따른 만화 

텍스트 분석 연습, 만화의 주제와 인문학의 주요개념, 만화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 노동과 

삶, 갈등과 화해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성찰, 만화와 다른 매체 사이의 상호매체성 

연구를 다룬다.

고전으로 읽는 한국의 문화코드

 대표적인 한국 고전을 통해 한국 문화의 면모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코드를 
탐색한다. 문화코드를 통해 한국문화의 성격과 원리를 이해하며, 현재와 연결되어 끊임없
이 소통하고 있는 고전의 가치를 파악한다. 이로써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문화 
읽기와 재창조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역사와 철학 분야)

한국사의 이해

이 강의의 주제는 저서, 사진, 비디오 등의 다양한 사료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학습의 

기초를 강화 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이 강의의 주제는 강의와 다른 방법을 통해 한국근현대사의 학습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있

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양문화사

이 강의의 주제는 동양 세계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데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의 동양문화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것이다.

서양문화사

이 강의의 주제는 학생들의 역사의 변화를 통해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데 있

으며, 그 외에도 오늘날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우리의 선사문화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룬 선사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선사시대를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4단계로 나누어서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당시의 삶을 알아본다.

생활 속의 철학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각자가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성 싶으나, 막상 

이야기 하려면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철학은 애매하기 그지없는 듯하다. 그러

나 철학이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은 우리의 일상적 삶과 아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궁금증이나 이를 풀어가는 인간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철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

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삶이 철학적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밝혀서, 삶과 철학함이 

하나의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동서양 각국의 세계문화유산을 세계사적이고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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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역사

이 강의는 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형태를 학습하여 기초를 강화하며,

그를 통해 학생들에게 중국사회의 기초적인 이해를 주고자 한다.

역사학과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만남

역사는 문화콘텐츠 창출의 기본이며, 역사학을 통한 문화콘텐츠 창출은 역사학의 범위 확

장 및 질 높은 문화콘텐츠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테크놀로지 활용능

력을 결합하여 실습함으로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와 문화유적 

문화재란 인류의 행위에 의해 남겨진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이며, 문화유적은 인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터를 말한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물질문화를 건축, 조각,

공예, 회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고 문화 형성배경과 기술, 기법, 양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재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

이 강의는 영상을 통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의 기초를 강화하고 흥미를 유발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계 미술문화재 탐구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대나 국가, 지역을 대표하고 풍미했던 동·서양의 중요

한 미술문화재들을 계통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화재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고 발전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목의 수강을 통해 문화에 기반을 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인

문학적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역사와 스토리텔링

디지털․인터넷 시대의 중점 산업은 창조적 문화콘텐츠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으로 질 

높은 문화콘텐츠(Killer Contents) 창출을 위해서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재미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다. 이에 역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역사적 메시지를 효율

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대중문화와 예술의 이해   

오늘날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와 예술을 단지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 보다는 

그에 담긴 여러 측면의 의미를 분석 이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문화, 예술의 흐름을 

추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이를 비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충분히 즐기

는 주체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한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  

전통논리의 주요개념 및 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논증을 평가하는데 적용해봄으

로써, 건전한 추리를 수행하고 오류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념과 명제의 종류들에 대

한 분석적 이해를 통해 학술적 텍스트를 전반적인 동시에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

는 식견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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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역사 

영화와 역사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영화가 역사 텍스트를 서술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사실과 영화역사 사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다.

문명 속의 동물

본 강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맺기(Human-Animal Interaction)'의 과정을 역사적이

고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인간이 동물과 관계를 맺으

며, 혹은 동물을 활용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인간과 

동물의 관계 맺기'의 현대적 양상들, 예를 들어 동물의 대량사육과 소비의 체제, 반려동물 

문화 등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행복의 철학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 직관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이 과목의 목

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동서양 철학자들의 행복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는 가

운데, 행복의 관념을 이성, 욕망, 쾌락, 권력, 본성, 열정, 자유, 덕, 믿음, 의지, 이상, 등 철학

의 근본 범주들과의 관련 속에서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그에 따른 실천 방법을 모색해본다.

과학과 철학

현대 문명세계의 공인된 지식체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학의 본성을 살펴보며 그에 대

한 이해를 통하여 과학의 구획기준, 과학의 방법론, 과학적 설명의 논리를 개관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 과학적 활동을 비판하고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한다.

철학고전읽기

고전은 우리의 현재를 비판적으로 반성하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며, 동시에 새로운 사유

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단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전 읽기의 중요성

을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학생들이 인문학적 고전의 소

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동서양의 대표적인 고전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은 서양과 동양

의 고전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의 철학

현대 사회에서는 감각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곧 그 동안 억눌려 왔던 감

각 및 육체가 이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탐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철

학도 과거의 이성 중심적 사유에 매여 있기보다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게 솔직하고도 개방

적인 자세로 감각 및 육체의 기능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감각 및 육체에 주목할 경우,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의 사랑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에로스보다는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아가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강의에서는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몸과 마음이 아우러진 솔직한 표현으로서의 에로스적인 사랑

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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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문화 산책

 한민족의 기원 문제과 한국 고대 문화의 원류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 또는 내용들을 비판

적으로 검토해보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리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

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역사 속의 한국문화

 본 강의는 일본사 전반에 걸친 이해와 함께 일본 역사 속에 녹아 있는 한국문화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사와 일본사 속에 남아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

본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선사] 고고학의 시선으로 본 오늘

 사회적 배경, 사건의 추이, 문제해결방식의 측면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시사현안들을 문화

유산의 이면에 담긴 과거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함.

(인간과 사회 분야)

일상생활의 심리학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관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리들이 우

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한다.

행정학입문

행정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본 교과목에서

는 행정학, 공공정책, 조직이론, 경영, 지방정부, 복지행정 그리고 재무행정 등 전반적인 행

정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행정학 이론들을 학습한다.

매스컴과 현대사회

오늘날 매스미디어는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세계관을 형성하며 여론 조성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질적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세상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고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내기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스미디어를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여민주정치에서 스스로 도태 되고, 편향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지배받을지도 모른다. 특히 21세기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상

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활과 법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에 관하여 법률 또는 법령은 어떻게 규

정해 놓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

행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상식적 수준의 법률지식을 지득케 함에 그 목

표를 둠.

세계의 지리

지리학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강좌에서는 동아시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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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길러진 안목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시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세계 각지의 슬라이드를 보아가며 현장감 있고 교감어린 수업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아동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의 내용을 학습한다.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과 부모유형에 대한 이론을 익

힌 후 부모 됨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현대사회와 패션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에서 의복을 중심으로 패션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

서 의복과 패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패션코디네이

트 방법과 합리적인 의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업경영과 경제

본 수업에서는 초년의 공학도들에게 산업 시스템을 소개하고 다양한 생산 시스템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기업 제조활동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에 대한 이

해 및 해결 방법론들의 개요 및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실례들을 살펴보는 과정

을 통해, 수강생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

양하고자 한다.

공업법규와 창업

기술인들의 경쟁력 있는 창업 육성방안과 기술경영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규에 관한 지식

을 제공한다.

주택과 사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주택에 관련된 전통적인 측면의 장점과 현재의 주거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 인식,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접함으로써 주거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자신

과 가족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심리학개론

현대의 심리학적인 이론과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에 관

한 과학적 이해를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다.

지방자치와 복지사회

지식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인 지방자

치와 모든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지사회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지방자치의 기초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지방자치정부,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관계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학습

하고, 또한 복지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등 복지이

론 전반을 학습한다.

현대정치와 국제관계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구사회의 특징과 제 구성원간 관계를 정치학적인 시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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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명해 보고 국제관계의 본질과 성격을 통해 학문적, 사회과학적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시대적 조류에 따른 국제관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목이다.

법학개론

법학 전반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과 이론을 익히고, 교양으로서의 법학을 이해한다.

경영학개론

경영학이란 조직(영리, 비영리)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 및 직능 등 기

능을 포함한 제 법칙을 연구 및 배우는 학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지식

이다. 따라서 이수자는 본 과정의 각 및 (관리기능 :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업무기능 : 생

산, 마케팅, 재무, 인사, 회계, 정보 등)별 기본적인 관리이론을 습득함으로서 경영학의 전반

적인 프레임과 내용을 파악 및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인간과 노동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종전에 볼 수 없는 노사문제가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 문화적

인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이 인간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인간

과 노동의 문제를 제도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기의 심리(Psychology of adolescence)

이론들과 경험적으로 축적된 자료들, 연구법, 그리고 최근이슈 등을 통하여 청년기의 신체

적, 인지적, 성격적 발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

본 강의는 자신이 선택한 결혼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타인과

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며, 이를 실제 생활에 응

용,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신용관리와 소비생활

신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신용과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주어진 소득을 어떻게 지출하고, 모으고, 불려서 주택구입, 자녀 

교육비, 노후대비, 위험관리 등을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지

식을 습득하며 소비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역할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인권과 정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많이 소개함으로써 추상적

인 인권과 정의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니다.

여성과 법률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 사상을 고찰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현재의 법제도와 앞으로  

의 개선방향을 토의함

쉽고 재미있는 회계

회계의 기본을 배우고 익히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하여 경제사회를 이해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가 기업에서 어

떻게 활용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 최신의 회계기준에 맞춰 기본적인 회계처리 방법 및 

회계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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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 

본 교과목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 혼성성의 증가에 따른 ‘다름’에 대한 이해

와 수용이라는 이슈를 인권 보장의 시각에서 영화라는 예술적 재현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젠더(gender) 차별, 소수자 차별(장애, 성적 

지향, 가족유형,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생명윤리, 존엄사와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하여 ‘다름’이 ‘차별’로 연결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현대사회에서 인권은 무엇을 의

미하고 인권보장실현을 위한 ‘복지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고찰할 기

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활 속의 경제학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혹

은 문화권에 따라 많이 다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심리·사회·

사상·윤리·종교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복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

좌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인의 삶과 행복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 혹

은 문화권에 따라 많이 다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심리·사회·

사상·윤리·종교 등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복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

좌에서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성문화의 이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관념, 성문화, 성제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성과 관련해 수많

은 쟁점들이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의 문제

를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시각에서 살펴보면서 개인의 성생활과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지니도록 한다.

현대인의 언어예절

본 교과목은 올바른 언어예절을 익혀, 이를 언어생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데에 목표가 있다. 경어법, 호칭과 지칭법, 인사법, 완곡어법 등에 대한 정확한 용법

을 익히고 이를 적절히 실습하여 예절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면접이나 업

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말하기의 기법과 요령을 습득하여 말하기의 실제 적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교양으로 <논어> 살펴보기

『논어(論語)』는 동양의 가장 중요한 고전이며, 감동을 가져다주고 깊은 생각을 유도하는 

인생의 지침서이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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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처럼 중요하고 유익한『논어』를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touching하며 한발 한발 

고전의 향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과 경제

 이 과목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으로서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강된 것이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신문, TV, 잡지 등에 등장하는 경제 뉴스나 이야기를 예로 들어 경제학의 분석방법, 가계

와 기업의 경제행위, 시장의 작동원리,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제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

여성과 사회

 20세기 중후반 선진산업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산업구조, 계급관계 등 공적 영역의 변동뿐만 아니라 가족, 성, 

친밀성 등 사적 영역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거대한 전환의 한 가운데서 

오래된 가부장적 질서와 새롭게 분출하고 있는 젠더 평등의 요구 간의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남녀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삶의 질이 높은 

사회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21세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젠더구조 변동의 근본과 파

장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목표로 한다. 

윤리적소비와 미디어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도 하고 미디어사회라고도 한다. 그만큼 소비자에게 미디어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소비자권익과 지위가 향상되면서 소비자이슈는 보호적 관점에서 

상호 상생하고 책임을 지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

하고 미디어가 소비생활에 어떻게 관련되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며, 나아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시민사회에서의 재산과 가족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재산과 가족관계에 관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

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 전반에 관

한 사항을 인생여정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여 수업하고자 한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어렵고 

추상적인 법이론을 재미있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법적 분쟁사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법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자 한다.  

현대사회의 범죄와 형벌 

 위험사회의 등장 등 현대사회는 나날이 급변하고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형사법적 지식, 즉 범죄와 형벌을 둘러싼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하

여, 올바른 법률지식의 습득을 통해 범죄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인간과 사

회현실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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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과학

 주로 예술과 미학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미적경험에 대해 과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포함한 

융합학문적으로 이해를 도모한다. 이 수업에서는 심리학, 자연과학, 공학적 접근과 예술, 

미학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미적 경험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소

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융합과학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이해의 깊이를 더

하고 이러한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습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적 경험

에 대한 미학적 정의, 미적 감성을 유발하는 물리적 특성과 지각적 속성, 심리적 요인(주

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연구

하기 위한 시각과학, 신경생리학, 인지과학적 접근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이 소개될 것이

다. 이를 통해 예술적, 창의적 감성과 과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 스스로 개발협력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국제개발협력과 농업·농촌개발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분야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의 전략과 권역별 전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며 이를 통해 개발협력분

야에서 자신들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생활의 안전

 대학생 및 예비 사회인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생활 안

전 내용을 생활안전의 가치, 사고특성의 이해와 사고예방, 대학생활의 안전, 미래사회의 

안전으로 나누어 강의함.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다문화와 세계종교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하며, 교양과목의 특성상 기행식으로 흥

미를 유도함. 

창업을 위한 기초 경영

기술벤처창업 경영, 재무 및 회계의 융·복합으로 기술창업 제고하고, 기술 사업화에 필요

한 창의적·전략적 마인드 제고하며, 공학도의 창업마인드 함양하고자 함

(자연과 생명 분야)

생명공학의 미래

1953년 Watson 과 Crick 에 의해 DNA 구조가 밝혀진 이래 이제 드디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생물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형질전환 생물의 제조 및 특정 형질을 가진 동물복제도 가능

해지게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연구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을 

인류복지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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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과학발달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의 일반적인 고찰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지구와 환경

이 과목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서 지구의 지질학

적 자연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지구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지구의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정보와 통계

통계학의 모든 분야를 수학의 깊은 지식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설해 놓았다. 확률의 

기본 개념과 기초적인 확률분포를 처음에 소개하고 가설검정의 원리와 정규분포, 확률분

포, 통계적추론, 두 집단의 비교, 단순 선형회귀, 기초적 중선형회귀와 상관분석, 분류된 자

료의 해석, 실험계획과 분산분석법, 비모수적 추론, 표본조사, 시계열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간단히 다루고 있다.

물질세계의 이해

물질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성질과 반응성을 화학이라는 방법으로 이해를 도모하며,

우리 생활환경에 가까이 있는 여러 화학물질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 이해를 증진시킨다.

도시와 건축

인간은 건축을 경험하고, 이용하고, 즐기고, 건축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때론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건축물의 설계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자는 모든 사람자신인 것이다. 건축물이 모여서 도시를 구성하고 도시계획 

속에 건축물을 배치하여 도시환경을 형성한다. 도시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인으로서 건축과 

도시의 성격을 환경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해함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습득에 강의 목적

이 있다.

식품과 영양

식품과 영양은 영양소, 조리과학, 영양학,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을 학습하며, 현재 자신의 식생활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올바

른 식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우주로의 여행 

인간이 우주에서 오는 정보원인 빛을 이용하여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는 방법과 지금까지

의 성과 등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천체관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스트레스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 그 원인과 영향을 알게 하며 학업과 스트레스 관계를 

이해시킨다. 또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하고,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산림치유를 통해 대응하고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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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이해 

급변하는 지구의 문제,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기후

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

적 이해는 다양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대기과학과 해

양과학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동영상 및 수업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알기 쉬운 우리 몸의 기능

본 교과목은 어려운 의학적 지식을 지양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자 개발된 강좌이다. 학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우리 몸을 어떻게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 나갈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인체의 각 장기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기본적인 생체 신호란 무엇이고 어떻게 조절되는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공

부하고 이를 학생 각자가 공부하는 전공 분야와 어떻게 융합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질병과 의학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과대학의 임상분야 교수가 질병과 관련된 흥

미로운 주제들에 대하여 보다 쉽게 강의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함.

 의학을 전문적으로 접해 보지 않았거나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

인간과 생명

 인간과 생명은 생물에 관한 지식이 아닌 생명체나 진화를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인간과 

생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세기 삶의 필수적인 컴퓨팅 사고와 더불어 생

명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간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

문과생을 위한 체험 수학

 생활가운데 일어나는 각가지 현상을 수학의 분석적인 사고와 논증을 통하여 설명한다.  이

를 통해 통섭의 사고 과정을 통해 학문분야간의 소통과 화합을 추구한다.

알기 쉬운 인간의 뇌 기능과 미래 산업

 1 차적인 뇌의 고등 인지 기능을 공부하고 이해며, 수면, 인지, 의식 등의 뇌의 복합 기능

을 중심으로 조절 기전과 함께 관련된 산업화의 추세를 공부하며, 체 뇌 기능의 산업화 응

용 등을 실제 산업계(삼성 전자 등)의 담당자와 토론하고 산업계의 현황을 참고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기술과 문명)

공학기술의 역사

동서양 공학기술의 근원과 시대적인 발전과정을 개관하는 공학기본교양과목이다. 과학과 

공학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학기술이 역사적으로 발전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하여 공

학기술(자)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공학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와 

쟁점을 검토하고 미래사회에 있어서 공학기술의 전망에 대해 다룬다.

서양문화와 함께 만나는 건축공학

서양문화사(인문학)과 건축공학기술(공학)을 융합하여 구성한 교양 교과목으로서, 서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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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적 흐름과 관점에서 건축공학기술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바라보려 한다. 이를 위해 

공학기술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학적 요인을 학생들이 파악하고, 공학과 인문학

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산업사회와 환경문제

현대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산업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로 인해 인간들의 

의식주와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끊임없이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현

대인들이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되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방사능 

및 식품오염, 지구환경변화, 주거환경문제 등으로 부터 받게 되는 피해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폭넓게 사례중심으로 강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현대인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한 올

바른 인식과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나무문화 그리고 환경

인간 생활에 주요한 재료 중의 하나인 나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나무가 들어서 

있는 숲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얼핏 보기에 "木材와 科學"이라는 것은 그리 깊은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뚝딱뚝딱 잘라 붙이고 못질하면 

장롱이 되고 집이 되는 것쯤으로 아는 것이 대중의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의 소

품에서부터 크게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목재가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과학이 결여된 상태

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나무의 이용과,

이 나무가 형성하는 문화,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한다.

공학윤리와 역사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여러 가지 도덕문제를 고찰하며, 동시에 기술

인이 가져야 할 윤리를 이해한다.

그린에너지의 이해

이 과목의 제목은 그린에너지의 이해이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현재의 위기

적 상황과 그린에너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문과 이과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쉽고 

폭넓게 강의하고자 한다.

인간과 기계문명

기계문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가 주장되고 있는 오늘날 기계문명은 

부단히 발전해가고 있다. 기계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인간은 심지어 인간과 기계

의 혼합체 형태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본 강의는, 이런 경향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강의 시

간에 오늘날 ‘인간은 무엇이고자 하며 무엇일 수 있는가’의 근원적 인간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문화로 즐기는 음식

음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생활문화의 일부분이고, 생명의 유지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삶의 필수적 요소이자 행복한 삶의 근원적 요소이다. 20세기 이래 자연과학

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던 식생활을 인문학과 예술학 등 다른 학문과 융합하여 접

근하되, 특히 각종 문화를 통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교양인의 소양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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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고도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전세계는 2010년부터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하였다. 빅데이터

는 “21세기 산업혁명”이라 불리고 있으며, IT 기술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전

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SNS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언제든지 고객의 요구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유권자 마음도 SNS를 통해서 읽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재난, 환경, 의

료 등 사회 전반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맥킨지 등 주요 언론기관

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공계

는 물론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 지식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세계의 교육문화와 학교건축

 본 교과목은 세계의 교육문화와 학교건축을 융합하여 구성한 교양교과목이다. 세계교육의 

문화적 흐름과 관점에서 교육건축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두 학문 간의 상호관계

에 관한 지식함양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과 환경

 본 교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하고 대형화 되어가는 산업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학윤리와 역사

 과학과 공학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학기술이 역사적으로 발전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

하여 공학기술(자)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며,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여러 가지 윤리문제를 고찰한다.

영화로 읽는 과학과 문화

 본 강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문사회적 교양을 함께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융복합 교과목이다. 강의에서는 영화 속에 구현된 첨단과학기술의 내용과 과학기술로

ʻ상상된 사회ʼ 와 과학기술로 ʻ구현된 사회ʼ 를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대 과학기술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게 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세계의 

변화를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비판적 사고가 논리학에만 얽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유산을 통해 배양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문학과 예술 그리고 과학에서 창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한다.

서양문명과 전쟁기술

 서양문명이 거둔 비(非) 서양문명과의 결정적 승리에는 서양사회가 지닌 과학과 기술이 중

요한 역학을 하였다. 전쟁에 동원하여 서양에 유리하도록 전환하였던 서양의 전쟁 과학과 

기술을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개관하고 학습하는 일을 우선으로 한다. 서양사회가 발휘하는 

창조적 사고,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풍부한 소통문화를 심층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에도 주

력한다. 

미래 선도자를 위한 물리학

 근대 과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인류의 진취적 정신의 산물인 과학적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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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과 한계를 인식한다.

컴퓨팅 사고력

 문제 해결에 있어 컴퓨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기,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조직하고 분석하기 등을 다룬다.

지식의 융합과 창의성

 지식 융합의 기본 원리와 융합역량의 개념을 학습함하고 인공지능 기술, 로봇 기술, 지식 

네트워크화 기술, 산업의 자동화 등 첨단의 기술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양상들을 이해함. 

세계의 정원문화 

 본 강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원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

근 힐링과 치유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원에 대해서 동서양으로 구분하여 시대

별, 나라별로 정원에 대한 공간구성, 식재식물, 양식(style)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예술과 체육 분야)

사진과 영상예술

영상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

의 현대인이 가져야 할 영상의 기초를 다루며, 그 범위는 예술적 창작활동에서 생활 속의 

영상의 미까지 다양성을 체험한다.

미술의 이론과 감상

본 강좌는 미술의 개념이해와 작품 감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서적 영역을 넓히고, 미

적 상상을 바탕으로 한 창조력을 높이는데 교과 목적이 있다.

음악의 이론과 감상

한국음악의 특성을 이해하며 우리 음악은 물론 열린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향유 할 수 있

는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극영화의 이론과 감상

연극과 영화의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로 연극․영화에 적용해 봄으로써, 현대예술

의 주요 장르인 연극과 영화를 즐겁고 깊이 있게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둔다.

강의 전반부에는 서양연극사를 통해 연극의 이해를 돕고, 후반부에는 영화에 대해 강의하

되, 연극이 영화화된 작품을 택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강의 중간에는 실제 연극을 관람

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수업을 위해 다양한 영상 자료가 활용될 것이다.

스포츠의 과학적 이해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운동영양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며 나아가서는 

스포츠 활동 자체에 유익한 과학적 지식들과 스포츠 현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을 강의한다.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운동기능학습과 운동수행의 심리적 변인을 이해하여 경기력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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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리와 실제를 이해한다. 스포츠의 심리적 변화, 스트레스 저항력 증진, 운동제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한다.

스포츠와 건강

스포츠의 역할 중 ‘신체적성과 웰니스(Physical fitness and wellness)’에 관한 주제와 함께 

건강관리에 필요한 운동학적 이론, 영양 섭취, 올바른 운동법, 운동 상해 예방 및 재활운동

방법 등을 강의하여 신체적성과 건강관리에 있어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실제

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운동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강의한다.

음악과 인성

 음악교육이 정신적ㆍ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기에 지식적 교육보다 훨씬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음악교육을 통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자아 형성과 사회성 및 공동체성을 가진 인격을 형성하여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 원만하고 조

화로운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성교양역역)

(개신중점강좌 분야)

교양인의 파노라마

우리 대학 내 저명교수 및 지역의 주요 인사들의 경험과 식견, 인식과 전망을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1세기의 삶과 미래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15주 강의를 

매주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사의 체험담 및 

대학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내용으로 진행한다.

청렴으로 가는 길(개신중점강좌Ⅲ)

 현대 사회 문제점 중 하나인 ‘부패’된 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생들에

게 필요한 윤리 의식과 인성을 함양하여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학생들이 대학 생활 및 향후 사회로 진출하여 지녀야 할 덕목인 청렴․반부패 의식을 강조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문화 분야)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충북문화의 이해

본 교과목은 중국 정암촌 해외봉사 활동을 통한 충북문화의 이해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

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투먼시에 위치한 정암촌은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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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충북 도민들이 정착하여 일군 마을로 충북의 문화를 잘 보

존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들은 하계 방학기간 정암촌에서 교육 및 노력봉사, 인접한 북한·

중·러 국경선 및 고구려 유적지 답사를 통해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함양, 올바른 국가관 

확립, 민족적·지역적 정체성 확인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15일간의 봉사 및 답사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15시간 정도의 이론학습 시간을 갖는다.

동양 고전 이야기

본 강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의 고전에 대해 대략적인 설을 

해 주는 것이다. 둘째, 고전에 관련된 역사와 사자성어들에 대한 이해이다.

즉 고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다양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지식을 획득하며 고

전에 관련된 역사와 사자성어를 통해 적지 않은 상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고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역사적 맥락 및 현대적인 의의를 강의하고, 일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볼 수도 있다.

문화로 보는 생활사 

문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삶을 담는 그릇이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혜의 원천이 

되는 샘물이다. 다양한 문화의 코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살아 숨쉬는 생활문화에 담긴 재미

있는 이야기를 엿보는 동시에, 풍부한 소양과 감성은 물론 균형을 갖춘 통찰력과 혜안을 

지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문화를 매개로 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개발과 문화콘텐츠의 활

용 방안을 모색한다.

근·현대사의 역사와 인물

한국사에서 근·현대사는 격동의 시기로 이해된다. 근대의 기점을 어느 때로부터 잡을 것이

냐는 논란에서부터, 근대화와 자주독립, 반봉건과 반외세 그리고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이후 민주화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본 강의는 근·현대

사의 전개 및 쟁점을 통하여 대립과 분열을 극복하고 협력과 일치에 도달하게 되는 역사

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세우고자 한다.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회와 문화의 활동으로 빚어낸 소중한 자산이고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비교하여 체험함으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한다.

이와 함께 격조 높은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고, 웰빙과 힐링의 삶

을 위한 살아있는 스토리를 찾아낸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퍼블릭아트(Public Arts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 "The Public Art

Project for Improving City Environment "-)는 미술이 한정된 공간 (미술관 또는 갤러리)

안에서 일부 계층이나 예술가들만 향유하는 고급예술이란 선입견을 벗어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중적인 작품을 설치해 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나누자

는 취지에서 개설된 과목이다. 강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고 우리의 사회,

문화 풍습을 이해하여 그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의 기능적 수행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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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청주시지역 공공장소에 그 아이디어를 적용 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장소에 구현되어진 개성 넘치고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 시민들과 함께 향유될 수 있도

록 한다.

멘토링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멘토링을 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배우고, 멘토링 사례 경험 공유를 

통해 멘토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위해 멘토링 교육봉

사를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봉사의 의미를 체득한다.

충북 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신봉동 백제고분군, 부모산의 백제⁃신라 유적과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는 각각 시간

적으로 고대, 중세를 대표한다. 신봉동 백제고분군, 부모산의 백제⁃신라 유적과 청주고인

쇄박물관의 ‘직지’ 및 근대건축물 및 근대산업, 이주 등을 중심으로 청주의 고대에서 근대

까지의 역사를 동아시아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사회봉사와 장애 이해

이 강좌는 최근 인권의식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능한 사회봉사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의 문화와 건축산책

 인류는 자연과 균형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적응하여 욕구, 가치, 생활양식을 건축에 표현해 

왔다. 세계여행을 준비하면서 사회문화와 건축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건축을 지리적, 사회적, 역사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미래의 세계

여행 속의 문화와 건축의 융합방향을 알아본다. 

(진로와 선택)

직업과 사회진출

매주 취업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강의진행

- 자신의 강점과 사회적 기회요인 분석으로 구직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구직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면접을 대비한 스킬 안내와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함

여성취업과 경력개발

* 매주 취업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강의진행

- 검사를 통한 정확한 자기진단

- 단기적인 취업이 아니라 전 생애관점에서 여학생들이 직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취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취업을 위한 진로설정-경력개발-직업능력개발-취업캠프의 단계별 전략을 실천하여 점진

적 취업능력 고취

- 수강기간 동안 전문 카운슬러의 일대일 커리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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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과 취득절차, 권리의 내용, 외국에서의 보호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 등을 습득한다.

정보처리실무

컴퓨터 H/W와 S/W의 기본 개념과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최신의 지

식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며, 윈도우즈, 한글, 엑셀, 파워포

인트를 학습하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힌다.

코칭 파워 리더십 

이 과정은 지도자로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씨

퀀스 강좌로 진행되는 팀 수업 방법을 통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개설된 과목 이다. 이 강

좌는 수강생들의 꿈과 목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 내도록하

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수업 방법으로 진행된다.

직로탐색과 진로설정

취업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15주 강의 진행

- 진로설계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

- 진로목표와 실천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함

- 취업에 필요한 역량,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단과대학(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자연과학대학,경영대학,공과대학,전자정보대학,농업생명환

경대학,사범대학,생활과학대학)별로 개설하여 대학별 특성화에 맞춘 진로탐색 후 진로설

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특강한국사 

특강 한국사는 각종 공무원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사를 이해하고, 실제 각종 한국사 관련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자 하는 실용 교과목이다.

생활 속의 창업 아이디어

 이 과목은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과 이를 

창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빠른 환경의 변화와 시장

의 다양성에 대해 관찰‧조사하는 이론과 방법, 아이디어(지식재산)의 관리, 창업과 관련된 

법적절차를 이론교육과 실무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강의이다.

창업학 개론

 이 과목은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며, 조직 및 기업 운영에 

관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산업 시스템 및 다양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론교육과 실무

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하는 강의이다.

성공적인 기술벤처창업

 이 과목은 벤처창업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의욕 제고를 목표로 아

이템 발굴 전략 및 시뮬레이션,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기술융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전

략 등의 학습을 통해 아이디어기획, 제품개발, 펀딩, 기술관리, 회사운영 등의 전반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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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경험하여 실무지식 습득 및 기업환경을 이해한다.

실용국어특강Ⅰ

본 교과목은 국어능력인증시험 등 각종 국어 시험에 대비하여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능력은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교양 함양과 전공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지문

을 통한 독해력 및 사고력 증진할 것이다.(<실용국어특강Ⅰ>에서는 국어의 기본 영역 중 

문법 및 어휘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실용국어특강Ⅱ

본 교과목은 국어능력인증시험 등 각종 국어 시험에 대비하여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능력은 취업뿐 만 아니라 대학생의 교양 함양과 전공 학습에도 도움

을 준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지문을 통한 독해력 및 사고력 증진할 것이다.(<실용국어특강Ⅱ>에서는 국어의 기본 영역 

중 문학 및 독해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파이썬(Python) 언어를 통하여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프로그래밍의 핵심 원리를 

단계별로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와 원리뿐 아니라 다양한 공학적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고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한다.

패션과 창업

 패션 감성 및 디자인 기술과 융합된 창업을 위해 시장환경분석, 소비자, 상품아이템 개발 

및 유통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창업 비즈니스 모델개발에 필요한 전문적·실무적 역

량을 배양하고자 한다.

창업옴니버스

 창업에 대한 개관 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 확대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

업자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창업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창업 

스토리 및 이론을 특강 형식으로 전달함

도서출판프로젝트

 e-book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주도형 도서나 저작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

점에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자기 출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임.

영화로 영어공부하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그 나라의 영어의 쓰임새 (ie., 

syntactic, phonological/phonetic, lexical, and morphological aspects, sociocultural aspects)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여성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수강생들이 미래의 여성 직업인으로써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및 효과적 취업준비의 초석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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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국어)

실무한자

'露', 이 한자는 무슨 뜻이며, 어떻게 쓰면 될까. 만약 이 한자를 '雨'자와 '路'로 나누어본

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한자(漢字)는 '露'의 경우처럼 글자의 형태(字形)에 이미 자기의 뜻

과 음을 담고 있다. 한자의 자형을 잘 볼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수많은 한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雨'자와 '路'자로 나누어 '露'자를 보게 되면, <이슬 로>라는 

그 한자의 뜻과 소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초일본어

일본문자인 가나를 학습한 후 기본적인 인사말과, 명사 및 동사의 정중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급일본어이므로 처음배우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영어청취력

일상생활 영어 중심으로 다양한 장면, 여러 사람들의 대화 녹음을 청취 또는 video시청을 

통해 청취력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영미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각 주제에 필요한 어휘, 표

현을 대화로 활용하는 연습도 병행한다. 평가는 듣기 중심의 중간 기말 테스트와 수업중의 

활동 참여도 및 과제 등으로 상대 평가를 한다.

영어회화

소그룹별 자유의사 전달 활동을 통한 능숙한 회화능력에 초점을 두고, 발음과 문법능력배

양에 중점을 둔다.

실용영문법

생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확한 영문법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토익, 텝스와 같

은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문법 부분에도 대비하도록 한다.

토익 듣기와 읽기 

실생활 및 국제비즈니스업무 등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영어 청취 및 독

해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한다.

집중영어-기초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를 습득하고 간단한 구문의 영작과 독해를 병행 ·습득함

으로써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습한다.

집중영어-중급 

실생활과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토론과 작문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중급수준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습한다.

집중토익

실생활 및 국제비즈니스업무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영어 4개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양한다.

취업영어 프레젠테이션

이 과목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배양 일환이다. 특히, 말하기/발표 의사소통 능력 강화에 중



7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점을 두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론과 실체강좌 그리고 강도 높

은 연습을 제공하여 기업체에서 취업시 필요로 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작성법과 발표기

법을 향상시킨다.

한자 상식

 학생들이게 매우 기초적인 글자에 대한 학습 및 습득을 위한 과제가 주어질 것이며 그것

을 통해 기본 한자를 습득할 것이다.

(여가와 취미)

합창 

본 과목의 교육목표는 정서함양과 정신건강 향상은 물론 협동과 조화를 통하여 작품을 완

성시켜나가는 합창활동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이 감성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 본 과목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배려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교육과정 중에서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하여 봉사정신을 기르도록 한다.

합창을 공부할 때 필요한 간단한 음악역사와 기본적인 음악이론, 악보 보는 법을 배워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합창수업을 할 때 음악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합창실습을 통하여 기본

적인 발성과 음악적 표현을 배워보고 각 파트별 역할을 완수했을 때 화합과 음악적 완성

을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수성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합창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감성개발은 물론 배려와 협동을 통하여 21세기형 리더십 함양.

- 개인의 정신 및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며 예술적 소양 증진

- 찾아가는 합창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식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사회성 함양

교양체육

본 강좌는 교양인으로서 스포츠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체육 및 스포츠의 전반적인 지

식의 축적 및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역점을 둔다. 또한 선택된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사회적, 도덕적, 정신을 배양하여 풍요로운 학

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평생동안 스포츠 활동에 들겨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강좌이다.

축구의 이론과 실기

축구의 기초기술 습득과 경기규칙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기초기술을 익혀 축구의 흥미를 

길러주고, 건강한 생활을 갖게 함.

농구의 이론과 실기

농구의 경기의 지도능력을 배양키 위해 기초실기 기능을 숙달하고 지도 방법 등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강의함.

테니스의 이론과 실기

본 강좌는 신사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강좌로 테니스에 대한 지

식과 기술을 배움으로서 테니스를 평생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기능과 올바른 태도를 함양

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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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의 이론과 실기

탁구의 역사 및 이론적 정립과 생활, 평생체육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탁구의 기능(skill)

을 향상 시킨다. 탁구경기의 기본기술을 숙달하여 경기기능을 향상시켜 탁구에 대한 흥미

를 갖도록 한다. 탁구경기 능력을 길러 개인의 평생, 생활, 사회, 직장체육으로 참여기능을 

기른다.

배드민턴의 이론과 실기

배드민턴의 기초이론, 특성과 운동의 효과를 이해시키고, 기본기능의 연마와 게임을 통하

여 생활체육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영의 이론과 실기

수영의 특성과 과학적 기초지식을 이해시키고, 수영의 각종영법을 익힘으로써 자신의 안전

을 도모함은 물론 수영을 생활화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능력을 기르도록 강

의한다.

볼링의 이론과 실기

볼링 운동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휴식공간이 함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골프의 이론과 실기

골프의 기본적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기 위하여, 충분한 이론교육과 함께 기본스윙을 연

습하고, 거리 및 지형에 따른 적절한 shots를 배움. 또한 course의 공략전략 및 정신적 훈

련방법도 익힘.

라켓볼의 이론과 실기

Squash의 기본적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기 위하여, 충분한 이론교육과 함께 기본동작을 

연습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shots를 배움. 또한 실제 경기를 통하여 여러 경기전략을 

개발하도록 강의함.

스키의 이론과 실제

동계스포츠로서 대자연에서 행해지는 스키의 특성과 역사 및 기본기능을 수업한다. 시설과 

기상여건이 갖추어진 동계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수업하며 경기로서의 스키보다는 평생스

포츠로서 스키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주요내용은 스키를 신고 벗는 요

령, 턴, 정지법, 넘어지는 요령 등과 같은 기초기술과 낮은 경사에서의 활강, 회전의 기초 

등이 포함된다. 스키는 지구력, 대담성, 민첩성 등이 요구되므로 기초체력의 향상에도 중점

을 둔다.

생활 속의 호신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우발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의 방어와 자신감

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호신무술 기법을 이해하여 위협에 대

처할 수 있는 이해와 기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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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학년 학기 비 고

교직이론

7400501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2-2-0 2 1,2학기

7400502 교육심리(Educational Psychology) 2-2-0 〃 〃

7400503 교육사회(Educational Sociology) 2-2-0 〃 〃

7400504 교육철학 및 교육사(Philosophy of

Education and History of

Education)

2-2-0 〃 〃

7400515 생활지도 및 상담

(Guidance and Counselling)

2-2-0 〃 〃

74005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2-2-0 〃 〃

740050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2-2-0 〃 〃

7400508 교육과정(Curriculum Theory) 2-2-0 〃 〃

7400509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2-2-0 〃 〃

교직소양

7400516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2-0 〃 〃

7400511 교직실무(Teaching Practice Affairs) 2-2-0 〃 〃

7400518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n prevention

of school bullying)

2-2-0 〃 〃

7400519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ing students)

2-2-0 〃 〃

교육실습

7400003

7400390

7400410

7400411

7400514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참관실습 (Open Practice)

교육봉사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2-0-4(주)

3-1-5(주)

2-1-3(주)

1-0-2(주)

2-0-4

4

4

4

3

1,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60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7400090 산업체현장실습 0-0-4(주) 3 〃

공업계 표시과목

(전기․전자․통

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

원․환경, 건설)

만 해당됨

1.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는 ‘교육과정(7400508)’과 ‘교육평가

(7400509)’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여도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7400505)‘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특수교육학개론(7400516)과 교직실무(7400511), 교육봉사(7400514)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만 이수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7400518)’는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7400519)’

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어 동일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 과목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

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만 이수할 수 있다.

4. ‘참관실습(7400411)’과 ‘교육실습(7400410)’은 2016년도 교직선발자부터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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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교원자격증 표시 관련전공 기본이수분야 및 본교개설과목

※ 아래 표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9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교육과정의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99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현행 기본이수분야

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새로운 표시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

며, 종전교육과정과 현행교육과정의 기본이수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할 수 없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 과 목 학점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 국 어 국어교육론 5305052 국어과교육론 3

국어학개론 5305012 국어학개론 3

국어문법론 5305013 국어문법론 3

국문학개론 5305009 국문학개론 3

국문학사 5305011 국문학사 3

문학교육론 5305049 문학교육론 3

의사소통교육론 5305050 의사소통교육론 3

중어중문학 중 국 어 중국문학개론 5306128 중국 문화와 문학의 이해 3

중국어강독 5306145 대중매체로 보는 당대 중국 3

중국어문법 5306095 중국어문법Ⅱ 3

중국어작문 5306018 중국어작문 3

중국어학개론 5306066 중국어학의 이해 3

중국어회화 5306118 중국어회화Ⅱ 3

한문강독 5306083 역대산문의 감상과 이해 3

영어영문학 영 어 영어학개론 5307026 영어학의 이해 3

영문학개론 5307040 영미문학배경 3

영어문법 5307007 영문법 3

영어회화 5307028 영어회화Ⅰ 3

영어작문 5307041 영작문Ⅰ 3

영어음성음운론 5307020 영어음성학 3

영어독해 5307067 통번역세미나 3

독일언어문화학 독 일 어 독일어문법 5341009 중급독문법 3

독일어회화 5341015 독일어회화Ⅳ 3

독일문학사 5341014 독일문학사 3

독일어권문화 5341011 독일문화 탐방 3

독일어학개론 5341010 독일어문장구조 3

독일어작문 5341025 고급 독일어 회화 및 작문 3

독일어강독 5341021 B2 텍스트 읽기 3



76_ 2017학년도 교육과정

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 과 목 학점

인문

대학

프랑스언어

문화학

프랑스어 프랑스어학개론 5342024 프랑스어학Ⅱ 3

프랑스문학개론 5342019 프랑스 문학사Ⅰ 3

프랑스어문법 5342004 기초프랑스어문법 3

프랑스어강독 5342033 프랑스와 유럽공동체 3

프랑스어회화 5342027 시사 프랑스어 3

프랑스어작문 5342023 프랑스어 쓰기 실습 3

프랑스어권문화 5342038 프랑스 근현대 지성사 3

철 학 철 학 논리학 5338034 현대논리학 3

윤리학 5338015 윤리학 3

형이상학 5338032 형이상학 3

한국철학사 5338029 한국철학사 3

서양철학사 5338057 서양철학의 이해 3

인식론 5338019 인식론 3

동양철학사 5338058 동양철학의 이해 3

러시아언어

문화학

러시아어 러시아어학개론 5343018 러시아어학의이해 3

러시아문학개론 5343009 러시아문학사 3

러시아문법 5343016 고급러시아어Ⅰ 3

러시아어회화 5343022 고급러시아어회화Ⅱ 3

러시아어작문 5343027 TORFLⅠ 3

러시아어강독 5343014 러시아문학강독Ⅱ 3

러시아문화 5343007 러시아사회와문화 3

미 술 미 술 한국화 5314001 기초동양화Ⅰ 2

서양화 5314002 기초서양화Ⅰ 2

조소 5314003 기초조소Ⅰ 2

디자인 5314153 3D 모델링Ⅰ 2

판화 5314032 판화Ⅰ 2

서양미술사 5314007 서양미술사Ⅰ 3

한국미술사 5314023 한국미술사 3

동양미술사 5314045 동양미술사 3

소묘 5314110 소묘Ⅰ 2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 심리학 발달심리학 5664043 발달심리학 3

상담심리학 5664010 상담의실제 3

성격심리학 5664014 성격심리학 3

인지심리학 5664063 인지심리학 3

학습심리 5664283 학습심리학 3

심 리 학 전문상담

교사(2급)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심리검사 5664062 심리평가 3

성격심리 5664014 성격심리학 3

특수아상담 5664059 발달정신병리학 3

집단상담 5664010 상담의실제 3

가족상담 5664057 심리학의 주요문제 3

진로상담 5664044 적응과 성장의 심리학 3

상담이론과 실제 5664061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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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 과 목 학점

사회

과학

대학

심리학 전문상담

교사(2급)

(2009학년

도입학자

부터)

심리검사 5664062 심리평가 3

성격심리학 5664014 성격심리학 3

특수아상담 5664059 발달정신병리학 3

집단상담 5664068 성장심리학세미나 3

상담이론과실제 5664061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3

심리학개론
5664040 심리학개론Ⅰ 3

5664287 심리학개론Ⅱ 3

심리치료 5664027 임상심리학및실습 3

아동심리학 5664053 아동의사고발달 및 실험 3

청소년심리 5664072 발달심리학 및 실험 3

상담실습 5664010 상담의실제 3

직업정보 5664073 산업심리학 및 실험 3

직업교육론 5664029 조직심리학 3

학습심리학 5664283 학습심리학 3

이상심리학 5664023 이상심리학 3

자연

과학

대학

수 학 수 학 복소해석학 5960074 복소함수론Ⅰ및 실습 3

해석학 5960055 해석학Ⅰ및 실습 3

현대대수학 5960061 현대대수학Ⅰ및 실습 3

미분기하학 5960059 미분기하학Ⅰ및 실습 3

위상수학 5960063 위상수학Ⅰ및 실습 3

선형대수 5960072 응용선형대수Ⅰ 3

확률및통계 5960011 수리통계학Ⅰ 3

물 리 학 물 리 역학 5963002 일반역학Ⅰ 3

전자기학 5963003 전자기학Ⅰ 3

양자역학 5963012 양자역학Ⅰ 3

열및통계물리 5963013 열역학 3

현대물리학 5963011 현대물리학 3

파동 및 광학 5963014 광학 3

전산물리 5963017 전산물리학 3

화 학 화 학
물리화학

5962011 물리화학Ⅰ 3

5962010 물리화학Ⅱ 3

물리화학실험 5962059 물리화학실험 2

유기화학
5962025 유기화학Ⅰ 3

5962024 유기화학Ⅱ 3

유기화학실험 5962058 유기화학실험 2

무기화학
5962007 무기화학Ⅰ 3

5962006 무기화학Ⅱ 3

무기화학실험 5962008 무기화학실험 2

분석화학
5962019 분석화학Ⅰ 3

5962016 분석화학Ⅱ 3

분석화학실험 5962060 분석화학실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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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과학

대학

생물과학

전공

생 물 발생학 5966014 분자동물발생학및실험 4

분류학 5966019 동물분류학및실험 3

생리학 5966021 동물생리학및실험 4

생태학 5965009 생태학개론 3

세포학 5965005 세포생물학개론 3

분자생물학 5965002 분자생물학개론 3

생리학 5966018 식물생리학 및 실험 4

분류학 5966040 식물분류학 및 실험 4

미생물학

전공

생 물 유전학 5965010 유전학 3

미생물학 5965013 미생물학개론 3

분류학 5967011 세균학 3

생물화학 5967005 미생물대사학 3

생태학 5965009 생태학개론 3

세포학 5965005 세포생물학개론 3

분자생물학 5965002 분자생물학개론 3

지구환경

과 학

자원․환경 환경공학 6544019 환경공학개론 3

생활폐기물처리 6544105 폐기물처리공학Ⅰ 3

환경설비 6544088 하수처리시스템설계 3

물리탐사 5964054 지구물리학 및 실험 3

광상학 5964055 광상학 및 실험 3

광물학 5964051 광물학개론 및 실험 3

자원개발 5964037 에너지및광물자원탐사지질학 3

공과

대학

기계공학부 기계․금속 금속강도학 6538018 재료탄소성학 3

금속재료 6538025 재료물리 3

금속조직학 6538073 X-선회절 및 분석 3

재료역학 6510003 재료역학Ⅰ 3

유체역학 6510010 유체역학Ⅰ 3

열역학 6510015 열역학Ⅰ 3

기계공작법 6510005 기계공작법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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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대학

환경공학 자원․환경 환경공학 6544019 환경공학개론 3

생활폐기물처리 6544105 폐기물처리공학Ⅰ 3

환경설비 6544088 하수처리시스템설계 3

물리탐사 5964054 지구물리학 및 실험 3

광상학 5964055 광상학 및 실험 3

광물학 5964051 광물학 및 실험 3

자원개발 5964037 에너지및광물자원탐사지질학 3

화학공학 화공․섬유 화공양론 6550102 화공양론 3

물리화학 6550009 물리화학Ⅰ 3

유기화학 6550015 유기화학Ⅰ 3

화공열역학 6550026 화공열역학Ⅰ 3

반응공학 6550108 반응공학Ⅰ 3

공정제어 6550003 공정제어 3

단위조작 6550013 분리공정 3

공업화학 화공․섬유 화공양론 6552133 공업화학양론 3

물리화학 6552103 물리화학Ⅰ 3

유기화학 6552033 유기화학Ⅰ 3

화공열역학 6552040 열역학Ⅰ 3

분석화학 6552019 기기분석 3

고분자공학 6552123 고분자공업화학 3

공업화학 6552126 무기공업화학 3

건축공학 건 설 수리학 6575003 재료역학 3

측량학 6575008 측량학Ⅰ 및 실습 3

구조역학 6575014 수리학Ⅰ 3

토질역학 6575015 토질역학Ⅰ 3

건축구조 6546089 구조역학Ⅰ 3

건축계획 6546091 건축계획 3

건축시공 6546099 건축시공 3

건축설비 6546009 건축설비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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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대학

토목공학 건 설 수리학 6575014 수리학Ⅰ 3

측량학 6575008 측량학 Ⅰ 및 실습 3

구조역학 6575003 재료역학 3

토질역학 6575015 토질역학Ⅰ 3

건축구조 6546089 구조역학Ⅰ 3

건축계획 6546091 건축계획 3

건축시공 6546099 건축시공 3

건축설비 6546009 건축설비Ⅰ 3

건 축 학 건 설 건축구조 6551011 구조역학 3

건축계획 6551028 건축계획방법론 3

건축시공 6551029 건축시공 3

건축설계 6551005 건축설계Ⅰ 6

환경계획및실험 6551015 건축환경 3

전자

정보

대학

전기공학부

(2003학년도

입학자

부터)

전 기

․전 자

․통 신

회로이론 5106002 회로이론Ⅰ 3

전기자기학 5106001 전자기학Ⅰ 3

디지털시스템 5106005 디지털공학 3

통신이론 5106033 통신공학Ⅰ 3

마이크로프로세서 5106024 마이크로프로세서 3

전기기기 5106029 전기기기Ⅰ 3

제어공학 5106017 자동제어 3

전자공학부

(2003학년도

입학자

부터)

전 기

․전 자

․통 신

회로이론 5107002 회로이론Ⅰ 3

전기자기학 5107001 전자기학Ⅰ 3

디지털시스템 5107003 디지털공학 3

통신이론 5107025 통신공학 3

마이크로프로세서 5107028 마이크로프로세서 3

디지털회로설계 5107015 전자회로Ⅰ 3

전기전자실험
5107004 기초회로실험Ⅰ 2

5107010 기초회로실험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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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교 과 목 학점

전자

정보

대학

정보통신

공학부

(2003학년도

입학자

부터)

전 기

․전 자

․통 신

회로이론 5108002 회로이론Ⅰ 3

전기자기학 5108001 전자기학Ⅰ 3

디지털시스템 5108005 디지털공학 3

통신이론 5108014 통신공학 3

마이크로프로세서 5108062 임베디드소프트웨어 3

디지털회로실험 5108007 회로실험Ⅱ 2

전기전자실험 5108025 전자통신회로실험 2

디지털통신 5108027 디지털통신 3

컴퓨터

공학과

정보·

컴퓨터

데이터구조 5110014 데이터구조 3

운영체제 5111015 운영체제 3

컴퓨터구조 5111010 컴퓨터구조 3

컴퓨터네트워크 5111025 컴퓨터네트워크 3

프로그래밍언어론 5111011 프로그래밍언어론 3

이산구조 5111001 이산수학 3

논리회로 5110003 디지털공학 3

소프트웨어

학과

정보·

컴퓨터
컴퓨터교육론

프로그래밍 

5111044 컴퓨터교육론 필

수
3

5111011 프로그래밍언어론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5111022 알고리즘

택1 35111001 이산수학

5111033 인공지능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5111006 자료구조
택1 3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체제

네트워크

5111015 운영체제
택1 3

5111025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5111010 컴퓨터구조
택1 3

5111005 논리회로 및 실험

소프트웨어공학 5111024 소프트웨어공학 3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자원학 식물자원

․조 경

식물자원 6978002 재배학원론 3

육종 6979008 육종학 및 실습 3

생리 6978010 작물생리학 3

작물
6979001 수도작 및 실습 4

6979002 전작 및 실습 4

농업정보 6978001 실험통계학 3

생명공학 6979017 작물유전공학 및 실험 4

유전학 6979003 유전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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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명

환경

대학

산림학과 식물자원

․조 경
원예 6968001 수목학 및 실습 3

조경계획 6968030 조경학 3

조경관리 6968037 조경설계 3

조림학 6968014 조림학 및 실습 3

생리 6968041 산림분자유전생리학 3

농업정보 6968042 산림경제학 3

육종 6968044 임목육종학및조직배양실험 3

목재․종이

과학과

식물자원

․조 경
원예 6969001 수목학 및 실습 3

조경계획 6969007 산림통계학및실습 3

조경관리 6969008 산림측정․생산학및실습 3

생리 6969010 목질생화학 3

조림학 6969034 조림학 및 실습 3

농업정보 6969047 임업경영학 및 실습 3

식물자원 6969044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 3

원예과학 식물자원

․조 경
생리 6984015 식물생리학 3

육종 6987008 원예식물육종학 3

조경계획 6987002 조경학 3

원예 6984008 원예학개론 2

식물자원 6987016 자원식물학 3

생명공학 6987017 식물생명공학 3

유전학 6987006 유전학 3

식품생명

공학

식품가공 식품화학 6982006 식품화학 3

식품가공 6982033 식품가공학Ⅰ 3

식품위생 6982010 식품위생학 3

유기화학 6981004 유기화학 3

식품미생물학 6981003 식품미생물학 3

식품저장 6982021 식품저장학 3

식품생명공학 6982011 식품생명공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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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명

환경

대학

지역건설

공 학

농 공 농업토목 6970060 농업토목설계(캡스톤디자인) 3

농업수리 6970014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3

농업정보 6970061 지형정보공학세미나 3

농지조성 6970034 농지공학 및 설계 3

농업시설 6970066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 3

유체역학 6970002 유체역학 3

농업기계
6967014 농작업기계학 및 실습 3

6967021 내연기관 3

농업공작 6967015 농기계공작 및 실습 3

농산가공기계학 6967019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 3

동역학 6967009 공업역학Ⅱ 4

축 산 학 동물자원 축산 6981005 실험통계학 3

동물영양학 6983004 가축영양학 및 연습 3

축산물가공 6983008 육가공학 및 실험 3

동물사료 6983002 사료제조학 및 실험 3

가축사양 6983009 가금학 및 실습 3

가축번식 6983003 동물번식생리학 3

동물생명과학 6981009 응용생화학 3

식물의학 생 물 세포학 6985014 세포생물학 3

생리학 6985004 곤충생리학 및 실험 3

유전학

6987006 유전학 3

6979003 유전학 3

5965010 유전학 3

분류학 6985001 곤충분류학및실험/연습림실습 3

생태학 6985006 곤충생태학 3

분자생물학 6984013 분자생물학 3

미생물학 6984003 미생물학 3

바 이 오

시스템공학

농 공 농업공작 6967015 농기계공작 및 실습 3

농업기계
6967014 농작업기계학 및 실습 3

6967021 내연기관 3

유체역학 6967017 유체기계 3

농업정보 6967026 시설환경제어공학 3

바이오시스템 6967032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Ⅱ 3

농산가공기계학 6967019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 3

동역학 6967009 공업역학Ⅱ 4

농지조성 6970034 농지공학 및 설계 3

농업시설 6970066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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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명

환경

대학

특용식물학 식물자원

․조경
원예 6986004 특용식물재배 및 실습 3

유전학 6984013 분자생물학 3

생리 6984015 식물생리학 3

농업정보 6984012 실험통계학 3

식물자원 6986020 특용식물자원론 3

생명공학 6986015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 3

육종 6986001 유전육종학 3

농업경제학 농 산 물

유 통 농업경제학
6903001 농업경제학 3

6903056 농식품정책학 3

농업경영학
6903004 농업경영학 3

6903059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 3

농산물 가격론 6903057 농식품가격론 3

농업과학개론 6903052 농식품산업경제학 3

농산물유통 6903054 농식품유통론 3

농업전산일반 6903053 농업경제통계 3

생활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 조 리
(2001
～2003
학년도
입학자)

영양학 7718051 기초영양학 3

식품위생 7718057 식품위생학 3

조리과학 7718081 조리과학 및 실습 3

한국조리 7718019 한국음식연구 및 실습 3

외국조리 7718020 외국음식연구 및 실습 3

식품영양학 영양교사
(2급)

(2004학년
도 입학자
부터)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7718112 영양교육 및 상담 3

(2)영양학 7718051 기초영양학 3

(2)생애주기영양학 7718076 생애주기영양학 3

(3)단체급식및실습 7718067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3

(3)식품위생학 7718057 식품위생학 3

(4)영양판정및실습 7718108 영양판정 3

(4)식사요법및실습 7718115 식사요법실습(캡스톤디자인) 3

(5)식품학 7718106 식품화학Ⅰ 3

(5)조리원리및실습 7718104 조리원리실습 3

(1)분야에서 1과목, (2)∼(3)분야에서 각 2과목이상, (4)∼(5)분야

에서 각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017학년도 교육과정운영지침 _85

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활

과학

대학

패션디자인

정 보 학

의 상
의류교육론 7719061 의류교육론 3

복식디자인 7719006 패션디자인 3

서양의복구성 7719069 의복구성학 3

패션마케팅 7719054 패션마케팅 3

섬유재료학 7719001 의류소재의 이해 3

의복위생학 7719090 의복환경학 3

복식사회심리학 7719079 패션소비자심리 3

주거환경

학과

가 정
가정교육론 7717037 가정교육개론 3

영양학, 식품과조리 7718051 기초영양학 3

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7719001 의류소재의이해 3

주거학, 실내디자인 7716067 주거론 3

가정경영, 소비자학 7717015 소비자교육론 3

아동학, 가족학 7707102 유아발달 3

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7707048 가족생활교육 3

소비자학과 가 정
가정교육론 7717037 가정교육개론 3

영양학, 식품과 조리 7706051 기초영양학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7719001 의류소재의 이해 3

주거학, 실내디자인 7716067 주거론 3

가정경영, 소비자학 7717015 소비자교육론 3

아동학, 가족학, 7707102 유아발달 3

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7707048 가족생활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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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생활

과학

대학

아동복지학 유치원

정교사(2급)
아동복지 7707058 아동복지 3

유아교육론 7707086 유아교육론 3

유아음악교육 7707103 유아음악교육 3

유아미술교육 7707104 유아미술교육 3

유아놀이지도 7707105 유아놀이지도 3

유아수학교육 7707090 유아수학교육 3

유아언어교육 7707106 유아언어교육 3

사범

대학

교 육 학 교 육 학
교육철학 7405012 교육철학 3

교육심리 7405017 발달심리학 3

교육과정 7405005 교육과정론 3

교육사회학 7405007 교육사회학 3

교육행정 7405015 교육행정학 3

교수-학습이론

7405028 학습심리학 3

7405235 교수설계 3

교육평가 7405009 교육측정및평가 3

교육공학 7405006 교육공학 3

학교상담론 7405025 상담심리학 3

교육사 7405030 한국교육사 3

국어교육 국 어
국어교육론 7406010 국어과교육론 3

국어학개론 7406013 국어학개론 3

국어사 7406009 국어사 3

국문학개론 7406008 국문학개론 3

국문학사 7406073 고전문학사교육론 3

문학교육론 7406045 현대시론 및 시교육론 3

의사소통교육론 7406053 의사소통교육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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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범

대학

영어교육 영 어 영어교육론 7407061 영어교육론 3

영어문법 7407049 영어문법 3

영문학개론 7407078 영문학입문 3

영어학개론 7407025 영어학개론 3

영어음성음운론 7407050 영어발음 3

영미문화 7407611 영미문화세미나 3

영어독해 7407066 영어독해교육 3

역사교육 역 사 역사교육론 7437022 역사교육론 3

역사학방법론 7437043 한국사사료교육 3

분야사 7437054 한국사회경제사 3

한국사 7437028 한국중세사 3

세계사
7437046 동양근대사 3

7437047 서양근대사 3

현대사 7437052 한국현대사 3

지리교육 지 리 지리교육론 7438027 지리교육론 3

지도학 7438052 지도학교육 및 실습 3

도시지리학 7438005 도시지리학 3

지형학 7438045 지형학 및 실습 3

기후학 7438008 기후학 3

경제지리학 7438002 경제지리학 3

한국지리 7438028 한국지리 3

사회교육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 7439043 일반사회교육론 3

정치와사회 7439039 사회와정치 3

경제와사회 7439066 시장경제의 이해 3

문화와사회 7439030 문화인류학원론 3

법과사회 7439065 법학통론 3

사회과학방법론 7439045 사회과학방법론 3

인간과사회 7439014 사회학원론 3

인간과 행정 7439056 인간과 행정 3

시민교육과 사회윤리 7439057 시민교육과 사회윤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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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범

대학

윤리교육 도덕

․윤리
윤리학개론 7440053 윤리학개론 3

민주주의론 7440016 민주주의론 3

통일교육론 7440044 통일교육 3

도덕․윤리교육론 7440054 도덕․윤리과교육론 3

한국윤리사상 7440080 한국윤리사상교육론 3

윤리고전강독 7440001 윤리고전강독 3

시민교육론 7440004 시민교육론 3

수학교육 수 학
수학교육론 7412015 수학과교육론 3

정수론 7412037 수론과 학교수학 3

복소해석학 7412010 복소수해석학Ⅰ 3

해석학 7412029 해석학Ⅰ 3

선형대수 7412068 선형대수와학교수학Ⅰ 3

현대대수학 7412038 대수학과학교수학Ⅰ 3

미분기하학 7412005 미분기하학Ⅰ 3

기하학일반 7412074 교사를 위한 기하학Ⅰ 3

위상수학 7412016 일반위상수학Ⅰ 3

확률및통계 7412039 확률과통계Ⅰ 3

조합 및 그래프 이론 7412066 조합 및 그래프 이론 3

물리교육과 물 리
역학 7445007 역학 및 역학교육Ⅰ 3

전자기학 7445044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

교육Ⅰ
3

물리교육론 7445054 과학교육론 3

현대물리학 7445043
현대물리학 및 현대

물리학교육Ⅰ
3

양자역학 7445051 양자역학 Ⅰ 3

파동 및 광학 7445036 파동 및 광학교육 3

열 및 통계물리 7445019 열 및 통계물리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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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범

대학

화학교육과 화 학 화학교육론 7446061 과학교육론 3

물리화학 7446075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Ⅰ 3

물리화학 실험 7446077 물리화학탐구실험Ⅰ 1

유기화학 7446071 유기화학 및 탐구학습Ⅰ 3

유기화학 실험 7446073 유기화학탐구실험Ⅰ 1

무기화학
7446045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Ⅰ 3

7446048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Ⅱ 3

무기화학 실험 7446053 무기화학탐구실험 1

분석화학 7446046 분석화학 및 탐구학습Ⅰ 3

분석화학 실험 7446055 분석화학탐구실험Ⅰ 1

생물교육과 생 물 생명과학교육론 7447071 생명과학교육론 3

세포학 7447012 세포학및실험 4

발생학 7447017 동물발생학 3

식물생리학 7447081 식물생리학 3

동물생리학 7447003 동물생리학 3

유전학 7447073 유전학및실험 4

분류학 7447033 식물계통분류학및실험 4

생태학 7447005 생태학 3

분자생물학 7447018 분자생물학 3

미생물학 7447067 미생물학 3

생물화학 7447006 생화학 3

지구과학

교육과

지구과학 지구환경과학 7448094 지구환경과학 세미나 3

지구과학교육론 7448071 과학교육론 3

지질학 7448030 암석학 3

천문학 7448012 천문학 및 실험 3

대기과학 7448093 대기과학 및 실험 3

해양학 7448087 해양학서론 3

지구물리학 7448016 지구물리학 3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7448088 자연재해와 에너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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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범

대학

컴퓨터교육 정 보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래밍 7417078 프로그래밍언어론 3

데이터구조 7417076 자료구조Ⅰ 3

데이터베이스 7417080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

운영체제 7417068 운영체제 3

시스템프로그래밍 7417064 시스템프로그래밍 3

컴퓨터네트워크 7417062 컴퓨터네트워크 3

논리회로 7417073 논리회로 3

체육교육 체 육
체육교육론 7419029 체육교육론 3

운동학습 및 심리 7419091 운동심리학 3

스포츠사회학 7419077 스포츠사회학 3

운동생리학 7419108 운동생리학 3

건강교육 7419085 건강과 운동처방 3

무용교육 7419076 무용학개론 3

체육사․철학 7419024 체육사 3

융합

학과군

조형

예술학과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미 술 한국화 8704001 기초동양화Ⅰ 2

서양화 8705001 기초서양화Ⅰ 2

조소 8706001 기초조소Ⅰ 2

디자인 8701006 3d 모델링Ⅰ 2

판화 8701005 판화Ⅰ 2

서양미술사 8701003 서양미술사Ⅰ 3

한국미술사 8701001 한국미술사 3

동양미술사 8701008 동양미술사 3

소묘 8705011 드로잉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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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분야
본교개설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연계

전공

공통사회

교육

공통사회 (1) 공통사회교육론 7427017 공통사회과교육론 3

(2)

정치와사회 7439039 사회와 정치 3

경제와사회 7439066 시장경제의 이해 3

문화와사회 7439030 문화인류학원론 3

법과사회 7439065 법학통론 3

인간과사회 7439014 사회학원론 3

(3)

한국사개론 7437075 한국사개론 3

동양사개론 7437085 동양사개론 3

서양사개론 7437086 서양사개론 3

역사학개론 7437042 역사학개론 3

(4)

자연지리학 7438044 자연지리학 및 실습 3

인문지리학 7438020 인문지리학 3

한국지리 7438028 한국지리 3

지도학 7438052 지도학 교육 및 실습 3

“공통사회”전공 이수자는 (1)분야에서 1과목, (2)∼(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
이상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공통과학

교육

공통과학 (1) 공통과학교육론 7424001 과학교육론 3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7445002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4

7445057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4

0622019 일반물리학의 이해Ⅰ 4

0622020 일반물리학의 이해Ⅱ 4

전자기학
7445063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 3

7445027 전자학 및 실험 3

현대물리학 7445064 현대물리학및현대물리학교육 3

(3)

일반화학 및 실험

7446004 일반화학 및 실험Ⅰ 4

7446016 일반화학 및 실험Ⅱ 4

0622021 일반화학의 이해Ⅰ 4

0622022 일반화학의 이해Ⅱ 4

무기화학 7446068 무기화학 탐구학습 3

유기화학 7446065 유기화학 탐구학습 3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7447001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4

7447002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4

0622028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Ⅰ 4

0622029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Ⅱ 4

세포학 7424066 세포학 3

분자생물학 7447018 분자생물학 3

(5)

지구과학 및 실험

7448001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Ⅰ 3

7448015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Ⅱ 3

7448079 지구과학 및 실험Ⅰ 4

7448080 지구과학 및 실험Ⅱ 4

지질학 7424068 지사고생물학 3

대기과학 7424067 대기과학서론 3

※ “공통과학” 전공 이수자는 (1)분야에서 1과목, (2)～(5) 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주전공 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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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평생교육과정 교과목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학점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평생교육사 2급 : 30학점 이상(필수과목 15학점 포함)

2. 평생교육사 3급 : 21학점 이상(필수과목 15학점 포함)

구분
교육부 고시

평생교육관련과목

본교 개설교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학점 제공학과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 7405026 평생교육론 3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론 7405052 평생교육경영론 3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7405047 평생교육방법론 3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740505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4주간) 7405048 평생교육실습 3 교육학과

선택

과목

상담심리학 7405025 상담심리학 3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7405007 교육사회학 3 교육학과

특수교육론 7405049 특수교육학개론 3 교육학과

교육공학 7405006 교육공학 3 교육학과

교수설계 7405235 교수설계 3 교육학과

※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

그램개발론)을 이수완료한 후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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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사범대학 계열 공통 교과목

영역구분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비 고

일 반

교육학

필수

7400501

7400502

7400503

7400504

7400515

7400506

7400507

7400508

7400509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심리(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사회(Educational Sociology)

교육철학 및 교육사

(Philosophy of Education and History of Education)

생활지도 및 상담(Guidance and Counselling)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과정(Curriculum Theory)

교육평가(Educational Evaluation)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교직소양 필수

7400516

7400511

7400518

7400519

특수교육학 개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교직실무(Teaching Practice Affairs)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n prevention of

school bullying)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ing students)

2-2-0

2-2-0

2-2-0

2-2-0

교육실습 필수

7400390 교육실습(Teaching Practice) 3-1-5(주)

․참관실습

- 2주(3학년)

․교육실습

- 3주(4학년)

7400521 교육실습(Teaching Practice) 2-1-3(주) 4학년

7400522 참관실습(Open Practice) 1-0-2(주) 3학년

7400514 교육봉사(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2-0-4 60시간 이상

1. 사범대학 전학과(교육학과 제외)는 교직과목으로 22학점 이상을 다음과 같이 이수한다.

․일반교육학영역 - 6과목(12학점) 이수

․교직소양영역 - 3과목(6학점) 이수

․교육실습영역 - 2과목(5학점) 이수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201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는 ‘교육과정(7400508)’과 ‘교육

평가(7400509)’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하여도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7400505)‘ 과

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교육학과는 일반교육학(교직이론) 및 교직소양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전공과목에서 이수

한다(606쪽 참조).

4. ‘교육과정(7400508)’, ‘교육평가(7400509)’, ‘생활지도 및 상담(7400515)’ 과목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이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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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실습의 이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016년 이전입학자 교육실습 (7400390) 3-1-5(주)
참관실습2주

교육실습3주

2016년 이후입학자
참관실습(7400522)

교육실습(7400521)

1-0-2(주)

2-1-3(주)

참관실습2주

교육실습3주

6. ‘특수교육학개론(7400516)’과 ‘교직실무(7400511)’, ‘교육봉사(7400513)’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만 이수할 수 있다.

7.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7400518)’는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7400519)’로 교과목명이 변경되어 동일 교과목으로 운영된다. 또한 이 과목은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만 이수할 수 있다.



인 문 대 학 (5300)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

화학과, 프랑스언어문화학과, 러시아언어문화학과, 철학과, 사학과, 고

고미술사학과의 9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인문학 연구영역은 文, 史,

哲이므로, 인문대학은 인문학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인문학

은 인간고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식하고, 제반 인문현상에 대해 바르

게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여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정신에서 비롯되고, 창조활동은 물론

참된 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유정신 즉 인문정신의 창달이

야말로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꽃피울

때 바람직한 전인적 인간도 형성될 수 있으며, 대학의 이상 현실이나

참다운 전통의 발전적 계승도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소외,

자연환경파괴, 물질주의 팽배, 인륜도덕의 타락 등 온갖 부정적 측면이

날로 증가됨을 생각할 때, 인문학의 막중한 사명이 무엇인가는 자명해

진다.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때, 그러한 모든 문

제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고, 인류가 염원하는 이상사회

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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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 Literature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1981년에 개설된 이래, 국어국문학 전반에 대한 학문
적 탐구와 교양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힘써 왔다. 더 나아가 국어국문학과는 민족
문화의 계승을 선도하고 민족정신의 창달에 주체가 될 인재 양성에도 주력해 왔다.

국어국문학과의 학문적 대상은 비교적 광범위하나 크게 국어학 분야(음운론, 문법
론, 의미론)와 국문학 분야(고전문학, 현대문학)로 나뉜다.

국어학은 한국어의 변천사와 음운, 형태, 통사 등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
는 학문이며, 국문학은 문학의 기원 및 발생과 그 본질을 비롯하여 시(가), 소설, 비
평, 희곡, 구비문학 등 각 세부 장르의 이론과 실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학문 탐구와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통하여,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교직,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출판사, 홍보 관련 분야 등
에 진출할 수 있고,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희곡작가, 드라마 작가 등의 예술가로
도 활동할 수 있다.

◎ 국어국문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외국어 6학점 이상 이수

(외국인은 모국어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

9

*심화교양
“한자와 한문”, “국어정서법” 이수

4,5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
21

특성교양 6학점 이상 이수 6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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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5305009 *국문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3-0

전선

2
전필

전선 5305012 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

2

1

전필

전선

5305011

5305005

5305035

5305021

5305006

5305025

국문학사(History of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강독(Reading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현대소설론(Modern Korean Fiction)

국어학강독(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국어음운론(Korean Phonology)

문학연구방법론(Methods of Literary Research)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305028 *한국현대문학사(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3-3-0

전선

5305013

5305015

5305043

5305030

5305032

국어문법론(Korean Grammar)

국어문자론(Korean Writing System)

시조가사론(Sijo-Gasa)

한문학강독(Readings in Sino-Korean Literature)

현대소설강독(Readings in Modern Korean Fiction)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305019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3-3-0

전선

5305017

5305037

5305007

5305027

5305038

5305049

국어방언학(Korean Dialectology)

현대시론(Modern Korean Poetry)

구비문학론(Korean Oral Literature)

작가작품론(Seminar On Modern Literature)

고전수필론(Classical Korean Essays)

문학교육론(Theory of Literary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05010

5305044

5305045

5305008

5305016

5305034

5305048

5305050

국어통사론(Korean Syntax)

고소설론(Classical Korean Fiction)

향가여요론(Hyangga-Yeoyo)

국어의미론(Korean Semantics)

문예비평론(Literary Criticism)

현대시강독(Readings in Korean Poetry)

희곡론(Theory of the Drama)

의사소통교육론(Educ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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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5305024

5305054

5305023

5305029

5305046

5305051

중세국어문법론(Mediaeval Korean Grammar)

현대문화예술창작론(Theory of Creative Writing)

국어학사(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한국한문학사(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국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ies in Korean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s)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05047

5305018

5305042

5305052

5305053

고전문학특강(Topic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비교문학론(Comparative Literature)

국어어원론(Korean Etymology)

국어과교육론(Theories of Korean Education)

국어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Statement in Korean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필수 3과목 9학점

전공 선택 37과목 111학점

계 40과목 120학점



● 교과목개요

국문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의 장르별 특성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우리 문학의 예술적 성격 및 민족적 정

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국어학 연구의 전 영역을 기초적이면서 개략적인 범위 내에서 총괄함으로써 국어학 전반

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영역의 국어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국문학사(History of Korean Literature)

국문학의 전반에 걸쳐 하나의 역사적 맥락을 찾아 이해한다. 또한 고대와 근대에서 현대

에 이르는 문학적 특성과 양상의 전개를 고찰한다.

고전문학강독(Reading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 작품 중 대표적 작품을 직접 읽어봄으로써 해독능력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작

품을 분석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현대소설론(Modern Korean Fiction)

현대 소설의 발달사에서 소설관의 변모과정과 양식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설의 본질적인 

이해에 접근하도록 한다.

국어학강독(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국어학 연구의 자료가 되는 역사적 문헌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문자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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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대하는 바른 접근법과 해독능력을 기른다.

국어음운론(Korean Phonology)

국어의 음운체계와 음운현상을 정확히 구명, 이해한다.

문학연구방법론(Methods of Literary Research)

문학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여러 방법론과 이론을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한국문학연구의 

이상적인 방법론을 모색한다.

한국현대문학사(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전개 및 작가 작품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습득한다.

국어문법론(Korean Grammar)

국어문법이론의 기초지식을 갖추게 하고 일반 언어학적 문법분석 이론을 습득함으로써 

국어의 여러 가지 특수한 문법현상들을 과학적인 안목으로 분석,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국어문자론(Korean writing System)

문자에 대한 일반 이론을 습득하고 한글의 역사 및 특성을 이해한다.

시조가사론(Sijo-Gasa)

시조문학, 가사문학 전반에 대해 형태, 작가, 문학성 등을 연구하고, 그 이전과 이후 시가

문학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한문학강독(Readings in Sino-Korean Literature)

한국 한문학의 강독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게 하

고 동시에 한문 해독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현대소설강독(Readings in Modern Korean Fiction)

현대소설론에 이어 대표적인 소설작품을 감상하고 분석 비판하도록 한다.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언어변화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국어의 

변천과정을 해석함으로써 국어연구의 통시적 방법론에 익숙하게 하여 현대국어 연구와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국어방언학(Korean Dialectology)

방언 연구의 중요성과 이론을 이해하고 자료의 수집에서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익

혀 방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현대시론(Modern Korean Poetry)

현대시의 전개에서 운율, 이미지에 대한 의의 행과 연의 생성, 은유, 직유, 상징 등 시적 

구성의 전반적 체계를 파악하여 시의 이해에 접근하도록 한다.

구비문학론(Korean Oral Literature)

구비문학의 제영역을 이해시키고 한국문학에서 기층문학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작가작품론(Seminar on Modern Literature and Authors)

현대문학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여 그 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

가 문학사적 위치 점검과 사회적 정신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고전수필론(Classical Korean Essays)

고전문학 작품 중 형태면 또는 내용면에서 수필적 성격을 가진 작품을 연구․이해하고 

나아가 현대수필과의 관련성도 파악해 본다.

문학교육론(Theory of Literary Education)

이 강좌는 문학교육의 개념, 성격, 범주 및 의의와 실제 교수-학습, 평가, 감상 등 문학교

육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학교육의 실천과 연구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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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사람들에게 문학과 문학교육이란 무엇이고, 왜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그 기초지식과 연구 및 교육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통사론(Korean Syntax)

국어통사론 분야의 관심문제들을 검토 분석하고 나아가 통사론 분야의 여러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고소설론(Classical Korean Fiction)

고소설의 일반적 특징, 작가 및 작품의 보편적 성격, 사적 전개양상 등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소설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향가여요론(Hyangga-Yeoyo)

우리문학의 최고 유산인 향가의 내용, 형식, 작가, 사상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그 문학사

적 의의를 파악한다. 그리고 고대사가 문학을 대변할 수 있는 고려가요의 원전 비판, 장

르적 성격, 사적 전개양상, 향수층에 관하여 검토한다.

국어의미론(Korean Semantics)

국어학에서 의미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의미론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

련한다.

문예비평론(Literary Criticism)

문예비평의 개념 및 방법론을 파악하고 한국현대문예 비평의 역사적 전개를 숙지하게 한다.

현대시강독(Readings in Korean Poetry)

현대시론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작품에 적용하고 많은 시 작품을 읽고 이해하며 분석과 

비평 능력을 키운다.

희곡론(Theory of the Drama)

희곡의 개념 및 이론을 파악하고 한국 희곡의 역사적 전개를 숙지하며 실제 작품을 간략

하게 감상한다.

의사소통교육론(Educ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능력”은 문장단위의 전통적인 “문법지식” 뿐 아니라, 문장을 연결하여 응집력 

있는 담화를 만들어내고, 일련의 담화에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담화능력”,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화용론적인 능력”,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전략” 등을 포함한다.

본 과목은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개념들을 소개하고, 수동

적인 암기나 관찰활동을 통한 “언어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의사소

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언어사용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중세국어문법론(Mediaeval Korean Grammar)

중세국어의 문법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현대국어와의 연관성을 정당

하게 파악한다.

현대문화예술창작론(Theory of Creative Writing)

시, 소설, 산문을 비롯한 문학 작품을 창작해 봄으로써 문학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고 문

학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어학사(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우리 선조들이 국어와 국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업적들을 언어이론에 입각하

여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 비판함으로써 앞으로서의 국어연구 방향에 올바른 지표를 

터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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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문학사(History of Sino-Korean Literature)

종래 국문학사에서 도외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진 한국한문학 자료들이 우리 문학사의 

실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사적 이해를 시도한다.

현대문학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의 이론을 실제 작품과 작가에 적응시키는 능력을 배양한다.

국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Korean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s)

국어교재연구의 의의 및 국어지도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재를 

검토하여, 검토-학습을 실행함으로써 이론과 교수법을 터득하게 한다.

고전문학특강(Topic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충북의 문화를 지정학적 측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한다. 각 시대의 역사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추적해 보며, 아울러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들의 행적과 문학작품 등을 이해하여 

충북문화의 특징적 성격을 파악해 본다.

비교문학론(Comparative Literature)

비교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국문학 뿐만 아니라 외국문학 간의 관계조망을 통해 문학

적 시야를 확대시키도록 한다.

국어어원론(Korean Etymology)

국어어원론은 특정 단어가 생겨난 근원과 유래, 그리고 특정 단어의 근원적 어형과 의미 

및 통사적 변천과정 등을 역사적 방법과 비교언어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하는 학문이다.

국어과교육론(Theories of Korean Education)

중등학교 국어교사의 교수 내용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등의 이론과 실

제를 함께 연구,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국어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Statement in Korean Education)

국어과 논리 및 논술은 국어교사의 기본적 능력인 논리적 글쓰기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이다. 국어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통합교과적이고 창의적인 논술의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논술교육의 방법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인문대학 _103

◇ 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중어중문학과는 1980년에 개과한 이래로 중국의 시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

가들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이해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와 문학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이해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와 문학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

이 중국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의 구조 및 듣

기․말하기․쓰기․읽기 등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대폭 실시함

과 동시에 중국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두루 학습하여 중국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졸업생들은 대학원 진학, 교직, 정부 기관(외무부 

등),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은행, 외국인회사, 무역회사, 일반 기업체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중어중문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중국어Ⅰ”을 포함하여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수

*심화교양

“중국문화의이해” 와 “중국고전의이해”

심화교양 분야 중 4분야와 5분야에서 각각 

1과목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수

18

특성교양 “실무한자” 와 그 외 다른 영역에서 3학점 이수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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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중문학과(Chinese Language & Literature )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5306136

5306119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nd Chinese Culture)

기초중국어회화Ⅰ(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Ⅰ)

3-3-0

2-2-0

2

전필

전선
5306137

5306120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nd Chinese Society)

기초중국어회화 Ⅱ(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Ⅱ)

3-3-0

2-2-0

2

1

전필 5306148 중급중국어Ⅰ(Intermediate ChineseⅠ) 3-3-1

전선

5306138

5306066

5306116

5306124

5306123

*현대 중국의 문학과 역사(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History)

*중국어학의 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어 회화Ⅰ(Conversational ChineseⅠ)

경서제자입문(The Confucian Classics & Other Philosophers’ Books)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Literature and Art in ChinaⅠ)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306149 중급중국어Ⅱ(Intermediate ChineseⅡ) 3-3-1

전선

5306056

5306083

5306139

5306118

5306126

한자의원리(The Chinese Writing System)

*역대산문의감상과이해(Introduction to Classical Chinese Prose)

당대 중국의 문학과 사회(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and Society)

중국어회화Ⅱ(Conversational ChineseⅡ)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Literature and Art in ChinaⅡ)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306084

5306093

5306140

5306141

5306128

5306142

한시의 감상과 이해Ⅰ(Classical Chinese PoetryⅠ)

중국어문법Ⅰ(Chinese GrammarⅠ)

중국의 매스미디어와 현대 사회(Mass Media and Modern Chinese Society)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Ⅰ(Classical Chinese Fiction and Chinese SocietyⅠ)

중국 문화와 문학의 이해(Chinese Culture and Literature)

중국의비즈니스문화와커뮤니케이션(Chinese Business Culture and Communic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06088

5306095

5306018

5306143

5306112

5306144

한시의 감상과 이해Ⅱ(Classical Chinese PoetryⅡ)

중국어문법Ⅱ(Chinese GrammarⅡ)

중국어작문(Chinese Composition)

중국 지역사회와 영화(Chinese Regions in Cinema)

중어과교육론(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Ⅱ(Classical Chinese Fiction and Chinese SocietyⅠ)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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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306111

5306145

5306132

5306146

중어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Chinese : Materials and Methods)

대중매체로 보는 당대 중국(Contemporary China and Internet Media)

비즈니스 중국어(Business Chinese)

중국어 현장실습(Practicum in th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2-2-0

3-3-0

3-3-0

3-1-4

2

전필

전선

5306040

5306150

5306121

5306134

5306147

중국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Chinese Literature)

중국어통번역연습(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Written and

Spoken Chinese)

중국어논술연습(Chinese Essay Writing)

중국의 고전 가곡과 연극 (Traditional Chinese Songs and Opera)

중국 지역학 세미나(Seminar on Chinese Regions)

3-3-0

3-3-0

3-3-0

3-3-0

3-3-0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36 과목 102 학점

계 38 과목 108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5340066

5340073

5340050

- 고고미술사학과

중국고고학 명저탐독(Readings in Chinese Archaeological

Literatures)

중국 고대문화의 이해Ⅰ(Understanding of Ancient Chinese

CultureⅠ)

중국미술사(Arts of China)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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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1

기초중국어회화Ⅰ : 2-2-0
중국어와 중국문화 : 3-3-0
실무한자 : 3-3-0
중국문화의이해 : 3-3-0
중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중국어회화Ⅱ : 2-2-0
중국어와 중국사회 : 3-3-0
국어와 작문 : 3-3-0
중국고전의이해 : 3-3-0
외국어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선택 1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3
-------------
합계 34학점

2

중급중국어Ⅰ : 3-3-1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선택 : 3-3-0

중급중국어Ⅱ : 3-3-1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8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일반선택  3
-------------
합계 36학점

3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27
일반선택  9
-------------
합계 36학점

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21
일반선택 3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nd Chinese Culture)

  본 과목은 초급중국어 과정으로 중국어 발음과 기초적인 생활회화를 배우고 연습한다. 중국어 

회화의 기초를 다지고, 중국어와 중국문화의 긴밀한 연관 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초중국어회화Ⅰ(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Ⅰ)

중국어 학습의 첫걸음이 되는 발음연습을 위시하여 기본적인 생활회화를 배우고 익힘으

로써, 보다 수준 높은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nd Chinese Society)

  본 과목은“중국어와 중국문화”의 심화 과정이다. 중국어 회화를 지속적으로 연습하여 

중국어 구사능력과 유창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중국사회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중국어회화Ⅱ(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Ⅱ)

중국어 학습의 첫걸음이 되는 발음연습을 위시하여 기본적인 생활회화를 배우고 익힘으

로써, 보다 수준 높은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중급중국어Ⅰ(Intermediate ChineseⅠ)

본 과목은“중국어와 중국문화”,“중국어와 중국사회”의 연계과정으로 필수 어휘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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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조를 학습하여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현대중국의 문학과 역사(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History)

  중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현대문학과 현대사의 긴밀한 관계에 대하여 

탐구한다. 중국 현대사의 전개와 궤를 같이했던 중요한 문학 이론 및 문학적 흐름을 조망

하고, 주요 작가의 문학 세계를 살펴본다. 

중국어학의 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중국어학의 제 분야, 즉 성운학(聲韻學)․문자학(文字學)․훈고학(訓詁學)․어법학(語法學)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중국어회화Ⅰ(Conversational ChineseⅠ)

기초 중국어의 바탕 위에 중국인과의 대화 연습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중국어회화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경서제자입문(The Confucian Classics & Other Philosophers’Books)

사서(四書)나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나오는 유명한 어록(語錄)이나 경구(警句) 등을 통하여 

중국과 동양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중국어의 기본이 되는 한자와 기본

어법을 익힌다.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Literature and Art in ChinaⅠ)

각 시기 중국 예술의 창작과 전통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학과 미술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는 과목이다. 먼저 중국 문학과 미술의 역사를 개관하고 문학과 미술이 창작의 

원천이 되거나 작품 제작의 중요한 내용을 제공한 예를 현존하는 작품의 감상과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 중국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장르인 문학과 미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

니며 발전한 과정과 양상을 이해한다.

중급중국어Ⅱ(Intermediate ChineseⅡ) 

  본 과정은 중급단계의 중국어 강독 과목으로 중급중국어Ⅰ의 심화 과정이다. 중국의 사회 

문제 및 중국 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강독함으로써 목표 언어 구사력을 제고한다.

한자의 원리(The Chinese Writing System)

중국 문장의 이해에 있어서 필요한 한자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의 기본 

원리를 학습한다.

역대산문의 감상과 이해(Introduction to Classical Chinese Prose)

중국 당송(唐宋) 시기의 유명한 산문 작품들을 해석하고 감상하여 고전 산문의 독해력을 

증진 시킨다.

당대중국의 문학과 사회(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and Society)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 경험과 사회주의 문학 관념 및 제도를 이해하고, 아울

러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새로운 문학 조류와 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본 과목은 강

의와 함께 학생의 자료조사, 문제 제기 및 발표, 토론을 병행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구

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회화Ⅱ(Conversational ChineseⅡ)

본 과정은 듣기 훈련에 치중하여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강화하며, 말하기와 듣기를 중점

적으로 연습하는 강좌이다.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Literature and Art Works in ChinaⅡ)

각 시기 중국 예술의 창작과 전통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문학과 미술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는 과목이다. 먼저 중국 문학과 미술의 역사를 개관하고 문학과 미술이 창작의 

원천이 되거나 작품 제작의 중요한 내용을 제공한 예를 현존하는 작품의 감상과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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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살펴봄으로 중국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장르인 문학과 미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

니며 발전한 과정과 양상을 이해한다.

한시의 감상과 이해Ⅰ(Classical Chinese PoetryⅠ)

인구에 회자되는 양유, 이백, 두보 등 당대(唐代) 주요 시인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통하여, 중국문학과 동양의 정신세계를 조망해본다.

중국어 문법Ⅰ(Chinese GrammarⅠ)

중국어 어법의 특징과 중국어의 일반적인 어법 규칙을 강의하고, 문장 분석을 통해 중국

어 어법에 대한 지식을 확고히 한다.

중국의 매스미디어와 현대사회(Mass Media and Modern Chinese Society)

  본 과목은 중국어 구사능력과 유창성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특히 듣기 능력과 청

취 기술을 제고한다. 대중 매체의 뉴스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현대사회의 변화·발전 과

정을 이해한다.  

소설로 보는 중국사회Ⅰ(Classical Chinese Fiction and Chinese SocietyⅠ)

  각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 고전소설을 강독하고, 소설의 문체 특성과 그것에 반영된 사회

적 관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중국 문화와 문학의 이해(Chinese Culture and Literature)

중국 선진시기(先秦時期)부터 청대(淸代)까지 중국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적 성숙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문학과 문화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룩한 중국 고

유의 문화적·문학적 성숙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한국문화·문학과 중국문화·문학

의 상호 영향관계 및 발전과정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Chinese Business Culture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은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 관습, 에티켓 및 비즈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의사소통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비즈니스 협상 시 중국 고전시와 중국고전의 유명한 

어록을 인용하여 화자의 의도가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한시의 감상과 이해Ⅱ(Classical Chinese PoetryⅡ)

한시의 다양한 예술적 특성들을 비평적 접근방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한시에 대한 이해

를 심화시킨다.

중국어문법Ⅱ(Chinese GrammarⅡ)

“중국어문법Ⅰ”에서의 학습내용에 대한 연장 및 심화

중국어작문(Chinese Composition)

작문 훈련과정을 통해 상용하는 중국어 실용문체를 익힘으로써, 학생의 작문 실력을 높인다.

중국 지역사회와 영화(Chinese Regions in Cinema)

  본 과목은 지역학과 문화학을 결합하여 지역성의 시각으로 중국 현대‧당대 영화를 살펴본

다. 영화 서사 전개와 시네마토그라피(Cinematography)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예

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나아가 중국 영화의 지역성 재현 방식 및 중국 사회의 변화 과정

을 탐색한다.  

중어과 교육론(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

중국어 교사의 교수내용인 말하기, 듣기, 쓰기, 언어, 문학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함께 연구,

실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로 보는 중국사회Ⅱ(Classical Chinese Fiction and Chinese SocietyⅡ)

  본 과목은“소설로 보는 중국사회Ⅰ”의 심화 과정으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 고전소

설을 강독한다. 소설의 문체 특성과 그것에 반영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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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중국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중어과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Chinese : Materials and Methods)

중국어 교사의 교수내용 중 사용되는 교재의 연구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지도법을 습득

하도록 한다.

대중매체로 보는 당대 중국(Contemporary China and Internet Media)

  본 과목은 인터넷 매체에 나타난 신조어와 사회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당대 중국 사회가 

보다 열린 세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비즈니스 중국어(Business Chinese)

비즈니스를 위한 실용적인 중국어 어휘와 문장들을 학습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표현들

을 익히고 공문서를 독해하는 연습을 거쳐 공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중국어 현장실습(Practicum in th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현지에서 익히고 사용하여 중국어 구사력을 

향상한다.

중국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Chinese Literature)

문헌 속에 나타나 있는 중국인들의 문학에 대한 관념의 형성과 변모과정을 연관된 작품

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문학사의 전개의 내적 동인을 이해한다. 강

의는 주제별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관된 작품들의 검토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중국어통번역연습(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Written and Spoken Chinese)

본 과목은 중국어 통번역에 관한 이론 학습 및 통번역 실습을 병행하여 통번역에 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 논술연습(Chinese Essay Writing)

중국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중국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

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고전가곡과 연극(Traditional Chinese Songs and Opera)

사, 곡 등의 전통가곡과 희곡 등의 공연예술의 면모를 학습하고 대표적 작품을 감상함으

로써 동아시아, 나아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한다.

중국지역학 세미나(Seminar on Chinese Regions)

  본 과목은 중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중국어 구사력을 갖춘 

수강생을 위한 수업으로, 중국어로 진행된다. 중국 각지에서 유학한 현지 경험을 바탕으

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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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는 국제화된 미래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학생들에게 영어학과 영미문학 분야의 전공지식을 습득하게 함은 물론 실용적인 

영어구사능력을 함양하고 영미문화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

다. 주요 교과 내용으로는 영어학과 영미문학의 여러 분야 및 실용적인 영어 능력 

배양 교과목 등이 있으며 학생 학술 활동으로는 학회지 발간과 원어연극 공연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영어영문학과는 1980년에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졸업생을 배

출해왔으며, 졸업생들은 교육계, 금융계, 언론계, 항공업계, 외국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영어영문학과 교양과정 권장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이수)

Action English(이수)
영어읽기와 토론(이수) 9

*심화교양

6개의 분야 중 제 4분야(자연과 생명)와 제 

5분야(기술과 문명)를 포함한 4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21

특성교양 자유선택(2개 분야 이상 선택) 6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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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영문학과(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307040 *영미문학 배경(Background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3-3-0

2 전필 5307007 *영문법(English Grammar) 3-3-0

2

1

전필
5307041

5307028

*영작문Ⅰ(English CompositionⅠ)

*영어회화Ⅰ(English ConversationⅠ)

3-3-0

3-3-0

전선

5307020

5307042

5307064

5307043

5307057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영미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Novels)

 문학 번역 연습(Practice in Literary Translation)

영문학사(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영어듣기(English Listening)

3-3-0

3-3-0

3-3-0

3-3-0

3-3-0

2
전선

5307044

5307025

5307026

5307065

5307045

영작문Ⅱ(English CompositionⅡ)

영어회화Ⅱ(English ConversationⅡ

영어학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Linguistics)

 영어토론연습(Practice in English Discussion)

영미희곡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Drama) 

3-3-0

3-3-0

3-3-0

3-3-0

3-3-0

3

1
전선

5307063

5307047

5307055

5307022

5307058

5307068

영어 어휘 연습(Practice in English Vocabulary)

영미시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미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아동 및 청소년 문학(Children's and Adolescent Literature)

실무영어(Practical English)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선

5307018

5307008

5307033

5307050

5307059

5307069

영어사(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셰익스피어(Shakespeare)

현대영미시(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미소설(British and American Novels)

영어논술 연습(English Essay Writing)

영어회화Ⅲ(English ConversationⅢ)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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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선

5307047

5307060

5307066

5307053

5307061

시사영어강독(Readings in News English)

실용영문법 특강(Practice in English Grammar)

 영미 드라마 번역(Transl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Drama)

영미시특강(Topics i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

3-3-0

3-3-0

3-3-0

3-3-0

3-3-0

2
전선

5307067

5307006

5307070

5307056

5307062

통번역 세미나(Seminar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미국문학사(The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영어학세미나(Seminar in English Linguistics)

영문학특강(Topics in English Literature)

영어과 교육론(Theories in English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필수 4 과목 12 학점
전공    선택 32 과목 96 학점

계 36 과목 108 학점

● 교과목개요

영미문학배경(Background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입문을 위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영문강독을 통하여 영어능력을 제고한다.

영문법(English Grammar)

영어학의 입문과목으로서 전통문법의 테두리 속에서 영문법의 전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키운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품사분류, 명사의 수와 격, 시제,

수동태, 분사구문, 주술관계 등이 포함된다.

영작문Ⅰ(English CompositionⅠ)

영어의 기본문형을 익혀서 단문을 영작하는 연습을 한다.

영어회화Ⅰ(English ConversationⅠ)

소그룹별 자유의사 전달 활동을 통한 능숙한 회화능력에 중점을 두고, 발음과 문법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영어학의 기본개념을 익힌 뒤, 영어의 자음, 모음, 초분절적인 자음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론적인 내용도 다루는 동시에 실제 발음연습도 겸한다.

영미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Novels)

영미소설의 흐름과 배경을 살펴보고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해 볼 것임.

문학 번역 연습(Practice in Literary Translation)

  이 수업에서는 <해리 포터>나 <빨강머리 앤> 등 잘 알려진 아동문학 텍스트의 영한 번역 연습에

서 시작하여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등의 한국어 판본과 영어 판본을 

비교하며 한영 번역 기법을 탐구하는 등 다양한 문학작품 번역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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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사(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영국문학을 고대(앵글로색슨 시대)에서 20세기까지 시대별로 일람하면서 주요 작가와 작

품 그리고 문학 장르의 특징을 역사적 문맥에서 고찰해 본다.

영어듣기 (English Listening)

일상생활 영어, 영어방송, 영어강의를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영작문Ⅱ(English CompositionⅡ)

영작문I의 심화과정으로 복문 및 중문 영작은 물론 완성된 글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영어회화Ⅱ(English ConversationⅡ)

영어회화I의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영어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영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Linguistics)

영어학의 각 분야(의미론, 화용론, 통사론, 형태론, 음운론, 언어 변이)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과 기초․필수적인 내용을 다룬다. 영어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해를 하는 과정에

서 영어의 특질을 파악하도록 한다.

영어토론연습(Practice in English Discussion)

  영어 스토리, 에세이, 기사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다양한 영문을 읽고 영어토론

과 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영미희곡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Drama)

희곡의 기본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시대별로 중요한 작품들을 읽고 그 특징을 알아본다.

영어 어휘 연습(Practice in English Vocabulary)

영어의 단어형성원리와 어원에 근거하여 영어 어휘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그 실제 쓰임

을 알아본다.

영미시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Poetry)

영미시의 문학적 이해 및 시 읽기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시대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실천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영미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

영미비평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시대, 작가, 이론을 통해 구체적 이해를 돕고 아

울러 실제비평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변형생성문법의 표준이론에서 촘스키에 의해 제시된 통사이론 설정에 사용하는 논증방법

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통사이론의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영어 통사론의 

기본적 이론을 이해하는데 있다.

아동 및 청소년 문학(Children and Adolescents' Literature)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읽는 유명한 동화, 민담, 단편소설, 장편소설을 읽고 아울러 유용

한 영어표현을 익힌다.

실무영어(Practical English) 

  사회 현장에서 활용되는 실무적 영어 구문 및 표현 등을 익히고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킨다.

영어사(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영어가 원시인구어에서, 고대, 중세 영어를 거쳐 현대영어로 변

천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영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는다. 주요 강의내용

은 철자, 발음, 통사구조, 의미의 변화 및 외래어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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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극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영국의 르네상

스 문학과 문화의 특징을 알아본다.

현대영미시(Moder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T. S. Eliot, Ezra Pround, Yeats, Wallce Stevens 등 주요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하면서 현대 영미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모더니즘 성격, 세계관, 형식의 새로움 

등을 살펴본다.

영미소설(British and American Novels)

영국과 미국의 주요 장편소설들을 다루면서 소설의 주제나 기법,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

을 연구하고, 영어독해력 향상과 영미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영어회화Ⅲ(English Conversation Ⅲ)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영어 토론 및 발표 능력을 함양하고 영어활용 기법을 터득한다.

시사영어강독(Readings in News English)

영자 신문 읽기를 통해 영어능력 함양은 물론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실용영문법 특강(Practice in English Grammar)

TOEIC, TEPS, 각종 채용 시험 등에서 출제되는 영문법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강의 내용은 영문법 주요 내용 정리 및 영문법과 관련된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

어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미 드라마 번역(Transl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Drama)

  이 교과목에서는 영미 드라마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술과 전략을 공부한다. 대표적인 작품들의 

일부를 선별하여 번역을 위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보다 큰 맥락에서, 드라마의 수용과 개작도 

문화적 해석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것이다.

영미시특강(Topics i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Wordsworth, Coleridge, Keats 등 19세기 주요 시인들의 작품을 강독해봄으로써 19세기 

영시의 경향과 특징 등을 살펴본다.

통번역 세미나(Seminar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통번역하는 세미나 수업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

보 전환하는 훈련을 통해 전문 통번역가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미국문학사(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9세기 말까지의 미국문학의 전개 과정을 개략해서 살펴보고 특히 낭만주의 문학과 사실

주의 문학을 중심으로 시와 단편소설 작품들을 강독한다.

영어학세미나(Seminar in English Linguistics)

  초기 생성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확대 표준이론 및 엑스바 통사이론을 이해

하도록 도와준다.

영문학특강(Topics in English Literature)

시대적 장르적 접근과는 차별화 된 영문학 연구의 새로운 주제나 관심사를 심도 있게 탐

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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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언어문화학과 Dept. of German Language and Culture

독일언어문화학과는 독어학과 독문학뿐만 아니라 지역학과 문화학을 포함시켜 교

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독일의 전통․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문학 전반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독

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1980년대 2월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들은 사회 각 계층에

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배움의 실천무대로서 구술지 발간, 원어연극, 학

술논문발표회 등의 독특한 학․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독일어 I 국어와 작문

9
위 과목을 포함해서 외국어에서 6학점 이수

*심화교양

독일과 독일사람 독일예술문화산책

186개 분야 중 4·5분야를 포함한 4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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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언어문화학과(Dep. of German Language and Cul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341001 *독일어 회화Ⅰ(German ConversationⅠ) 3-3-0

전선
5341002

5341003

독일어 연습Ⅰ(German PracticeⅠ)

독일문학 산책(Introduction to German Literature)

3-3-0

3-3-0

2 전필
5341004

5341005

*독일어 회화Ⅱ(German ConversationⅡ)

*기초 독문법(Basic German Grammar)

3-3-0

3-3-0

전선 5341006 독일어 연습II(German Practice II) 3-3-0

2

1

전필

전선

5341007

5341008

5341009

5341010

5341011

5341012

5341013

독일어 회화Ⅲ(German ConversationⅢ)

독일어 연습Ⅲ(German PracticeⅢ)

중급독문법(Intermediate German Grammar)

독일어 문장 구조(Structure of German Sentences)

독일문화 탐방(German Culture Trip)

독일의 정치와 사회(German Politics and Society)

독일 아동·청소년 교육과 문학(Children's and Adolescent

Literature of Germany)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341014 *독일문학사(History of German Literature) 3-3-0

전선

5341015

5341016

5341017

5341018

5341019

독일어 회화Ⅳ(German ConversationⅣ)

독일어 연습Ⅳ(German PracticeⅣ)

독일시와 노래(German Poetry and Song)

독일단편 강독(Readings in German Short Story)

B1 텍스트 읽기(B1 Text Reading)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341020

5341021

5341022

5341023

5341024

독일의 지리와 역사(German Geography and History)

B2 텍스트 읽기(B2 Text Reading)

독일드라마와 공연예술(German Drama and Performing Arts)

독일문학과 사회 비평(German Literature and Social Criticism)

독일의 언어정책과 통상전략(Linguistic Policy and Trade

Strategy of Germany)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1025

5341026

5341027

5341028

5341029

5341030

고급 독일어 회화 및 작문(Advanced German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독일어의 표현과 의미(German Expressions and Meanings)

독일영화와 독일사회(German Film and Society)

독일통일과 유럽(Reunification of Germany and Europe)

독일소설(German Novel)

독일어 논술 연습(German Essay Practice)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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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341031

5341032

5341033

5341034

독일어와 한국어 비교(Comparative Syntax of German and Korean)

독일지역학 세미나(Seminar in German Area Studies)

독일어 교육론(German Subject Teaching)

독일 철학과 현대유럽(German Philosophy and Modern Europe)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1035

5341036

5341037

5341038

독일의 지성사(Intellectuals in German History)

독일의 기업과 경제(German Business and Economy)
독일작가연구(Studies in German Writers)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German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3-3-0

3-3-0

3-3-0

3-3-0

필수 4 과목 12 학점

전공 선택 34 과목 102 학점

계 38 과목 114 학점



● 교과목개요

독일어회화Ⅰ(German ConversationⅠ)

한국인 교수의 독일어연습 I과 연계하여 원어민 교수가 강의하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독일어들을 반복․학습함으로써, 기본적인 회화․작문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

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1단계이다.

독일어연습Ⅰ(German PracticeⅠ)

원어민이 강의하는 독일어회화 I과 연계하여 한국인 교수가 독일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

적인 사항들을 완벽히 습득하도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1단계이다.

독일문학 산책(Introduction to German Literature)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독문학의 특성과 문학사조 및 주요 작가의 작품에 관

한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전공공부에 토대가 되는 기초적 지식을 학습한다.

독일어회화Ⅱ(German ConversationⅡ)

한국인 교수의 독일어연습 II와 연계하여 원어민 교수가 강의하며 기본적인 일상회화들을 

습득한 후 다양한 상황들에 적용해 봄으로써, 독일어에 대한 실제적인 회화능력을 배양토

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2단계이다.

기초독문법(Basic German Grammar)

독일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문법을 습득한다.

독일어연습Ⅱ(German PracticeⅡ)

원어민이 강의하는 독일어회화 II와 연계하여 한국인 교수가 기초사항들을 토대로 기초적

인 문법들을 습득하도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2단계이다.

독일어회화Ⅲ(German ConversationⅢ)

한국인 교수의 독일어연습 III과 연계하여 원어민 교수가 강의하며 기초과정에서 습득한 

기초적인 일상회화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단계 독일어 실

력 심화과정 중 제 3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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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연습Ⅲ(German PracticeⅢ)

원어민이 강의하는 독일어회화 III과 연계하여 한국인 교수가 기초적인 문법들을 토대로 

심화된 문법 및 일반적인 텍스트들을 능숙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3단계이다.

중급독문법(Intermediate German Grammar)

중급수준의 독일어문법을 여러 문장과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전공에 필요한 독

일어 지식을 갖추게 한다.

독일어 문장 구조(Structure of German Sentences)

독일어의 문장구조를 통사론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독어학의 기초를 다진다

독일문화 탐방(German Culture Trip)

  독일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일반적 상황들을 학습함으로써 독일 문화에 대한 실제적 이

해를 돕고 독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도모한다.

독일의 정치와 사회(German Politics and Society)

  독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과 현상들을 학습함으로써 오늘날의 독일의 

역할과 위상을 연구한다.

독일 아동청소년 교육과 문학(Children's and Adolescent Literature of Germany)

  독일의 아동청소년 교육에 활용되는 동화, 전설 등을 원서로 읽으며 독일의 민속 문화를 

배운다.

독일어회화Ⅳ(German ConversationⅣ)

한국인 교수의 독일어연습 IV와 연계하여 원어민 교수가 강의하며 중급이상의 회화를 습

득하도록 하여 독일어 어학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4단계이다.

독일어연습Ⅳ(German PracticeⅣ)

독일어회화 강의하는 IV와 연계하여 한국인 교수가 중급이상의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실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4단계 독일어 

실력 심화과정 중 제 4단계이다.

독일문학사(History of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 전반에 대한 시대사조별ㆍ작가별ㆍ작품별 발전과정을 개관함으로써 독일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독일시와 노래(German Poetry and Song)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가사로 사용된 독일시의 다양한 문학적ㆍ문화사적 

가치를 학습한다.

독일단편 강독(Readings in German Short Story)

독일의 주옥같은 단편을 읽음으로써 독일문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문학적 감상능력을 배

양한다.

B1 텍스트 읽기(B1 Text Reading) 

  이 수업에서는 독일어 자격증 중 중급단계인 B1수준의 텍스트를 배워 어학능력을 높이고

자 한다.

독일의 지리와 역사(German Geography and History)

  독일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독일을 형성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통해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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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텍스트 읽기(B2 Text Reading)

  B2 독일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준의 원서 텍스트 이해력을 강화시킨다.

독일 드라마와 공연예술(German Drama and Performing Arts)

  독일의 드라마 작품들과 공연예술을 봄으로써 이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독일의 드라마와 

공연예술의 문학적 가치를 연구한다.

독일문학과 사회 비평(German Literature and Social Criticism)

  독일문학의 주요 작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독일사회나 유럽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관점을 배운다.

독일의 언어정책과 통상전략(Linguistic Policy and Trade Strategy of Germany)

  본 강의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된 독일어 언어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통상과 관련

된 대화, 편지 및 공문서를 통해 전략을 습득한다.

고급 독일어 회화 및 작문(Advanced German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B1 이상을 취득했거나 독일에 다녀온 학생들의 회화 및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

어민 교수가 강의하는 강좌임.

독일어의 표현과 의미(German Expressions and Meanings)

의미론의 역사 및 연구방법 등을 익히고 외국어로써의 독일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독일영화와 독일사회(German Film and Society)

  영화 텍스트의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담

고 있는 영화작품을 선별하여 미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독일통일과 유럽(Reunification of Germany and Europe)

  독일의 통일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통합 노력을 연구하고 유럽연합 내에서의 통일독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다.

독일소설(German Novel)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독일소설에 대한 이해를 강

화한다.

독일어 논술연습(German Essay Practice)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독일어로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독일어와 한국어 비교(Comparative Syntax of German and Korean)

독일어와 한국어의 제반 언어현상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두 언어가 갖는 공통점과 차

이점을 살펴본다.

독일지역학 세미나(Seminar in German Area Studies)

지역연구의 발생 배경과 지역연구 방법론을 학습한 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독일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독일어 교육론(German Subject Teaching)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독일어교사의 교수내용인 말하기, 듣기, 쓰기, 언어, 문학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함께 연구,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독일 철학과 현대유럽(German Philosophy and Modern Europe)

  독일철학의 몇몇 저작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현대 유럽사회의 성격과 그 방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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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성사(Intellectuals in German History)

  독일의 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지성인들을 탐구함으

로써 세계사에 끼친 독일의 영향을 살펴본다.

독일의 기업과 경제(German Business and Economy)

독일의 경제체제와 발전과정을 학습하고, 독일의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독일 작가 연구(Studies in German Writers)

독일의 작가들 중 문학적으로 비중 있는 작가들을 선별하여 작가들의 문학적 경향을 연

구하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ㆍ연구한다.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German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독일어교사의 교수내용 중 사용되는 교재의 연구와 그 내용을 

전달하는 지도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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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언어문화학과 Dept. of French Language and Culture

프랑스언어문화학과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익히고, 프랑스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며, 프랑스 언어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문학과 언어, 인

간과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넓고 깊은 안목을 가진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언론방송기관

의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항공사 스튜어디어스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

도 해외특파원, 외교관, 번역가, 통역사, 출판사, 광고회사, 국내주재 프랑스기업 등 

전문직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며, 개인의 능력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

다.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프랑스어Ⅰ”을 포함하여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 6개 분야 중 제 4분야(자연과 생명),

제 5분야(기술과 문명)를 포함한 4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 “프랑스문화와 예술기행”, “인간과 기계문명”

이수권장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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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언어문화학과(Dep. of French Language and Cul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5342001

5342002

5342003

프랑스어 발음연습(Phonetic practice of french)

프랑스어 입문Ⅰ(Introduction to FrenchⅠ)

기초프랑스어 연습Ⅰ(ExercisesⅠ of French)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2004

5342005

5342006

기초프랑스어 문법(Basic French Grammar)

프랑스어 입문Ⅱ(Introduction to FrenchⅡ)

기초프랑스어 연습Ⅱ(ExercisesⅡ of french)

3-3-0

3-3-0

3-3-0

2

1

전필

전선

5342007

5342008

5342009

5342010

5342011

5342012

프랑스어 말하기Ⅰ(French ConversationⅠ)

중급프랑스어 문법(Intermediate French Grammar)

프랑스어 쓰기(French Composition)

프랑스 역사(French History)

프랑스 사회와 대중문화(French society and its Mass Culture)

중급프랑스어(French for Intermediates)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2013

5342014

5342015

5342016

5342017

5342018

프랑스어 말하기Ⅱ(French ConversationⅡ)

프랑스어권 캐나다 지역연구(Studies of the Francophonic Canada)

한불번역과 출판(Translation of French-Korean and Publication)

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Introduction to French to Korean translation)

프랑스 지역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regional cultures of France)

프랑스 사회와 여성(French society and women)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342019

5342020

5342021

5342022

5342023

프랑스 문학사Ⅰ(History of the French LiteratureⅠ)

프랑스 어학Ⅰ(French LinguisticsⅠ)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Introduction of Translating Audiovisual works)

프랑스미술과건축의사회사 (SociologicalHistory of Beauxarts and French architecture)

프랑스어 쓰기 실습(Practice for French Compositio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2024

5342025

5342026

5342027

5342028

5342029

프랑스 어학Ⅱ(French LinguisticsⅡ)

프랑스 문학사Ⅱ(History of the French LiteratureⅡ)

불어 논술 연습(French Essay Practice)

시사 프랑스어(Current French)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French cinema and contemporary society)

프랑스 문화정책과 공연예술(Cultural politics and Art

performance in France)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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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342030

5342031

5342032

5342033

5342037

프랑스 명시 감상(Appreciation of the Famous French Poetry)

불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French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Politics and society in France)

프랑스와 유럽공동체(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연구(Studies of the Francophonic African Countrie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2035

5342036

5342034

5342038

불어과교육론(French Subject Teaching)

프랑스 문학 특강(Topics in French Literature)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화(Languages and Cultures of Francophonic)

프랑스근현대지성사(History ofModern and contemporary philosophy of France)

3-3-0

3-3-0

3-3-0

3-3-0

필수 과목 학점

전공 선택 38 과목 114 학점

계 38 과목 11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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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프랑스어 발음 연습(Phonetic practice of french)

프랑스어 발음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 프랑스 작품을 읽는 능력을 길러준다.

프랑스어 입문Ⅰ(Introduction to FrenchⅠ)

프랑스어의 ABC부터 발음, 회화, 독해까지의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

기초프랑스어 연습Ⅰ(Exercises Ⅰ of french)

  가장 기초적인 프랑스어 강의로 프랑스어 발음부터 문법을 아우르는 강의이다.

기초프랑스어 문법(Basic French Grammar)

전공 필수 과목으로 불문법 전반에 걸친 기본을 다루되, 음표 문자로부터 비인칭 용법까

지 철저하게 다진다.

프랑스어 입문Ⅱ(Introduction to FrenchⅡ)

프랑스어 입문Ⅰ의 계속강의로 기초 프랑스어의 전 과정을 학습한다.

기초프랑스어 연습Ⅱ(ExercisesⅡ of french)

  기초프랑스어 연습 Ⅰ 의 계속된 강의로 철저하게 프랑스어 기본 규칙을 따르는 강의이다.

프랑스어 말하기Ⅰ(French ConversationⅠ)

프랑스어의 기초 회화로서 일상적인 표현을 원어민 교수를 통해 학습한다.

중급프랑스어 문법(Intermediate French Grammar)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이수할 과정이며, 형용사에서 직․간접 화법까지의 문법의 기초적

인 지식을 철저하게 습득시켜 전공활용의 능력을 기른다.

프랑스어 쓰기(French Composition)

  기본적인 프랑스어 문장의 구성법을 연구 지도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간단한 불어 작문의 

능력을 길러준다.

프랑스 역사(French History)

  중세부터 현대까지 프랑스인들이 겪어온 역사적 사건과 현상 가운데 그림으로 그려진 사

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프랑스 사회와 경제, 정치, 종교, 사상과 문화 

등을 다각도로 조망해본다. 

프랑스 사회와 대중문화(French society and its Mass Culture)

  프랑스의 사회적 특성을 대중문화를 통해 고찰한다. 이 때 대중문화는 샹송, TV방송물, 

스탠딩 코미디, 대중 공연물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중급프랑스어(French for Intermediates)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델프 B1단계로 기르기 위해 프랑스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고 이

해하기 등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프랑스어 말하기Ⅱ(French ConversationⅡ)

프랑스어의 회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심화한다.

프랑스어권 캐나다 지역연구 (Studies of the Francophonic Canada)

  퀘벡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어권 캐나다의 언어, 문화, 정치, 역사, 경제, 사회적 특성을 고

찰한다. 

한불번역과 출판(Translation of French-Korean and Publication)

  각종 우화, 전래 동화, 창작 동화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어 번역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들

을 학습하고, 아울러 기존 번역 출판물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프랑스어 번역ㆍ편집ㆍ

출판의 실무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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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Introduction to French to Korean translation) 

  프랑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특징을 번역을 통해 살펴본다. 프랑

스어 텍스트의 우리말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어휘와 구문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번역과 관련된 제반 지식을 익힌다.

프랑스 지역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regional cultures of France)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지역학적으로 접근한다.

프랑스 사회와 여성(French society and women)

  6·8운동이후 프랑스 사회에서 향상된 여성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다방면에서 프랑스

를 빛낸 여성들의 업적을 살펴본다.  

프랑스 문학사Ⅰ(History of the French LiteratureⅠ)

중세로부터 17세기의 고전주의까지의 프랑스 문학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프랑스 어학Ⅰ(French LinguisticsⅠ)

프랑스어의 음성학, 음운론, 통사론 등 언어학에 관계된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Introduction of Translating Audiovisual works)

  본 강의의 목표는 프랑스어 중급단계를 배우며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프랑스 영상물을 번

역하는 작업에 기초를 둔다. 

프랑스 미술과 건축의 사회사(Sociological History of Beauxarts and French architecture)

  16세기 르네상스시대부터 20세기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미술사를 개괄하며, 이를 통해 프

랑스의 사회사적 변화를 고찰해본다. 또한 건축과 파리 도시 조형의 특성을 살펴본다.  

프랑스어 쓰기 실습 (Practice for French Composition)

  중급프랑스어 회화 및 쓰기를 구사하게 한다.

프랑스 어학Ⅱ(French LinguisticsⅡ)

프랑스 어학 Ⅰ의 연속 강의로 의미론, 어휘론, 화용론의 구조주의 불어학 이론을 학습한다.

프랑스 문학사Ⅱ(History of the French LiteratureⅡ)

1학기에 이은 연속 강의로 18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불문학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불어 논술 연습(French essay)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논리적 사고를 통한 글쓰기 방법을 학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프랑스어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시사 프랑스어(Current French)

프랑스의 시사 및 현실을 다양한 학습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French cinema and contemporary society)

  프랑스 영화와 현대 사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현대 프랑스 영화 가운데 선별한 작품의 주요 장면과 대화 분석을 통해 프랑스 정치, 역

사, 종교, 여성, 가족, 이민, 프랑스적 가치 등을 재조명한다. 

프랑스 문화정책과 공연예술(Cultural politics and Art performance in France)

  무용, 연극, 뮤지컬, 서커스 등 프랑스 공연분야를 개괄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공

연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성을 살펴본다.

프랑스 명시 감상(Appreciation of the Famous French Poetry)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불란서 낭만주의, 상징주의, 초현실주의 시인들의 대표작품들

을 개관하고 그들 시인들의 시적 형식 및 내용 그리고 그들의 시가 속한 사조의 배경과 

특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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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French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불어과 교재를 연구하고 교육현장에서 그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연구한다.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Politics and society in France)

  프랑스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 프랑스어 능력을 

더욱 배양하고 나아가 프랑스 정치와 프랑스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프랑스와 유럽공동체(France and the European Union)

  유럽의 역사를 통해 프랑스 및 프랑스를 둘러싼 여러 유럽 국가들의 형성을 파악한 후, 

프랑스가 유럽연합(union european)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21세기의 유럽정책을 살핀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연구(Studies of the Francophonic African countries)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리, 사회, 교육, 문화 등 전반에 대해 학습

하여 프랑스와 아프리카 국가간의 협력 관계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불어과 교육론(French Subject Teaching)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불어과 교육 과정 및 교수, 학습 이론의 다양한 실상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불어과 교육학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프랑스 문학 특강(Topics in French Literature)

프랑스 문학에 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다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화(Languages and Cultures of Francophonic)

  프랑스어권 국가들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프랑스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지역별 문화

를 비교한다.

프랑스 근현대 지성사(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hilosophy of France)

  16세기 인문주의로부터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사상과 철학

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프랑스문화의 정신적 특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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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언어문화학과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본 학과는 현대 러시아어의 습득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있는 러시아어학과 

문화 전반의 지식을 확장하는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현대 러시아어의 습득 및 이

해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본 학과에서는 여러 다양한 어학 관련 과목을 제

공하며, 러시아인 교수를 두어 학생들의 청취 및 회화 능력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관련 과목의 강의를 통하여 러시아 문화 전반의 지식

을 습득케 한다. 이러한 언어 및 문화 전문지식과 전인적 교양을 바탕으로 졸업 후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러시아어I 이수

국어와 작문 이수

러시아어II 이수
9

*심화교양

문학과 문화 분야 중 2과목 이상 이수 

철학과 역사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인간과 사회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제4, 5분야에서 각각 1 과목 이수

18

특성교양 최소 1과목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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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Cul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5343001 초급 러시아어Ⅰ(Elementary RussianⅠ) 3-3-0

2

전필

전선
5343002

5343003

초급 러시아어Ⅱ(Elementary RussianⅡ)

초급 러시아어연습(Practice in Elementary Russian)

3-3-0

3-3-0

2

1

전필

전선

5343004

5343005

5343006

5343007

5343008

5343009

중급러시아어Ⅰ(Intermediate RussianⅠ)

중급러시아어연습Ⅰ(Practice in Intermediate RussianⅠ)

러시아어회화Ⅰ(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Ⅰ)

러시아사회와문화(Russian Society and Culture)

러시아문학강독Ⅰ(Readings in Russian LiteratureⅠ)

러시아문학사(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3010

5343011

5343012

5343013

5343014

5343015

중급러시아어Ⅱ(Intermediate RussianⅡ)

중급러시아어연습Ⅱ(Practice in Intermediate RussianⅡ)

러시아어회화Ⅱ(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 Ⅱ)

러시아인문지리(Russian Human Geography)

러시아문학강독Ⅱ(Readings in Russian LiteratureⅡ)

러시아건축과미술(Russian Architecture & Art)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343016

5343017

5343018

5343019

5343020

고급러시아어Ⅰ(Advanced RussianⅠ)

고급러시아어회화Ⅰ(Advanced Russian ConversationⅠ)

러시아어학의이해(Understandings Russian Linguistics)

러시아음악과문화산책(Russian Music and Cultural Comprehension)

러시아민속과종교(Russian Folklore and Religio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3021

5343022

5343023

5343024

5343025

5343026

고급러시아어Ⅱ(Advanced RussianⅡ)

고급러시아어회화Ⅱ(Advanced Russian ConversationⅡ)

러시아어의 과거와 현재(Russian: Its Synchrony and Diachrony)

러시아어논술교육론(Education of essay-writing in Russian)

러시아소설(Russian Novel)

러시아역사(History of Russia)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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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5343627

5343028

5343029

5343030

5343031

TORFLⅠ

러시아어교육론(Russian Subject Teaching)

한러비교언어문화(Comparative linguistic culturology of Korean and Russian)

러시아 영화와 영화산업(Russian film and film industry)

러시아시베리아·극동지역연구(Siberian and Far Eastern Area Studie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3032

5343033

5343034

5343035

5343036

TORFLⅡ

러시아통상실무(Practice in Russian Trade)

러시아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Russian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CIS연구세미나(Seminar on Studies of CIS)

러시아 정치와 경제 세미나(Seminar on Politics and Economy of Russia)

3-3-0

3-3-0

3-3-0

3-3-0

3-3-0

필수 0 과목 0 학점

전공 선택 36 과목 108 학점

계 36 과목 108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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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초급 러시아어Ⅰ(Elementary RussianⅠ)

러시아어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전공교과목으로, 초급 수준의 러시아어 어휘와 문

법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러시아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함을 목표로 한다.

초급 러시아어Ⅱ(Elementary RussianⅡ)

초급러시아어 I의 계속과목.

초급 러시아어연습(Practice in Elementary Russian)

초급러시아어 Ⅱ의 자매 과목. 초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연습하고, 아울러 러시아어 발

음, 청취, 읽기, 쓰기 연습을 병행한다.

중급 러시아어Ⅰ(Intermediate RussianⅠ)

기초문법을 바탕으로 보다 난이도 있는 러시아어 문법을 익힌다.

중급 러시아어 연습Ⅰ(Practice in Intermediate RussianⅠ)

중급러시아어Ⅰ에서 배운 문법지식을 다양한 연습을 통해 숙달한다.

러시아어 회화Ⅰ(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Ⅰ)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용 러시아어 회화를 익힌다.

러시아 사회와 문화(Russian Society and Culture)

  본 강좌는 러시아의 언어, 문학, 예술, 역사와 사상, 정치와 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

며 러시아 사회와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러시아문학 강독Ⅰ(Readings in Russian LiteratureⅠ)

19세기 이후의 러시아 문학 작품을 강독함으로써 러시아어에 익숙케 하고 나아가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러시아 문학사(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러시아문학의 초기 연대기문학에서부터 20세기 러시아 문학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각 시

대별로 주요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러시아 문학을 다루게 된다.

중급 러시아어Ⅱ(Intermediate RussianⅡ)

러시아어의 기초문법을 배우고 익힌다.

중급 러시아어 연습Ⅱ(Practice in Intermediate RussianⅡ)

러시아어 중급자에 알맞은 심도 있는 문법지식을 연습을 통해 숙달한다.

러시아어 회화Ⅱ(Elementary Russian ConversationⅡ)

러시아어 회화Ⅰ의 연속과목

러시아 인문지리(Russian Human Geography)

  러시아인과 그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문화를 자연환경 및 지리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나

아가 그것의 지역적 특성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러시아문학 강독Ⅱ(Readings in Russian LiteratureⅡ)

러시아문학 강독Ⅰ의 연속과목

러시아 건축과 미술(Russian Architecture and Art)

  러시아 건축과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와 영상 자료를 학습하고 전반적인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고급러시아어Ⅰ(Advance RussianⅠ)

다양한 장르에서 추출된 고급 수준의 산문 및 텍스트의 독해 및 분석을 통해서, 현대 러

시아어의 고급문법과 문체를 이해․음미한다.

고급 러시아어 회화Ⅰ(Advanced Russian ConversationⅠ)

고급 수준의 실용 러시아어 및 학술 러시아어의 회화력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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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어학의 이해(Understandings Russian Linguistics)

  언어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언어학의 여러 하부분야들을 개괄적으로 고

찰하고, 이를 러시아어에 적용시키며 러시아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러시아 음악과 문화 산책(Russian Music and Cultural Comprehension)

  러시아 민속음악, 19세기 고전음악, 그리고 20세기 근대음악을 다룬다. 그리고 러시아 음

악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음악과 연관된 문화콘텐츠도 함께 학습한다.

러시아 민속과 종교(Russian Folklore and Religion)

  러시아 민속과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와 영상 자료를 학습하여 전반적인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고급 러시아어Ⅱ(Advance RussianⅡ)

고급 러시아어Ⅰ의 연속과목이다.

고급 러시아어회화Ⅱ(Advanced Russian ConversationⅡ)

고급 러시아어 회화Ⅰ의 연속과목

러시아어 논술 교육론(Education of essay-writing in Russian)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러시아어로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능

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러시아 소설(Russian Novel)

  러시아는 사회적 관심의 끊임없는 반영으로서 소설장르의 발전을 보이는 데, 이러한 러시

아 소설에서 각각의 작품의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소설의 제문제를 고찰해 본다.

러시아 역사(Russian History)

  <러시아 역사>에서는 키예프 루시의 기원, 모스크바 공국의 건설, 영토의 확장과 왕권의 

강화, 러시아의 개혁과 근대화,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건설 그리고 개혁을 학습한다.  

TORFLⅠ(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Ⅰ)

러시아어 능력 인증 시험인 토르플의 Ⅰ단계 시험을 대비하여 어휘·문법, 읽기, 듣기, 쓰

기, 말하기 영역을 학습한다.

러시아어 교육론(Russian Subject Teaching)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러시아어 교사의 교수 내용인 말하기, 듣기, 쓰기, 언어, 문학 등

의 이론과 실제를 함께 연구, 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한러 비교 언어문화(Comparative linguistic culturology of Korean and Russian)

  본 강좌는 러시아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현상을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언어는 인문적 현상의 하나이고, 문화적 전승체라는 인식하에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보이

는 음운적, 형태적, 통사적, 담화-문체적 층위에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연구하여, 학생들

에게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노한 번역이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러시아 영화와 영화산업(Russian film and film industry)

  <러시아 영화와 영화산업>에서는 러시아 영화의 역사, 영화이론과 미학, 영화 분석과 비

평 그리고 러시아의 영화산업을 학습한다.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 연구(Siberian and Far Eastern Area Studies)

  러시아 시베리아·극동지역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러시아 중앙과의 공통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TORFLⅡ(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Ⅱ)

러시아어 능력 인증 시험인 토르플의 Ⅱ단계 시험을 대비하여 어휘·문법, 읽기, 듣기, 쓰

기, 말하기 영역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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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상 실무(Practice in Russian Trade)

  국제통상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러시아와의 교역과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러시아

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러시아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Russian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러시아어 교사의 교수 내용 중 사용되는 교재의 연구와 그 내용

을 전달하는 지도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CIS 연구 세미나 (Seminar on Studies of CIS)

  러시아연방을 제외한 소련의 14 공화국 —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중앙아시아5국(우즈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발트3국(리투아니아, 에스

토니아, 라트비아), 카프카스3국(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몰다비아를 

지역학 관점에서 탐구하는 세미나 과목이다.

러시아 정치와 경제 세미나(Seminar on Politics and Economy of Russia)

  러시아 국내 정치와 경제, 국제사회와 세계경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와 

위상을 이해하고,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한-러 관계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 본 강

좌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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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 Philosophy

철학과는 동양과 서양, 그리고 한국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철학의 제 조류를 

연구․교육한다. 철학과는 철학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자

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

고, 폭넓은 독서와 끊임없는 사색을 통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각자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갈 올바르고 바람직한 철학적·사

상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차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문화적 

진보·발전에 기여할 비판적 지성, 자유로운 인문적 상상력, 평화 지향의 도덕적 감

수성, 실천적 의지·역량을 두루 함양하는 것이 철학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 철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논리와비판적사고” 이수 

4·5분야(자연과 생명, 기술과 문명) 각각 1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이상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 특성교양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 기준학점으로 인정한다.

(같은 분야에서 2학점인 2과목을 수강하였을 경우 2학점만 인정되어 2학점 과목 수강 

시 다른 분야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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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Department of Philosoph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338057 *서양철학의 이해(Introduction to Western Philosophy) 3-3-0

전선

2 전필 5338058 *동양철학의 이해(Introduction to Eastern Philosophy) 3-3-0

전선

2

1

전필

전선

5338009

5338032

5338015

5338021

5338034

5338059

서양고대철학사(History of Ancient Greek Philosophy)

형이상학(Metaphysics)

윤리학(Ethics)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

현대논리학(Contemporary Logic)

제자백가의철학(Primitive Thoughts in China)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38016

5338060

5338007

5338047

5338035

5338020

서양중세철학사(History of Western Medieval Philosophy)

서양근대철학사(History of Western Modern Philosophy)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유가철학(Philosophy of Confucianism)

도가철학(Taoist Philosophy)

인도철학사(History of Indian Philosophy)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338064

5338019

5338043

5338042

5338029

5338069

서양중세철학세미나(Seminar in Medieval Philosophy)

인식론(Epistemology)

현대유럽철학(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현대영미철학(Contemporary British-American Philosophy)

*한국철학사(History of Korean Philosophy)

불교철학 세미나 (Seminar in Buddhist Philosophy)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38075

5338067

5338076

5338065

5338041

5338071

철학적 인간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역사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History)

생철학과 실존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Life and

Existential Philosophy)

과학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Science)

한국철학연습(Seminar in Korean Philosophy)

중국철학 세미나(Seminar in Chinese Philosophy)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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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338074

5338068

5338072

5338012

5338052

5338053

서양근대철학 세미나(Seminar in Western Modern Philosophy)

가치론 세미나(Seminar in Theory of Value)

예술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Art)

동양철학연습(Seminar in Eastern Philosophy)

철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Instructional Resources andMethods in Philosophy)

철학 논술 교육론(Teaching Course of Philosophical Essay Writing)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38073

5338066

5338077

5338070

5338054

서양고대철학 세미나(Seminar in Ancient Greek Philosophy)

신비주의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Mysticism)

현상학과 해석학 세미나(Seminar in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동아시아불교철학세미나(Seminar in East-Asian Buddhist Philosophy)

철학과 교육론(Teaching of Philosophy in Middle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35 과목 105 학점

계 37 과목 111 학점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논리와비판적사고 : 3-3-0
특성교양 : 3-3-0
서양철학의이해 : 3-3-0

외국어Ⅱ : 3-3-0
철학고전읽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동양철학의이해 : 3-3-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8
특성교양 3
전공필수 6
-------------
합계 36학점

2

서양고대철학사 : 3-3-0
형이상학 : 3-3-0
윤리학 : 3-3-0
종교철학 : 3-3-0
현대논리학 : 3-3-0
제자백가의철학 : 3-3-0

서양중세철학사 : 3-3-0
서양근대철학사 : 3-3-0
사회철학 : 3-3-0
유가철학 : 3-3-0
도가철학 : 3-3-0
인도철학사 : 3-3-0

전공선택 36

-------------
합계 36학점

3

서양중세철학 세미나 : 3-3-0
인식론 : 3-3-0
현대유럽철학 : 3-3-0
현대영미철학 : 3-3-0
한국철학사 : 3-3-0
불교철학 세미나 : 3-3-0

철학적인간학 세미나 : 3-3-0
역사철학 세미나: 3-3-0
생철학과실존철학세미나 : 3-3-0
과학철학 세미나: 3-3-0
한국철학연습 : 3-3-0
중국철학 세미나 : 3-3-0

전공선택 36

-------------
합계 36학점

4

서양근대철학 세미나 : 3-3-0
가치론 세미나 : 3-3-0
예술철학 세미나 : 3-3-0
동양철학연습 : 3-3-0
철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철학 논술 교육론 : 3-3-0

서양고대철학 세미나 : 3-3-0
신비주의철학 세미나: 3-3-0
현상학과해석학세미나 : 3-3-0
불교철학연습 세미나: 3-3-0
철학과교육론 : 3-3-0

전공선택 33

-------------
합계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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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서양철학의 이해(Introduction to Western Philosophy)

철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서양의 철학적 전통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

모함으로써 전공과정에서 다룰 서양 철학의 다양한 세부 전공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한다.

동양철학의 이해(Introduction to Eastern Philosophy)

동양철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철학사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장차 배울 철학의 주제

와 문제의 기초를 닦는다.

서양고대철학사(History of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오늘의 서구문화 및 문명형성의 기초를 파악한다.

형이상학(Metaphysics)

형이상학적 단서의 전말을 역사적으로 조망하되, 그때그때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형이

상학에 대한 이해를 꾀하며,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시도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하며, 오늘의 관점에서 소급하여 다루는데 그 의의를 둔다.

윤리학(Ethics)

전통윤리의 기본 틀을 이해하고 역사발전과 윤리학의 변천과정을 살피며 현대 윤리학의 

유형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

하나의 종교전통에 몰입함으로써 야기되는 신앙의 문제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이성

적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한다. 그리하여 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현대논리학(Contemporary Logic)

서양 연역 및 귀납논리의 전통적인 개념들과 기법을 소개하며, 현대 기호논리학의 표준적 

세 분야인 명제 논리, 단항한량논리 및 다항한량논리의 제규칙 및 이론을 습득함과 동시

에 그것을 실제 논증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철학적 논의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

력을 배양한다.

제자백가의 철학(Primitive Thoughts in China)

진시황의 중국 통일 이전의 사상적 흐름을 유가․도가․묵가 등 제자의 학설을 중심으로 탐구한다.

서양중세철학사(History of Western Medieval Philosophy)

서양중세철학의 역사적 전개를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서양철학의 역사적 전통과 배경을 

파악한다.

서양근대철학사(History of Western Modern Philosophy)

중세철학의 몰락 이후 서양 근세철학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와 

맥락을 잇고 있는 현대 서양 철학사상의 이해에 그 토대를 제공한다.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본 강의는 광의의 사회철학으로 협의의 사회철학, 법철학, 정치철학, 사회윤리를 포괄한

다. 사회와 국가의 기원, 개인과 사회의 존재론적 성격, 자유와 법과 도덕의 관계 등을 다

룬다.

유가철학(Philosophy of Confucianism)

공자-맹자-순자의 초기 유가사상을 도가/법가/묵가 등 다른 유파와의 관계 및 차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기원전 3세기 漢에서 17세기 淸初에 이르기까지의 17세기까지의 유가사

상을 형이상학과 사회정치적 실천사상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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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철학(Taoist Philosophy)

자연과 인간 본성의 위대함을 강조한 도가의 철학을 노자와 장자를 위주로 연구한다.

인도철학사(History of Indian Philosophy)

자기구제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와 그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인도 전통철학의 시원과 그 

역사적 발전을 추적한다.

서양중세철학세미나(Seminar in Medieval Philosophy)

교부철학과 스콜라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철학과 종교, 이성과 계시의 문제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서양 문명의 양대 축을 이루는 헬레니즘과 헤브라

이즘의 사상적 차이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인식론(Epistemology)

참다운 인식이 성립하는 제 요건이 무엇이며, 인간의 그러한 인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를 비판적,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현대유럽철학(Contemporary European Philosophy)

생철학, 실존철학, 현상학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의 단서와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현대영미철학(Contemporary British-American Philosophy)

현대 영국과 미국의 철학을 실용주의와 언어분석철학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실용주의 철

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나타난 실용주의 정신을 검토하고, 분석철학의 대표적 인물들을 

살핌으로써 현대철학의 언어에 대한 관심,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언어분석적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철학사(History of Korean Philosophy)

고려말 성리학이 대두하기 이전 13세기까지의 한국사상을 일반사와의 관련 속에서 살핀

다. 특히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관계 및 지배세력과 사상유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통

사상들이 수행한 역사적 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한다. 그에 따라 오늘에 있어 옛 사상들이 

지니는 의의를 엿볼 수 있도록 한다.

불교철학세미나(Seminar in Buddhist philosophy)

불교의 사상을 그 원초적 형태인 인도철학의 맥락에서 다룬다. 따라서 불교흥기의 배경으

로서 고대인도의 철학적 풍토와 그 사적 전개로서의 초기불교, 아비달과 불교, 대승의 철

학을 다룬다.

철학적 인간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ical Anthropology)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철학자

들의 인간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인간 존재의 기초 차원인 언어, 사회성,

역사성, 신체성 등을 검토하여 인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구축토록 한다.

역사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History)

역사의 철학적 의미,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 역사적 사실과 그 법칙성, 역사적 

인식과 그 가치의 문제, 현대 역사철학의 과제와 동향 등을 다룬다.

생철학과 실존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Life and Existential Philosophy)

딜타이, 니체, 베르그송 등의 생철학과 하이데거, 야스퍼스, 마르셀, 샤르트르 등의 실존철

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꾀한다.

과학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Science)

현대문명의 공인된 지식 획득의 방법 및 체계로서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과학의 구획기준, 과학의 방법론, 과학적 설명의 논리, 과학적 법칙의 성격 및 정당화의 

문제 등에 대한 현대 과학 철학자들의 논의를 개관한다. 이를 통해 논리적, 인식론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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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적 문맥에서 과학적 활동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철학 연습(Seminar in Korean Philosophy)

삼국 이전 상고시대에서 19세기 조선말에 이르는 한국철학사의 내용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학기별로 예컨대 역사를 보는 관점, 원효의 생애와 사상,

조선시대 성리학, 조선시대 실학, 근대여명기 민족운동 등으로 주제를 한정하여 강독을 

포함한 강의로 진행하되, 때로 학생들의 분담발표를 병행한다.

중국철학 세미나(Seminar in Chinese Philosophy)

중국사상의 흐름 가운데 특정 시대나 유파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그 사상의 

철학이론과 실천지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서양근대철학 세미나(Seminar in Western Modern Philosophy)

고전적 경험론의 건설․수정․완성자인 로크, 버클리 및 흄에 관하여 심화된 이해를 도모한다.

가치론 세미나(Seminar in Theory of Value)

윤리학, 사회철학, 역사철학에서 이론적으로 다룬 주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관련지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공부

한다. 따라서 다루는 주제와 자료는 매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예술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Art)

철학의 한 분과인 미학이 단순한 미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의 감성학 임을 규명하며,

형이상학적인 미학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예술학을 포함시킨다.

동양철학 연습(Seminar in Eastern Philosophy)

전통시대 동양철학 가운데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학기별로 예컨대 

유가와 도가 사상의 차이와 역사적 상호관계, 전통시대 동북아와 유럽의 주류적 철학에서 

본 존재관의 차이, 절대자론, 동북아와 유럽의 역사에서 고대-중세-근대를 가르는 관념사

적 기준 등으로 주제를 한정하여 강독을 포함한 강의로 진행하되, 때로 학생들의 분담발

표를 병행한다.

서양고대철학 세미나(Seminar in Ancient Greek Philosophy)

서양고대철학사를 집대성하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원전 중심으로 연구

함으로써 서양 사상의 뿌리를 깊이 이해한다.

신비주의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Mysticism)

신비주의를 철학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신비주의

를 엄격히 정의하고, 신비주의와 주지주의, 신비주의와 종교, 신비주의와 철학 사이의 관

계, 그리고 신비주의의 방법과 신비주의가 지향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현상학과 해석학 세미나(Seminar in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현상학과 해석학에 대한 논구를 통해 오늘날 유력한 철학적 방법론의 핵심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동아시아 불교철학 세미나(Seminar in East-Asian Buddhist Philosophy)

인도, 티베트, 중국, 한국 등의 불교전통에서 핵심문제를 추출하고, 그 문제의 철학적 성

격, 실천의 의미 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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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과 History

과거를 통한 현재의 이해, 즉 과거의 역사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구 비판하여 현재

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목적이며, 사학과가 

추구하는 목적이다. 사학과 연구과정에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를 모두 갖추고 있으

며, 이들 각 분야에는 고대사·중세사·근대사·현대사 등의 시대별 강의가 있으며 역

사연구의 기본이 되는 역사자료의 분석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문 및 영어강독 그리

고 각 분야의 논쟁부분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 외에 매학기 고적답사를 

통해 현존 유물․유적에 대한 분석 및 역사의식을 키우고 있다.

◎ 사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9

*심화교양
역사와 철학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4․5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수
21

특성교양 2~3 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 6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어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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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339046

5339018

동양사강독(Readings in East Asian History)

서양사개설(Survey of European History)

3-3-0

3-3-0

전선 5339025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3-3-0

2

전필 5339066 사기열전(Series of Biographies in the Shiji) 3-3-0

전선
5339002

5339013

고려시대사(History of the Koryo-Dynasty)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Europe)

3-3-0

3-3-0

2

1

전필
5339032

5339038

한국사학사(Korean Historiography)

서양사강독(Readings in European History)

3-3-0

3-3-0

전선

5339042

5339067

5339062

5339063

5339022

조선전기사(History of Early Chosun-Dynasty)

사적해제(Bibliographical notes of a History)

중국사개설(Survey of Chinese History)

중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China)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Europe)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339041 한국사강독(Readings in Korean History) 3-3-0

전선

5339043

5339047

5339010

5339040

5339055

조선후기사(History of Late Chosun-Dynasty)

*동아시아의근대와제국주의

(Modern Ages of East Asia and Imperialism)

동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Oriental)

중세에서근대로의이행

(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Europe)

미국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339064 고적답사Ⅰ(Historic Remains ExplorationⅠ) 2-0-4

전선

5339026

5339068

5339056

5339012

*한국근대사(Modern History of Korea)

명청시대사(History of Ming-Qing Period)

중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사학개론(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Studies)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39044

5339034

5339058

5339052

5339060

5339037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한국제도사(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일본사(History of Japan)

중국풍속사(History of Custom in China)

이슬람사(History of Islamic World)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Europe)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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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339065 고적답사Ⅱ(Historic Remains ExplorationⅡ) 1-0-2

전선

5339061

5339008

5339021

지방사연습(Seminar on Local History)

동양사특강(Topics on East Asian History)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39045

5339059

5339020

한국사특강(Topics on Korean History)

박물관학과역사(Museology and History)

서양사특강(Topics on European History)

3-3-0

3-3-0

3-3-0

필수 8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7 학점

계 37 과목 108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340001

5663010

5666079

5666029

5667021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사회사상사(History of Social Thought)

세계외교사(World Diplomatic History)

한국정치사상사(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일반경제사(General Economic History)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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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1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동양사강독 : 3-3-0

서양사개설 : 3-3-0

한국고대사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1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사기열전 : 3-3-0

고려시대사 : 3-3-0

서양고대사 : 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3

전공필수 9

전공선택 9

-------------

합계 42학점

2

심화교양 : 3-3-0

한국사학사 : 3-3-0

서양사강독 : 3-3-0

조선전기사 : 3-3-0

사적해제 : 3-3-0

중국사개설 : 3-3-0

서양중세사 : 3-3-0

심화교양 : 3-3-0

한국사강독 : 3-3-0

조선후기사 : 3-3-0

동아시아의근대와제국주의 : 3-3-0

동양중세사 : 3-3-0

중세에서근대로의이행: 3-3-0

미국사 : 3-3-0

심화교양 6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7

-------------

합계 42학점

3

심화교양 : 3-3-0

고적답사Ⅰ: 2-0-4

한국근대사 : 3-3-0

명청시대사 : 3-3-0

중국현대사 : 3-3-0

사학개론 : 3-3-0

특성교양 : 3-3-0

한국현대사 : 3-3-0

한국제도사 : 3-3-0

일본사 : 3-3-0

중국풍속사 : 3-3-0

이슬람사 : 3-3-0

서양근대사 : 3-3-0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전공필수 2

전공선택 30

-------------

합계 38학점

4

고적답사 Ⅱ : 1-0-2

지방사연습 : 3-3-0

동양사특강 : 3-3-0

서양현대사 : 3-3-0

한국제도사 : 3-3-0

박물관학과역사 : 3-3-0

서양사특강 : 3-3-0

전공필수  1

전공선택 18

-------------

합계 25학점

● 교과목 개요

동양사강독(Readings in East Asian History)

중국의 사서 및 동양사에 관련된 사료를 강독함으로써 동양사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

서양사개설(Survey of European History)

서양사의 기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향후 서양사 학습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말에 이르는 한국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정을 이

해한다.

사기열전(Series of Biographies in the Shij i)

고대 중국의 다양한 인물들을 다룬 사기 열전을 강독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사회 전반을 

이해한다.

고려시대사(History of the Koryo-Dynasty)

고려에 있어서 역사적 발전과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변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Europe)

서양의 고대, 특히 그리이스 및 로마사를 개관하여 오리엔트문명의 이해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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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사(Korean Historiography)

한국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해 각 시기에 활동한 역사가들의 사관과 연구방법을 살펴보

고, 역사학 연구의 내용과 변화 과정을 검토함으로서 역사학 연구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서양사강독(Readings in European History)

서양사에 관한 기초자료의 논문, 저서를 원문으로 읽은 후 서양사 연구의 능력을 키운다.

조선전기사(History of Early Chosun-Dynasty)

조선왕조의 성립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조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달과정과 특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사적해제(Bibliographical notes of a History)

역사 공부에 필요한 원전을 강독함으로써 역사연구의 기초를 다지며, 사료의 성격과 가치

를 이해한다.

중국사 개설(Survey of Chinese History)

중국사의 기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서양사 학습의 토대를 마련한다.

중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China)

선사시대부터 중국고대의 역사 흐름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핵심주제를 집중 탐구하여 중

국고대사에 대해 이해한다.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Europe)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백년전쟁에 이르는 시기의 유럽을 중심으로 개관한다.

한국사강독(Readings in Korean History)

한국사에 관한 원전을 강독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며, 나아가 사료의 성격과 

가치를 이해한다.

조선후기사(History of Late Chosun-Dynasty)

임진왜란 이후에서 조선의 개항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

는 한편, 이시기가 한국사의 근대화 태동기임을 이해한다.

동아시아의 근대와 제국주의(Modern Ages of East Asia and Imperialism)

청의 아편전쟁 이후에서 5․4 운동 이전까지의 중국의 근대화 반식민지화라는 양 측면에

서 중국 근대사를 이해하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살핀다.

동양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Oriental)

당나라와 송나라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세계사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형성하였던, 동양 

중세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Transition from Medieval to Modern Europe)

14세기 이후 르네상스, 유럽세계의 확대, 종교개혁과 16세기 이후 18세기 말까지의 절대

왕정시대를 근대사회와 근대문화의 태동기로 보고 이를 규명한다.

미국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식민지 미국에서 오늘날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사적 변천을 학습한다.

고적답사 Ⅰ(Historic Remains Exploration Ⅰ)

답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각을 길러준다.

한국근대사(Modern History of China)

한국 중세사회의 해체과정과 그에 따른 개혁과정 및 근대화 과정을 외세의 침투에 따른 

변화와 그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개관한다.

중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현대 중국

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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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론(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Studies)

역사이론, 역사철학, 역사학 연구방법 등에 관한 분석적 이해를 도모하여 역사학 학습에 

필요한 학문적 탐구자세, 태도, 방법 등을 습득한다.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한국현대사의 제 문제를 중점으로 하여, 현대의 기점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현대사를 

학습한다.

한국제도사(History of Korean Constitution)

한국사의 흐름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법 등의 제도변화의 중심으로 이해한다.

일본사(History of the Japan)

본 강의는 일본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의 식민지화와, 제국주의 

침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서구권에서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

공한 나라, 패전 후의 평화헌법의 제정, 폐허 속에서 이룩한 경제대국 등의 같은 다른 측

면도 있다. 이러한 양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수강생들의 현재 일본에 대한 단선적인 

이해를 넘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풍속사(History of Custom in China)

생활사 위주의 자료들을 통하여 중국의 풍속을 학습하고, 그 문화와 전반적인 중국 전근

대 시기의 풍속습관을 살펴본다.

이슬람사(Modern History Of Islamic World)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이자 문명으로서 이슬람의 기원 및 역사․관

행․무슬림 등을 학습하여,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Europe)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발전 등을 학

습하여 서양의 근대화과정을 이해한다.

고적답사Ⅱ(Historic Remains ExplorationⅡ)

강의실에서 배운 역사적 사실을 직접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

지방사연습(Seminar on Local History)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새롭게 대두한 지역 단위의 역사연구방법론을 익히는 동시에 그

를 통해 지역 역사문화원형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명청시대사 (History of Ming-Qing Period)

명나라와 청나라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동양 근세사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동양사특강(Topics on East Asian History)

일본역사의 전개과정과 이에 작용하는 여러 조건, 즉 주변 국가와의 관계와 지리, 자연적 

조건 등을 파악하여 인류사 속에서의 일본사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19세기 중엽 이후 제국주의 세력의 대두와 이로 인한 제 1,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에 따

른 서양의 세력관계의 변화, 사상변화 등을 이해한다.

한국사특강(Topics on Korean History)

한국사의 특별한 논쟁들을 이해하여 한국사 전반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박물관학과 역사(Museology and History)

문헌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고고학 및 미술사 유물, 고문서와 전적, 생활도구 등의 

유물을 통해 역사학 연구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역사학의 실용화와 문화사로서의 역사학을 

이해한다.

서양사특강(Topics on European History)

서양사의 특별한 논쟁을 통해 서양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 한다



인문대학 _147

◇ 고고미술사학과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고고학과 미술사학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장구한 기간 동안 우리의 선조가 남

긴 문화유산을 연구하여 각 시기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학문이다. 고

고미술사학과에서는 이러한 연구능력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목을 갖추도록 세계 각 지역과 우리나라의 시대별 문화내용과 변천양상 뿐만 아

니라 충청북도의 지역적 문화특성, 야외조사방법, 유물과 유적의 분석방법, 도자기,

조각, 회화 등 미술품의 이해와 분석방법을 교육한다.

◎ 고고미술사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3

외국어 2과목 이수 6

*심화교양

역사와 철학에서 2과목 이수 6

문학과 문화, 인간과 사회, 자연과 생명, 기술과 

문명에서 각각 1과목 이수
12

특성교양
진로와 선택에서 1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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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미술사학과(Department of Archaeology & Art Histor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340001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

전선

2 전필
5340032

5340061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고고학실습(Field Methods in Archaeology)

3-3-0

3-2-2

전선

2

1

전필

전선

5340005

5340006

5340052

5340063

5340064

한국선사고고학(Korean Prehistoric Archaeology)

동양고고학(East Asian Archaeology)

미술사실습(Practice in Art History)

일본고고학 명저 탐독

(Readings in Japanese Archaeological Literatures)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History of Buddhist Art in East Asia)

3-3-0

3-3-0

3-2-2

3-3-0

3-3-0

2

전필

전선

5340030

5340036

5340039

5340050

5340059

5340066

한국도자사(History of Korean Ceramics)

한국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중국미술사(Arts of China)

서양고고학 (Western Archaeology)

중국고고학 명저 탐독

(Readings in Chinese Archaeological Literatures)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340067 고고학자료 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Achaeological Data)
3-2-2

전선

5340037

5340048

5340058

5340068

5340069

한국조각사(History of Korean Sculpture)

일본미술사(Arts of Japan)

고고학사 (History of Archaeology)

고대 동북아의 문물교류

(Cultural Exchange of the Ancient Northeast Asia)

동양미술사강독(Readings on Art History of Asia)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340003

5340038

5340057

5340060

5340070

5340071

고고학특강(Special Lectures in Archaeology)

한국회화사(History of Korean Painting)

근·현대 미술사(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도구와 기술의 발달(Archaeological Approaches to Tool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Exchange of East Asian Arts)

서양고고학 명저 탐독

(Readings in Western Archaeological Literatures)

3-3-0

3-3-0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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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340015 *박물관학(Museology) 3-3-0

전선

5340034

5340072

5340073

한국선사고고학특강

(Topics in Prehistoric Archaeology of Korea)

논문작성법(Practice for Thesis)

중국고대문화의 이해Ⅰ

(Understanding of Ancient Chinese CultureⅠ)

3-3-0

3-3-0

3-3-0

2

전필 5340074 *현장실습(Field Survey) 3-1-4

전선

5340018

5340035

5340075

미술사연습(Seminar in History of Art)

한국역사고고학특강

(Topics in 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일본고대문화의 이해Ⅰ

(Understanding of Ancient Japanese CultureⅠ)

3-3-0

3-3-0

3-3-0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28 과목 84 학점

계 34 과목 102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339025

5306136

5306137

5306148

한국 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nd Chinese Culture)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nd Chinese Society)
중급중국어Ⅰ(Intermediate Chinese)

3-3-0

3-3-0

3-3-0

3-3-1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고고미술사학과 중어중문학과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340062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 5306123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 동일

5340065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 5306126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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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2-0

* 고고학개론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 한국미술사 : 3-3-0
고고학실습 : 3-2-2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8
특성교양  4
전공필수  9
-------------
합계 40학점

2

한국선사고고학 : 3-3-0
동양고고학 : 3-3-0
미술사실습 : 3-2-2
일본고고학 명저 탐독 : 3-3-0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 3-3-0
심화교양 : 3-3-0

한국도자사 : 3-3-0
한국역사고고학 : 3-3-0
서양미술사 : 3-3-0
중국미술사 : 3-3-0
서양고고학 : 3-3-0
중국고고학 명저 탐독 : 3-3-0

전공선택 33
심화교양  3
-------------
합계 36학점

3

고고학자료계량분석 : 3-2-2
한국조각사 : 3-3-0
일본미술사고고학사 : 3-3-0
고대 동북아의 문물 교류 : 3-3-0
동양미술사강독 : 3-3-0
심화교양 : 3-3-0

고고학특강 : 3-3-0
한국회화사 : 3-3-0
근ㆍ현대미술사 : 3-3-0
도구와 기술의 발달 : 3-2-2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 : 3-3-0
서양고고학 명저 탐독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7
심화교양  3
-------------
합계 33학점

4

박물관학 : 3-3-0
한국선사고고학특강 : 3-3-0
논문작성법 : 3-3-0
중국고대문화의 이해Ⅰ : 3-3-0

현장실습 : 3-0-3
미술사연습 : 3-3-0
한국역사고고학특강 : 3-3-0
일본고대문화의 이해Ⅰ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5
-------------
합계 21학점

● 교과목 개요

고고학 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발굴조사를 통한 선사시대, 역사시대 문화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분석 고찰하고 고고학의 

의미와 연구 방법론을 살펴본다.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선사시대로부터 근ㆍ현대에 이르기 까지 한국미술의 각 분야(건축, 조각, 회화, 공예)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한국미술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한국미술사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론과 그 의의를 모색해 본다.

고고학실습(Field Methods in Archaeology)

유물, 유구, 유적 등 각종 고고학 자료의 성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야외 조사 

및 유물 실측, 보고서 작성 등을 실제로 실습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에서는 야

외조사와 각종 자료의 수습 및 연구에 관련된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조

사 현장 견학을 비롯하여 유물 자료의 복원, 분류, 실측, 사진 촬영 등을 실습함으로써 고

고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이다.

한국선사고고학(Korean Prehistoric Archaeology)

본 과목은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한국 선사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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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자 한다. 우리선사문화의 무대는 남한지역에 국한 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로 자료접근의 용이성과 구체성을 추구하여 제한적 설명에 치중해왔다. 본 과목은 

북한지역은 물론, 중국 동북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의 고고학자료를 다루게 된다.

동양고고학(East Asian Archaeology)

본 과목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선․역사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이해를 제

고하고자 한다.

미술사실습(Practice in Art History)

미술 작품을 관찰, 분석하고 미술사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탁본, 실측, 사진촬영 등을 

교육하여 실제 작품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고 연마하게 한다.

일본고고학 명저탐독(Readings in Japanese Archaeological Literatures)

일본은 죠몽(繩文)-야요이(彌生)-고훈(古墳)시대라는 독특한 문화양상을 보이며 발전하다가 

나라(奈良)시대에 비로소 율령국가체제를 갖추게 된다. 본 강좌는 동아시아 구성원의 하

나인 일본을 고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일본 고고학의 명저를 택하여 탐구하도록 한다.

동아시아 불교미술사(History of Buddhist Art in East Asia)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 및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불교미술의 

비교 고찰이다. 중국에서 먼저 수용된 불교가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화상의 특징들을 불상, 불탑, 불화, 불교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살펴본다.

한국도자사(History of Korean Ceramics)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한국전통도자기의 조형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본다. 향후 보강할 부분은 남한 중심의 유적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강의내용에서 북한 

자료를 상당부분 추가하여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제작된 도자문화의 사례와 제작배경도 

함께 다루도록 한다.

한국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기존에는 주로 자료접근이 용이한 남한 지역의 물질자료를 위주로 다룬 측면이 있으나,

향후 시간적으로는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역사적 실체인 고조선단계부터 공간적으로는 고

조선의 주활동무대였던 요동지역을 포괄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고고학적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해석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우리 역사를 보다 적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발전한 미술의 양상을 살펴보는 개

론적인 과목이다.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선사시대 이래 만들어진 회화, 조각, 공예, 건축의 

현존하는 작품의 이해와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각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각종 미술양식의 형성과 변천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미술사(Arts of China)

선사시대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중국 미술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개관하는 과목이다. 각 시

대의 정치, 경제, 종교, 사상, 문화적 배경 하에서 형성된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등 다양

한 미술분야의 특징, 양식의 발전을 현존 작품을 통해서 고찰한다. 중국미술은 한국과 일

본을 비롯한 동양 각국의 미술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

양미술의 교류와 상호영양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서양고고학(Western Archaeology)

구미고고학의 토대를 형성하는, 유럽 및 미주대륙의 고고학적 주요 사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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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고학 명저탐독(Readings in Chinese Archaeological Literatures)

중국은 지리·경제·정치 등 다방면에서 한국의 역사 및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주

지의 사실로서, 선사시대 이래 중국의 문화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중국고고학에서 저술된 명저를 통해 중국문화의 변천상

을 자세히 탐구해보도록 한다.

고고학자료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Achaeological Data)

고고학 자료는 시간, 공간, 형태 및 (수)양의 차원에서 변이를 보인다. 본 과목은 수량의 

차원에서 고고학자료의 변이를 분석ㆍ해석할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한국조각사(History of Korean Sculpture)

한국조각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각 시대마다 불교양식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이 되는 불교신앙의 변천, 그리고 시대상의 변화 등을 살펴본다.

일본미술사(Arts of Japan)

繩文時代에서 현대까지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미술의 역사를 현존하는 중요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각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양식을 만들어 내었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중국

과 한국 미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일본 미술을 형성해 간 과정을 이해한다.

고고학사(History of Archaeology)

고고학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배경이 되었던 새로운 발견, 방법론, 이론 등을 학사

적 입장에서 다루어본다. 서구와 한국고고학계의  사조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고대 동북아의 문물교류(Cultural Exchange of the Ancient Northeast Asia)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베리아, 몽골, 중국, 러시아 연해주,

일본 열도 등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지역의 고고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고대 동북아 지역의 문화 교류 및 상호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동양미술사강독(Readings on Art History of Asia)

미술사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금석문, 각종 사료 등을 포함한 문헌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하

며,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고 해석하여 미술사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고고학특강 (Special Lectures in Archaeology)

본 과목은 세계 고고학의 전통적인 주요 주제들에 대한 집중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회화사(History of Korean Painting)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현존하는 한국회화 작품을 통하여 회화의 발

전과 변천과정을 각 시대별로 살펴보고, 한국미술사에서 회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한다.

근ㆍ현대 미술사(History of Morden and Contemporary Art)

개화기 이후 한국의 전통미술이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변모한 과정과 함께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며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동양과 서양의 근, 현대미술의 변천과 사

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도구와 기술의 발달(Archaeological Approaches to Tool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구석기시대부터 문명의 발생까지 도구와 기술의 변천상을 사회발달과의 관계 속에서 탐

색해고 과거 도구 제작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져 본다.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Exchange of East Asian Arts)

미술문화의 교류는 동아시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수업은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미술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즉 미술문화의 교류내용과 과정을 이

해하는데 강의의 초점이 있다. 많은 미술문화재 중에서 비교가 가능하며 교류관계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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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드러나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교류의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서양고고학 명저탐독(Readings in Western Archaeological Literatures)

물질문화를 기반으로 과거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고고학은 서양에서 시작된 학

문이니만큼 그 연구의 시간적 폭만큼이나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

는 고고학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는 이론과 방법론과 관련된 저명한 학술저서들을 탐독함

으로써 고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영어 실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학(Museology)

기존의 박물관학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이외에 남북한의 박물관 운

영관리에 관한 제도적 차이점과 극복과제 등을 추가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박물관 운영

관리 시스템을 고민하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일부 강화한다.

한국선사고고학특강(Topics in Prehistoric Archaeology of Korea)

이 땅에 살았던 옛 사람들이 남긴 각 시대별 유물을 정밀․분석하여 문화발전과 고고학

적 유물과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특히 구석기시대의 석기구분을 통한 문화전파 과정을 연

구한다.

논문작성법(Practice for Thesis)

졸업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고학, 미술사학의 연구업적과 논문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졸업논문 작성법을 

익힌다.

중국고대문화의 이해Ⅰ(Understanding of Ancient Chinese CultureⅠ)

중국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알려진 

황하 문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고고학이나 미술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교양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할 필수 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장실습(Field Survey)

고고학 유적과 미술사유적을 실제 답사하여 유적과 유물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고 안목을 넓힘으로써 자료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킨다.

미술사연습(Seminar in History of Art)

미술사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나 방법론을 선정, 검토하여 미술사 연구에 대한 심층

적 이해를 갖도록 한다.

한국역사고고학특강(Topics in 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특성을 지닌 고분형태와 양식, 그리고 유적

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의 성격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일본고대문화의 이해Ⅰ(Understanding of Ancient Japanese CultureⅠ)

일본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식무늬 토기 문화가 특징인 죠몽시

대,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전래되어 발생한 야요이시대, 고분 문화가 꽃을 핀 고훈 시대 

등과 같은 일본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

우 중요하다.





사회과학대학(5600)
(College of Social Sciences)

1978년에 설립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사회,

국가 및 경제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 사회, 국가 및 경제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탐구와 그 현실적인

이론의 응용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의 모색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사회 국가, 경제 속에서의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급

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부분의 제반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와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모색하고자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경제학의 교수진이 분야를 연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식견을

전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강의, 실

습, 실험 및 세미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사회 각 부문

의 현상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대학은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보편적

으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을 현장

또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장교육과 실

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능력, 조사분석능력, 정보화능력을 함양시키 위

해 정독실, 실험실습실, 학습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및 융복합연구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내 곳곳에 토론을 위한 테이블을 배치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그 분야의 지도자로서 국가, 기업, 사

회 전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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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 Sociology

사회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사

회문화와 사회제도 등 인간사회의 구조와 변화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즉, 개

인의 인격형성 및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관료조직체, 사회제도, 계

층구조,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각종 사회구조와 변동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사회

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기 때문에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의 인접학문과 깊은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과정은 사회학이론, 사회통계, 사회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사회조직론, 사회

계층론, 정보사회론 등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학계, 언론계, 금융계, 정부기관, 기업

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사회학과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한국어(외국인)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1 분야(문학과문화), 2 분야(역사와 철학),

3 분야(인간과 사회), 4 분야(자연과 생명), 5

분야(기술과 문명)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하지 

말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을 가급적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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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Department of Sociolog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663017 *사회학원론(Introduction to Sociology) 3-3-0

전선

2 전필 5663013 *사회학사(History of Sociology) 3-3-0

전선

2

1

전필 5663011 *사회통계(Social Statistics) 3-3-0

전선

5663020

5663002

5663022

5663029

5663003

5663051

사회학강독Ⅰ(Reading in SociologyⅠ)

가족사회학(Sociology of the Family)

산업사회학(Industrial Sociology)

커뮤니케이션사회학(Sociology of Communication)

범죄사회학(Sociology of Crime)

미디어사회학(Media Sociology)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663052 *사회계층과 불평등(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3-3-0

전선

5663046

5663032

5663053

5663050

5663018

5663049

영상사회학(Sociology of Visual Images)

정보사회론(Information and Society)

젠더와 성의 사회학(Sociology of Gender and Sexuality)

사회학적 글쓰기 연습(Sociological Writing)

사회통계연습(Practice in Social Statistics)

사회학강독Ⅱ(Reading in SociologyⅡ)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663014 *사회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s) 3-3-0

전선

5663033

5663035

5663054

5663026

5663048

정치사회학(Political Sociology)

시민사회운동론(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조직과 관리의 사회학(Sociolog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현대사회학이론(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사회학 논문쓰기(Writing Sociological Essay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663009 *사회조사실습(Workshop in Social Research) 3-3-0

전선

5663034

5663055

5663047

5663001

5663045

문화사회학(Sociology of Culture)

경제사회학(Sociology of Economy)

의료사회학(Medical Sociology)

도시사회학(Urban Sociology)

과학기술사회학(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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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663028

5663056

5663057

5663058

환경사회학(Sociology of Environments)

사회학 세미나(Seminars in Sociology)

세계화와 사회변동(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일과 직업의 사회학(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663024

5663027

5663040

5663031

인구학(Demography)

지역사회연구(Studies on Local Communities)

사회정책(Social Policy)

한국사회론(Studies on Korean Society)

3-3-0

3-3-0

3-3-0

3-3-0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30 과목 90 학점

계 36 과목 108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667036

5665026

6210007

5338007

7405007

5664040

5664287

5667043

미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icroeconomics)

행정학개론(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교육사회학(Sociology of Education)

심리학개론Ⅰ(Introduction to PsychologyⅠ)

심리학개론Ⅱ(Introduction to PsychologyⅡ)

거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acroeconomics)

3-3-0

3-3-0

3-3-0

3-3-0

3-2-2

3-2-2

3-3-0

3-3-0

※ “사회통계(5663011)” 는 “사회조사방법론(5663014)”의 선수과목임

- 사회조사방법론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통계를 반드시 수강해야 함

※ “사회통계(5663011)” 는 “사회조사실습(5663009)”의 선수과목임

- 사회조사실습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회통계를 반드시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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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한국어(외국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사회학원론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한국어(외국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사회학사 : 3-3-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21

특성교양 3

전공필수 6

---------------------

합계 39학점

2

*사회통계 : 3-3-0

사회학강독Ⅰ : 3-3-0

가족사회학 : 3-3-0

산업사회학 : 3-3-0

커뮤니케이션사회학 : 3-3-0

범죄사회학 : 3-3-0

미디어사회학 : 3-3-0

*사회계층과 불평등 : 3-3-0

영상사회학 : 3-3-0

정보사회론 : 3-3-0

젠더와 성의 사회학 : 3-3-0

사회학적 글쓰기 연습 : 3-3-0

사회통계연습 : 3-3-0

사회학강독2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6

---------------------

합계 42학점

3

*사회조사방법론 : 3-3-0

정치사회학 : 3-3-0

시민사회운동론 : 3-3-0

조직과 관리의 사회학 : 3-3-0

현대사회학이론 : 3-3-0

사회학 논문쓰기 : 3-3-0

*사회조사실습 : 3-3-0

문화사회학 : 3-3-0

경제사회학 : 3-3-0

의료사회학 : 3-3-0

도시사회학 : 3-3-0

과학기술사회학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0

---------------------

합계 36학점

4

환경사회학 : 3-3-0

사회학 세미나 : 3-3-0

세계화와 사회변동 : 3-3-0

일과 직업의 사회학 : 3-3-0

인구학 : 3-3-0

지역사회연구 : 3-3-0

사회정책 : 3-3-0

한국사회론 : 3-3-0

전공선택 24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사회학원론(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한국사회의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시

각과 관점을 비교 고찰한다.

사회학사(History of Sociology)

사회학의 발생기로부터 1930년대까지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그 동안의 다양한 이론적 조

류의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이해시키며, 현대 사회학이론의 연계를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사회통계(Social Statistics)

사회조사에서 모집된 경험적 자료를 처리, 분석,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원리를 고찰한

다. 특히 가설검증의 원리와 의미에 대한 파악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적 자료의 활용방법을 

터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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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강독(Readings in Sociology)

영문으로 된 사회학 입문서를 통하여 원서 해독능력을 높이고 사회학의 기본 개념을 학

습시킨다.

가족사회학(Sociology of the Family)

가족 및 친족의 구조와 기능을 전체사회 구조와의 관련 하에서 파악하고 현대 가족의 변

모양상과 그 문제점을 성찰하게 한다.

산업사회학(Industrial Sociology)

현대 사회에서의 분업의 형성과 발전, 경영관리의 성격, 특히 미시적인 산업체 내의 조직

과 거시적인 산업조직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커뮤니케이션사회학(Sociology of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개념을 개관하고 인간 사회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

고 있고, 또 사회구조는 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봄

으로써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범죄사회학(Sociology of Crime)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범죄의 유형과 사회적 통제기제를 설명한다. 범

죄생산과 범죄통제 등 형사사법제도를 다룬다.

미디어사회학(Media Sociology)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 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미디어가 사회를 

반영하는 형식을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다룬다.

사회계층과 불평등(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계층의 사회적 의미, 계층의 기능과 계층

의 유형, 그리고 사회 이동의 의미 등을 현대 한국 산업사회에 적용하여 논의한다.

영상사회학(Sociology of Visual Images)

사회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영상연구와 사회학

적 조사연구에 영상방법론을 활용하는 영상조사방법론의 두 분야를 포괄한다.

정보사회론(Information and Society)

현대사회의 변화와 핵심적 관련이 있는 정보사회의 특징과 변화의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방향을 감지케 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젠더와 성의 사회학(Sociology of Gender and Sexuality)

젠더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노동, 가족, 문화, 사회정책, 몸, 친밀성과 섹슈

얼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논의한다.

사회학적 글쓰기 연습(Sociological Writing)

사회학 주요 과목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에 관해서 사회학적 시각으로 글쓰기 

연습을 한다.

사회통계연습(Practice in Social Statistics)

사회통계 과목의 연속·심화과정에 해당한다. 사회조사에서 모집된 경험적 자료를 처리,

분석, 이해하는데 필요한 고급 통계원리를 고찰한다.

사회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s)

사회학 방법론중의 하나로서 경험적 실증조사의 중추가 되는 과목이다. 사회조사의 이론

적 논리, 조사통계, 자료수집방법,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등 양적인 접근방법에 치중하지만 

질적 접근방법의 과정과 이론도 병행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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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Political Sociology)

정치 및 사회에 대한 플라톤 이래의 고전 이론들과 현대 정치사회학 이론들을 소개한다.

시민사회운동론(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론적 시각에서 시민사회에

서 벌이지는 사회운동을 고찰한다. 노동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다.

조직과 관리의 사회학(Sociology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현대 조직의 기분 원리를 탐구하고 조직 연구와 한 쌍을 이루는 관리의 문제를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탐구한다.

현대사회학이론(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1930년대 이후의 현대 사회학의 흐름을 개관하고 오늘날 사회의 복잡한 제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모색한다.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체제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

론, 역할이론, 비판이론, 민속방법론 등을 살펴본다.

사회학 논문쓰기(Writing Sociological Essays)

글쓰기의 기초에서부터 논문 작성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을 실습한다. 단락의 구성, 논리

적인 글의 전개, 논문의 형식 등 사회학과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사회조사실습(Workshop in Social Research)

사회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에서 배운 지식을 통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실제로 사회 

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밟아 보도록 하여 조사에 따르는 장단점, 주의할 점을 스스로 경험

한다.

문화사회학(Sociology of Culture)

문화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논의와 분석을 시도하며 특히 과학, 지식, 종교, 미디어, 대

중문화와 예술 등 제분야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한다.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

경제현상과 사회구조와의 관련성을 검토·분석한다.

의료사회학 (Medical Sociology)

질병의 사회적 발생요인과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전

달체계의 사회적 구성을 논의한다.

도시사회학(Urban Sociology)

도시의 형성과 발전양상을 역사적 맥락 및 전체사회와의 관련 하에서 파악함으로써 현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과학기술사회학(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활동의 특징, 과학기술의 사회적 연구들, 과학기술과 대중의 관계, 과학논쟁 등을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특히 현재 사회

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의 기술적 속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환경사회학(Sociology of Environments)

전세계적인 환경위기의 실상을 이해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들을 소개한다.

사회학 세미나(Seminars in Sociology)

사회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학적 쟁점들에 대해 학습, 토론을 함으로써 사회과학적 

지식의 응용력을 함양한다.

세계화와 사회변동(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사회변동에 관한 사회학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사회의 동태적 측면을 이해하고 연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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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다.

일과 직업의 사회학(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직업의 사회적 의미 및 직업의 선택을 비롯하여 직업의 과정 및 이동, 직업의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직업에 관한 사회학적 탐구를 시도한다.

인구학(Demography)

인구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시키고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 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지역사회연구(Studies on Regional Society)

지역사회와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지방자치시대의 한국의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특징을 고찰한다.

사회정책(Social Policy)

빈곤, 고용, 주택, 의료 등 핵심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처방을 살펴본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한국사회론(Studies on Korean Society)

사회학적 관심과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가족, 계층, 조직, 인구, 도시, 농촌 등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한국 사회를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세계 사회발전

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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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과 Psychology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및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순수 및 응용 학문 분야로서 사
회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과 관련을 맺고 있다. 관심 대상은 주로 인간이
지만 동물이나 인공지능처럼 인간이 아닌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심리학은 경
험적 접근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현실의 삶의 장면들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심리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심리학의 분야는 기초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예를 들면, 성격이나 언어 발달의 연구 및 응용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예, 행동주의, 진화심리학, 정신역동이론)이 심리학의 영역에 
포괄된다.

따라서 심리학에서는 인간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인접 학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와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심리학의 이론 연구와 실험실습을 행하기 위해 영어독해
능력, 통계학적 지식 및 과학적 논리적 사고 능력의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심리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http://psychology.chungbuk.ac.kr/

◎ 심리학과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 생명), 5분야(기술과 

문명)을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하지 

말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을 가급적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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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과(Department of Psycholog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664040 *심리학개론Ⅰ(Introduction to PsychologyⅠ) 3-3-0

전선

2
전필 5664287 *심리학개론Ⅱ(Introduction to PsychologyⅡ) 3-3-0

전선
5664057 심리학의 주요문제

(Reading in PsychologyⅠ: Major Topics in Psychology)

3-3-0

2

1

전필 5664056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3-3-0

전선

5664014

5664072

5664068

5664073

5664283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발달심리학 및 실험(Developmental Psychology and Laboratory)

성장심리학세미나(Seminar on Growth Psychology)

산업심리학 및 실험(Industrial Psychology and Laboratory)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3-3-0

3-2-2

3-2-2

3-2-2

3-3-0

2
전필

5664058

5664012

심리통계(Statistics and Practicum in Data Analysis)

*생리 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

3-2-2

3-3-0

전선
5664059

5664008

발달정신병리학(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사회심리학 및 실험(Social Psychology and Laboratory)

3-3-0

3-2-2

3

1

전필

전선

5664060

5664061

5664023

5664029

5664031

5664067

외서강독(Reading in psychologyⅡ: Applied Psychology)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and Practicum)

조직심리학(Organizational psychology)

지각심리학 및 실험

(Psychology of Perception and Laboratory)

건강심리학(Health Psychology )

3-3-0

3-3-0

3-2-2

3-3-0

3-2-2

3-2-2

2

전필 5664032 *실험심리학 실습(Experimental psychology and Laboratory) 3-2-2

전선

5664010

5664062

5664074

5664053

5664064

5664075

상담의 실제(Practicum in Counseling)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인지심리학 및 실험(Cognitive Psychology and Laboratory)

아동의 사고 발달 및 실험

(Development of Children's Thinking and Laboratory)

범죄심리학 및 실습(Criminal Psychology and Practicum)

교통심리학 및 실험(Traffic Psychology and Laboratory)

3-2-2

3-2-2

3-2-2

3-2-2

3-2-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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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664069

5664027

5664055

5664250

5664076

창의적 문제해결의 심리학(Psychology of Creative Problem-Solving)

임상심리학 및 실습(Clinical Psychology and Practicum)

노년심리학(Psychology of Aging)

언어심리학(Psychology of Language)

심리학 연구실습Ⅰ(Research Practicum in Psychology I)

3-1-4

3-2-2

3-3-0

3-3-0

2-0-4

2

전필

전선

5664024

5664036

5664065

5664070

5664071

5664077

심리학사(History of Psychology)

법심리학(Psychology and Law)

임상현장실습(Practicum in Clinical Psychology)

집단간 편향의 심리학(Psychology of Intergroup Bias)

인지공학 심리학의 응용(Application of Engineering Psychology

and Cognitive Ergonomics)

심리학 연구실습Ⅱ(Research Practicum in PsychologyⅡ)

3-3-0

3-3-0

3-2-2

3-3-0

3-1-4

2-0-4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33 과목 95 학점

계 39 과목 113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109004

5968019

5961005

5961011

6210003

6210012

6210016

8310006

8310013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삭제

신경생물학(Neurobiology)

수리통계학Ⅰ(Mathematical StatisticsⅠ)

수리통계학Ⅱ(Mathematical StatisticsⅡ)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조직행동론(Organization Behavior)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해부생리학Ⅰ(Human Anatomy and PhysiologyⅠ)

해부생리학Ⅱ(Human Anatomy and PhysiologyⅡ)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2-0

2-2-0

※ “심리학의 주요문제(5664057)”는 외서강독 과목임

※ “이상심리학 (5664023)” 은 “임상현장실습(5664065)”의 선수과목임

-임상현장실습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상심리학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

※ "심리치료와 상담이론(5606061)“은 ”상담의 실제(5606010)“의 선수과목임

- 상담의 실제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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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영어읽기와 토론: 3-3-1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3-3-0

심리학개론 I: 3-3-0

국어와 작문: 3-3-0

Action English:3-3-1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3-3-0

심리학개론 II: 3-3-0

심리학의 주요문제: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18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

-------------

합계 36학점

2

심화교양: 3-3-0

연구방법론: 3-3-0

발달심리학 및 실험: 3-2-2

성격심리학: 3-3-0

산업심리학 및 실험: 3-2-2

특성교양: 3-3-0

심리통계: 3-2-2

생리 심리학: 3-3-0

발달정신병리학: 3-3-0

사회심리학 및 실험: 3-2-2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전공필수  9

전공선택 15

-------------

합계 30학점

3

외서강독: 3-3-0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3-3-0

이상심리학: 3-2-2

조직심리학: 3-3-0

지각심리학 및 실험: 3-2-2

건강심리학: 3-2-2

실험심리학 실습: 3-2-2

심리평가: 3-2-2

인지심리학 및 실험: 3-2-2

아동의 사고 발달 및 실험: 3-2-2

범죄심리학 및 실습: 3-2-2

교통심리학 및 실험: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33

-------------

합계 36학점

4

창의적 문제해결의 심리학 : 3-1-4

임상심리학 및 실습: 3-2-2

노년심리학: 3-3-0

심리학 연구실습 I : 2-0-4

법심리학: 3-3-0

임상현장실습: 3-2-2

언어심리학: 3-3-0

심리학 연구실습 II: : 2-0-4

전공선택 22

-------------

합계 2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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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트랙

자격증명(발급기관) 시험과목 본교개설과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필수

(4과목)

정신병리학

(혹은 이상심리학)

심리평가(혹은 심리진단)

심리치료

(혹은 심리치료와상담이론, 심

리사회재활이론)

연구방법론

(혹은 심리통계, 심리설계)

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상담이론

심리통계

선택

(3과목

이상)

인지치료

행동치료

집단치료

재활심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신경심리학

임상현장실습

건강심리학

지역사회심리학

측정이론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의료또는 보건정책론

발달정신병리학

임상현장실습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

학습심리학

인지심리학

성격심리학

임상심리사

(노동부)

1차

(5과목)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평가

임상심리학및실습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2차 임상실무 임상현장실습

청소년상담사

(노동부)

필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발달심리학

적응과성장의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습심리학

선택

(택1)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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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발급기관) 시험과목 본교개설과목

상담심리사

(한국심리학회)

필수

(5과목)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평가

산업 및 조직 심리사

(한국심리학회)

필수

(4과목)

심리검사 및 측정

통계 및 조사방법

조직심리학

인사심리학

연구설계 및 실습

심리평가

조직심리학

산업심리학

발달심리사

(한국심리학회)

필수

(3과목)

아동(발달)심리

청년심리

장.노년심리

아동의 사고발달 및 실험

발달심리학

노년심리학

선택

(택2)

발달장애

상담심리

성격심리

심리검사

가족관계

인지심리

생리심리

발달정신병리학,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성격심리학

심리평가

인지심리학

생리심리학

범죄심리사

(한국심리학회)

필기

범죄심리원론

개별범죄의특성

범죄자 분류및평가

교정과처우

교육시간

면제과목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평가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범죄학

법학개론

형사정책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및 실습

인지학습심리사

(한국심리학회)

필수

(3과목)

심리학개론

인지학습심리학

인지학습검사

심리학 개론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평가

선택

(택1)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동기/정서 심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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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심리학개론Ⅰ,Ⅱ(Introduction to PsychologyⅠ,Ⅱ)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이해하도록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심리학의 주요문제(Readings in Psychology I : Major Topics in Psychology)

원전을 통하여 심리학의 다양한 연구 주제틀에 접근하게 된다.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과학의 기본개념 및 심리학 실험방법과 조사방법의 기초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

대표적인 현대의 성격이론과 주요 Topic을 다루며, 부교재를 통해 적용과 시사점을 검토

한다.

발달심리학 및 실험(Developmental Psychology and Laboratory)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의 발달 과정을 고찰한다.

성장심리학세미나(Seminar on Growth Psychology)

자신의 주관적 내면세계와 객관적 현실세계가 유기적이고 의미있게 관련 맺도록 촉진한

다. 이를 위해 자기관련성의 자각 - 인식의 지평 확대 -자기수용 및 긍정 - 유능성 함양 -

자기지향의 단계로 성장과정이 일어나도록 촉진한다.

산업심리학 및 실험(Industrial Psychology and Laboratory)

산업장면에서 발생하는 인간행동의 이해를 통하여, 보편적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작업자

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는다.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심리 및 행동의 학습과정에 관한 사실 및 이론을 이해하게 한다.

심리통계(Statistics and Practicum in Data Analysis)

심리학 연구에 필요한 기술추론 통계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컴퓨터를 통한 실습 

을 하도록 한다.

생리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정서, 고등 사고과정의 원천으로서 뇌와 신경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인간에게 어떻게 유익하

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발달정신병리학(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들과 문제, 또 그에 대한 치료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회심리학 및 실험(Social Psychology and Laboratory)

사회적 상황 하에서의 인간의 인지과정과 행동방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현대사회의 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해 본다.

외서강독(Readings in Psychology II : Applied Psychology)

응용심리학에 대한 개관과 초기 연구들, 응용심리학이론을 원서로 읽어나간다.

심리치료와 상담이론(Theories of Counseling and psychoterapy)

현대 주요 상담이론들을 1)성격이론 및 인간관 2)내담자의 문제의 이해 3)상담과정 및 기

법 4)평가의 골격으로 개관한 다음，사례연구를 통해 각 이론들의 적용을 다룬다.

이상심리학(Abnormal Psychology and Practicum)

비정상 즉 이상행동을 각 현상 위주로 기술하고, 각 심리 장애에 대한 병원학적(원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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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ological) 연구 결과들과 치료기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보고들을 개관한다. 각 장애별

로 사례를 고찰하여, 이상행동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시청각 

자료를 가능한 많이 활용하여 정신병리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 임상심리사의 활동을 위한 

기초과목이다.

조직심리학(Organizational Psychology)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행동원리를 이해하고, 조직목표와 개인의 

삶의 질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지각심리학 및 실험(Psychology of Perception and Laboratory)

인간이 어떻게 외부세계 즉, 빛, 소리, 물리적 압력 등을 지각하는가에 관한 행동의 기본 

문제를 다룬다.

건강심리학(Health Psychology)

생물학적, 심리사회적인 변인이 신체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과 경험적 연구자

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학생들 자신의 건강증진에 적용시키는 것을 이 

과목의 주요 목표로 한다.

실험심리학 실습(Experimental Psychology and Laboratory)

인간의 정신과정을 직접 실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실험의 조작 및 절차를 학습한다.

상담의 실제(Practicum in Counseling)

선수과목으로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의 수강이 요구되며, 상담실제를 위한 문헌연구, 토

의, 역할연기, 사례보고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개인차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이론적 배경을 학습하고 실시방법을 중심으 

로 실습한다.

인지 심리학 및 실험(Cognitive Psychology and Laboratory)

외부 정보가 부호화 되는 과정과 저장， 인출되는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취급한다.

아동의 사고발달 및 실험(Developmental of children's Thinking and Laboratory)

아동의 인지적 발달 과정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발달적 지식을 교육장면 등에 적용할 

방법을 살펴본다.

범죄심리학 및 실습(Criminal Psychology and Practicum)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forensic psychology)이란 심리학과 법률(특히, 형사사법

체제)의 통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종래의 범죄자 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은 범죄자

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분야로서, forensic 심리학은 이보다는 좀더 범위가 확장된 분

야이다. 과학적인 심리학 방법을 적용y)은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종래 임상심리학의 한 분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확장되어 별도

의 영역으로 정착되었다(조은경, 2006).

범죄심리학의 하위영역은 크게 둘로 나뉜다. 임상범죄심리학(clinical forensic psychology)

과 실험/사회 범죄심리학(experimental/social forensic psychology)(조은경, 2006). 본 과

목은 심리학전공자가 소정의 교육과 수련을 받고 범죄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실무에 종

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목이다. 즉 본 과목에서는 범죄심리사가 실무현장에서 일하

는 데 필요한 지식습득과 훈련이수를 강조한다. 범죄심리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내

용은, 임상심리학적 훈련(이것이 심리학과 학생의 강점임) 이외에도 범죄심리평가(forensic

assessment),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범죄현장에 대한 심리학적 개

입(심리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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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심리학 및 실험(Traffic Psychology and Laboratory)

교통장면에서의 인간 행동의 이해를 통하여, 인간행동 모델을 구축한다.

창의적 문제해결의 심리학(Psychology of Creative Problem-Solving)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  

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본 교과목 “창의적 문제해결의 심리학”의 목표는 심리

학과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도록 교

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취업 및 사회생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심리학(Psychology of Language)

언어의 습득과 이해, 산출 과정에 관한 이론과 연구결과 등을 개관하고 이를 실험한다.

집단간 편향의 심리학(Psychology of Intergroup Bias)

이 수업에서는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인 집단간 편향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집단간 편향에 대한 다양한 사회심리학 이론들과 연구들을 접하게 된다. 아울러 

학생들은 그 연구들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앞으로 

한국 사회를 좀 더 조화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심리학도로서 할 수 있는 일

들을 함께 모색할 기회를 갖는다.

심리학 연구실습Ⅰ(Research Practicum in PsychologyⅠ)

심리학 연구실습에서는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심리학 연구에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심리학 연구과정에 대한 경험적 학습을 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희망하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한 

학기동안 행해지는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 및 실습(Clinical Psychology and Exercise)

정신보건법상의 임상심리사 2급 및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임상심리 분야의 이론을 강

의하는 과목이다. 임상심리학의 3개 고유 활동영역, 즉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 심

리치료(Psychological Therapy) 및 임상연구(Clinical Research) 활동에 관한 최신의 지식

을 습득한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임상심리사의 활동 무대 및 진출가능성에 대하여도 소

개한다.

노년심리학(Psychology of Aging)

이론들과 경험적으로 축적된 자료들, 연구법, 그리고 최근이슈 등을 통하여 노년기의 신

체적, 인지적, 성격적 발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학사(History of Psychology)

심리학의 출현과 현대의 실증적 심리학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법심리학(Psychology and Law)

법에 관련된 인간 행동을 탐구하고 법의 형평성 및 정의구현 여부를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임상현장실습(Practicum in Clinical Psychology)

병원 현장에서 정신과 환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어울리며 행동관찰을 통해

서 정신병리 현상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그간 학습한 심리평가 및 개입

(심리치료상담, 활훈련, 표현요법)에 대한 지식을 병원장면에서 직접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본다. 대학원 임상심리전공생을 위한 임상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과 함께 조별로 

편성하여 함께 실습하고 도움을 받는다. 강의시간에는 모두 모여서 병원 현장에서 관찰했

던 이상행동/현상에 대한 의문점을 서로 토의하며, 각 환자에 대해 각각의 실습생이 본 

견해를 종합하고 검토한다. 정신보건법상의 임상심리사2급 자격시험에 대비한 임상심리분

야의 현장 실습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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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공학 심리학의 응용(Application of Engineering Psychology and Cognitive Ergonomics)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 첨단기기들에 숨어 있는 심리학적 원리들을 스

스로 찾아 이해한다. 또한 최근의 신경과학, 뇌과학, 인지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이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창

의적 방안을 모색한다.

심리학 연구실습Ⅱ(Research Practicum in PsychologyⅡ)

심리학 연구실습에서는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심리학 연구에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심리학 연구과정에 대한 경험적 학습을 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은 희망하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담당 교수의 지도하에 한 

학기동안 행해지는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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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Public Administration

21세기의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
의 새로운 대응전략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국민복
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능국가, 봉사국가 또는 복지국가로서
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직능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다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 기술 그리고 변화 
적응성 내지는 변화 주도성이 요청된다. 특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중진국의 경
우 개혁과 과도기적 혼란에 따르는 여러 국가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주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행정학과 특성은 바로 이러
한 현대 국가가 담당하고 처리해야 할 책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다.

행정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다. 각종 고시합격을 통해 공무원이나 관
료로 진출하거나 일반기업체에 취직, 총무․인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전문 관리자
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하
여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가 되는 길로서 학문에 대한 정열을 가진 학생
들의 지원이 늘고 있다.

◎ 행정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9외국어 분야 6학점 이상 이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분야에서 반드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심화교양
18학점 이상 이수

(자연과 생명, 기술과 문명 분야에서 반드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18

특성교양 6학점 이상 이수(2분야 이상)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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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Department of Public Adminstration)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복지행정과 및 충청대학교 경찰행

정학과』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5665026 행정학개론(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3-3-0

2
전필

전선

2

1

전필
5665013

5665021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조직관리론(Organization and Management)

3-3-0

3-3-0

전선

5665059

5665046

5665031

5665007

5665060

행정영어(English Readings in Public Administration)

정보체계론(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헌법(Constitutional Law)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행정과 Gender(Public Administration and Gender)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665008

5665010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정책학(Policy Science)

3-3-0

3-3-0

전선

5665012

5665019

5665040

5665041

5665061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s)

관료제도론(Bureaucracy)

행정법(Administration Law)

행정사례연구(A Case Study on the Administration)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665023

5665062

*지방자치론(Local Autonomy)

*로컬거버넌스론(Local Governance)

3-3-0

3-3-0

전선

5665005

5665018

5665029

5665054

5665063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한국행정론(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철학(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협상론(Negotiation Theories)

정책분석과 평가론(Policy Analysis&Evaluatio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665038 *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전선

5665064

5665014

5665048

5665058

5665065

사회적경제와행정(Soci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지방정부론(Local Government)

위기관리론(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행정전산 및 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and Computer Sc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3-3-0

3-3-0

3-3-0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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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665033

5665055

5665066

5665067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위기관리사례분석(Crisis Management and Case Study)

재정과 정부회계(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비교·발전행정론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665050

5665028

5665051

5665052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 Theories and Practices)

행정학세미나(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정부와 NGO(Government and NGO)

기업과정부론(Enterprise and Government)

3-3-0

3-3-0

3-3-0

3-3-0

필수 7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29과목 87 학점

계 36과목 108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667036

5667041

4122001

4122003

미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icroeconomics)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경찰학개론(Theory of Police Adminstration)

소방학개론(Introduction to fire Safety and Aid)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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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인간과사회:행정학입문 )

심화교양 : 3-3-0

(자연과 생명 분야)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인간과사회:지방자치와 복지사회)

특성교양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행정학개론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기술과문명분야)

기초교양 9

심화교양 21

특성교양 3

전공선택 3

------------

합계 36 학점

2

*인사행정론 : 3-3-0

*조직관리론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재무행정론 : 3-3-0

*정책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3

------------

합계 39 학점

3

*지방자치론 : 3-3-0

*로컬거버넌스론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복지행정론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7

특성교양 3

------------

합계 39 학점

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18

------------

합계 18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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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행정학개론(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현대 인사행정의 의의와 기능 및 한국 정부에 있어서의 실태와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

로 소개한다.

조직관리론(Organization and Management)

이 과목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들을 구조 및 관리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이

를 위해 조직의 구조와 변화 문제에 초점을 주고,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

법을 탐색해보는 한편, 조직관리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들을 살펴본다.

행정영어(English Readings in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 연구를 심화,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어 문헌을 독파 할 수 있는 영어 

독해력을 함양하고, 이해력을 증진시켜 행정학의 최근 동향 및 행정상의 전문용어를 습득

시키고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정보체계론(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는 자연과학 지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범학문적 응용분야로서 행정조

직에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시키는 논리 및 기법 등을 연구한다. 특히 행정

조직의 의사결정을 컴퓨터 기술을 통해 지원해 주는 방법론 및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중점 연구한다.

헌법(Constitutional Law)

헌법관을 통하여 기본 이론과 기본권, 그리고 통치 구조에 대한 시각을 체계화하여 거시

적인 Legal Mind로 한국헌법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심층 있게 분석한다.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원을 연구하며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 관해 고찰하고,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과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연구하고 특히 법률행위와 그 부관, 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행정과 Gender(Public Administration and Gender)

젠더적 특성이 행정과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과 젠더에 관한 강의

를 함으로써 미래 정책에 대응하고자 함.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재무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예산 문제에 대한 법적, 회계적 과정을 소개하고 행정

학 일반의 연구에 도움이 되게 한다.

정책학(Policy Sciences)

정책연구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공공정책 과정을 의제형성, 정책형성, 정책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크게 나누어 개관하고 아울러 협의의 정책분석과 내용을 다룬다.

조직행태론(Organizational Behavior)

이 과목은 조직 내의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그리고 조직전체 수준의 이론을 두루 다룬다.

개인 수준에서는 학습, 지각, 태도, 성격, 동기유발, 의사결정 등을 다루고, 집단 수준에서

는 집단의 성격, 유형, 구조, 권력, 리더쉽, 갈등 등을 다루며, 조직 전체 수준으로는 조직

문화, 변화와 발전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의 목표는 먼저, 조직행태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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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학습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s)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경험적 조사연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론적 기본 논리와 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을 체득하게 하고 그 적용능력을 길러준다.

관료제도론(Bureaucracy)

현대 행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행정부의 권력 강화이다. 이에 대한 막강한 권련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관료제)의 독선을 지양하고 민주성의 함양과 타협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반 이론을 검토한다.

행정법(Administration Law)

행정법의 기본 이론들을 고찰하며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학

습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무행정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행정법을 배우게 된다.

행정사례연구(A Case Study on the Administration)

행정사례연구는 행정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행정학 이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행정문제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사례문

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창의적인 답안을 연구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론(Local Autonomy)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의 조류,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등을 연

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의 기초를 터득한다.

로컬거버넌스론(Local Governance.)

전통적 정부중심의 통치방식에서 기업,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지역발전의 주체로 변화됨

에 따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에 지방정부 운영에 대해 강의.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현대의 대표적인 사회현상 중의 하나인 도시화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제문제

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및 도시 행정체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한국행정론(Korean Public Administration)

한국에서 타당한 행정 이론과 행정 실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새

로운 이론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행정철학(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바람직한 행정상을 모색하고 관련이론을 살펴보며 이를 한국 행정관료제에 적용시켜 행

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협상론(Negotiation Theories)

본 과목은 정책집행기관인 공공기관과 정책대상이 되는 민간부문 특히 주민과의 정책갈

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가를 연구한다. 정책갈등은 공공정책

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당사자간의 갈

등을 협상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 이론과 기법을 연구한다.

정책분석과 평가론(Policy Analysis&Evaluation)

정책분석 및 기획을 연구하여 합리적인 분석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과정 

중 정책평과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중요성에 입각해 전반적은 평가이론과 평가기법들을 

소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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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를 복지적 측면에 두고 행정학적인 접근과 이론에 입각하여 효과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다.

사회적경제와행정 (Soci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대안경제로써 사회적경제는 비영리조직, 제3섹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다양

한 정책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영역에 대한 행정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지방정부론(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논리를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바람직한 관

계의 정립 및 주민의 참정권과 주민참여제도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지방정부의 기능과 재

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선거제도 등을 연구한다.

위기관리론(Crisis & Emergency Management)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반 위기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방안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위기의 속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위기관리 단계들을 위기발생 이전의 완화와 준비, 위기발생 이후의 대응과 복

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을 사례중

심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특성인 위기 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위기관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위기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진

단하고 처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정부간 관계는 연방제 국가를 포함한 단일 국가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정부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결하는 현상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협력하고, 대

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간관계에서는 복수의 정부들이 협력하고, 대결하는 원인을 

다양한 모델과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행정전산 및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and Computer Science in Public administration)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면서 행정 조직 내에도 행정 전산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컴퓨터 기본원리와 운영체제를 이해시키고 행정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또한 연구적 측면에서 계량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기법과 이론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에 행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행

정체제, 환경분석 및 평가방법, 환경구제정책, 국가간 비교환경정책 등을 연구한다.

위기관리 사례분석(Crisis Management and Case Study)

이 과목은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의 사례 연구는 먼저, 국민 안보 위기의 유형인 국민생활 

위기와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적재난), 영토 안보 위기와 주권 안보 위기인 전통적 안보 

위기, 그리고 국가 핵심기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기반 위기를 대상으로 한다. 사례분

석은 위기 발생의 원인과 진행 과정, 결과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대비 단계의 측면과 사

후 대응, 복구 단계의 측면을 대상으로 사전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론적 분석틀

에서 제시되는 변수에 의거하여 분석한다.

재정과 정부회계(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재정학과 정부회계를 주제로 하여 재정의 흐름상태를 파악하고 개인 국가 사회와의 관계



18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를 정의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현황의 고찰 및 분석에 필요한 회계학적 지식의 이해

와 습득에 목적을 둔다.

비교·발전 행정론(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체제 자체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적 차원에 대한 기본 개념들과 접근법을 

소개한다.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 Theories & Practices)

공공부분의 개혁을 관리하는 기법․과정․절차 등을 연구하여 생산성 높은 공공조직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행정학세미나(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지금까지 배운 행정의 기본 이론을 기초지식으로 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 경제,

행정 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중간관리자와 조정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행정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와 NGO(Government and NGO)

시민의 사회적 삶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대신하거나 보완할 다른 

사회적 기제로서의 NGO의 의미를 살펴본다.

기업과 정부론(Enterprise and Government)

자원배분 이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형태의 하나인 공기업의 종류와 민영화, 그리

고 규제와 간섭을 고찰하고, 아울러 외국의 공기업에 대해 비교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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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자치행정학과 Department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충북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지방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경영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등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연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를 경영하는 중추적 인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문적 소양을 함양

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의 실천적 자세를 연마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공동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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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Department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5668001

5668002

5668003

5668004

지방자치학Ⅰ(Local AutonomyⅠ)

공직자의 철학(Philosophy of Civil Servant)

복지행정학(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정부간 관계(Inter Governmental Relations)

3-3-0

3-3-0

3-3-0

3-3-0

전선 5668005 일상생활의 심리학(Psychology of Daily Living) 3-3-0

2 전필

5668007

5668008

5668010

5668019

지방재정학(Local Public Finance)

조직학(Organization Theory)

지방자치학Ⅱ(Local AutonomyⅡ)

지방행정과 사회적경제(Local Administration and Social Economy)

3-3-0

3-3-0

3-3-0

3-3-0

전선

4

1

전필

5668011

5668012

5668013

지역창생학(Creative City)

정책학원론(Policy Science)

시민참여론(Citizen Participation Theory)

3-3-0

3-3-0

3-3-0

전선
5668009

5668014

한국정치론(Modern Politics of Korea)

공법개론(Introduction to Public Law)

3-3-0

3-3-0

2

전필
5668015

5668020

지방자치세미나(Seminar in Local Autonomy)

지방정책세미나(Seminar in Local Policy)

3-3-0

3-3-0

전선
5668017

5668018

민법개론(Introduction to Civil Law)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Theory)

3-3-0

3-3-0

필수 13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5 과목 15 학점

계 18 과목 54 학점

● 교과목개요

지방자치학Ⅰ(Local AutonomyⅠ)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지방 자치와 민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

고 지방자치의 조류,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등을 연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의 기초를 터득한다.

공직자의 철학(Philosophy of Civil Servant)

행정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높아졌다. 공직자의 철학에서는 공직자의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관 그

리고 공지작의 사명과 자세를 바로세우는 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공직자의 

행복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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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학(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용에 대응하는 복지행정과 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사회 문제를 복지

적 측면에 두고 행정학적인 접근과 이론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확대되어 가는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방행정의 역할에 대해 학습

한다.

정부간 관계(Inter Governmental Relations, IGR)

정부간 관계는 연방제 국가를 포함한 단일 국가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정부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결하는 현상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이 대결하고 협

력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간 관계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

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과 협력에 관한사례와 이론을 다양

한 모델과 시각을 적용해 검토한다.

일상생활의 심리학(Psychology of Daily Living)

인간의 사고, 행동, 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으로서의 심리

학을 이해한다.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이해하도록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다루는 기

초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례를 소개한다.

지방재정학(Local Public Finance)

지방자치는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을 기본조건

으로 하고 지방재정의 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학은 지방재청의 기초

이론,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 지방정부의 지출 지방의 예산제도, 재

정의 확보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해 배우고, 재정의 흐름 상태를 파악하여 최근 대두되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고찰한다.

조직학(Organization Theory)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들을 구조 및 관리적 시각, 조직 행태론적 시작에서 검

토한다. 조직의 구조와 변화 문제에 초점을 주고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

법을 탐색하고 조직 관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본다. 또한 행태론적 측면에서 

조직 내의 개인수준과 집단수준 그리고 조직 전체 수준의 이론을 두루 다루어 이들 변수

들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 학습하도록 한다.

지방자치학Ⅱ(Local AutonomyⅡ)

지방자치학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대해 연구한다. 지방

정부에 대학 인식 논리를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및 주민의 참정권과 주민 참여제도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지방정부의 기능과 재원,

중앙정부와 지방정의 관계, 지방선거제도 등을 연구한다.

지방행정과 사회적경제(Local Adminstration and Social Economy)

대안경제로써 사회적경제는 비영리조직, 제3섹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

양한 정책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영역에 대한 행정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창생학(Creative City)

도시창생의 전략으로 나타난 창조도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로 특정한 지역의 지리적, 자

연적 특성과 문화적 소산 및 다양한 이재의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도시 창생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도시창생사업의 기반이 되는 학문

으로 지역창생학 연구는 지역의 창조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위

하여 실제적 사례연구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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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Policy Science)

정책연구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하고, 공공정책 과정을 의제형성, 정책형성, 정책선택,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크게 나누어 개관하고 아울러 협의의 정책 분석과 내용을 다룬다.

정책연구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은 뒤에는 이론에 기초하여 사례연구를 하면

서 지방정책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시민참여론(Citizen Participation Theory)

시민참여는 정부 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시민 참여론에서는 시민뿐

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정부와 시민의 관계, 시민의 권리와 참여의 諸양상 

및 지역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공법개론(Introduction to Public Law)

헌법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공법의 이해와 지식 습득 헌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통치기

구에 대하여 현행제도를 통하여 고찰한다. 행정법 통칙의 기본이론과 시례연구를 통한 행

정법 관계의 이해를 추구한다. 헌법과 행정법이라는 공법의 기초이해에 더불어 사례연구

를 한다.

한국정치론(Modern Politics of Korea)

해방이후 급격한 정치적 격변들을 경험해야 했던 한국현대정치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인

물별, 주제별 연구와 발표를 통해 한국현대정치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적실성 있는 진단

과 대안을 모색한다.

지방자치세미나(Seminar in Local Autonomy)

지방자치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기초지식으로 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 경제 

행정 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행정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게 하고, 강의시간별 특정주제를 

갖고 발표와 토론으로 학생들의 논리력과 사회분석능력을 제고한다,

지방정책세미나(Seminar in Local Policy)

정책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기초지식으로 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

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례들을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정책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게 하고, 주제에 관한 발

표와 토론으로 학생들의 논리력과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한 분석적·실무적 능력을 제고

한다.

민법개론(Introduction to Civil Law)

민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원을 연구하며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 관해 고찰한다.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과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연

구하고 특히 공직자와 지방행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s Theory)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와 권력 자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외국인과의 결혼

으로 인한 다문화 현상을 논의 한다. 이외에도 지역갈등, 부정부패, 환경문제 등 한국 사

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 실태와 원인 대책을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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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이란 정치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치학은 정치현상, 즉 정

부나 정치과정, 정부형태와 그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문이며,

국제관계학은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국제정치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

나라의 나아갈 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정치외교학은 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사회에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가장 직결

되는 최첨단 학문분야이다. 본 학과는 21세기를 이끌 리더로 성장할 인재 양성을 위

해 정치이론, 정치사상, 비교정치, 세계외교사, 국제관계이론, 남북한정치, 일본정치,

중국정치, 미국정치, 유럽정치 등 다양한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정치외교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9
외국어(외국인은 한국어)분야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18학점 이상 이수

(4.자연과 생명 분야와 5.기술과 문명 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수)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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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5666074 정치학원론(Principles of Political Science) 3-3-0

2

전필

전선

2

1

전필
5666079

5666013

*세계외교사(World Diplomatic History)

*서양정치사상(Western Political Thoughts)

3-3-0

3-3-0

전선

5666064

5666063

5666055

5666042

유럽연합론(European Union)

정당정치론(Party Politics)

사회주의권 정치론(Studies in Socialism)

국제관계와 시사영어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rrent English)

3-3-0

3-3-0

3-3-0

3-3-0

2

전필 5666046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 3-3-0

전선

5666080

5666029

5666038

5666059

5666072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한국정치사상사(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남북한관계론(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미국외교정책(Understanding American Foreign Policy)

일본정치론(Japanese Politics)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666001

5666083

*국제관계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유럽지역연구(European Studies)

3-3-0

3-3-0

전선

5666073

5666075

5666081

5666017

5666045

일본외교론(Japanese Diplomacy)

한국정당론(Korean Political Parties)

동양정치사상(Oriental Political Thoughts)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 연구

(The Study of Interest Group and NGO)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666051

5666065

*현대정치이론 및 방법론(Modern Political Theories and Method)

*현대정보사회와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in Information Society)

3-3-0

3-3-0

전선

5666066

5666076

5666056

5666049

한국현대정치론(Modern Politics of Korea)

남부유럽론(Politics in Southern Europe)

21세기와 평화문제(Peace Studies in the 21st Century)

국제정치사상(Though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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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5666061

5666070

5666021

5666068

5666069

북한정치외교론

(The Study of North Korea's Politics and Diplomacy)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민주정치론(Democratic Politics)

동남아정치론(Southeast Asian Politic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666077

5666003

5666082

5666044

5666067

현대정치사상(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국제정치와 국제법(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중국외교론(Chinese Diplomacy)

선거와 참여정치론(Election and Participant Politics)

동북아안보론(Northeast Asian Security)

3-3-0

3-3-0

3-3-0

3-3-0

3-3-0

필수 7과목 21학점

전공 선택 29과목 87학점

계 36과목 108학점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정치학원론 : 3-3-0
외국어/한국어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한국어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21
특성교양 3
전공선택 3
------------
합계 36학점

2

*세계외교사 : 3-3-0
*서양정치사상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비교정치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특성교양 3
------------
합계 36학점

3

*국제관계이론 : 3-3-0
*유럽지역연구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현대정치이론및방법론 : 3-3-0
*현대정보사회와정치과정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3
------------
합계 36점

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3
------------
합계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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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정치학원론(Principles of Political Science)

정치외교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탐색과목으로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치사상, 정치이론 및 방법

론,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등의 기초를 소개한다.

세계외교사(World Diplomatic History)

본 강좌는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의 외교사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또한 본 

강좌는 외교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외교사를 

보는 이론적 시각을 검토한다.

서양정치사상(Western Political Thoughts)

서양 고대, 중세, 근대 현대정치사상을 역사적 인물중심 및 사상중심으로 강의한다.

유럽연합론(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역사와 전체적 흐름을 국제정치외교사적으로 이해하고, 유럽연합 체제의 특징

을 국제정치경제 및 국가간의 역학 관계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유럽연합 

이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정당정치론(Party Politics)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조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기

원과 역사적 발전과정, 이념과 조직, 기능, 유형 등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체계적으로 조

명한다. 그리고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사회주의권 정치론(Studies in Socialism)

사회주의의 형성배경, 사회주의사상, 현재 사회주의 국가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국제관계와 시사영어(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rrent English)

국제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사영어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강의한다.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

정치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정치학연구의 왕도인 비교정치학을 이해한다. 이러한 

비교정치학에 대한 강의를 통해 현대정치현상, 통치와 권력구조 등 정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본 강좌는 중국혁명의 기원과 과정 및 그것이 중국 사회에 미친 충격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중국정치론을 정치제도, 정치문화, 정치과정, 정치경제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정치사상사(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한국정치사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고대에서 근대에 걸친 중요한 정치사상의 특성과 

구조 등을 역사적 고찰에 주안을 두고 탐구한다.

남북한관계론(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남․북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남․북한 관계를 분석하며 앞으로 남․북

한 관계의 과제 및 전망을 살펴본다.

미국외교정책(Understanding American Foreign Policy)

국제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정치의 비중 때문에 정치의 극(Political Polar)으로서 미

국정치를 강의한다. 또한 세계외교의 중심축인 미국의 외교정책을 분석․정리하여 외교정

책의 틀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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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론(Japanese Politics)

일본의 정치를 종합적, 총체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오늘의 일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국제관계이론(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를 규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다.

유럽지역연구(European Studies)

  우리는 21세기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역동성을 목도하고 있지만, 

EU의 미래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유럽지역연구는 현재와 미래 전망적 시각에서 EU

와 그 회원국들의 안보, 정치, 사회, 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학부학생들의 이해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일본외교론(Japanese Diplomacy)

일본의 외교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한국정당론(Korean Political Parties)

현대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인 정당에 대한 이론적 전제 위에서 한국 정당의 기

원과 형성, 그리고 그 특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상호 

연관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

동양정치사상(Oriental Political Thoughts)

동양정치사상의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서 특히 정치변동의 성격을 야기한 사상체계와 그것을 

조성한 제반 사회구조의 성격을 연관시켜 강의한다. 또한, 동양인들이 역사 속 그들이 당면

했던 정치문제들을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다양한 정치사상을 비교분석하

여 그 지혜와 우열을 밝혀서 현대적인 의미부여의 가능여부를 찾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

정치와 경제는 학문적으로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으로 정치분야와 경제분야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이론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도록 강의한다.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 연구(The Study of Interest Group and NGO)

신사회질서 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벗어나는 이익집단과 비정부기구의 발생배경, 의미, 기

능 등을 살펴 정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전망한다.

현대정치이론 및 방법론(Modern Political Theories and Method)

전통적 정치이론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과 아울러 현대정치이론의 행동론적 경향, 마르크

스적 경향, 규범이론적 경향에 중점을 두고 그 주요한 흐름을 탐구하도록 한다. 또한 정

치학의 과학화를 위한 제방법론의 이해와 현대정치현상의 분석방법론을 탐색한다.

현대정보사회와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in Information Society)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계 내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초

점을 두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치 내용을 학습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민의 정치행위

와 정치참여를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현대정치의 접근방법을 탐구하여 정치생활을 

이해하고,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한국현대정치론(Modern Politics of Korea)

해방이후 급격한 정치적 격변들을 경험해야 했던 한국현대정치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인

물별, 주제별 연구와 발표를 통해 한국현대정치의 현실과 이론에 관한 적실성 있는 진단

과 대안을 모색한다.

남부유럽론(Politics in Southern Europe)

남부유럽국가의 정치제도 및 정치과정, 그리고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전반

부에서는 남부유럽국가들의 내각, 선거, 이익집단, 정치경제 등에 관해 분석한다. 후반부

에서는 남부유럽에 당면한 과제와 전망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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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와 평화문제(Peace Studies in the 21st Century)

21세기는 갈등과 긴장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평화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현재․미래를 위한 평화문제를 다양한 각

도에서 재조명 할 것이다.

국제정치사상(Thoughts on International Relations)

현대의 중요한 국제 정치 속에서 중요시되는 정치사상을 사상 및 인물중심으로 분석․정

리하여 강의한다.

북한정치외교론(The Study of North Korea's Politics and Diplomacy)

북한외교정책을 시대별, 정책내용별로 분석하고 현재 북한외교정책을 진단하면서 강의한다.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

탈 냉전기에 들어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

기구의 이론적 근거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UN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안

보기구, 국제경제기구, 국제인권기구, 국제환경기구의 활동을 살펴본다. 또한 유럽, 아시

아, 미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국제기구의 기능과 역할도 알아본다.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국민, 국가형성의 역사와 발전을 기초로 하여 제정치 발전모델의 이해로 현대국가의 올바

른 정치발전을 모색한다.

민주정치론(Democratic Politics)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표로 민

주주의의 기원, 정치발전․정치제도․정치문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시민사회의 성장

과 참여민주주의의 문제,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정보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동남아정치론(Southeast Asian Politics)

탈냉전이후 시장개방과 경제개발 노력으로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남아 각국의 정치, 종교,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현대정치사상(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현대의 주요한 정치사상의 갈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보수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

더니즘, 사회주의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각 정치사상의 이론적 전개와 핵심적 주장,

그리고 이념들 간에 제기되는 논쟁의 쟁점들에 대해 비판적 이해와 평가를 한다.

국제정치와 국제법(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국제정치학의 세계에서 국제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므로 국제법을 중심으

로 한 제도적 연구분석을 강화시키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중국외교론(Chinese Diplomacy)

본 강좌는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중국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중국외교정책의 사적인 고찰, 중국과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 외교의 딜레마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선거와 참여정치론(Election and Participant Politics)

선거제도와 선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구미 등 여러 나라의 선거의 실례를 비교하고 

시민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비교검토 연구한다.

동북아안보론(Northeast Asian Security)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 문제의 포괄적 이해를 목표로 하여 동북아 각 국의 역사적, 지정

학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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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과 Economics

경제학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과학의 중심학문으로서 개인, 가

계, 기업, 국가 등의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 고용,

물가, 성장 및 변동 등 거시적인 문제를 다룬다. 경제학은 인접학문인 경영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의 기초학문으로서도 중요한 학문이다. 그리고 경제학은 다른 

기초학문인 어학, 수학, 통계학, 역사학 등의 방법론도 수용하여 폭과 깊이를 함께 

추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학과는 경제학의 기초분야인 이론경제학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고 있고, 경제

학의 본래 영역인 경제행위나 경제정책, 그리고 인접학문이 다루는 기업경영, 법, 정

치, 사회, 행정 등 각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해당하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방

법론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부관리가 되는 경우, 전문적 자격증 취

득 후 공기업과 공공 금융기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을 필요로 

하는 경제연구소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 개인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경제학과는 학생들의 현실경제 분석능력을 향

상시켜 실생활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소모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외국인 한국어)

*심화교양
18 (자연과 생명 분야와 기술과 문명 분야에서 

각 1과목 포함)
18

특성교양 6학점 이상 이수(분야는 2분야 이상)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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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과(Department of Economic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5667036 미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icroeconomics) 3-3-0

2

전필

전선 5667043 거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acroeconomics) 3-3-0

2

1

전필

5667051

5667003

5667052

*미시경제학Ⅰ(MicroeconomicsⅠ)

*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sts)

*거시경제학Ⅰ(MacroeconomicsⅠ)

3-3-0

3-3-0

3-3-0

전선
5667021

5667041

일반경제사(General Economic History)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3-3-0

2

전필 5667040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sts)
3-3-0

전선

5667016

5667020

5667053

5667054

경제학사(History of Economics)

근대경제사(Modern Economic History)

미시경제학Ⅱ(MicroeconomicsⅡ)

거시경제학Ⅱ(MacroeconomicsⅡ)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5667011

5667031

5667015

5667029

5667047

5667013

계량경제학(Econometrics)

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한국경제사(History of Korean Economy)

통계조사실습(Statistical Research Application)

국제금융론(International Finance)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667048

5667025

5667022

5667024

5667032

5667055

5667057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재정학(Public Finance)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

재무경제학Ⅰ(Financial EconomicsⅠ)

금융시장론(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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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5667028
5667046
5667049
5667033
5667056

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Understanding Financial Derivatives)
보험경제학(Economics of Insurance)
재무경제학Ⅱ(Financial EconomicsⅡ)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667001
5667027
5667044
5667006
5667034

경제발전론(Economic Development)
한국경제론(Korean Economy)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경제사상사(History of Economic Thoughts)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3-3-0
3-3-0
3-3-0
3-3-0
3-3-0

필수 4과목 12학점
전공 선택 31과목 93학점

계 35과목 105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665010
5666046
6210001
6210004
6209075
6208003
6210007
5663014
7107006
7107077
5665041

정책학(Policy Science)
비교정치학((Comparative Politics)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사회조사방법론 (Social Research Methods)
상법총론 (Principle of Commercial Law)
경제법Ⅰ(Antitrust Law)
행정법(Administration Law)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미시경제원론: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거시경제원론: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선택 6
공통기초 9
심화교양 21
특성교양 6
-------------
합계 42학점

2

*미시경제학 : 3-3-0
*경제수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거시경제학 : 3-3-0
*경제통계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2
특성교양 18
-------------
합계 42학점

3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30
일반선택 6
-------------
합계 36학점

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사회봉사Ⅰ : 1-0-30

전공선택 : 3-3-0
사회봉사Ⅱ : 2-0-60

전공선택 15
일반선택 3
사회봉사 3
-------------
합계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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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개요

미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icroeconomics)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개별 소비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방식과 수요, 공급 및 시장의 작

동원리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거시경제원론(Principles of Macroeconomics)

고용, 생산, 소비, 국제교역, 성장 등 국민경제의 구성항목과 그 변화양상에 관한 기초적

인 내용을 다룬다.

미시경제학Ⅰ(MicroeconomicsⅠ)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인 소비, 생산, 분배가 결정되고 변동하

는 원리를 배우고, 각 시장의 수요, 공급의 결정원리와 경제주체와 시장의 상호작용을 배

운다.

경제수학(Mathematics for Economists )

경제학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경제이론을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수학의 기본원리를 선택하여 배운다.

거시경제학Ⅰ(MacroeconomicsⅠ)

한 나라 경제전체의 수준에서 국민소득, 물가수준, 고용수준, 국제수지 등이 결정되고 변

동하는 원리를 배우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일반경제사(General Economic History)

인류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경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각 경제의 시대구분 방법과 각 시대의 특징을 배운다.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를 익히고 이를 통해 완성된 제무제표의 해독능력을 배양하도록 한

다. 회계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화폐금융론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를 공부함에 있

어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된다.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sts)

경제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통계학의 기본원리를 배우고 이를 경제

학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경제학사(History of Economics)

다양한 학파의 경제학이 성립하고 발전되고 계승되는 과정을 각 학파를 창시한 경제학자

가 활동한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경제학자의 생애와 사상, 분석방법을 통해서 배운다.

근대경제사(Modern Economic History)

세계 전 역사 중에서 자본주의가 성립한 근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 지역

경제와 국민경제의 역사를 통해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배운다.

미시경제학Ⅱ(MicroeconomicsⅡ)

경제학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전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경제학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수학적 분석 방법을 익힌다.

거시경제학Ⅱ(MacroeconomicsⅡ)

경제변동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경기예측방법, 경기순환이론 및 경제성장론 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제변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계량경제학(Econometrics)

경제이론을 통계적 이론에 기초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발전된 계량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고 이를 경제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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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론(Money and Banking)

통화 및 금융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이를 금리, 물가, 환율, 주가 등 

금융변수와 금융기관의 활동 분석에 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개별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행위,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임금 및 고용량 결정 등

과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배움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해

를 높인다.

한국경제사(History of Korea Economy)

한국경제 발전의 역사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각 시대별로 나타난 한국경제의 전체적,

분야별 변화를 배운다.

통계조사실습(Statistical Research Application)

실물 경제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 환율, 물가, 주가 등의 실제 데이터에 통계학

적 원리를 적용하여 실질 분석을 함으로써 경제현상을 검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국제금융론(International Finance)

외환시장, 국제수지와 환율, 국제통화제도, 국제금융제도, 국제금융상품과 시장에 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론은 나라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다룬다. 이 과목은 화폐에 

중점을 두는 국제금융론과 달리 무역, 관세, 요소이동, 무역정책 등 실물적인 측면에 중점

을 둔다.

재정학(Public Finance)

정부의 활동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자 재정지출과 조세 등 재정현상에 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재정이 지니는 의미를 배운다.

통화정책(Monetary Policy)

통화․금융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화․금융정책의 기구,

목표, 수단, 지표와 통화․금융정책의 이자율, 물가, 국민소득 등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

향을 배운다.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미시경제학을 기업론, 산업론, 시장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견

지에서 전개한다. 불완전 경쟁에서의 기업의 행동, 특히 독과점 기업의 행동과 성과를 이

론적, 실증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논의한다.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

한 나라의 경제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구성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간의 자원의 배분문

제, 예를 들어 산업입지와 교통 등을 다루고, 도시화에 따른 문제인 주택, 환경, 토지의 

사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한다.

재무경제학Ⅰ(Financial EconomicsⅠ)

본 과목은 현대 재무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하고 재무이론을 금융시장과 금융상

품의 분석에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을 다루기로 한다. 본 과목은 구체적으로 투자환경, 투

자수단,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포트폴리오관리와 효율적인 위험분산방법 등을 다루게 되

므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다. 학생들은 재무경제학 이론이 현실적인 자본시장 투자문제

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유용성과 한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최적의 투자의사결정

을 위해 자본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봄으로써 펀드운용과 위험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식

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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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Fiscal Policy)

정부의 활동과 그 영향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정책을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한다.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불확실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기대이론과 게임이론,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 모

형과 사례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과 시장에서의 성과 등을 분석한다.

파생금융상품의 이해(Understanding Financial Derivatives)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배움으로써 첨단금융시장을 이해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 시장에서 중요시 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학습한다.

보험경제학(Economics of Insurance)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방안의 하나인 보험의 수요와 공급, 보험의 가격설정이론,

보험과 밀접한 개념인 리스크 및 불확실성(uncertainty)의 개념,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및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분석, 위험관리 및 보험의 메커니즘을 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경제주체별 재무계획, 각종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재무경제학Ⅱ(Financial EconomicsⅡ)

최근 경제학과 학생들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이 늘고 

있기에 이러한 취업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재무경제학에 다루지 못한 응용 관련 사

항들 채권운용, 증권분석방법 등을 배운다.

금융시장론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이 과목은 금융과 관련된 경제 이론과 다양한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재무경제 이론에 기초하여 금융시장의 구조와 금융상품의 가

격결정의 원리를 학습하고, 금융환경과 금융 산업구조의 변화, 금융의 국제화 등의 제반 

이슈에 적용한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금융환경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금융시장, 금융

기관, 그리고 금융 상품에 대한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증권 또는 금융과 관련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발전론(Economic Development)

경제가 발전하는 수준에서 차이를 배우기 위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의 발전단계 차이는 

물론이고 각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통해 경제발전의 원인과 결과를 배운다.

한국경제론(Korean Economy)

현재의 한국경제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

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한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의미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각종 소득지원제도의 내용과 이들 

제도들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경제사상사(History of Economic Thoughts)

경제학의 발전을 각 경제학자 경제이론의 배경이 되는 사상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토의함

으로써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변화가 인간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일국 전체의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경제

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환경보전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자연과학대학(5900)
(College of Natural Sciences)

한 국가에서 산업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기초과학에 대한 학문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과학대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최신의 연구

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를 사회 각 분야에 전수함과 동시에 거기

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자연과학대학은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35여 년

동안 우리 자연과학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시설 면에서 자연대 제1호관

부터 제6호관까지 6개의 건물과 과학 도서관을 갖게 되었고, 최근 2개의

CK사업, 3개의 BK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선정되어서 많은 시설과

장비에 최신화를 이루었다.

자연과학대학은 현재 2개 학부와 4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부과정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미생물학, 생화학, 정보통계학,

천문우주학, 지구환경과학을 전공한 이학사를 배출하고 있다. 학부와 연계된

대학원의 9개 학과에서는 석․박사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81

명의 교수가 2,000여명의 학부 학생을 교육하며 200여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과 연구

역량으로 미래첨단과학을 선도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그 실제적인

응용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교양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사회에

공헌하고, 학문적 요구, 국가 및 사회의 요구, 학생의 요구가 만족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지성적이면서도 실천적이고 민주적인 생각을 지닌 과학도로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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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학·정보통계학부

◎ 수학·정보통계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수

9

⦁국어와 작문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 I 이수
⦁기초통계학 및 실습 이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아래과목 중 택 1 이수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일반화학 및 실험 I

일반생물학 및 실험 I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I

⦁수학 II 이수
⦁응용통계학 및 실습 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아래과목 중 택 1 이수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일반화학 및 실험 Ⅱ
일반생물학 및 실험 Ⅱ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Ⅱ

24

*심화교양

⦁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12

⦁정보와 통계 이수 권장

특성교양 ⦁정보처리실무 이수 3

계 48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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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전공 Mathematics

순수수학과 기초과학분야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급변하는 과학시대

의 발전에 공헌하고, 복잡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21세기 지식정보 기반사회의 핵

심 역량인 창조적 사고력, 수리·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우수

한 수학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순수수학 이론의 해석학, 대수

학, 기하학, 위상수학과 그에 관련된 전산학, 확률·통계학, 응용수학을 연구하고 교

육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을 재정립 발전시키고, 새로운 학문적 이론체계의 개발을 

도모하고,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학자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수학과 소속 전

임교원 모두 왕성하고 탁월한 연구능력을 유지하고 배출인력의 80%이상 수학 전공

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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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정보통계학부 수학전공(Mathematic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71007

5971011

* 해석학Ⅰ 및 실습(AnalysisⅠ and Practice)

* 응용선형대수Ⅰ(Applied Linear AlgebraⅠ)

3-3-1

3-3-0

전선

5971008

5971002

5971009

5971004

5971001

집합론(Set Theory)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벡터해석(Vector Analysis)

수리통계학Ⅰ(Mathematical StatisticsⅠ)

현대수학의 이해(Introduction to Modern Mathematics)

3-3-0

3-3-0

3-3-0

3-3-0

2-2-0

2

전필
5971010

5971013

* 미분기하학Ⅰ 및 실습(Differential GeometryⅠ and Practice)

* 복소함수론Ⅰ 및 실습(Complex VariableⅠ and Practice)

3-3-1

3-3-1

전선

5971003

5971006

5971012

5971005

수론(Number Theory)

해석학Ⅱ(AnalysisⅡ)

응용선형대수Ⅱ(Applied Linear AlgebraⅡ)

수리통계학Ⅱ(Mathematical StatisticsⅡ)

3-3-0

3-3-0

3-3-0

3-3-0

3

1

전필
5971021

5971022

* 현대대수학Ⅰ 및 실습(Modern AlgebraⅠ and Practice)

* 실함수론Ⅰ 및 실습(Real AnalysisⅠ and Practice)

3-3-1

3-3-1

전선

5971014

5971015

5971019

5971018

미분기하학Ⅱ(Differential GeometryⅡ)

복소함수론Ⅱ(Complex VariableⅡ)

위상수학입문(Introduction to Topology)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

3-3-0

3-3-0

3-3-0

2

전필 5971023 * 위상수학Ⅰ 및 실습(TopologyⅠ and Practice) 3-3-1

전선

5971017

5971025

5971016

5971024

5971020

현대대수학Ⅱ(Modern AlgebraⅡ)

산업응용수학 및 실험

(Industrial Mathematics and Practice)

실함수론Ⅱ(Real AnalysisⅡ)

현대기하학(Modern Geometry)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3-3-0

3-2-2

3-3-0

3-3-0

3-3-0



자연과학대학 _205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971026

5971031

5971035

5971029

5971033

위상수학Ⅱ(TopologyⅡ)

대수학특강(Topics in Algebra)

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

수학과교육론(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금융수학(Mathematical Finance)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971032

5971034

5971030

5971027

5971028

정보/조합/암호론

(Information Theory/Combinatorics/Introduction to cryptography)

기하학특강(Topics in Geometry)

편미분방정식입문(Introduction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al Education)

수학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Mathematics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필수 7과목 21학점

전공 선택 28과목 83학점

계 35과목 104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개설된 동일명칭의 전공선택 과목

7412006 미분기하학Ⅱ, 7412015 수학과교육론, 7412022 해석학Ⅱ

7412027 집합론, 7412061 미분방정식, 7412067 수학과 논리 및 논술,

7412070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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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영어Ⅱ) : 3-3-1

수학 Ⅰ : 3-3-1

기초통계학 및 실습 : 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자연이공계 기초 : 3-2-2

심화교양 : 3-3-0

현대수학의 이해 : 2-2-0

국어와 작문 : 3-3-0

영어 읽기와 토론(영어Ⅰ) : 3-3-1

수학 Ⅱ : 3-3-1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응용통계학 및 실습: 3-2-2

자연이공계 기초 : 3-2-2

정보처리실무 : 3-3-0

전공선택 : 2

공통기초 : 9

자연이공계기초 : 24

심화교양 : 3

특성교양 : 3

-----------------------------

41학점

2

*해석학 I 및 연습 : 3-3-1

*응용선형대수 I : 3-3-0

집합론 : 3-3-0

미분방정식 : 3-3-0

벡터해석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미분기하학 I 및 실습 : 3-3-1

*복소함수론 I 및 실습 : 3-3-1

수론 : 3-3-0

해석학 II : 3-3-0

응용선형대수 II :3-3-0

수리통계학II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

합계 42학점

3

*현대대수학 I 및 실습 : 3-3-1

*실함수론 I 및 실습 : 3-3-1

미분기하학 II : 3-3-0

복소함수론 II : 3-3-0

위상수학입문 : 3-3-0

수치해석 : 3-3-0

심화교양 : 3-3-0

*위상수학 I 및 실습 : 3-3-1

현대대수학 II : 3-3-0

산업응용수학 및 실험: 3-2-2

실함수론 II : 3-3-0

현대기하학 : 3-3-0

이산수학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3

-------------

합계 36학점

4

위상수학II : 3-3-0

대수학특강 : 3-3-0

수리생물학 : 3-3-0

수학과교육론 : 3-3-0

금융수학 : 3-3-0

정보/조합/암호론: 3-3-0

기하학특강 : 3-3-0

편미분방정식입문 : 3-3-0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수학과 논리 및 논술 : 3-3-0

전공선택 : 30

-------------

합계 30학점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수학 전공 수학교육 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5971006

5971014

해석학Ⅱ

미분기하학Ⅱ

7412022

7412006

해석학Ⅱ

미분기하학Ⅱ

동일

동일

● 교과목 개요

해석학Ⅰ 및 실습(AnalysisⅠ abd Practice)

실수와 복소수계의 성질을 규명하고 실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함수의 연속성, 수열, 급수,

미분, 적분 등의 개념을 다룬다



자연과학대학 _207

응용선형대수Ⅰ (Applied Linear AlgebraⅠ)

선형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행렬과 그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

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치환, 고유값 등을 학습한다.

집합론(Set Theory)

집합과 연산, 함수, 관계, Cardinal number, Ordinal number 등을 다룬다.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일계일차미분방정식, 일계고차미분방정식, 상수계수의 선형미분방정식, 특수한 형태의 미

분방정식, 고계미분방정식, Laplace 변환 등에 의한 해법과 그 응용을 다룬다.

벡터해석(Vector Analysis)

다변수 벡터함수들의 극한, 연속성, 방향미분, 다중적분, 그린정리, 스토크스 정리, 발산정

리 등을 학습한다.

수리통계학Ⅰ(Mathematical StatisticsⅠ)

통계학의 모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확률 및 추정론, 검정론에 관한 이론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현대수학의 이해(Introduction to Modern Mathematics)

현대 수학에서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들을 소개하며 연습한다. 학습 목표는 현대 수학의 

큰 범주인 기하학, 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이해와 자주 쓰

는 기초 핵심 개념들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미분기하학Ⅰ 및 실습(Differential GeometryⅠand Practice)

공간곡선의 표시, 접선, 주법선, Frenet Serret의 공식 구면곡선, 자연방정식 및 특수곡선

을 다룬다.

복소함수론Ⅰ 및 실습(Complex VariablesⅠand Practice)

복소수함수, 해석함수, 초등함수, 적분 등을 다룬다.

수론(Number Theory)

급수, 합동, 군, 환체, 2차함수, 정수론과 관련된 함수, 정수론과 관련된 특수한 방정식, 분

수와 무리수 등을 다룬다.

해석학Ⅱ(AnalysisⅡ)

해석학Ⅰ의 연속으로 Riemann-Stieltges의 적분, 실함수로 구성된 수열의 Uniform

Convergence와 Fourier 급수 및 직교함수 등을 다룬다.

응용선형대수Ⅱ(Applied Linear AlgebraⅡ)

심도 깊은 선형대수이론을 습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학분야에서 쓰이는 여러 고급 선형 

대수 개념인 불변 부분공간, 직합, 순환 분해와 조르당 형식, 내적 공간과 그 위에서 정의

된 연산자, 이중선형형식 등을 학습한다.

수리통계학Ⅱ(Mathematical StatisticsⅡ)

확률의 기본개념 및 특수한 확률변수의 분포상태를 다룬다. 연속 및 불연속 확률변수, 각

종 연속분포 함수, 다변수 분포함수 Moments와 기댓값, 각종 특성함수를 강의한다.

현대대수학Ⅰ 및 실습(Modern AlgebraⅠand Practice)

대수학의 선수개념인 Group, Ring의 기본정리를 다룬다. 정수, 자연수군의 정리, 상군,

Jordan-Holder의 정리, 환의 정리, 환의 종류 및 구조적 해부 등을 강의한다.

실함수론Ⅰ 및 실습(Real AnalysisⅠand Practice)

실수계, 내측도, 외측도, Lebesgue 측도, 가측함수, 일반적인 Lebesgue 적분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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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기하학Ⅱ(Differential GeometryⅡ)

곡면의 표시, 곡면상의 기본량, 곡면상의 곡선의 곡률, Gauss의 곡률, 측지적 곡률, 사각

사상, 선직면, 포락면 등의 곡면론을 주로 다룬다.

복소함수론Ⅱ(Complex VariablesⅡ)

복소수함수론Ⅰ 의 연속으로 급수, 유리수와 적분, 등각사상 및 응용을 다룬다.

위상수학입문(Introduction to Topology)

위상상수의 기본적 개념인 open, set, basis, closure, continuous function, metric space

등에 대해 다룬다.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수치해법의 연산과정과 오차해석, 연립방정식의 해법 및 Fortran 프로그램, 보간법과 최

소자승법, 적분 및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Monte-Carlo 방법, 선형계획법 등을 강의한다.

위상수학Ⅰ 및 실습(TopologyⅠand Practice)

separable space, Lindelof space, Hausdorff space, reglur space, normal space, compact,

connected Cauchy sequence, compietion 등에 대해 다룬다.

현대대수학Ⅱ(Modern AlgebraⅡ)

Ring, Field를 대수학Ⅰ에 연결하여 강의한다. Ring의 성질, Ideal Hilbert 정리, 소체, 유

한체 등을 강의한다.

산업응용수학 및 실습(Indutrial Mathematics and Practice)

응용과학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수치적 방법에 대한 분석과 

이들에 대응되는 과학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그리고 현재에 널리 

사용되는 수퍼컴퓨터에 알맞은 효율적인 수치적 방법의 개발 및 분석과 수치적 실험방법

들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

실함수론Ⅱ(Real AnalysisⅡ)

실함수론Ⅰ의 연속으로 단조함수의 미분, 절대연속 Classical Banach 공간에서 LP공간,

Holder와 Minkowski 부등식에 관하여 강의한다.

현대기하학(Modern Geometry)

고전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하고 근대 기하학 연구분야인 쌍곡기하학, 타원기하학,

사영기하학 등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한다.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생활의 이산적인 상황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사고 하는 능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산학, 공학 등 현대 응용수학의 기본 이론이 되는 논리와 추론, 집합 이론, 순서집합,

관계와 함수, 확률, 조합론, Bool 대수, 그래프 이론, 알고리즘, 최적화 등의 중요 주제에 

대해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위상수학Ⅱ(TopologyⅡ)

함수공간과 uniform convergence, compact-open topology, homotopy, fundamental

group 등에 대해 다룬다.

대수학특강(Topics in Algebra)

대수학 전공수업을 바탕으로 현대 대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들을 다룬다. 학습 목표는 

고급 정수론(대수적, 해석적 정수론, p-진 해석학) 및 고급 환론, 모듈이론, 기초 대수기하

학, 군표현론 등의 주제들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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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생물학(Mathematical Biology)

수리생물학이론은 생물학, 생태학, 의학의 여러 문제들을 수학을 이용하여 탐구하는 학문

이다. 수리생물학 교과목을 통해 생물학 시스템의 차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 모델을 구성

하고, 정성-정량적 해에 대해 탐구하며, 수학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한다.

수학교육론(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이론과 실제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수학학습의 심리학적․철학적 기초, 문제해결, 수학교

육평가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다.

금융수학(Mathematical Finance)

금융의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리적 방법론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파생금융상품, 이산 확률과정, 이항모델, 기초자산의 가격결정, 금리와 

채권의 가격 결정, 옵션의 가격결정,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 등에 관련된 수리적 방법

론을 공부한다.

정보/조합/암호론(Information Theory/Combinatorics/Introduction to cryptograpy)

정보의 기본 개념과 정보에 관한 수학적 이론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정보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확률론, 정보이론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엔트로피(Entropy)의 개념 

및 그 활용방법, 코딩(Coding) 이론 등을 개괄적으로 공부한다.

조합론 수업에서는 유한하거나 셀 수 있는 이산 구조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목표는, 1)비

둘기집의 원리(pigeonhole principle), 2) 그래프 이론(graph theory), 3)재귀 수열(recursive

sequence), 4)생성함수(generating function)에 대해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암호학의 기초를 학습한다. 암호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수학을 익히며 현대 암호학의 주요한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교과목 학습목

표는, 1) 기초 정수론, 특히 합동식(Congruence)과 페르마의 소정리(Fermat's little

theorem)에 대한 학습 2) 유한체(finite field)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학습 3)타원 곡선

(elliptic curve)의 기초이론에 대한 학습, 4) 공개키 암호체계(public key cryptosystem) 및 

이의 응용을 학습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기하학특강(Topics in Geometry)

기하학의 여러 기초이론들과 모형들이 물리, 의·공학계에 어떻게 응용이 되고, 우리의 생

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공부한다.

편미분방정식입문(Introduction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세가지 형태의 타원형, 포물형, 쌍곡형 편미분방정식에 대한 해의 존재성 및 변수분리방

법, 푸리에 시리즈 이론, Sturm-Liouville 이론, Bessel 함수등을 다룬다. 특히 과학이나 

공학에서 많이 생겨나는 열방정식, 파동방정식, 라플라스방정식에 대한 이론을 중점적으

로 다룬다. 본 과목의 선수과목으로 해석학 및 미분방정식을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s Education)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 수업안 작성, 교수방법을 연구한다.

수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Writing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통합교과적이고 창의적인 논술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논술교

육의 방법을 연구한다.





자연과학대학 _211

◇ 정보통계학전공 Information Statistics

u 교육목적

- 전공 전문화를 통한 현장 적응형 실무 인재 양성

- 금융, 보건, 전산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통계 전문가 육성

- 수학․통계 기반 산업응용 특성화 인재 양성

u 교육목표

- 통계학에 대한 자부심 및 분석능력 배양 

- 자발적 목표 설정 및 학습 동기 유발로 자심감 증대

-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적응 및 존중

-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사고 유연성 확대

- 특성화 분야 전문교육 확대

u 학습성과지표

교육목표 학습성과지표 관련 교과목

통계학에 대한 자부심 및 분

석능력 배양

§ 설문조사

§ 자격증 취득여부

§ 공인 어학성적 취득여부

§ 전공과목 성적분석

전체 전공 교과목

자발적 목표 설정 및 학습 동

기 유발로 자심감 증대

§ 전공 학습동아리 활동

§ 전공과목 수강 이수내역

§ 논문공모전 참가여부

§ 통계컨설팅 참여여부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적응 및 존중

§ 다전공 이수여부

§ 교양과정 이수여부

§ 학생회 활동 참여여부

§ 봉사동아리 활동여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사고 유연성 확대

§ 인적성검사 학습체계 내역

§ 타전공과목 이수여부

§ 강연 및 세미나 참여여부

§ 자기주도체험 참여여부

특성화 분야 전문화

§ 특성화 관련 교과목 이수여부

§ 특성화 관련 특강 참여여부

§ 특성화 관련 동아리 활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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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정보통계학부 정보통계학전공(Information Statistic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72001

5972002

5972003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Statistical Packages and Lab.Ⅰ)

*표본조사론 및 실험(Sample Survey and Lab)

*수리통계학Ⅰ(Mathematical StatisticsⅠ)

3-2-2

3-2-2

3-3-0

전선

5972006

5972007

5972008

기초확률론 및 응용(Basic Probability Theory and Application)

응용선형대수(Applied Linear Algebra)

탐색적 자료분석 및 실험(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Lab.)

3-3-0

3-3-0

3-2-2

2

전필
5972004

5972005

실험설계분석 및 실험(Experimental Design Analysis and Lab.)

수리통계학Ⅱ(Mathematical StatisticsⅡ)

3-2-2

3-3-0

전선
5972009

5972010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Statistical Packages and Lab.Ⅱ)

이자론과 금융수학(Interest and Financial Mathematics)

3-2-2

3-3-0

3

1

전필 5972011 회귀분석 및 실험(Regression Analysis and Lab.) 3-2-2

전선

5972012

5972013

5972014

5972015

5972016

품질관리(Quality Control)

통계모의실험 (Statistical Simulation Lab.)

시계열분석 및 실험(Time Series Analysis and Lab.)

빅데이터 시각화(Big data visualization)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Advanced Biostatistics and Lab.)

3-3-0

3-2-2

3-2-2

3-2-2

3-2-2

2

전필

전선

5972017

5972018

5972019

5972020

5972021

보험통계학(Insurance Statistics)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험(Categorical Data Analysis and Lab.)

생존분석 및 실험(Survival Analysis and Lab.)

선형모형론(Linear Models)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Introduction to Multivariate Analysis)

3-3-0

3-2-2

3-2-2

3-2-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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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972022

5972023

5972024

비모수통계분석 및 실험(Nonparametric Statistics Analysis and Lab.

신뢰성통계분석 및 실험(Reliability Analysis and Lab.)

전산통계 및 실험(Computer-Aided Statistics and Lab.)

3-2-2

3-2-2

3-2-2

2

전필

전선

5972025

5972026

5972027

5972028

금융통계학 및 실험(Financial Statistics and Lab.)

통계상담 및 실험(Statistical Consulting and Lab.)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Data Mining and Lab.)

고급임상자료분석(Advanced Clinical Data Analysis)

3-2-2

3-2-2

3-2-2

3-3-0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22 과목 66 학점

계 28 과목 8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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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영어Ⅱ) : 3-3-1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자연이공계 기초 : 3-2-2

심화교양 : 3-3-0

수학 Ⅰ : 3-3-1

기초통계학 및 실습 : 3-2-2

국어와 작문 : 3-3-0

영어 읽기와 토론(영어Ⅰ) : 3-3-1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자연이공계 기초 : 3-2-2

응용통계학 및 실습: 3-2-2

수학 Ⅱ : 3-3-1

정보처리실무 : 3-3-0

공통기초 : 9

자연이공계기초 : 24

심화교양 : 3

특성교양 : 3

-----------------------------

39학점

2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 : 3-2-2

표본조사론 및 실험 : 3-2-2

수리통계학Ⅰ : 3-3-0

기초확률론 및 응용 : 3-3-0

탐색적 자료분석 및 실험 : 3-2-2

심화교양 : 3-3-0

수리통계학Ⅱ : 3-3-0

실험설계분석 및 실험 : 3-3-2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 : 3-2-2

이자론과 금융수학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 15

전공선택 : 15

심화교양 : 9

-----------------------------

39학점

3

회귀분석 및 실험 : 3-2-2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 : 3-2-2

통계모의실험 : 3-2-2

시계열분석 및 실험 : 3-2-2

빅데이터 시각화 : 3-2-2

품질관리 : 3-3-0

보험통계학 : 3-3-0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험 : 3-2-2

생존분석 및 실험 : 3-2-2

선형모형론 : 3-2-2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 : 3-2-2

전공필수 : 3

전공선택 : 30

----------------------------

33학점

4

비모수통계분석 및 실험 : 3-2-2

신뢰성통계분석 및 실험 : 3-2-2

전산통계 및 실험 : 3-2-2

통계상담 및 실험 : 3-2-2

금융통계학 및 실험 : 3-2-2

고급임상자료분석 : 3-3-0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 : 3-2-2

전공선택 : 21

---------------------------

21학점

● 교과목 개요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Statistical Packages and Lab.Ⅰ)

SAS, Minitab, SPSS 그리고 S-plus 등, 여러 가지 통계패키지들의 활용법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자료분석을 실행하여 실제자료에 대한 통계패키지의 응용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본조사론 및 실험(Sample Survey and Lab)

표본조사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습득케 하고 실무에 있어서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기본적으로 단순임의 추출, 층화임의 추출, 계통추출, 그리고 

집락 추출 등의 이론 등을 학습함과 동시에 실제로 설문지를 작성, 표본을 추출하고 간단

한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기초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함을 목표로 한다.

수리통계학Ⅰ(Mathematical StatisticsⅠ)

수리통계학Ⅰ에서는 통계적 추론의 바탕이 되는 분포론에 중점을 두어 응용성이 높은 확

률분포들의 수리적 성질과 기초적인 대표본근사이론 및 변수변환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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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확률론 및 응용(Basic Probability Theory and application)

통계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자료들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응용

에 필요한 기본 이론으로 Random Walk, Possion 과정, Markov Chain, Martingale 이론 

등을 연구하고 확률모형의 기초와 대기행렬체계에서의 기본모형 그리고 일반적인 확률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려한다.

응용선형대수Ⅰ(Applied Linear AlgebraⅠ)

선형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행렬과 그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

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치환, 고유값 등을 학습한다.

탐색적 자료분석 및 실험(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Lab.)

이미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일련의 방법이다. 이미 수집된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간편한 계산식에 의해 구해진 숫자 요약과 그래프를 이용해 찾아내거나 데이터를 

보다 유용하게 만들기 위하여 데이터를 재표현 하거나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방법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실험설계분석 및 실험(Experimental Design Analysis and Lab.)

기초통계학에서 습득한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고 실험계획의 원리, 구조모형의 분산분석에 

관한 이론과 통계기술을 연구한다. 주로 실험계획의 기본배치법, 요인실험, 분할구법 등을 

연구한다.

수리통계학Ⅱ(Mathematical StatisticsⅡ)

통계학의 전반적 분야에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적 방법들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깊게 하도록 하며 이론과 실제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한다.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Statistical Packages and Lab.Ⅱ)

C++, SAS, Basic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지식을 다루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통계분포표의 계산, 통계량의 계산, 분포함수와 밀도함수의 그래프 작성 등의 응용프로그

램을 작성한다.

이자론과 금융수학(Interest and Financial Mathematics)

금융 분야의 기본적인 이자이론을 학습하고 주식, 채권, 선물 및 옵션, 포트폴리오 이론 

등등 기타 금융과 재무에 관련된 금융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회귀분석 및 실험(Regression Analysis and Lab.)

다양한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 즉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추정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주로 단순 회귀모형 및 상관계수, 결

정계수 등과 중회귀분석의 기본 개념을 연구하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 위주의 경영을 위한 방법으로서 품질전략, 품질관리 및 품질공학의 전 분야에 걸친 

품질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일반이론과 그를 기초로 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주요 학습과

제로는 기업경영과 품질, 품질 코스트, 품질기능전개, 품질 보증시스템에 관련된 기법과 

실습을 다룬다.

통계모의실험(Statistical Simulation Lab.)

실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통계적 모형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ion)

을 통한 분석법을 다룬다. 컴퓨터로부터 생성되는 의사난수(Pseudorandom number)의 발

생원리/확률변량의 생성방법-역변환법, 변수변환법, 거절법과 합성법/몬테카를로 방법과 

분산감소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분야(Bootstrap 방법, EM알고리

즘, MCMC기법 등)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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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및 실험(TIme Series Analysis and Lab.)

어떤 사건들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나타나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게 되며 주

로 Stationary 및 Nonstationary 시계열 모양의 판별, ARIMA모형, MA모형, AR모형,

ARMA모형의 성질 등을 연구한다.

빅데이터 시각화(Big data visualization)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는 매우 중요하다. 시각화 방법으로는 시간시각화,

분포시각화, 관계시각화, 공간시각화가 있다. 시각화의 도구로는 주로 R을 사용한다. 다양

한 자료에 대한 시각화 기법을 학습하고, 공공데이터 등에 적용한다.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Advanced Biostatistics and Lab.)

의․약학 및 생명과학에서 얻어지는 통계자료들에 대한 심화된 분석법을 강의한다. 일반 

통계자료분석의 콘텐츠를 따라 강의되어지나 예제 및 실제 자료 분석이 생명과학의 자료

이며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것을 연구한다.

보험통계학(Insurance Statistics)

인구집단에 대한 정태통계, 동태통계, 그리고 생명표 작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것이 

생명보험의 보험산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험(Categorical Data Analysis and Lab.)

최근에 분할표에 대한 범주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여, 특히 사회 

인문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바, 분할표 분석, 로짓모

형, 로그선형모형, 일반화 로짓모형, 반복측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생존분석 및 실험(Survival Analysis and Lab.)

사람(혹은 실험동물)들의 수명을 관찰한 자료를 생존자료라 부르고 생존자료를 이용 통계

분석을 생존분석이라 부른다. 이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생존분석 방법을 배운다.

선형모형론(Linear Models)

설명 변수의 설형결합으로 이루어진 예상치를 반응치의 임의 변동에 적합시키는 고전적 

선형모형을 연구한다. 변수선택, 회귀진단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계수의 가설 검정도 

다룬다. 일원배치, 이원배치, 다원배치의 응용이 이루어지며 패키지를 이용한 실습(실험)을 

겸한다.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Introduction to Multivariate Analysis)

3개 이상의 변수에 적용되고 분포이론을 중심으로 주성분 분석, 요인분석 등의 기초적인 

분야를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변량 정규모집단, Hotelling'T2통계량 등을 연구한

다.

비모수통계분석 및 실험(Nonparametric Statistics Analysis and Lab.)

모수에 관한 가정 혹은 엄격한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수치적 자료가 아닌 순위 범주

적 자료에 대한 통계적 기법을 다루며 주로 Sign검정, Run검정, Wilcoxon검정, Friedman

검정 등을 연구한다.

신뢰성통계분석 및 실험(Reliability Analysis and Lab.)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작동할 때 그 확률을 시스템의 신뢰도라고 한다. 1950년

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신뢰성이론은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을 때, 각 부품의 신뢰도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며 

수명 분포의 특성 및 응용, 신뢰도 산출의 효율적인 방법, 시스템의 유용도 등도 함께 학

습한다.



자연과학대학 _217

전산통계 및 실험(Computer-Aided Statistics and Lab.)

다양하고 많은 통계 자료들을 Computer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특히 

통계자료처리의 기본적인 program의 원리, program의 작성법, 나타난 결과의 해석 등을 

연구하며 Computer의 동작원리, program의 작성법, 나타난 결과의 해석 등을 연구하며 

Computer의 동작원에 대한 program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금융통계학 및 실험(Financial Statistics and Lab.)

금융 통계는 금융 자산과 경제의 모든 부문의 부채에 대한 재고 흐름과 데이터의 포괄적

인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시계열분석의 ARCH모형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위주의 연구를 

한다.

통계상담 및 실험(Statistical Consulting and Lab.)

통계학의 전반의 Data들에 대한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과 오류, 자료의 분석 적용 방법

의 소개 및 오류 등을 통계분석시 일어나기 쉬운 문제들을 인식시키고, 이 때 SAS, SPSS

등을 이용해 실습(실험)과 분석을 함께 한다.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Data Mining and Lab.)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

내어 모형화 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데이터마이닝의 기본 개념 

및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습한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얻거나 직접 

조사하여 수집한 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

이고자 한다.

고급임상자료분석(Advanced Clinical Data Analysis)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설계, 안전성과 유효성 정량화, 다른 의약품과 비교할 수 있는 신뢰

성 있고 재생 가능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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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물리학의 연구 대상은 극미의 세계인 소립자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부터 거

대한 우주의 구조와 창생원리의 규명에 이르기까지 연구 범위가 가장 광대하다. 물

리학과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또한 실험과 관측을 통

해 엄밀히 검증하기 때문에 물리학으로 단련된 학도들은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뿐

만 아니라 공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창조적 능력과 진취적 적응력을 인

정받고 있다.

실제 기존 기술의 개량화와 상품화는 공학이 담당하지만 물리현상에 기반한 창

의적인 기술은 반도체, 레이저, 신소재, 핵기술, 인터넷 등에서 보듯이 물리학자들

에 의해 시작되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그리

고 나노기술(NT) 모두 물리학적 지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으며 21세기의 창의적

인 신기술도 물리학이 주도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들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이러한 분야에서 

활약할 창조적 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해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입자물리학과 핵물리학, 반도체물리학과 고체물리학, 상대성이론과 천체물

리학, 생물물리학과 전산물리학 등이 있으며 레이저와 전자공학의 다양한 장비의 

활용에 관한 실험교육도 포함된다. 대학원에서는 나노과학, 초전도 및 자성체, 광재

료 및 반도체, 표면물리, 포토닉스, 생물물리, 입자 및 핵물리, 양자통계, 천문학 등

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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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

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9외국어와 한국어(외국인)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Ⅰ이수 수학Ⅱ이수

24

일반화학및실험Ⅰ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일반생물학및실험Ⅰ

중 선택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일반생물학및실험Ⅱ

중 선택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이수

*심화교양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선택을 포함하여 이수
12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단,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 이수 시

한 과목 학점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

3

계 48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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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Department of Physic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63001

5963002

5963003

기초물리실험(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일반역학Ⅰ(MechanicsⅠ)

*전자기학Ⅰ(ElectromagnetismⅠ)

2-0-4

3-3-0

3-3-0

전선
5963004

5963040

수리물리학Ⅰ(Mathematical PhysicsⅠ)

중급물리학(Intermediate Physics)

3-3-0

3-3-0

2

전필 5963043 전자물리실험(Electronics Laboratory) 2-0-4

전선

5963007

5963008

5963009

5963044

5963011

수리물리학Ⅱ(Mathematical PhysicsⅡ)

일반역학Ⅱ(MechanicsⅡ)

전자기학Ⅱ(ElectromagnetismⅡ)

전자물리학(Electronics)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963012

5963013

*양자역학Ⅰ(Quantum MechanicsⅠ)

열역학(Thermodynamics)

3-3-0

3-3-0

전선

5963014

5963045

5963046

5963017

광학(Optics)

전자소자실험(Electronics Device Laboratory)

전자소자물리학(Electronics Device Physics)

전산물리학(Computational Physics)

3-3-0

2-0-4

3-3-0

3-2-2

2

전필 5963047 첨단기술세미나(Advanced Technology Seminar) 3-3-0

전선

5963048

5963020

5963021

5963022

5963049

5963024

5963050

광제어계측실험(Laboratory in Optical Control and Measurement)

레이저와 응용(Lasers and Applications)

양자역학Ⅱ(Quantum MechanicsⅡ)

*통계역학(Statistical Mechanics)

응용전산물리학(Advanced Computational Physics)

과학과 논리 및 논술(Science and Logic)

회로 및 기기제어실험(Laboratory in Circuit and Device Control)

2-0-4

3-3-0

3-3-0

3-3-0

3-2-2

2-2-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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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963051 첨단기기실험Ⅰ(Laboratory in Advanced EquipmentⅠ) 2-0-4

전선

5963026

5963027

5963028

5963029

5963030

5963031

5963032

5963052

5963038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상대성이론(Relativity Theory)

방사선물리학(Radiation Physics)

물리학세미나(Seminar in Physics)

생물물리학(Biophysics)

물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Physics)

천체물리학(Astrophysics)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고급 물리학 특강

(Advanced Topics in Undergraduate Physics)

3-3-0

3-3-0

3-3-0

2-2-0

3-3-0

3-3-0

3-3-0

2-0-4
3-3-0

일선

5963301

5963303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Ⅲ(InternshipⅢ)

3-0-4

주

12-0-15

주

2

전필

전선

5963053

5963035

5963036

5963037

5963039

5963054

첨단기기실험Ⅱ(Laboratory in Advanced EquipmentⅡ)

나노과학기술(Nano Science and Technology)

원자핵물리학(Nuclear Physics)

입자물리학(Particle Physics)

물리과교육론(Principles of Physics Education)

산업기술 및 장비(Industrial Technology and Equipment)

2-0-4

3-3-0

3-3-0

3-3-0

3-3-0

3-1-4

일선

5963302

5963304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

주

12-0-15

주

필수 8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33 과목 92 학점

계 41 과목 113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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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수학Ⅰ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3-3-2

일반화학및실험Ⅰ: 3-2-2

기초(자연이공계)교양 : 3-3-0

외국어Ⅱ : 3-3-0

수학Ⅱ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 3-3-2

일반화학및실험Ⅱ: 3-2-2

기초(자연이공계)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공통기초)교양  9
기초(자연이공계)교양  24

심화교양 3

-------------

합계 36학점

2

기초물리실험 : 2-0-4

*일반역학Ⅰ : 3-3-0

*전자기학Ⅰ : 3-3-0

수리물리학Ⅰ : 3-3-0

중급물리학 : 3-3-0

심화교양 : 3-3-0

전자물리실험 : 2-0-4

일반역학Ⅱ : 3-3-0

전자기학Ⅱ : 3-3-0

전자물리학 : 3-3-0

현대물리학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10

전공선택 18

심화교양 6

-------------

합계 34학점

3

*양자역학Ⅰ : 3-3-0

열역학 : 3-3-0

광학 : 3-3-0

전자소자실험 : 2-0-4

전자소자물리학 : 3-3-0

전산물리학 : 3-3-0

심화교양 : 3-3-0

첨단기술세미나 : 3-3-0

광제어계측실험 : 2-0-4

레이저와 응용 : 3-3-0

양자역학Ⅱ : 3-3-0

*통계역학 : 3-3-0

회로및기기제어실험 : 2-0-4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9학점

4

첨단기기실험Ⅰ: 2-0-4

고체물리학 : 3-3-0

상대성이론 : 3-3-0

방사선물리학: 3-3-0

생물물리학 : 3-3-0

캡스톤디자인 : 2-0-4

첨단기기실험Ⅱ: 2-0-4

나노과학기술 : 3-3-0

원자핵물리학 : 3-3-0

입자물리학 : 3-3-0

고급물리학특강 : 3-3-0

산업기술 및 장비 : 3-1-4

전공필수 2

전공선택 31

-------------

합계 33학점

● 교과목개요

기초물리실험(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물리학 실험에 필요한 기초지식, 전자 및 계측장비 사용법, 데이터분석, 기계공작 기초,

실험실 안전교육 등의 소개를 통하여 물리실험에 필요한 기본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며 조별 공동실험을 통한 협동실험의 체험을 제공한다.

일반역학Ⅰ(MechanicsⅠ)

힘과 운동, 운동량과 에너지와 같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익힌다.

전자기학Ⅰ(ElectromagnetismⅠ)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배우는데, 여기에는 전기장 및 자기장에 관한 이론적인 기본 개념

을 배운다. 정전기학을 주로 배우며 벡터, Coulomb의 법칙, Gauss의 법칙, 정전에너지,

경계치 문제, 물질 속에서의 정전기학 등을 다룬다. 다양한 흥미로운 문제들을 다루어 개

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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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물리학Ⅰ(Mathematical PhysicsⅠ)

물리학에 필요한 기초적 수학 중 특히 벡터와 선형대수학, 그리고 미적분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중급물리학(Intermediate Phys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II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유체의 성질, 열역학 법칙과 열기관,

파동의 성격과 응용, 광학적 원리와 광학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전자물리실험(Electronics Laboratory)

기초적인 전자 소자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소자를 사용하여 

증폭회로 등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하여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한다.

수리물리학Ⅱ(Mathematical PhysicsⅡ)

물리학에 필요한 중급 수학을 다루는데, 복소함수이론, 미분방정식의 풀이법, Fourier급수,

특수함수, Green의 함수, 적분방정식이 포함된다.

일반역학Ⅱ(MechanicsⅡ)

일반역학Ⅰ을 이수하여 고전역학의 기본개념을 익힌 학생들에게 역학 현상을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Lagrange 방정식, Hamilton 방정식 등 양자역학과 같은 여러 물

리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고전적 개념을 익히도록 하며, 강체의 운동, 연성 조화

진동 및 파동 등을 취급하고 이에 필요한 텐서 대수학의 기본을 습득하도록 한다.

전자기학Ⅱ(ElectromagnetismⅡ)

Maxwell 방정식과 전자파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들의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중

요 강의 내용은 Faraday의 전자유도법칙, 자기 유도와 상호작용, Maxwell 방정식, 전자장

에서의 전하의 운동, 초전도성, 전자파이론, 전자파의 복사방출 등이다.

전자물리학(Electronics)

물리학 실험에 필요한 전자공학의 기초이론을 배운다. 중요 실험기기의 조작과 작동원리

의 이해에 필수적인 기본 전자회로 및 장치에 관한 회로이론을 강의하여 실험 전자기기

를 제작하거나 다룰 수 있게 한다.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20세기 물리학의 기본이 되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물리학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목

표로 한다. 고전역학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가설들을 이끌어낸 실험 방법 및 

결론들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양자역학Ⅰ(Quantum MechanicsⅠ)

현대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양자 역학의 역사적 배경, 불확정성 원리, 슈뢰딩거 파동방정

식, 고유함수와 고유치, 1차원 포텐셜, 다입자계, 3차원 포텐셜, 각운동량, 연산자 방법 등

을 다룬다.

열역학(Thermodynamics)

현상론적 물리학의 한 부분을 다루는 평형열역학 분야와 기체 운동론, 그리고 비평형열역

학 분야인 수송현상 등을 강의한다.

광학(Optics)

빛의 반사, 굴절, 편광, 간섭, 회절 등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의 기초를 교육하여 이를 이용한 

각종 광학 부품과 기기의 원리와 응용을 강의한다. 또한, 빛의 발생 원리와 각종 광원의 특

성을 다루고, 빛의 시각적 측정 및 색의 인식과 자연현상, 빛의 물리적 측정을 다룬다.

전자소자실험(Electronics Device Laboratory)

트랜지스터, 증폭기, Solar cell, Photodiode 등 다양한 전자소자 기능을 실험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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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 아니라 이들을 활용한 간단한 기기를 제작하는 실험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자소자물리학(Electronics Device Physics)

FET, BJT, 연산 증폭기 등 각종 기기에 포함된 전자소자의 기초원리와 기능을 다룬다.

전산물리학(Computational Physics)

C, FORTRAN, VISUAL BASIC 등 컴퓨터 언어를 통하여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수리

적 모형에 대한컴퓨터 계산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을 실제 물리적인 예에 적용하

여 본다. 그리하여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

력을 키운다.

첨단기술세미나(Advanced Technology Seminar)

아직 연구단계인 첨단기술 뿐 아니라 산업체 기술전문가를 50% 이상 초청하여 학생들에

게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첨단장비를 이용한 기술을 소개한다.

광제어계측실험(Laboratory in Optical Control and Measurement)

광흡수 및 형광측정분석, 시분해 형광측정분석, 광의 3축이동-회전이동 제어실험, 편광제

어, 간섭측정 및 제어, 비선형 광특성, 색의 제어, 카메라-영상장치 측정 및 제어 등의 실

험교육 과정이며 창의성 교육을 위해 팀별로 다른 실험시스템구성 과제를 부여한다.

레이저와 응용(Lasers and Applications)

빛의 응용을 주로 다루는 강좌로서 간섭과 회절의 응용 및 가간섭성, 레이저의 기본원리,

레이저의 종류와 기능, 홀로그램 및 Fourier 광학기술, LCD 등 디스플레이, 형광발생,

광정보저장을 다룬다. 그리고 광자결정, 근접장 광학 등의 기본원리를 소개한다.

양자역학Ⅱ(Quantum MechanicsⅡ)

원자의 에너지 준위, 변분근사, WKB근사, 시간불변 섭동이론, 분자의 구조, 충돌이론, 복

사이론 등 양자역학을 이용한 물질의 구조와 전자기파의 발생 등을 다룬다.

통계역학(Statistical Mechanics)

통계역학은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로부터 거시적 성질을 알아내는 학문 분야다.

위상공간, 상태변수, 평형개념, 앙상블, 분배함수 등을 사용하여 물질의 열적 특성을 알아

낸다.

응용전산물리학(Advanced Computational Physics)

MATLAB, Python, LabVIEW 등을 교육하여 장비구동과 데이터 분석 방법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Science and Logic)

과학은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리를 꽤 자주 사용한다. 그 결과를 남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논술도 매우 많이 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

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과목에서는 논리와 논술이 현대 서양과학의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파헤친다. 그리고 수

업시간에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학생들에게 시킬 것인가를 다룬다. 이 과목은 주로 문제기

반학습 또는 프로젝트기반학습 방식으로 운영된다.

첨단기기실험Ⅰ(Laboratory in Advanced EquipmentⅠ)

공동실험실습관에서 XRD, SEM, AFM 등을,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서 보유하고 있

는 질량분석기, NMR 등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시료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

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한다.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결정구조와 이들의 물리적 특성들을 다루는데, 전자기학,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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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그리고 통계역학이 기본 도구가 된다.

상대성이론(Relativity Theory)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성과 같은 특수상대성이론과 물질에 의한 시

공간의 구조의 변형과 같은 일반상대성이론을 모두 다룬다.

방사선물리학(Radiation Physics)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들을 실험적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고 

그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리고 핵붕괴 

과정에 포함되는 전자기적 붕괴, 베타붕괴, 알파붕괴를 다루고 거기에 적용되는 붕괴 법

칙과 선택률을 설명한다.

물리학세미나(Seminar in Physics)

이 과목은 물리학분야 중 학생 자신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실험과 관찰과 계산을 통해 연구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그 분야에 있어서의 최신의 지식을 획득케 한다.

생물물리학(Biophysics)

비선형동력학과 통계물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합성주의적 세계관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이다.

물리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 in Physics)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방법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내용 구성 및 지도방법을 배운다.

천체물리학(Astrophysics)

천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관측과 상대론과 입자물리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 이해

하도록 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학생들이 팀으로 활동하여 1학기동안 과학, 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제품을 제작 발표하도록 

한다.

고급 물리학 특강(Advanced Topics in Undergraduate Physics)

현재 물리학의 연구분야와 산업기술 응용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들 중 일반 교

과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학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개한다. 원자 

및 분자 물리학, 분광학, 플라스마, 유체역학 등의 개념과 응용분야를 여러 명의 교수들이 

분담하여 교육하며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첨단기기실험Ⅱ(Laboratory in Advanced EquipmentⅡ)

XRD, Confocal Microscope, Raman, VSM 등의 장비에 대한 원리를 교육하고, 학생들이 

장비를 직접 작동하며 사용방법을 익히며, 간단한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한다.

나노과학기술(Nano Science and Technology)

세기를주도할 융합기술로서 나노스케일에서의 저차원 구조 및 소자의 제작 방법 및 물리

적 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노전자소자 및 나노포토닉스 및 나노센서등에의 기술적 응

용도 다룬다.

원자핵물리학(Nuclear Physics)

방사선의 검출원리와 핵의 붕괴, 핵반응, 핵분열, 핵융합 등을 다루고 의학과 같은 분야에

서의 응용에 관해 다룬다.

입자물리학(Particle Physics)

물질의 구성 요소인 전자나 쿼크와 같은 입자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들이 주고받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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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에너지 현상 중 하나인 초기 우주론을 다룬다.

물리과 교육론(Principles of Physics Education)

물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학습하며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리

학사, 물리교육과정, 물리교육평가 등을 포함한다.

회로 및 기기제어실험(Laboratory in Circuit and Device Control)

아두이노, 갈릴레오 보드 등 계측과 제어를 하는 보드를 활용하여 제어 프로그램의 기초

를 훈련하는 실험 교육과정이며 캡스톤 디자인이나 산업용 기기 실험에 활용할 기초기술

을 이해하도록 한다.

산업기술 및 장비(Industrial Technology and Equipment)

산학 협동으로 운영하며 co-teaching방법으로 교수와 산업체 전문가가 협력하며 교육할 

계획이다. 공정 및 측정과 동반되는 실험과목으로, 박막제조와 식각공정, 레이저 가공, 태

양전지 등 산업체에서 생산한 소자의 제작과정 이해와 특성 실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턴십(InternshipⅠ,Ⅱ,Ⅲ,Ⅳ)

공동실험실습관의 첨단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인턴제를 운영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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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순수 자연과학의 하나인 화학은 물질의 구조, 성질 및 반응에 관한 기초이론과 

이들에 관한 실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학문이다. 특히 21세기 첨단산업 기술 분

야인 전자재료, 고분자, 세라믹 등의 신소재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약의 개발 및 생명현상의 분자적 수준에서의 탐구, 21세기 산업의 패러다임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노 기술, 미래 인류의 해결 과제인 환경 기술 등에서 화학

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분야 별로 개

설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게 교수하고 있다.

u 교육목적

미래과학기술을 선도 지원하는 전문 화학 인재 양성

u 교육목표

1.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

§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기반 위에 자신의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인재 

2. 전문적인 인재 양성

§ 자기 분야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인재

3. 협력하는 인재 양성

§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능력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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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Action English 이수

국어와 작문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9

수학I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I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I 이수

•아래과목 중 택 1이수

일반생물학 및 실험I

기초통계학 및 실습

수학II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II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II

이수

•아래과목 중 택1 이수

일반생물학 및 실험II

응용통계학 및 실습

24

*심화교양

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

12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1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 이수 시 한 과목 학

점만 인정)

개신중점강좌, 지역사회·문화, 진로와 선택, 실용

외국어, 여가와 취미 중 영어 관련 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권장

3

계 48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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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Department of Chemistr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62011

5962025

5962058

*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Ⅰ)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유기화학실험(Organic Chemistry lab.)

3-3-0

3-3-0

2-0-4

전선 5962035 화학수학(Mathematics for Chemistry) 3-3-0

2

전필
5962019

5962059

*분석화학Ⅰ(Analytical ChemistryⅠ)

물리화학실험(Physical Chemistry lab.)

3-3-0

2-0-4

전선
5962010

5962024

*물리화학Ⅱ(Physical ChemistryⅡ)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3-3-0

3-3-0

3

1

전필
5962007

5962060

*무기화학Ⅰ(Inorganic ChemistryⅠ)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Chemistry Lab.)

3-3-0

2-0-4

전선

5962017

5962003

5962016

분광학(Spectroscopy)

고급유기화학(Advanced Organic Chemistry)

분석화학Ⅱ(Analytical ChemistryⅡ)

3-3-0

3-3-0

3-3-0

2

전필 5962008 무기화학실험(Inorganic Chemistry Lab.) 2-0-4

전선

5962046

5962022

5962039

5962006

고급물리화학(Advanced Physical Chemistry)

유기분광학(Spectroscopy of Organic Chemistry)

기기분석Ⅰ(Instrumental AnalysisⅠ)

무기화학Ⅱ(Inorganic ChemistryⅡ)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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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5962037

5962029

5962009

5962004

5962043

5962047

5962054

5962055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물리유기화학(Physical Organic Chemistry)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기기분석Ⅱ(Instrumental AnalysisⅡ)

분자설계학(Molecular Modeling)

고급무기화학(Advanced Inorganic Chemistry)

화학과교육론(Theory of Chemical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일선
5962061

5962062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30

3-0-6

2

전필

전선

5962020

5962048

5962042

5962023

5962050

5962056

5962057

양자화학(Quantum Chemistry)

생물정보학개론(Introductory Bioinformatics)

합성유기화학(Synthetic Organic Chemistry)

생화학(Biochemistry)

신소재나노화학(New Material Nano Chemistry)

화학과교재연구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 in

Chemistry)

과학과 논리 및 논술(Science and Logic)

3-3-0

3-3-0

3-3-0

3-3-0

3-3-0

3-3-0

2-2-0

5962063

5962064

인턴십Ⅲ(Internship Ⅲ)

인턴십Ⅳ(Internship Ⅳ)

15-0-30

3-0-6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963037 입자물리학(Particle Physics) 3-3-0

필수 8 과목 20학점

전공 선택 25 과목 74학점

계 33 과목 9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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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영어읽기와 토론

*국어와 작문

*일반화학 및 실험 I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수학 I

일반생물학및실험 I

*Action English

*일반화학 및 실험 II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수학 II

일반생물학및실험 II

심화교양

*는 필수과목

전공선택

교과목들 중,

물리화학계열

6과목 이상,

유기화학계열

5과목 이상,

분석화학계열과

무기화학계열

각각 2과목 이상

이수권장

2

*물리화학I

화학수학

*유기화학I

*유기화학실험

심화교양

심화교양

특성교양 영어관련 과목

물리화학II

유기화학II

*분석화학I

*물리화학실험

심화교양

심화교양

특성교양 영어관련 과목

3

분광학

고급유기화학

분석화학II

*무기화학I

*분석화학실험

특성교양 영어관련 과목

고급물리화학

유기분광학

기기분석I

무기화학II

*무기화학실험

특성교양 영어관련 과목

4

분자설계학

화학반응속도론

전기화학

물리유기화학

고분자화학

기기분석II

고급무기화학

중 택6

양자화학

생물정보학개론

합성유기화학

생화학

신소재나노화학

중 택4

● 교과목 개요

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Ⅰ)

물질의 거시적 성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역학적 법칙, 상태의 변화 전기화학 등을 다

룬다.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유기화학에 있어서의 기본이론과 그 응용을 논리적으로 터득하여 복잡한 유기화학적 현

상을 용이하게 이해토록 한다. 강의에서 결합구조와 이에 따른 제반 물리적 성질, 화합물 

명명법, 에너지와 전이상태, 입체화학, 라디칼 반응, 친핵 및 친전자성 반응, 제거반응, 콘

쥬게이션, 공명효과, 친전자 방향족성 치환 및 분광학 등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며 기능기

를 가진 화합물에 대한 합성 및 반응에 대하여 취급한다.

유기화학실험(Organic Chemistry Lab.)

유기화학 강의에 병행하여 실험에 있어서의 고전적 및 현대적 실험기술 및 개념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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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의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실제에 있어서 실험실의 안전을 강조하며 각 실험에 대

한 목적 및 원리에 대한 실험노트 작성법, 실험기구 조작법 등을 익힌 후 실험은 분리,

정제법을 시초로 알코올, 염화알킬, 알켄, 산화, 전위반응, Grignard 반응 등 비방향족 화

합물 합성에 대한 실험을 행한다. 또한, 방향족 화합물을 중심으로 반응 및 합성을 취급

한다. 즉 벤조산의 에스테르화 반응과 평형상수, 알돌 반응, 방향족의 니트로화 반응, 다

이아조결합, 벤조인 합성, Diels-Alder반응, 광분활 활동의 입체화학에 관한 실험 및 간단

한 의약품 합성을 대상으로 한다.

화학수학(Mathematics for Chemistry)

화학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형태의 미분방정식, 특수한 형태의 미분방정식, 고계미

분방정식, Laplace 교환 및 Vector 분석 등에 의한 해법과 그 응용을 배운다. Fourier의 

전개와 적분식, 편미분 방정식과 행렬식 등을 강의한다

분석화학Ⅰ(Analytical ChemistryⅠ)

분석화학의 기본이론(무게분석 및 부피분석) 중에서 고전적 분석화학에 대한 이론을 이해 

습득시킨다.

물리화학실험(Physical Chemistry Lab.)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자하는 물리화학 실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서 물리화학 실험에 사용되는 다양한 실험기기의 작동원리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

접 그 실험기기를 사용한 실험을 수행한다. 물리화학 분야 중 열화학, 양자화학, 분광학,

반응속도론과 관련된 실험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강의 시간에 배웠던 기본 개념

과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도록 한다.

물리화학Ⅱ(Physical ChemistryⅡ)

화학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자이론과 그 응용, 분자구조, 대칭론과 분자 분광학의 기초 

이론과 그 응용을 다룬다.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유기화학Ⅰ에 대한 연속강의로 다핵방향족 및 헤테로 고리 화합물들의 방향족 성질, 분자

궤도와 궤도함수 대칭성에 의한 페리사이클 반응,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리피드 등

의 생체분자 및 천연물에 대하여 강의한다.

무기화학Ⅰ(Inorganic ChemistryⅠ)

무기화합물의 결합 및 구조에 관한 현대적인 이론과 착물 화학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강술한다.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Chemistry Lab.)

정성분석 및 무게분석법의 실험을 통하여 미지시료를 분석하는 요령을 익히며, 각종 결정

법 및 응용 실험법과 분광 분석법의 일부와 크로마토그래피 실험법의 실험을 통하여 시

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게 한다.

분광학(Spectroscopy)

빛과 물질사이에 일어나는 Absorption, Emission, Scattering, Diffraction, Resonance,

Photoelectron 현상들의 이론적 배경 및 간단한 실험 기법을 이해하여 분자의 성질 및 구

조연구에 활용되도록 한다. 기초양자역학의 지식을 요한다.

고급유기화학(Advanced Organic Chemistry)

현대 유기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념, 방법론, 합성 목표화합물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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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합성에 필요한 계획 및 이에 대한 분석의 응용을 습득하

게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탄소-탄소간의 결합 도입, 작용기 배열에 대한 조직적 평가 및 

상호간의 변환 및 열역학적으로 불리한 반을 수행하는 방법, 고리화 반응 등에 대해 강의

한다.

분석화학Ⅱ(Analytical Chemistry Ⅱ)

분석화학의 기본 이론 중에서 분광 분석법 및 전기 분석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시

킨다.

무기화학실험(Inorganic Chemistry Lab.)

무기화합물이나 착화합물의 정제, 합성 및 확인 등을 실험하며, 반응메카니즘을 추구하는 

간단한 실험을 수반한다.

고급물리화학(Advanced Physical Chemistry)

통계 열역학의 기초와 응용, 회절방법, 분자의 전자기적 성질 및 거대분자의 구조와 성질

을 이해하고, 기체와 액체상태에서 분자의 성질과 구조 등을 강의한다.

유기분광학(Spectroscopy of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기인 NMR, IR, UV, Mass Spectrometer의 사용방법 

및 결과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 강의한다.

기기분석Ⅰ(Instrumental Analysis Ⅰ)

빛의 성질과 빛을 이용하는 기기부속품의 구조, 성질, 작동원리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

법, 원자흡광광도법, 전위분석법 등을 학습한다.

무기화학Ⅱ(Inorganic Chemistry Ⅱ)

배위화합물과 간단한 유기금속 착물의 제조, 합성 및 구조에 관하여 논의하며, 스펙트럼

의 이론 및 해석과 응용성을 다룬다.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

기체 및 액체상에서의 분자의 운동과 반응속도 등을 다루고 화학반응에 있어서 분자 수

준의 변화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용액화학 전극반응 등과 같은 기초이론과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전해공업, 전지공업 등을 

다룬다.

물리유기화학(Physical Organic Chemistry)

유기반응 메카니즘과 이에 대한 일반 제원칙의 습득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 증거를 메카

니즘에 대한 이론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우선적으로 공유결합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론을 취급하고 이에 따라 반응 속도론 및 열역학의 응용 및 산-염기, 친전

자성 치환반응, 카르보양이온 전위반응, 제거반응, 방향족성 치환반응, 라디칼 반응, 페리

사이클 반응과 분자궤도 대칭성 보존 및 광화학 등에 제 이론을 전개한다.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고분자 화합물의 물성, 반응 합성들과 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에 대하여 강의한다.

기기분석Ⅱ(Instrumental AnalysisⅡ)

형광분석법, ICS-AES 폴라로그래피, 크래마토그래피에서 기기구조, 부품의 작동원리, 분

석법을 학습한다.

분자설계학(Molecular Modeling)

분자의 구조와 성질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성을 가지는 분자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분자 

상호작용과 그 계산에 필요한 program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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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무기화학(Advanced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분자구조 및 대칭, d-전자를 가지는 화합물의 산화환원반

응, 전이/유기금속화합물의 구조, 반응 및 합성 메커니즘과 그들의 전자전이반응 및 보다 

자세히 강론함.

화학과 교육론(Theory of Chemical Education)

화학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고, 화학교육의 목표, 화학교수-학습이론, 화학학습평가,

화학실험지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양자화학(Quantum Chemistry)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파동방정식, 각 운동량, 조화진동, 근사법 및 분

자대칭 군론과 분자궤도함수론을 다룬다.

생물정보학개론(Introductory Bioinformatics)

핵산과 단백질에 대한 서열, 물성과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정보학의 기초, 핵산과 단백질의 서열, 구조비교와 예측 등을 강의 한다.

합성유기화학(Synthetic Organic Chemistry)

일반 유기화학 개론에서 제외된 현대 유기화학이 지향하고 있는 분야를 학부수준에서 쉽

게 해설하여 이해토록 한다. 강의에서는 입체화학 반응, 유기금속 화학, 유기분자 광화학,

헤테로 고리화학 및 비탄소 원소 화학 등을 논의한다.

생화학(Biochemistry)

생화학의 주요 개념들을 취급하며 생화학의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케 한다.

신소재나노화학(New Material Nano Chemistry)

신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나노물질인 플러렌, 탄소나노튜브, 다양한 형태의 나노입자 및 

나노물질의 분석을 위한 기기들인 AFM, STM 및 이들을 이용한 리쏘그라피/소프트쏘그

라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함

화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 in Chemistry)

중등교과과정 화학 및 나아가 연관된 과학 교재의 화학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교재론에 

입각하여 검토․분석한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Science and Logic)

논리는 과학에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및 결과를 표

현하는 방법으로 논술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과학의 근간인 논리와 논

술에 대해 학습하며, 어떻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다룬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장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와 지

역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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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과학부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생명과학부는 2016년도에 기존의 생물과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등 3개학과가 

통합되면서 생명과학부라는 명칭으로 신설된 학부이다. 신설 목적은 학생들에게는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혀서 자유로이 자기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상호연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오송 생명과학 인재양성사업단 (지방대특성화사업 (Creative Korea-I, CK-I

사업)과 병행하여 오송생명 과학단지와 충북의 바이오 지역 전략산업인 생명과학 

발전을 주도할 통합형 실용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바이오분야의 기본

원리 및 기술을 습득한 실무형 융·복합 인재양성”, “특성화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탐구력을 지닌 전문 연구인력 양성” 을 위한 생명과학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과학부의 개설 강좌를 보면 생명현상의 메카니즘을 밝히는 좋은 연구수단으

로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동․식물 발생학, 후성

유전체, 면역학, 바이러스학, 대사신호, 동․식물 생리학, 구조생물학, 미생물학, 조직

학 등이 있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동․식물 분류학, 진화학, 생태학 및 환경생물학 

등 약 90여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폭넓은 학문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세부전공으로는 생물과학, 미생물학, 생화학 으로 편성되며 각 전공별 교육과정으

로는 동․식물에 대한 분류학, 형태학, 발생학, 생리학, 후성유전체, 생태학, 조직학,

동물유전학 등의 생물과학 전공, 유전공학, 환경미생물학, 미생물생리학, 미생물유전

학, 응용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등을 연구하는 미생물학 전공, 그리고 면역학, 대사신

호, 신경생화학, 단백질결정학 등을 연구하는 생화학 전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과학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생명과학 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갖거나 의약학 및 수의학 분야,

농축산식품 분야, 산림, 해양, 환경 및 생명공학 분야 등에 현장리더형 인재로 진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학교 교사로도 진출이 가능하여 

취업선택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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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Action English 이수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 I 이수

일반화학및실험 I 이수

수학 I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 I 이수권장

국어와 작문 이수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 II 이수

일반화학및실험 II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기초통계학및실습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 II 이수권장

과학글쓰기 이수권장  

29

*심화교양

인간과 생명 이수

과학과 철학 이수권장

현대생물학사 이수

물질세계의 이해 이수권장
15

1. 문학과 문화,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4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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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부(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전선

5965007

5965008

5965009

5965013

5965014

5965015

5965001

5965002

5965003

동물생명과학개론(Introduction to Animal Biology)

식물생명과학개론(Introduction to Plant Biology)

생태학개론(Introduction to Ecology)

미생물학개론(Introduction to Microbiology)

미생물학개론실험(Introduction to Microbiology Lab.)

생명과학과 영어(Life Sciences and English)

생화학개론(Introductory Biochemistry)

분자생물학개론(Introductory Molecular Biology)

실험동물학개론(Experimental Animals)

3-3-0

3-3-0

3-3-0

3-3-0

3-0-6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5965010

5965011

5965012

5965016

5965017

5965018

5965004

5965005

5965006

유전학(Genetics)

척추동물비교해부학 및 실험(Animal Anatomy and Lab.)

식물형태학 및 실험(Plant Morpholgy and Lab.)

미생물생리학(Microbial Physiology)

미생물생리학실험(Experiment in Microbial Physiology)

생명과학과 컴퓨터 및 실습(Computer for Life Science and Lab.)

의생명과학(Biomedical Science)

세포생물학개론(Introduction to Cell Biology)

생화학기초실험(Introductory Biochemistry Lab.)

3-3-0

3-2-2

3-2-2

3-3-0

3-0-6

3-2-2

3-3-0

3-3-0

3-0-6

필수 과목 학점

전공 선택 18 과목 54 학점

계 18 과목 5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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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동물생명과학개론(Introduction to Animal Biology)

본 강좌는 기초에서부터 심화전공지식에 이르는 전반적인 동물생명과학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기위한 강좌이다. 본 강좌는 무척동물에서부터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분

류체계, 세포 및 분자적 메커니즘, 형태적 비교 및 생리학적 연관관계를 이해함으로서 앞

으로 동물학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고자 한다.

식물생명과학개론(Introduction to Plant Biology)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물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고루 다루어 보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식물체가 지니는 세포, 생리, 생태학적 특성과 식물계의 다양성을 폭

넓게 이해시키도록 한다. 특히 현대 생명과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거나 보편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식물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세부

학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생태학개론(Introduction to Ecology)

환경과 생물 간에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태계의 운용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원

리를 정립하고,정립하군집 사이의 연관성과 제한요인을 이해한다. 또한 환경 분야의 생태

계 파괴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의점과 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배양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한다.

미생물학개론(Introduction to Microbiology)

미생물 전반에 관한 미생물학으로 미생물의 종류와 형태 특히, 원핵미생물의 세포구조,

배양 및 생장조건에 관하여 공부하며, 미생물의 응용 및 질병과의 관계를 폭넓게 공부한

다. 또한, 세균의 특성, 물질, 대사 및 구조를 살피고 다른 미생물의 생장과 생리적 근거

를 규명하며, 이들의 변이 유전현상 및 유전의 체계 등을 폭넓게 다룬다.

미생물학개론실험(Introduction to Microbiology Lab.)

미생물학의 기초적인 실험방법을 강의하고 수강생들 각자가 실험을 행한다. 기초적인 미

생물 실험을 통해 세포의 구조, 대사, 생장조절, 유전, 분류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미생물

전반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미생물학의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생명과학과 영어(Life Sciences and English)

전공영어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생명과학분야 전공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목이다.

생화학개론(Introductory Biochemistry)

생체구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고찰하고 대사과정과 효소에 의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생합

성 과정을 물리화학적으로 살펴본다.

분자생물학개론(Introductory Molecular Biology)

유전물질인 DNA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DNA 복제, RNA 합성(transcription), 그리고 단

백질 합성 등 유전정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유전자발현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해시킨다.

실험동물학개론(Experimental Animals)

실험동물학개론은 대표적인 실험동물인 생쥐를 연구에 활용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동

물취급법, 동물마취법, 행동실험 등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 형질전환 동물의 제작에 관련

된 분자생물학, 태아발생 및 유전학적 기초지식을 배운다. 또한 실제 형질전환 동물의 생

산을 위한 기술들인 전핵주입법, 핵이식, 유전자 편집, 그리고 배아줄기세포학 등을 배움

으로써, 생명과학 및 의생명과학 분야로의 응용에 대해서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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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학(Genetics)

생명체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중 하나인 유전현상에 대하여 알아본다. 유전자의 정

체 및 특성 그리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기작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척추동물비교해부학 및 실험(Animal Anatomy and Lab.)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각 동물의 기관구조, 발생, 진화 등을 비교, 고찰

하고 동물생리학, 발생학, 분류학 등 관련분야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식물형태학 및 실험(Plant Morphology and Lab.)

고등식물의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에서 관찰되는 외부형태, 내부형태 및 기능의 특수화에 

따른 다양한 조직의 유형들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잎, 뿌리 줄기, 열매, 종자의 형태학

적 특성과 관련된 기능의 다양성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시킨다.

미생물생리학(Microbial Physiology)

미생물의 근간이 되는 과목의 하나로 미생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제반 화학현상을 살

핌으로써 생명의 원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미생물생리학실험(Experiment in Microbial Physiology)

미생물학의 기초적인 실험방법을 강의하고 수강생들 각자가 실험을 행한다. 기초적인 미

생물 실험을 통해 세포의 구조, 대사, 생장조절, 유전, 분류 등을 중심으로 하여 미생물

전반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미생물학의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생명과학과 컴퓨터 및 실습(Computer for Life Sciences and Lab)

컴퓨터의 기초를 배우고, 생명과학에서의 활용법을 사례 중심으로 익혀, 컴퓨터를 전공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의생명과학(Biomedical Science)

인간 신경계의 기능과 연관 질병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소개한다. 중추

신경계의 핵심인 뇌와 척추의 전체적인 신경해부학적, 기능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신경

계의 각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 기작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신경계질환의

발생기작에 대해 공부한다.

세포생물학개론(Introduction to Cell Biology)

세포의 구성성분, 구조, 작용기전등의 고찰을 통하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도록 한다.

생화학 기초실험(Introductory Biochemistry Lab.)

생체화합물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정성 및 정량할 수 

있는 생화학적 반응 및 생체 물질의 분리, 정제 및 정량에 관한 실험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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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과학전공 Biological Sciences

u 교육목적

1. 생명과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 생명과학인> 양성

2. 생명현상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창조적 

생명과학인> 양성

3. 생명과학의 발전을 견인하고, 21세기 창조・지식・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실천적

생명과학인> 양성

4. 생명과학과 유관된 인접 자연과학 분야와 소통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융・복합 

능력을 갖춘 <합리적 생명과학인> 양성

5. 첨단 생명과학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헌신적 

생명과학인> 양성

u 교육목표

생명현상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음은 물론, 생명

과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형 생명과학인> 양성

u 학습성과지표

1. 과학적인 생물학 연구를 위한 기본 방법과 목적은 물론, 생물학 유관 학문과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한다.

2. 생물 진화의 과정 및 유형을 비롯하여, 생물학의 핵심 통합 개념인 진화의 요인과

역할을 이해한다.

3. 생물학적 다양성의 범주, 주요 생물군의 계층적 구조 및 이들의 혈통적 유연관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임은 물론 다세포 생물의 구성요소인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한다.

5. 분자, 세포 및 생물체 수준에서 관찰되는 형태와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6. 다양한 진핵세포 생물체의 기본적인 발달과정, 세포 분화과정 및 발생과정을 이해

한다.

7. 분자 기작에서부터 개체 집단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유전의 원리를 이해하며,

유전학이 인간생물학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학습한다.

8. 생물과 그들의 생육지 환경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자연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 내에서의 이들 상호작용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9. 생물학적 사상과 탐구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비롯하여, 인간 활동과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및 환경적 문제에 대한 생물학의 기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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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과학전공(Biological Science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3

1

전필

5966014

5966040

5966029

분자동물발생학 및 실험(Molecular Animal Embryology and Lab.)

식물분류학 및 실험(Plant Taxonomy and Lab.)

유전체학(Genomics)

4-3-2

4-3-2

3-3-0

전선

5966017

5966016

5966008

5966020

5966013

5966038

동물유전학(Animal Genetics)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Invertebrate Zoology and Lab.)

환경생물학 및 실험(Environmental Biology and Lab.)

동물야외 및 임해실습(Field and Marine Zoology Lab.)

식물야외 및 임해실습(Field Botany Lab.)

분자생물학실험(Experimental Molecular Biology)

3-3-0

3-2-2

4-3-2

1-0-2

1-0-2

2-0-4

2

전필

5966019

5966018

5966021

동물분류학 및 실험(Animal systematics and Lab.)

식물생리학 및 실험(Plant Physiology and Lab.)

동물생리학 및 실험(Animal Physiology and Lab.)

3-2-2

4-3-2

4-3-2

전선

5966022

5966010

5966036

5966037

담수식물학(Freshwater Botany)

조류학(Phycology)

후성유전학(Epigenetics)

신호전달론(Signal Transduction)

2-2-0

3-3-0

3-3-0

3-3-0

4

1

전필

전선

5966025

5966026

5966027

5966028

5966001

5966041

생물통계학 및 실험(Biostatistics and Lab.)

식물생태학 및 실험(Plant Ecology and Lab.)

식물보전학(Plant Conservation)

분자조직학 및 실험(Molecular Histology and Lab.)

진화학(Evolution)

식물발달생물학 및 실험(Plant developmental Biology and Lab.)

3-2-2

3-2-2

3-3-0

3-2-2

2-2-0

3-2-2

일선
5966032

5966034

인턴십Ⅰ

인턴십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5966030

5966031

5966039

해양식물학(Marine Botany)

야생동물보전학(Wild Animal Conservation)

생명과학세미나(Biological Science Seminar)

2-2-0

2-2-0

2-2-0

일선
5966035

5966033

인턴십Ⅲ

인턴십Ⅳ

15-0-15주

3-0-4주

필수 6 과목 22 학점

전공 선택 19 과목 48 학점

계 25 과목 70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6900021

6900022

6900023

미생물학전공 및 생화학전공의 전공과목

사범대학교 생물교육과 전공과목

농업생명환경대학 개설 교과교육학 3과목

생명과학과논리및논술

생물과교재연구및지도법

생물과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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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3-3-0
인간과 생명 3-3-0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I 4-3-2
일반화학 및 실험I 3-2-2
수학I 3-3-0
맛보기물리학 및 실험I 3-2-2

국어와작문 3-3-0
영어읽기와 토론 3-3-0
현대생물학사 3-3-0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Ⅱ4-3-2
일반화학 및 실험II 3-2-2
기초통계학 및 실습 3-2-2

기초교양 9
핵심교양 6
자연이공계기초 23
------------------
합계 38학점

2

동물생명과학개론 3-3-0
식물생명과학개론 3-3-0
생태학개론 3-3-0
생화학개론 3-3-0
분자생물학개론 3-3-0
미생물학개론 3-3-0
중핵교양 3-3-0

유전학 3-3-0
척추동물비교해부학 및 실험 3-2-2
식물형태학 및 실험 3-2-2
미생물생리학 3-3-0
세포생물학개론 3-3-0
생화학기초실험 3-0-6
중핵교양 3-3-0

전공선택 36
핵심교양 6
------------------
합계 42학점

3

#분자동물발생학 및 실험 4-3-2
#식물분류학 및 실험 4-3-2
#유전체학 3-3-0
동물유전학 3-3-0
환경생물학 및 실험 4-3-2
분자생물학실험 2-0-4
중핵교양 3-3-0

#식물생리학 및 실험 4-3-2
#동물분류학 및 실험 3-2-2
#동물생리학 및 실험 4-3-2
조류학 3-3-0
후성유전학 3-3-0
신호전달론 3-3-0

전공필수 22
전공선택 21
핵심교양 3
------------------
합계 47학점

4

생물통계학 및 실험 3-2-2
식물생태학 및 실험 3-2-2
분자조직학 및 실험 3-2-2
일반교양 3-3-0

생명과학세미나 2-2-0
해양식물학 2-2-0
야생동물보전학 2-2-0

전공선택 15
특성교양 3
-----------------
합계 18학점

선수과목 지정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3 1 전필 5966014 분자동물발생학 및 실험
5965011

척추동물비교해부학 
및 실험3 2 전필 5966019 동물분류학 및 실험

3 1 전필 5966040 식물분류학 및 실험
5965012 식물형태학 및 실험

4 1 전선 5966041 식물발달생물학 및 실험

3 1 전필 5966029 유전체학
5965010 유전학

3 1 전선 5966017 동물유전학

3 2 전필 5966018 식물생리학 및 실험
5965008 식물생명과학개론

3 1 전필 5966040 식물분류학 및 실험

3 2 전필 5966021 동물생리학 및 실험
5965007 동물생명과학개론

3 2 전필 5966019 동물분류학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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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분자동물발생학 및 실험(Molecular Animal Embryology and Lab.)

동물개체발생의 각 단계를 다룬다. 생식세포의 형성 및 성숙과정과 물질대사,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및 호르몬, 수정의 기작, 배발생 시의 물질대사, 유도물질과 조직, 기관의 형

성 및 분화 등을 다루어 생명발생의 개념을 파악하게 한다.

식물분류학 및 실험(Plant Taxonomy and Lab.)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분류학의 기본 개념, 연구사, 명명법, 분류 원리 및 분류 방법 

등을 이해시키고, 한국 자생식물의 대표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또한 

식물의 채집, 동정, 표본제작, 표본배열 등의 실습을 통하여 수집된 식물의 처리 및 표본

의 관리 능력을 증진시킨다.

유전체학(Genomics)

본 강좌는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 지식을 바탕으로 구조, 기능 및 비교 유전체학 분야를 

공부하며, 유전체 조작 및 분석 기술을 익히는데 목표를 둔다.

동물유전학(Animal Genetics)

유전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현상을 지배하는 유전물질인 DNA에 대해 공부하고 Gene

의 발현과 조절기능 등을 공부함으로서 유전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Invertebrate Zoology and Lab.)

무척추동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30여개의 문별로 각각의 특성 즉 구조, 신진대

사, 번식, 반응, 다양성 등을 강의한다.

환경생물학 및 실험(Environmental Biology and Lab.)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환경생물학 강의를 통하여 생물계(생태계)와 환경오염의 개

념을 이해하고, 그로인한 생물종의 영향과 변화를 이해하여, 환경문제와 생물다양성 보존

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키우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동물야외 및 임해실습(Field and Marine Zoology Lab.)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의 강의를 실험시간에 하며, 동물계의 95%를 차지하는 

무척추동물(Invertebrates)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채집과 동정은 야외 실습에 의해 수

행한다.

식물야외 및 임해실습(Field Botany Lab.)

내륙 및 해안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의 생육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분포학적 특성을 이해

시킨다. 관찰 식물을 대상으로 정성적 및 정량적 형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실습을 통

하여 습득하도록 하며,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분자생물학실험(Experimental Molecular Biology)

  유전자의 클로닝, 단백질의 정제 및 세포내에서의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 분석등 기초

적인 분자생물학적 기법들을 습득함을 그 목표로 한다. 

동물분류학 및 실험(Animal Systematics and Lab.)

최근에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인 동물 다양성 및 동물간의 유연관계를 연구하는 동물

계통분류학에 관련된 내용을 종 및 속 수준 이상으로 나누어 개념, 원리, 방법, 분류학적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식물생리학 및 실험(Plant Physiology and Lab.)

식물체의 에너지 순환과정과 광합성을 통한 물질생산에 대하여 생리, 생화학적으로 분석

한다. 생리적 작용에 미치는 환경요인과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알아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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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생명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력을 함양한다.

동물생리학 및 실험(Animal Physiology and Lab.)

동물생리학은 식물이나 미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의 다양하고 정교한 기능을 분

석함으로써 생명의 본질을 구명하려는 생물학의 한 분과이다. 기관수준에서 이해되어온 

동물의 생리현상은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세포나 분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발달된 학문간 지식을 이용하여 동물

생리의 기작과 원리를 이해시키고자 한다.

담수식물학(Freshwater Botany)

담수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의 특성과 그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물리․화학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인간의 활동에 따른 부영양화의 실태와 이에 따른 수권생태계

의 변모를 추적하는 한편 환경보전적 측면의 대책을 모색한다.

조류학(Phycology)

조류(algae)를 식별하는 관습적 및 최근의 분류 체계와 조류의 생리생태학적 특성을 살펴

보고, 담수 및 해양 등 수권생태계에서 조류가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다양하게 인식

시킨다. 한편 최근의 유전생화학적 연구 재료로써 조류의 활용 가능성과 사례를 고루 살

펴본다.

후성유전학(Epigenetics)

유전물질인 DNA의 변화 없이 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배움으로써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의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신호전달론(Signal Transduction)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대한 세포의 반응과 그 신호에 대한 전달하는 과정의 이해를 목표

로 둔다.

생물통계학 및 실험(Biostatistics and Lab.)

생물학적 문제를 통계학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분석의 각종 

원리, 적합한 분석 찾기 및 실제 계산을 통하여,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실습은 spss프

로그램으로 한다.

식물생태학 및 실험(Plant Ecology and Lab.)

한반도의 64%에 해당하는 산림생태계 내의 식물 군락을 대상으로, 군락의 구조와 천이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생태계 내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대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킨다. 또한 녹지자연도와 식생도 작성을 실습함으로써, 식물 군락의 식별 능력과 분석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식물보전학(Plant Conservation)

식물보전학은 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생물학이다. 현대에 들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식물 군집의 붕괴, 희귀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손실 및 절멸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전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분자조직학 및 실험(Molecular Histology and Lab.)

본 강좌는 생명과학도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동물의 조직과 기관, 기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 및 실험을 병행한다. 본 강좌를 통해서 

동물조직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서 장차 다양한 동물을 재료로 하

는 연구 수행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고자 한다.

진화학(Evolution)

생물진화의 과정과 원리를 강의하며, 특리 원리에 있어서 소진화의 이론 및 다윈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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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론이나 신다윈이론 뿐 아니라 2000년대에 밝혀져야 할 대진화의 원리까지도 이해를 

하게 강의가 진행된다.

식물발달생물학 및 실험(Plant developmental Biology and Lab.)

고등식물의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생학적 특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특히 배낭형

성과정, 화분형성과정, 배발달과정 및 종자형성과정에서 발현되는 생명현상의 다양성을 

이해시킨다.

해양식물학(Marine Botany)

해산식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해조류와 종자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식용 및 산

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유용한 해산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시킴으로써 해양

생태계에서 해산식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야생동물보전학(Wild animal Conservation)

야생동물보전학은 야생동물의 다양성과 관리에 관한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야생동물에 

관한 생물다양성, 야생동물관리를 위한 방법 및 원리, 그리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지속가

능한 야생동물 자원의 이용 등에 관해서 공부한다.

생명과학세미나(Biological Science Seminar)

생명과학이란 생명체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생명현상의 기본원리를 파악

하는 학문이다. 본 세미나 수업은 최신 생명과학 연구결과 및 동향을 파악하고 사유함으

로써 생명과학자로서의 창의적인 자질과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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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학전공 Microbiology

u 교육목적

▷ 미생물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 지식습득을 통해 다양한 생명공학분야로

의 응용 및 융합이 가능한 기초 지식과 창의력을 지닌 전천후 인재 양성 

▷ 미생물학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미생물학 전공학생들 개개인 미

래의 다양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 제공

▷ 충북대학교의 교육목적 및 자연과학대학의 교육목적에 맞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생물학 관련 분

야 핵심 차세대 인재 양성

u 교육목표

▷ 전공 기본소양을 충실히 갖춘 미생물관련 분야 차세대 바이오생명공학 인력 양성 

▷ BT/ET/NT/eT관련 이론과 실험을 통한 창의적인 바이오생명 전문 인재 양성

▷ 미래 차세대미생물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산업현장 전문 실무능력 배양

▷ 지역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춘 차세대 핵심과학기술리더 양성

u 학습성과지표

1. 미생물학 및 생명과학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2. 미생물학 전공기초실험 및 응용실험 능력 

3. 미생물학 전공심화지식 습득

4. 미생물학 관련 전문기업의 인턴십 및 현장실무 능력

5. 지역 바이오생명공학 산업의 이해

6. 미생물학 관련 국제협동 능력

교육 목표 학습성과지표 관련 교과목

전공 기본소양을 충실히
갖춘 미생물관련 분야 차
세대 바이오생명공학 인
력 양성

§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및
습득

§ 전공기초실험 능력
§ 전공응용실험 능력

미생물학개론, 미생물학개론실험, 생명
과학과 영어, 미생물생리학, 미생물생리
학실험, 생명과학과 컴퓨터 실습

BT/ET/NT/eT관련 이론과
실험을 통한 창의적인 바
이오생명 전문 인재 양성

§ 전공심화지식 습득
§ 미생물산업 현장실무
능력

생명과학과컴퓨터실습, 생명정보학, 미
생물대사학, 균류학, 합성생물학, 합성
생물학특수과제, 세균학, 시스템미생물
학실험, 미생물생태및물질순환학, 시스
템미생물대사공학, 환경 및 산업미생물
학실험, 미생물종다양성, 미생물유전체
공학, 유전체학

미래 차세대미생물 바이오
산업에서 요구되는 산업현
장 전문 실무능력 배양

§ 미생물 관련 전문기업의
인턴십 및 현장실무 능력

미생물검출, 미생물과산업, 병원미생물
학, 바이러스학, 환경미생물학, 생태학,
인턴쉽

지역과 세계에 대한 안목
을 갖춘 차세대 핵심과학
기술리더 양성

§ 지역 미생물관련 바이오
생명 산업의 이해

§ 국제협동능력

유전체학, 생물공정검증, 분자미생물공
학, 미생물학연습, 미생물학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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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학전공(Microbiology)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임상병리과』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5967001 *시스템미생물학실험(Experiments in Systems Microbiology) 3-0-6

전선

5967028

5967003

5967004

5967005

5967006

생체재료학(Biomaterials)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

미생물대사학(Microbial Metabolic Biochemistry)

미생물검출(Detection of Microorganism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967007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Experiments in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Microbiology)

3-0-6

전선

5967029

5967009

5967010

5967012

5967013

5967030

유전체와 재생의학(Genomics and Regenerative Medicine)

미생물생태 및 물질순환학(Microbial Ecology and Cycle of Matters)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

미생물유전체공학(Microbial Genome Engineering)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실용미생물학(Practical Microbiology)

3-3-0

3-3-0

3-3-0

3-3-0

3-3-0

2-2-0

4

1

전필

전선

5967014

5967015

5967016

5967017

5967018

5967031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Experiments in Cell culture and virology)

바이러스학(Virology)

미생물종다양성(Microbial Diversity)

분자미생물공학(Moleclular Microbiotechnolgy )

병원미생물학(Pathogenic Microbiology)

생물 의생명산업(The Future of Biomedical Industry)

2-0-4

3-3-0

3-3-0

3-3-0

3-3-0

3-3-0

일선
5967024

5967025

인턴쉽Ⅰ(InternshipⅠ)

인턴쉽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5967021

5967022

5967023

미생물학연습(Practice in Microbiology)

*미생물학특론(Special Topics in Microbiology)

합성생물학특수과제(Special Topics in Synthetic Biology)

3-3-0

3-3-0

3-3-0

일선
5967026

5967027

인턴쉽Ⅲ(InternshipⅢ)

인턴쉽Ⅳ(InternshipⅣ)

15-0-15주
3-0-4주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58 학점

계      22 과목   64 학점

타학과의
설강요구교과목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7447071

7447074

7447077

6900021

6900022

6900023

ü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생물과학전공, 생화학전공 전공과목,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전공과목
ü교직이수 학생에 한하여 아래 교과교육학 인정
생명과학교육론
생명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생물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물과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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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 3-3-0

일반생물학의이해 및 실험 Ⅰ : 4-3-2

일반화학 및 실험Ⅰ : 3-3-0

수학Ⅰ : 3-3-1

인간과 생명 : 3-3-0

심화교양 : 3-3-0

국어와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0

일반생물학의이해 및 실험Ⅱ : 4-3-2

일반화학 및 실험Ⅱ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 3-3-0

현대생물학사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교양 29

심화교양 12

-----------

합계 41학점

2

생태학개론 : 3-3-0

미생물학개론 : 3-3-0

미생물학개론실험 : 3-0-6

분자생물학개론 : 3-3-0

생명과학과 영어 : 3-3-0

유전학 : 3-3-0

미생물생리학 : 3-3-0

세포생물학개론 : 3-3-0

미생물생리학실험 : 3-0-6

생명과학과 컴퓨터 및 실습 : 3-2-2

전공선택 33

-----------

합계 33학점

3

*시스템미생물학실험 : 3-0-6

생체재료학 : 3-3-0

합성생물학 : 3-3-0

생명정보학 : 3-3-0

미생물대사학 : 3-3-0

미생물검출 : 3-3-0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 3-0-6

유전체와 재생의학 : 3-3-0

미생물생태 및 물질순환학 : 3-3-0

환경미생물학 : 3-3-0

미생물유전체공학 : 3-3-0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 : 3-3-0

실용미생물학 :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5

-----------

합계 41학점

4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 : 2-0-4

바이러스학 : 3-3-0

미생물종다양성 : 3-3-0

분자미생물공학 : 3-3-0

병원미생물학 : 3-3-0

생물 의생명산업 : 3-3-0

미생물학연습 : 3-3-0

*미생물학특론 : 3-3-0

합성생물학특수과제 : 3-3-0

전공선택 26

-----------

합계 26학점

선수과목 지정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3

1

전필 5967001 시스템미생물학실험
5965014 미생물학개론실험

5965017 미생물생리학실험

전선 5967003 합성생물학
5965010 유전학

5965013 미생물학개론

2

전필 5967007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5965014 미생물학개론실험

5965017 미생물생리학실험

전선 5967012 미생물유전체공학
5965010 유전학

5965013 미생물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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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시스템미생물학실험(Experiment in Systems Microbiology)

간단한 구조의 생명체인 미생물이지만 그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현상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미생물의 생명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험과목이다.

생체재료학 (Biomaterials)

생체재료학은 인체 생리학적 병리학적 상태에서 치료 및 진단 등의 의료용 목적으로 개

발된 물질을 말한다. 생체재료는 미생물이나 식물성 물질, 동물성 물질 등의 천연물질에

서 유래한 천연생채재료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된 합성 생체재료로 구분된다. 이는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적 측면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생체재료의 

종류, 특성 및 다양한 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은 현존하는 생물과는 특성이나 성능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인공적인(artificial)

생물학적 부품, 소자 및 통합된 생물학적 시스템의 설계와 합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생명정보학(Bioinformatics)

바이오정보처리기술은 오늘날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하며,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화된 도구나 공개 프

로그램에 의존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생명과학도들에게도 스스로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초보

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

바 및 바이오자바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힘으로써, 생명과학도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더불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자신

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미생물대사학(Microbial Metabolic Biochemistry)

미생물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생명체들이 가지지 못한 다양한 대사경로를 가지는 것이

다. 이러한 다양한 대사는 그 미생물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목을 통하여, 미생물

효소화학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미생물의 대표적인 대사경로를 분석하여, 각각의 효

소반응들이 어떻게 전체 대사를 결정하고 미생물체의 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미생물검출(Detection of Microorganisms)

환경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식품에 존재하여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바이러스,

바이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들을 고전적인 방법과 최신의 기법에 의해 검출

하는 방법을 익힌다.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Experiment in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Microbiology)

이 실험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미생물을 분리하는 실질적 기술

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배운 학생들은 fermenter를 이용한 배양법과, 효모의 교배와 포

자생성 및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실험법을 배운다.

유전체와 재생의학 (Genomics and Regenerative Medicine)

재생의학 분야에서 필수 구성요소인 세포/줄기세포, 생체재료와 이들 물질과 세포와의 

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유전물질의 작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기본 세포생물학적인 작용기전에 대해서 학습하고, 유전물질을 이용한 세포공학/줄기세

포 공학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러한 세포와 생체재료들을 활용한 조직공학, 가공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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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tissue)을 활용한 다양한 재생의학의 영역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미생물생태및물질순환학(Microbial Ecology and Cycle of Matters)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처를 중심으로 그 주변들의 환경변화 및 물질에 관하여 생

태적인 측면에 대하여 공부한다.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류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공부한다. 특히 동․

식물, 그리고 다른 미생물과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며 물질대사를 통한 생․지․화학적 물

질순환을 공부한다. 그리고 인류의 입장에서 환경오염 및 생물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생

물학적 방법에 의한 미생물학의 응용을 공부한다.

미생물유전체공학(Microbial Genomics Engineering)

본 강좌의 주요 목표는 유전자 수준의 조작법뿐만 아니라 유전체 수준의 조작법도 이해

하는데 있다. 따라서 유전공학의 기본원리와 응용, 미생물유전체학의 개요, 유전체공학의 

기본 원리와 응용 등을 다룬다.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미생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미생물 대사조절과정과 세포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세포 시스템접근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산업적 적용 사례를 통해 폭넓은 

응용능력을 키운다.

실용미생물학 (Practical microbiology)

미생물학과 관련된 지역의 유수 기업체 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

빙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응용과 그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준비

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여 미생물학 전공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돕고자 한다.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Experiment in Cell culture and virology)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학의 기초적인 실험방법을 강의하고 수강생들 각자가 실험을 행한

다. 환경 및 숙주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채집, 배양, 검출 및 동정방법, 숙주와의 상호관계,

분자생태학적 연구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바이러스학(Virology)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바이러스의 구조와 증식과정을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증식에 꼭 필

요한 숙주세포와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기작을 이해하고 치료와 

예방법을 알아본다.

미생물종다양성(Microbial Diversity)

미생물의 형태, 분포도 및 유전자의 상동성들을 근거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

는 자료를 근거로 이용하여 진화계통수를 작성하며 계통수를 근거로 하여 미생물들을 분

류하며 진화과정을 공부한다.

분자미생물공학(Molecular Microbial Biotechnology)

주로 미생물이 관여하는 생물공학의 기술적 과정의 기본적 뒤에 숨겨진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재조합 DNA 기법을 강의한다.

병원미생물학(Pathogenic Microbiology)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종류, 형태, 병인 기전 및 특성 등을 강의하며 병원 미생

물의 동정, 확인, 예방 및 질환의 치료방법 등을 고찰한다.

생물 의생명산업 (The Future of Biomedical Industry)

인체의 질병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생명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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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우선, 다양한 질병의 발병 원인 및 치료 연구에 관한 최근 동향을 강의한

다. 또한, 천연에 존재하는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유래되는 생리활성물질의 분자구조,

기능성, 작용기작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질병진단, 생

리활성물질의 검출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과 작용기전 및 의생명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가

능성에 대해 강의한다.

미생물학연습(Practice in Microbiology)

미생물학 전공자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논문 작성법을 배우며, 각자의 실험주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하

며, 미생물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목이다.

미생물학특론(Special Topics in Microbiology)

산업체에서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 관련분야를 인지하고, 학습 및 발표를 통하여 미생물응

용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지식을 익힌다.

합성생물학특수과제(Special Topics in Synthetic Biology)

합성생물학은 특성이나 성능 면에서 현존하는 생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공적인

(artificial) 생물학적 부품, 소자 및 통합된 생물학적 시스템의 설계와 합성을 다루는 학문

으로 방대한 생물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미생물

체의 시스템 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유전자를 밝혀내고 조직하여 최소합성염색체

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장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와 지

역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유지한다.



자연과학대학 _255

◇ 생화학전공 Biochemistry

생화학은 생명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분자적 수준에서 연구하여 생명현상

을 밝히려는 학문으로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 질병진단과 치료방법의 개발, 식량난 

해소, 지구환경 정화를 포함하는 의·약학, 농업, 환경, 나노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u 교육목적

21세기 생명과학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

u 교육목표

- 전공 기본소양을 충실히 갖춘 바이오 인력 양성

- BT/BIT 관련 이론과 실험을 통한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산업현장 실무능력 배양

- 지역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춘 과학 기술인재 양성

u 학습성과지표

-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 전공기초실험 능력

- 전공심화지식 습득

- 현장실무 능력

- 지역 바이오산업의 이해

- 국제협동 능력

u 교과목과 학습성과지표의 연계성

교육 목표 학습성과지표 관련 교과목

전공 기본소양을 충실히 갖춘 
바이오인력 양성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전공기초실험 능력

생화학I, 생화학II, 분자생물학I, 분
자생물학II, 유전학, 생화학개론, 분
자생물학개론, 세포생물학개론, 생
화학기초실험, 실험동물학개론, 의
생명과학

BT/BIT 관련 이론과 실험을 통
한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전공심화지식 습득

생체에너지와대사, 분자생물학실험, 
분자세포생물학I, 분자세포생물학II, 
생명과학특허, 면역학, 단백질생화
학, 생합성대사, 물리생화학, 생명
과학실험I, 생명과학실험II, 신경생
물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줄기
세포학, 시스템생물학,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 뇌신경발생학

바이오산업에서 요구되는 산업
현장 실무 능력 배양

·현장 실무 능력
바이오취업전략학, 바이오창업학, 
인턴쉽

지역과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
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역 바이오산업의 이해
· 국제협동능력

바이오취업전략학, 인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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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전공(Biochemistr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3

1

전필

5968005

5968006

5968007

생화학Ⅰ(BiochemistryⅠ)

분자생물학Ⅰ(Molecular BiologyⅠ)

분자생물학실험(Molecular Biology Lab.)

3-3-0

3-3-0

3-0-6

전선

5968008

5968009

5968010

5968001

분자세포생물학Ⅰ(Molecular Cell BiologyⅠ)

생명과학특허(Patent for Life Science)

면역학(Immunology)

뇌신경발생학(Neural Development)

3-3-0

3-3-0

3-3-0

3-3-0

2

전필

5968012

5968013

5968014

생화학Ⅱ(BiochemistryⅡ)

분자생물학Ⅱ(Molecular BiologyⅡ)

생체에너지와 대사(Bioenergetics and Metabolism)

3-3-0

3-3-0

3-3-0

전선

5968015

5968016

5968017

5968030

분자세포생물학Ⅱ(Molecular Cell BiologyⅡ)

단백질생화학(Protein Biochemistry)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

생화학실험 I (Experiment in Biochemistry I)

3-3-0

3-3-0

3-3-0

3-0-6

4

1

전필 5968018 생합성대사(Biochemistry of Anabolism) 3-3-0

전선

5968019

5968020

5968004

5968033

5968031

신경생물학(Neurobiology)

생명공학(Biotechnology)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English Lecture)

생화학세미나 (Biochemistry Seminar)

생화학실험 II (Experiment in Biochemistry II)

3-3-0

3-3-0

3-3-0

2-2-0

3-0-6

일선
5968022

5968023

인턴쉽Ⅰ(InternshipⅠ)

인턴쉽Ⅱ(InternshipⅡ)

3-0-4주

15-0-16주

2

전필

전선

5968026

5968027

5968032

5968029

물리생화학(Physical Biochemistry)

바이러스학(Virology)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바이오창업학(Establishment of Biocompanies)

3-3-0

3-3-0

3-3-0

2-2-0

일선
5968024

5968025

인턴쉽Ⅲ(InternshipⅢ)

인턴쉽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필수 7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17 과목 49 학점

계 24 과목 70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자연과학대학 생물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화학과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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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지정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3 1

전필 5968005 생화학I
5965001 생화학개론

5965004 의생명과학

전필 5968006 분자생물학I
5965002 분자생물학개론

5965005 세포생물학개론

전필 5968007 분자생물학실험
5965006 생화학기초실험

5965003 실험동물학개론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 3-3-0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    I : 4-3-2

일반화학및실험I : 3-3-0

수학I : 3-3-1

인간과생명 : 3-3-0

국어와작문 : 3-3-0

영어읽기와토론 : 3-3-0

일반생물학의이해및실험    II : 4-3-2

일반화학및실험I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 3-3-0

현대생물학사 : 3-3-0

기초교양 29

심화교양  6

-------------

합계 35학점

2

생화학개론 : 3-3-0

분자생물학개론 : 3-3-0

실험동물학개론 : 3-3-0

생명과학영어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의생명과학 : 3-3-0

세포생물학개론 : 3-3-0

생화학기초실험 : 3-0-6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선택 30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6학점

3

생화학I : 3-3-0

분자생물학I : 3-3-0

분자생물학실험 : 3-0-6

분자세포생물학I : 3-3-0

생명과학특허 : 3-3-0

면역학 : 3-3-0

뇌신경발생학 : 3-3-0

생화학II : 3-3-0

분자생물학II : 3-3-0

생체에너지와대사 : 3-3-0

분자세포생물학II : 3-3-0

단백질생화학 : 3-3-0

시스템생물학 : 3-3-0

생화학실험 I : 3-0-6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24

-------------

합계 42학점

4

생합성대사 : 3-3-0

신경생물학 : 3-3-0

생명공학 : 3-3-0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 : 3-3-0

생화학세미나 : 2-2-0

생화학학실험Ⅱ : 3-0-6

물리생화학 : 3-3-0

바이러스학 : 3-3-0

줄기세포학 및 재생의학 : 3-3-0

바이오창업학 : 2-2-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5

-------------

합계 2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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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생화학Ⅰ(BiochemistryⅠ)

생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 생체물질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강의한다.

분자생물학Ⅰ(Molecular BiologyⅠ)

분자생물학의 학문적 추세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게놈의 구조, 생물정보의 교

환과 응답, 발생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조절, 유전자의 재조합기술 등을 배운다.

분자생물학실험(Molecular Biology Lab.)

유전자의 분리, 정제, 클로닝 등 기초적인 유전공학 기법을 습득시킨다.

분자세포생물학Ⅰ(Molecular Cell BiologyⅠ)

세포의 에너지 대사, 세포내 단백질 및 물질의 수송, 신호전달, 세포골격 형성 및 이동,

조직의 형성 등 세포 내외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관한 분자 수준에서의 이해 

생명과학 특허(Patent for Life Science)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취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초에 대해 강의한

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특허 검색방법을 기초로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선행기술조

사 방법 및 특허전략수립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면역학(Immunology)

면역에 관한 기초 개념을 확립하고, 항원-항체 간의 상호작용, 면역에 관련된 여러 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뇌신경발생학(Neural Development)

  뇌신경발생학 수업은 학부생들에게 신경 발생학에 관한 최신의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신경계의 형성과정을 분자에서 세포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신경세포의 분화, 운명 결정, 사멸을 조절하는 유전학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경계의 발달과정을 학습한다.

생화학Ⅱ(BiochemistryⅡ)

생체물질인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및 각종 호르몬의 생합성과 분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유전물질인 핵산이 단백질 생합성에 관여하는 메카니즘 등을 배운다.

분자생물학Ⅱ(Molecular BiologyⅡ)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과 더불어 세포막의 구조와 특성을 분자수준에서 파악함으로

써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생체에너지와 대사(Bioenergetics and Metabolism)

생체에너지와 대사 과목은 에너지와 대사를 분자수준에서 기작과 조절과정을 공부한다.

이 과목에서는 생체에너지 이 과목원리, 탄수화물과 지질 대사 및 조절, 산화적인산화 반

응, 신호전이기작 등을 다룬다.

분자세포생물학Ⅱ(Molecular Cell BiologyⅡ)

세포-세포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세포 상호간의 신호전달, 세포로부터의 조직형

성, 세포의 발달과정에서 세포 상호작용, 암의 형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단백질생화학(Protein Biochemistry)

생체를 이루고 있는 4대 구성성분의 하나인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정제 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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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

생명체를 시스템 전체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 동안의 자연과학의 기본인 “부

분의 합은 전체와 같다”라는 명제에서 벗어나“전체는 부분의 합 이외에도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명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생명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한다.

생화학실험 I, II(Experiment in Biochemistry I, Ⅱ)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구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이 다양한 생명현상 중 연관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약 6~8주간의 실험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습득한 생명현상의 원리

가 실험적으로 규명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교과서적인 지식이 어떠한 실험과정으로 

통해 얻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향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전공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생합성대사(Biochemistry of Anabolism)

이 과목에서는 아미노산, nucleotide, 막지질 등 중요한 생체분자들이 어떤 생합성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또 그 합성대사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 배운다.

신경생물학(Neurobiology)

생명체의 행동양태를 결정하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생명공학(Biotechnology)

단백질 등 생체내 거대분자의 구조 및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I, II)(English Lecture)

생명과학 최근의 주요 관심 주제, 전염병, 생명과학의 기술개요 및 응용, 첨단 기술 현황 

등에 관한 폭 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강좌로서 영어로 강의한다.

생화학세미나(Biochemistry Seminar)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생명과학 연구자들은 생명과학 연구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

에 대처하며 생명현상 및 질환들을 총제적,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연구를 선

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연구자분들을 초

청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함으로써 통합적 연구 역량과 자기 주도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갖춘 학생을 양성하고자 한다.

물리생화학(Physical Biochemistry)

생화학에 필요한 첨단산업기기의 구조, 성질, 작동원리에 관하여 강의한다.

바이러스학 (Virology)

여러 다양한 바이러스의 입자 구조, genome 구조 및 발현, 바이러스 단백질 기능 등에 

관해 배우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여러 질병과 그 예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줄기세포의 기초를 이해하고 줄기세포 및 분화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 및 재생의학의 기

술현황과 연구동향을 학습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줄기세포 및 서식처의 특성, 2) 줄기세포의 종류 및 장단점, 3) 세포

치료의 특징 및 연구개발 현황, 4) 재생의학 분야의 주요 신개념 및 기술현황 등을 이해

하고 5) 관련 분야의 논문을 선별하여 학습한다.

바이오창업학(Establishment of biocompanies)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술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학습하



260_ 2017학년도 교육과정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 및 마케팅전략, 대차대조표 강의, 기

술의 제품화, 기업의 경영과 관리, 자금 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실질적인 경

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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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우주학과 Department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시작인 천문우주학은 전통적으로 과학의 기본적인 도구를 

제공해왔다. 본 학과는 우주의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이론 및 관측의 제반분야를 교육한다. 지구주변의 우주물리, 태양계, 항성계,

우주은하, 외부은하, 우주론 등을 배우는 순수 과학 분야를 포함하여 고 천문의기 

복원, 천문학사, 인공위성 궤도와 자세, 위성측지, 우주관측기기와 기술, 우주기상기

술 등 응용 천문우주 과학분야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천문과학관에서 실제

로 천문우주학을 일반인에게 전달해줄 대중천문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 연구

하는 융합과학의 장을 국내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제공한다.

◆ 교육목적

21세기 우주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융합과학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국가 그리고 과

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 교육목표

1. 한국의 우주산업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 양성

2. 일반인들에게 천문과학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전문 인력 양성

위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추구한다.

- 천문우주에 관한 기본적 과학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천문우주 관측 전반에 걸쳐 융합과학의 장을 열어가는 전문 인재 양성

- ST관련 이론과 실험을 통한 창의적인 과학도 양성

- 과학관 및 박물관 등에서 요구하는 대중천문과학 전문가 양성

-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 우주기상 전문 인력 양성

◆ 학습성과 지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전문성 :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첨단 지식을 우주산업에 응용 가능할 정도로 

습득

2. 융복합적 직무능력 : 자연과학의 지식과 과학문화 및 대중화 기술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창의적 적응력 :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천문우주 지식을 적절히 응용 및 전달하

는 능력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부지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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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기초지식의 이해 및 기초 실험 능력 배양

- 과학의 본성 및 과학지식의 형성 등의 융합과학의 이해

- 천문학사를 비롯하여 과학교육과 과학철학 등 주변학문의 이해

- 전공 심화지식 습득

- 기상학의 기초지식 이해 및 기상예보의 배경지식 습득

- 과학관 및 박물관의 천문우주관련 전시 및 관련 교육능력 배양

- 과학문화관련 시설의 이해

- 국제 협동능력

◆ 교과목과 학습 성과 지표의 연계성

교육목표
학습성과지표 관련교과목

세부목표

한 국 의 
우 주 산
업 시 대
를 주도
해 나갈 
인재 양
성

천문우주에 관한 
기본적 과학소양
을 갖춘 전문 인
력 양성

•전공 기초지식의 이해 및 
기초 실험 능력 배양

일반지구과학 및 실습 I, 일반천문학 
및 실습 I,II, 기초천체물리학, 천문응
용수학 I,II, 천문전산학 및 실습, 기
초역학, 새 프론티어 천문우주과학

천문우주 관측 전
반에 걸쳐 융합과
학의 장을 열어가
는 전문 인재 양
성

•과학의 본성 및 과학지식의 
형성 등의 융합과학의 이해

•천문학사를 비롯하여 과학
교육과 과학철학 등 주변
학문의 이해

천체관측법 및 실습I,II, 전자학 및 
실습, 소형망원경 천문학, 천문학사,

천문학으로 융합과학이해하기, 대기
과학, 일기예보분석 및 실습, 측광분
광학, 천체역학, 항성구조 및 진화,

외부은하 및 우주론

ST관련 이론과 실
험을 통한 창의적
인 과학도 양성

•전공 심화지식 습득

응용역학, 우주과학 및 실습, 항성천
문학 및 실습, 은하천문학 및 실습,

항성천문학 및 실습, 전자기천체물
리, 천문기기, 양자천체물리, 전파천
문학, 구면천문학, 변광성과 쌍성, 위
성 테크놀러지 입문, 응용우주과학

우주기상 전문 인
력 양성

•기상학의 기초지식 이해
및 기상예보의 배경지식 습득

대기과학, 일기예보분석 및 실습

일 반 인
들 에 게 
천 문 과
학 문 화
의 대중
화에 앞
장 서 는 
전문 인
력 양성

과학관 및 박물관 
등에서 요구하는 
대중천문과학 전
문가 양성

•과학관 및 박물관의 천문
우주관련 전시 및 관련 교
육능력 배양

대중천문학개론 및 실습
대중천문과 기기

지역과 사회에 필
요한 역할을 감당
하는 과학기술 전
문 인력 양성

•과학문화관련 시설의 이해
•국제 협동능력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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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우주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33일반물리학및실험I 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I 이수

수학I 이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II 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II 이수

수학II 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2. 역사와 철학·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3과목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

12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48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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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우주학과(Department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13015

5913025

*일반천문학 및 실습Ⅰ(General Astronomy & Lab.Ⅰ)

천체관측법 및 실습Ⅰ(Astronomical Observations & Lab.Ⅰ)

3-2-2

3-1-4

전선

5913005

5913021

5913034

5913033

기초천체물리학Ⅰ(Basic AstrophysicsⅠ)

천문응용수학Ⅰ(Applied Mathematics for AstronomyⅠ)

기초역학(Basic Mechanics)

천문전산학 및 실습(Computer Science for Astronomy & Lab.)

3-3-0

3-3-0

3-3-0

3-2-2

2

전필 5913012 *일반천문학 및 실습Ⅱ(General Astronomy & Lab.Ⅱ) 3-2-2

전선

5913026

5913002

5913020

5913036

5913014

천체관측법 및 실습Ⅱ(Astronomical Observations & Lab.Ⅱ)

기초천체물리학Ⅱ(Basic AstrophysicsⅡ)

천문응용수학Ⅱ(Applied Mathematics for AstronomyⅡ)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

전자학 및 실험(Electronics & Lab.)

3-1-4

3-3-0

3-3-0

3-3-0

3-1-4

3

1

전필 5913039 *항성천문학 및 실습(Stellar Astronomy & Lab.) 3-2-2

전선

5913043

5913605

5913044

5913602

5913055

전자기 천체물리(Electromagnetic Astrophysics)

측광 분광학(Photometry & Spectroscopy)

천체역학(Astrodynamics)

소형망원경 천문학(Real with Small Telescopes Astronomy)

대기과학(Atmospheric Science)

3-3-0

3-3-0

3-3-0

3-2-2

3-3-0

2

전필 5913040 *은하 천문학 및 실습(Galactic Astronomy & Lab.) 3-2-2

전선

5913030

5913018

5913045

5913048

5913056

5913057

항성구조 및 진화(Stellar Structure and Evolution)

천문기기(Astronomical Instruments)

양자 천체물리(Quantum Mechanics for Astrophysics)

대중천문학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Public Astronomy & Practice)

일기예보분석및실습(Weather Forecasting Analysis and Practice)

새 프론티어천문우주과학(New Frontiers In Astronomy & Space Science)

3-3-0

3-3-0

3-3-0

3-2-2

3-2-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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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913042 우주과학 및 실습(Space Science & Laboratory) 3-2-2

전선

5913001

5913016

5913011

5913003

5913049

개인연구(Supervised Reading & Research)

전파천문학(Radio Astronomy)

외부은하 및 우주론(Extra-Galaxies and Cosmology)

구면천문학(Spherical Astronomy)

대중천문과 기기(Public Astronomy and Astronomical

Instruments)

3-3-0

3-3-0

3-3-0

3-3-0

3-2-2

일선
5913051

5913052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15-0-15주

2

전필

전선

5913024

5913041

5913046

5913047

천문학사(History of Astronomy)

변광성과 쌍성(Variables and Binaries)

위성 테크놀러지 입문(Introduction to Satellite Technology)

응용 우주과학(Applications of Space Sciences)

3-3-0

3-3-0

3-3-0

3-3-0

일선
5913053

5913054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5주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7 학점

계 35 과목 105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자연과학대학 8개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 총 6학점만 인정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편입 및 재입학 포함)의 경우는 해당년도

의 교육과정에 따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수학과, 정보통계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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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 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수학 I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 I : 3-3-2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Action English : 3-3-1

*수학 II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 II : 3-3-2

*일반지구과학및실험 II : 3-2-2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심화교양 : 3-3-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3

자연이공계기초 24

-------------

합계 36학점
* : 학과지정 이수과목

2

*일반천문학및실습I : 3-2-2

*천체관측법및실습I : 3-1-4

기초천체물리학I : 3-3-0

천문응용수학 I : 3-3-0

기초역학 : 3-3-0

천문전산학및실습 : 3-2-2

심화교양 : 3-3-0

*일반천문학및실습II : 3-2-2

천체관측법및실습II : 3-1-4

기초천체물리학II : 3-3-0

천문응용수학 II : 3-3-0

응용역학 : 3-3-0

전자학및실험 : 3-1-4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7중 택21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

합계 39학점
*: 전공필수

3

*우주과학및실습 : 3-2-2

*항성천문학및실습 : 3-2-2

전자기천체물리 : 3-3-0

측광분광학 : 3-3-0

천체역학 : 3-3-0

소형망원경 천문학 : 3-2-2
심화교양 : 3-3-0

*은하천문학및실습 : 3-2-2

항성구조및진화 : 3-3-0

천문기기 : 3-3-0

양자천체물리 : 3-3-0

대중천문학개론및실습 : 3-2-2

새 프론티어 천문우주과학: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7 중 택18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일반선택 9

-------------

합계 42학점
*: 전공필수

4

전파천문학 : 3-3-0

외부은하및우주론 : 3-3-0

구면천문학 : 3-3-0

대중천문과기기 : 3-2-2

개인연구 : 3-3-0

일반선택 : 3-3-0

천문학사 : 3-3-0

변광성과쌍성 : 3-3-0

위성테크놀러지입문 : 3-3-0

응용우주과학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24 중 택18

일반선택 6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일반천문학 및 실습Ⅰ(General Astronomy & Lab.Ⅰ)

천문학에서 기본적인 좌표계를 비롯하여 지구운동, 달과 행성, 태양계 등에 관한 개관과 

물리적 특성, 또한 항성에 관한 개관을 다룬다

천체관측법 및 실습Ⅰ(Astronomical Observations & Lab.Ⅰ)

망원경의 기본원리와 사용법, 성도 보는 법, 육안 관측법, 사진 관측법을 습득하여 항성,

태양, 달, 행성, 성운, 은하, 변광성 등을 관측하고 관측한 자료의 처리방법 등을 다룬다.

기초천체물리학Ⅰ(Basic AstrophysicsⅠ)

특수 상대론, 물질파, 원자의 보어모형, Schrodinger 파동방정식 등을 다룬다.

천문응용수학Ⅰ(Applied Mathematics for AstronomyⅠ)

천문응용수학은 천문우주학과 학생들에게 전공에 필요한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배양하여, 자연과 우주의 여러 현상을 분석, 종합하는 전문적인 

태도를 길러 주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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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역학(Basic Mechanics)

천문우주과학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역학의 기본적인 제반 토픽을 다룬다. 천체물리 

중 역학은 천문현상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식을 통한 자연의 현상의 기술방법

이다. 물체의 직선운동과 원운동을 기술하는 속도 및 역학법칙을 다루고, 질량을 정의하

여 가속도, 힘,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물체의 운동이 기술되는지를 학습한다.

천문전산학 및 실습(Computer Science for Astronomy & Lab.)

Basic, Fortran 언어에 대한 프로그래밍과 특성, 관측이나 이론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얻는다

일반천문학 및 실습Ⅱ(General Astronomy & Lab.Ⅱ)

천문우주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함으로서 천문우주학을 전

공하는 학부 학생들이 천문우주학의 기초를 습득케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 

가까운 태양을 포함하여 먼 거리의 은하를 소개한다.

천체관측법 및 실습Ⅱ(Astronomical Observations & Lab.Ⅱ)

천체관측법및실습Ⅰ의 기초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천문 관측방법을 응용하여 천체관측을 

실시하고, 각자 관측한 자료를 분석처리 함으로 스스로 관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

며 지도한다.

기초천체물리학Ⅱ(Basic AstrophysicsⅡ)

천체물리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원자, 분자의 물리를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

천문응용수학Ⅱ(Applied Mathematics for AstronomyⅡ)

천문응용수학은 천문우주학과 학생들에게 전공에 필요한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배양하여, 자연과 우주의 여러 현상을 분석, 종합하는 전문적인 

태도를 길러 주는데 있다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

역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특히 천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역학의 해석적인 해와 수치적인 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상에 대한 역학의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주로 심도 있게 다룬다.

전자학 및 실험(Electronics & Lab.)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실험을 해봄으로서 전자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천문우주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초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관

측기기의 성능향상 및 새로운 개발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우주과학 및 실습(Space Science & Laboratory)

지구 주변 공간 및 태양계 공간에서 일어나는 우주 환경 교란 현상에 대해 다루고 우주 

환경의 변화에 의한 위성, 통신 등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항성천문학 및 실습(Stellar Astronomy & Lab.)

항성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물리적 제법칙, Polytopic 가스구, 항성 내부에너지의 영성과 

핵반응, 진화를 학습한다.

전자기 천체물리(Electromagnetic Astrophysics)

천문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는 많은 물리 지식을 요구한다. 고전물리의 한 축인 전자기학

도 천문을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천문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

는 빛은 전자기파를 의미하며 따라서 전자기학의 기본 원리의 습득은 필수 불가결 하다

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전자기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며, 특히 천문현상에 어

떻게 응용되는지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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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광 분광학(Photometry & Spectroscopy)

사진측광과 광전측광의 기본원리와 특성, UBV system, Stromgren ubvy system, Extinction

Corr ection과 표준화 등급계산, 광전관과 필터의 광학적 특성, CCD의 원리, 스펙트럼의 

기본원리와 분광기의 특성 등에 대하여 배운다

은하 천문학 및 실습(Galactic Astronomy & Lab.)

우리 은하 내에서의 항성의 진화 단계별 분포 및 운동학적 특성 그리고 성간 물질의 물

리적 성질 등을 학습한다.

항성구조 및 진화(Stellar Structure and Evolution)

태양과 별의 물리적인 성질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물리학, 별의 거리와 운동, 복사론과 별

의 밝기, 별의 온도와 스펙트럼, 항성의 대기 및 성간 물질에 대해서 물리학적 방법으로 

지도한다

천체역학(Astrodynamics)

고전 역학(뉴톤 역학)의 기본 개념 중 중력과 중심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공 천체(인공

위성)들의 궤도를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소개함으로서 향후 고급 천체 역학이나 

우주동역학을 수학할 때 기초를 다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기초역

학, 중심력 문제, 이체문제, 궤도계산 등이다.

소형망원경 천문학(Small Telescopes Astronomy)

쉽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소형망원경을 이용한 실제 천문학을 경험해 본다. 간단한 망원경

의 사용법에서 행성, 태양 그리고 성단과 은하들의 관측을 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서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접하게 된다. 소형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 망원경을 가지고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대기과학 (Atmospheric Sciences)

행성과 지구의 특성에서부터 각종 규모의 대기의 운동과 현상, 대기 관측과 일기 예보,

고층 대기, 기상과 기후 등 대기과학에서 필수적인 기초지식의 내용을 다룬다.

천문기기(Astronomical Instruments)

천문관측에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 각각의 구조, 측정원리, 측정방법 등의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

양자 천체물리(Quantum Mechanics for Astrophysics)

양자 역학은 많은 천문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물리 분야이다. 양자물리의 이해 

없이는 고급수준의 천문 현상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과목에서는 양자 역학의 기본

을 강의하고, 또한 양자 역학이 많이 관련된 천문 현상에의 응용을 학습케 한다.

대중천문학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Public Astronomy and Practice)

천문우주과학관 및 천문우주과학문화의 보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과목으로 대

중천문학 기초 이론과 실습을 통해 대중천문 전문가로서 기본 소양을 익힌다.

일기예보분석및실습(Weather Forecasting Analysis and Practice)

대기과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자연현상의 변화와 대기상태

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각 층별 기본일기도와 보조일기도 그리고 단열선도의 분석 등

에 대한 기초지식과 묘사능력을 배양하여 대기과학을 이해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새 프론티어 천문우주과학(New Frontiers in Astronomy & Space Science)

현대 천문학의 주류인 거시천문학(은하, 외부은하, 우주론 등), 암흑물질, 중력파 검출, 외

계행성, 실험실 천문학, 태양권 탐사 등 새로운 프론티어 분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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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구(Supervised Reading & Research)

우주 환경 분야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연구 내용을 지도 점검함을 목표로 한다.

변광성과 쌍성(Variables and Binaries)

변광성과 쌍성의 측광 및 분광관측적 특성을 다루고 광도곡선과 시선속도곡선, 주기변화 

등에 따라 분류하고 변광의 물리적 과정과 쌍성의 궤도계산을 통하여 절대량을 구하는 

법을 다룬다.

외부은하 및 우주론(Extra-Galaxies and Cosmology)

외부은하의 분류와 각 형태별 물리적 특성과 분포적 특성 그리고 우주론의 기본원리를 

습득한다.

구면천문학(Spherical Astronomy)

구면좌표계, 구면삼각법, 좌표의 변환, 시간과 표준시간법 등과 이에 관련된 천체의 위치

변환 관계를 지도한다.

대중천문과 기기(Public Astronomy and Astronomical Instruments)

전국 천문우주과학관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의 비교 분석과 답

사를 통해 소형망원경과 관측시설, 천체투영실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전파천문학(Radio Astronomy)

전파천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최근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는 전파간섭계

를 이용한 천문학을 소개한다. VLBI 자료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료처리를 통한 천문

학적 이해를 설명하며, 관측기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천문학사(History of Astronomy)

한국의 천문학의 역사를 관련 문헌과 자료를 가지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문활

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선조들의 천문 유물들 중에 천문도, 각종 천문의기(天文儀器)

의 자료를 수집하여 천문도, 천문대, 천체위치 측정기기, 규표, 해시계, 물시계 등 그 종류

를 분류하고, 시대별로 사용한 천문기기들의 문헌을 통하여 그 특징과 그 구조 및 사용방

법 등을 살펴본다. 그 외 천문서적, 천문 역법, 시간계시법 등으로 역사서와 관련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해한다. 아울러 천문유물 답사를 통하여 실물을 살펴보고 사진을 촬영

하여 답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천문 과학의 우수성을 인식한다.

위성 테크놀러지 입문(Introduction to Satellite Technology)

위성을 이용한 응용분야 중 원격탐사, 위성측지에 대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위성영상 처

리, GPS를 이용한 위치측정 등 실습을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

움을 주고자 한다.

응용 우주과학(Applications of Space Sciences)

지구 주변 공간 우주환경은 시시 때때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의 1 차적

인 원인은 바로 태양 활동에서 기인한다. 본 강의는 태양 활동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 내부, 대기, 태양풍, 태양의 격변 현상, 태양-지구 연관성 등을 다룬다.

인턴십(Internship Ⅰ,Ⅱ,Ⅲ,Ⅳ )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시민천문대 및 천문관련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익히고 

졸업 후 전공 관련 업종의 취업에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산

학협동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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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과학과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u 교육목적 
지구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인류의 지각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지구환경
과학의 목적에 기여하는 전문가의 기본지식을 배양한다.

u 교육목표 
지구에서 일어난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정량, 계량화하는 과학적 사고를 체계화
시켜 지구시스템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공헌하며, 아
울러 글로벌화 된 에너지·광물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u 학습성과지표 
• 지구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간의 물질 및 에너지 순환과정을 이해한다.
• 지구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관찰과 분석 장비를 활용한 측정 및 계량화 

방법의 학습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 지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광물자원 

탐사, 인공구조물설계,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에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을 
계발한다.

• 다학제간 국제적 연구가 가능한 글로벌 지구환경 전문가를 양성한다.

◎ 지구환경과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글쓰기와 소통 분야에서

3학점 이상 이수 12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기초

수학Ⅰ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Ⅰ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Ⅰ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이수

기초통계학및실습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Ⅱ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이수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이수

24

*심화교양
1,2,3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단, 1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 이수 시 한 과목

학점만 인정)

3

계 48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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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과학과 Department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5964051

5964052

*광물학개론 및 실험(Elementary Mineralogy and Lab.)

*층서학 및 실험(Stratigraphy and Lab.)

3-2-2

3-2-2

전선

5964056

5964041

5964007

지질수학(Mathematics for Geological Sciences)

지구물질계 열역학(Thermodynamics of Earth Materials)

결정광학 및 실험(Optical Crystallography and Lab.)

3-3-0

3-3-0

3-2-2

2

전필
5964053

5964054

*화성암석학 및 실험(Igneous Petrology and Lab.)

*지구물리학 및 실험(Geophysics and Lab.)

3-2-2

3-2-2

전선

5964042

5964013

5964043

석유지질학(Petroleum Geology)

환경지구과학(Environmental Earth Science)

퇴적학 및 실험(Sedimentology and Lab.)

3-3-0

3-3-0

3-2-2

3

1

전필 5964055 *광상학 및 실험(Ore Deposits and Lab.) 3-2-2

전선

5964044

5964045

5964046

5964020

5964021

5964047

야외지질학(Practice in Field Geology)

지질도학 연습(Geological Mapping and Subsurface Interpretation)

변성암석학 및 실험(Metamorphic Petrology and Lab.)

지구화학 및 실험(Geochemistry and Lab.)

지질공학(Engineering Geology)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2-0-4

2-0-4

3-2-2

3-2-2

3-3-0

3-3-0

2

전필 5964048 *구조지질학 및 연습(Structural Geology and Lab.) 3-2-2

전선

5964050

5964049

5964025

5964026

5964029

5964030

점토광물학 및 실험(Clay Mineralogy and Lab.)

암석역학 및 실험(Rock Mechanics and Lab.)

GIS 및 원격탐사지질학(GIS and Remote Sensing in Geology)

수리지질학 및 연습(Hydrogeology and Practice)

환경지구화학탐사 및 실험

(Explorati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Lab.)

공업교육 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of Technical Education )

3-2-2

3-2-2

3-3-0

3-2-2

3-2-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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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5964031

5964032

5964033

5964040

5964034

동위원소 환경지질학

(Isotope Geology and Environment)

보석학 및 실습(Gemology and Lab.)

지반환경물리탐사 및 실습

(Environmental Geophysics and Lab.)

터널 및 사면설계(Design of tunnel and slope)

공업교육론(The Theory of Technical Education )

3-3-0

3-2-2

3-2-2

3-3-0

3-3-0

일선 5964301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

주

2

전필

전선

5964035

5964012

5964037

5964038

5964039

지사학 및 한국지질론

(Historical Geology and Geology of Korea)

고생물학 및 연습(Paleontology and Practice)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지질학

(Exploration Geolog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운석학(Meteorites and Planetary Environment)

공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s in

Technical Education )

3-3-0

3-2-2

3-3-0

3-3-0

3-3-0

일선 5964302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

주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28 과목 81 학점

계 34 과목 99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지사고생물학 지도 인정

교직이수 학생에 한하여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개론,

온실가스제어설계, 폐기물처리공학Ⅰ, 하수처리시스템설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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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기초교양(외국어):3-3-0

심화교양 : 3-3-0

수학Ⅰ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 3-3-2

일반화학및실험Ⅰ : 3-2-2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 3-2-2

기초교양(외국어): 3-3-0

기초교양(글쓰기와소통)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3-2-2

일반물리학및실험Ⅱ : 3-3-2

일반화학및실험Ⅱ : 3-2-2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 3-2-2

기초교양 36

심화교양 6

-------------

합계 42학점

2

*광물학 및 실험 : 3-2-2

*층서학 및 실험 : 3-2-2

지질수학 : 3-3-0

지구물질계 열역학 : 3-3-0

결정광학 및 실험 : 3-2-2

심화교양 : 3-3-0

*화성암석학 및 실험 : 3-2-2

*지구물리학 및 실험 : 3-2-2

석유지질학 : 3-3-0

환경지구과학 : 3-3-0

퇴적학 및 실험 : 3-2-2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8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6학점

3

*광상학 및 실험 : 3-2-2

야외지질학 : 2-0-4

지질도학연습 : 2-0-4

변성암석학 및 실험 : 3-2-2

지구화학 및 실험 : 3-2-2

지질공학 : 3-3-0

지구통계학 : 3-3-0

*구조지질학 및 연습 : 3-2-2

점토광물학 및 실험 : 3-2-2

암석역학 및 실험 : 3-2-2

GIS 및 원격탐사 지질학 : 3-3-0

수리지질학 및 연습 : 3-2-2

환경지구화학탐사 및 실험 : 3-2-2

공업교육 논리 및 논술 :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3

-------------

합계 39학점

4

동위원소 환경지질학 : 3-3-0

보석학 및 실습 : 3-2-2

지반환경물리탐사 및 실습 : 3-2-2

터널 및 사면설계 : 3-3-0

공업교육론 : 3-3-0

인턴쉽Ⅰ : 3-0-4주

지사학 및 한국지질론 : 3-3-0

고생물학 및 연습 : 3-2-2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지질학 :3-3-0

운석학 : 3-3-0

공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 3-3-0

인턴쉽Ⅱ : 3-0-4주

전공선택 30

일반선택 6

-------------

합계 36학점

● 교과목 개요

광물학개론 및 실험(Elementary Mineralogy and Lab.)

결정학 개론, 광물의 물리 화학적 성질, 광물 각론, 합성 광물학 등을 강의하며, 200여종

의 표본을 이용하여 광물의 육안 감별, 광물의 정성분석, 편광 현미경을 통한 광물의 분

류에 관한 것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광물의 결정구조에 관한 이해

2) 광물의 화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 

3) 다양한 결정모형과 광물 표본의 관찰을 통한 광물 감정 능력 증진



자연과학대학 _275

층서학 및 실험(Stratigraphy and Lab.)

다양한 층서의 정의 및 분류 등을 다루며, 야외에서 층서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능

력을 익힌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층서분류의 기본 원리, 대비원리, 대비방법 및 층서해석법

2) 각 층서분류의 원칙과 분류체계이해

3) 순차층서의 이해 및 각 지질시대의 특징

지질수학(Mathematics for Geological Sciences)

지구과학 및 지질과학에 응용되는 상∙편미분방정식, 벡터연산, 푸리에 변환, 파동 방정식 

등을 강의함.

교과목학습목표는

1) 지질과학 등 지구과학에 필요한 수학의 이해

2) 자료분석, 수치해석에 필요한 기본 이론의 이해

지구물질계 열역학(Thermodynamics of Earth Material)

지각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한 열역학의 법칙, 상태의 변화 등을 지각 및 맨틀을 소재

로 강의한다.

결정광학 및 실험(Optical Crystallography and Lab.)

편광 현미경의 기본 원리와 광물의 광학적 성질, 편광 현황을 이용하여 광물을 감별하는 

법, 박편 제작법 등을 실험과 함께 강의한다.

화성암석학 및 실험(Igneous Petrology and Lab.)

화성암의 성인과 분류에 관하여 강의하며, 화성암 표본 100여종을 사용하여 이들의 육안

적인 분류에 관한 관찰을 통한 구성광물의 종류와 조직을 익힌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화성암의 성인과 분류법을 이해한다.

2) 화성작용에 따른 원소분배를 이해한다.

3) 주요 조암광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화성암 표본을 분류한다.

지구물리학 및 실험(Geophysics and Lab.)

지구 내부의 물성, 지진파, 중력, 지자기, 지열, 전자파 등에 관하여 강의하며, 각종 탐사기

구등의 사용법을 익히고 각종 연습문제 및 현장탐사 등을 통하여 이론의 개념을 정립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지구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물리학의 이해

2) 지진, 중력장, 지자기장과 같은 이론 지구물리학의 이해

3) 현장에 적용하는 응용물리탐사지구물리학의 이해 및 현장 실습

석유지질학(Petroleum Geology)

석유가스의 생성원리와 탐사방법을 학습한다. 석유시스템의 세 요소인 근원암, 저류암, 덮

개암의 형성 및 조건에 대해 학습하고 석유시스템의 세 과정인 숙성, 이동, 집적 과정을 

학습한다. 아울러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탐사법에 대해 학습한다. 전

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비재래 석유가스 자원의 부존특성 및 탐사개발에 관해

서도 학습한다.

환경지구과학(Environmental Earth Science)

대기, 수질, 통양에서의 오염현상 및 성분변화, 자정현상의 화학반응 등 시각인자를 도입

하여 총체적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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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학 및 실험(Sedimentology and Lab.)

퇴적암석학 및 퇴적환경 등을 다루며, 퇴적물의 입도 분석, 퇴적암의 육안적 분류, 편광현

미경을 이용한 퇴적암의 분류 등에 관한 것을 실험한다.

광상학 및 실험(Ore Deposits and Lab.)

광상의 생성과 관련된 지화학적 메카니즘 및 성인별 광상의 생성 및 산출 특성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서 광상의 성인 규명과 탐사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광상의 성인규명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광석현미경을 이용하여 각종 광석광물을 감정하고 이들 광석들의 생성순서

를 확인 및 산출 조직 등을 인지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광상 및 광상탐사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이해

2) 성인별 광상 생성 과정의 이해

3) 판구조론과 관련된 광상의 생성 및 지질학적 분포에 대한 이해를 통한 광상탐사 사

고 배양

야외지질학(Practice in Field Geology)

야외지질조사 및 지질도, 지질단면도, 지질주상도 등의 작성에 관한 실습을 한다.

지질도학 연습(Geological Mapping and Subsurface Interpretation)

지질도 작성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실제 지질도의 판독법을 익힌다. 아울러 지질도로부

터 지하 구조 및 층서를 해석하는 연습하여 지질도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지질도 작성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장점 및 단점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응용지질도 작성 

능력을 기른다.

변성암석학 및 실험(Metamorphic Petrology and Lab.)

변성암의 생성과정, 변성과정, 변성상 및 이들의 지체구조와의 연관성 등을 강의하고 100

여 개의 표품을 이용하여 변성암의 육안 및 현미경 관찰에 관한 실습을 한다.

지구화학 및 실험(Geochemistry and Lab.)

표준상태 및 고온․고압에서 일어나는 지각에서의 각종 화학반응을 물리화학을 기초로 

강의하여 실험을 통하여 반응을 재현하여 본다.

지질공학(Engineering Geology)

사면, 터널, 기초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에 필요한 지질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지질자료의 

공학적 활용 능력을 기른다.

지구통계학(Geostatistics)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자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의 분석과 통합이용 그리고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원하는 지점에서의 값

을 예측하는 지구통계 기법의 원리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습한다.

구조지질학 및 연습(Structural Geology and Lab.)

습곡, 단층, 절리, 엽리 등의 지질구조에 관하여 강의하고 이들이 지체구조와 갖는 상관성 

등을 알고, 지질구조의 생성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고 야외조사에서 수집한 각종 구

조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능력을 기른다.

점토광물학 및 실험(Clay Mineralogy and Lab.)

점토광물의 결정구조, 물리 화학적 성질과 이들의 응용에 관하여 강의하여 X-ray 회절분

석 및 전자현미경 등 실험을 통하여 이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암석역학 및 실험(Rock Mechanics and Lab.)

암석의 역학적 성질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암반의 공학적 성질에 관하여 심도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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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실습을 통하여 암석 및 흙의 실내 역학 시험방법에 관하여 학습하고, 이들의 역

학적 거동을 이해한다.

GIS 및 원격탐사지질학(GIS and Remote Sensing in Geology)

GIS(지질정보체계)의 이론적 지식을 강의하고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제작과 이들의 판독

법에 관하여 강의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들 자료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수리지질학 및 연습(Hydrogeology and Practice)

지하수의 이동, 수량, 분포 등을 응용지질학 측면에서 강의하고 조사 기구를 사용하여 지

하수면과 유동량 등을 실습한다.

환경지구화학탐사 및 실험(Exploration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Lab.)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대상 지질물질(암석, 토양, 물, 하상, 퇴적물 등) 중에 함유된 화학원

소들의 함량과 분포특성 및 그 지배요인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지화학 탐사의 

기초이론과 방법론 및 자료처리․해석에 대하여 교수하며, 관련 실험․실습을 실내 및 야

외현장에서 수행한다.

공업교육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Technical Education)

실험실습이나 연구결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교육 문

제와 관련한 논술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앞으로 교사로서 필요한 작문 실력 및 발표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동위원소 환경지질학(Isotope Geology and Environment)

지각내의 안정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포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

정학 등을 강의 한다.

보석학 및 실습(Gemology and Lab.)

보석광물의 분류, 감정 가공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강의하고 실습한다.

지반환경물리탐사 및 실습(Environmental Geophysics and Lab.)

전기탐사, 자력탐사, 탄성파 탐사, 중력탐사 등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강의하고 실습한다.

터널 및 사면설계(Design of tunnel and slope)

터널과 사면의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수치해석방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특히 수강자는 수

치해석이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활용되는 사례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다.

공업교육론(The Theory of Technical Education )

공업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있는가를 다루는 이론과 방법을 파악하도록 한다.

지사학 및 한국지질론(Historical Geology and Geology of Korea)

지구가 탄생한 이래 현재까지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질시대별로 강의하고 한반도

의 지질에 관하여 소개한다.

고생물학 및 연습(Paleontology and Practice)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들에 관하여 화석을 중심으로 그들의 분류와 고생태 및 진화에 관

하여 강의한다. 화석의 분류, 표본의 채집 및 선별, 형태학적인 모사 등에 관한 실험을 갖

는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지질학(Exploration Geolog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자원과 핵에너지 연료자원 및 특정 금속 광물자원 등의 국제적 

분포와 생성원인, 부존생태, 탐사방법 등을 밝히고 앞으로의 전망, 대체에너지원에 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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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학(Meteorites)

태양계 내의 행성, 위성, 유성, 운석 등의 지질학적 특성과 연관지어 지구의 생성과정을 

이해한다.

공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Engineering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공업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자

료 수집 방법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내용 구성 및 지도방법을 배운다.

인턴십(InternshipⅠ,Ⅱ)

학교에서 배운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와 지역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경 영 대 학 (6200)
(College of Business)

1987년도 설치된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로 출발하였다. 1999년도에 경영학과와 회계학과가 경영

학부로 통합되었다. 현재 경영대학은 총 모집정원 252명으로 경영학

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3개 학과(부)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실무 현장형 경영인재 배출을 위한 균

형적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경영대학은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전문인력 양성과 연구 활동으

로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비전으로

충북과 함께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2020년 Asia 50위, World 200위, 국내 15위 경영대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영

대학은 창의성, 윤리성, 전문성, 지역거점, 그리고 세계화라는 5개 핵

심가치를 설정하고 이들 가치들이 교육, 연구, 봉사, 학생지도 등의

다방면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영대학은 학·석·박사학위과정 및 경영대학원을 설치하여 지

역의 선도적 대학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학기금의 조성과 효율적

학생활동지원을 통하여 연구·교육·사회봉사라는 대학본연의 임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경영대학 졸업생의 대부분은 일류기업체를 중심으로 금융, 보험, 정

부투자기관, 언론, 공무원 등 다방면으로 취업하고 있고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직에도 진출하여 사회 각층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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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학부 School of Business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창의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경영학부는 경영대학내의 경영학과와 회계학과가 통합하
여 1999년 새롭게 탄생하였다. 경영학부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과 전문회계인을 육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학부 교수진은 조직의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영 활동 
및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이론적 및 실천적인 면에서 폭넓게 연
구․교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영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고 있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의 기
업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본 학부의 교육과정은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경영관리자의 양성을 
위해 재무, 생산,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 등 경영학의 전반적인 과목과 21세기 정
보화․대비하여 다양한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를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학부 졸업생은 졸업 후 일반기업체 및 공공기관, 광고회사, 금융기관, 보험회
사,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
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보험계라인, 물류관리사, 증권분석가, 감정평가사,

회계정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 자유직에도 진출할 수 있다.

◎ 경영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이수 3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6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 생명)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15

특성교양 2과목 이상 이수 6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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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부(School of Busines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 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6210001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전선
6210008

6210007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3-3-0

3-3-0

2

전필 6210001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전선
6210008

6210007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3-3-0

3-3-0

2

1

전필

6210002

6210003

6210004

*원가회계(Cost Accounting)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3-0

3-3-0

3-3-0

전선

6210010

6210012

6210037

6210040

6210045

경영통계(Business Statistics)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회사법(Business Law)

중급회계Ⅰ(Intermediate AccountingⅠ)

증권시장(Security Market)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210002

6210003

6210004

*원가회계(Cost Accounting)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3-0

3-3-0

3-3-0

전선

6210014

6210015

6210016

6210017

6210061

6210041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계량경영분석(Quantitative Business Analysis)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조직론(Organizational Theory)

재무회계이론과 실무(Financial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

중급회계Ⅱ(Intermediate AccountingⅡ)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6210064

6210038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Production Management)(Capstone Design)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3-3-0

전선

6210013

6210018

6210063

6210021

6210022

6210046

고급회계(Advanced Accounting)

세법개론(Introduction to Tax Law)

마케팅조사론(Marketing Research)

투자론(Investment Theory)

국제경영학(International Business)

커뮤니케이션과 협상론(Communication & Negoti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210064

6210038

6210033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Production Management)(Capstone Design)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

3-3-0

3-2-2

전선

6210023

6210024

6210025

6210065

6210066

6210047

세무회계(Tax Accounting)

회계감사(Auditing)

생산계획과 통제(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금융상품론(캡스톤디자인)(Financial Innovation and Valuation of

Financial Assets)(Capstone Design)

유통경영론(캡스톤디자인)(Marketing Channels)(Capstone Design)

서비스운영관리(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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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210033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2-2

전선

6210067

6210035

6210068

6210069

6210043

6210070

6210071

6210058

전략적 관리회계(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Capstone Design)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Capstone Design)

고용관계론(캡스톤디자인)(Labour Relations)(Capstone Design)

특수재무관리(Special Topics in Financial Management)

광고론(캡스톤디자인)(Advertising)(Capstone Design)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캡스톤디자인)(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SR)(Capstone Design)

상업정보 교재연구 및 지도법(Subject Teaching)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일선

6210052

6210053

6210054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Ⅴ(InternshipⅤ)

12-0-15(주)

6-0-15(주)

6-0-4(주)

2

전필

전선

6210034

6210044

6210059

6210060

6210062

원가관리시스템(Cost Management System)

기업윤리(Business Ethics)

상업정보교육론(Instructional Resources Methods)

상업 논리 및 논술(Business Education Theoretical Statement)

지역산업의 이해(Understandings of Chungbuk Business)

3-3-0

3-3-0

3-3-0

3-3-0

2-2-0

일선

6210055

6210056

6210057

인턴십Ⅱ(Internship Ⅱ)

인턴십Ⅳ(Internship Ⅳ)

인턴십Ⅵ(Internship Ⅵ)

12-0-15(주)

6-0-15(주)

6-0-4(주)

필수 7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38 과목 113 학점

계 45 과목 134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및 실험(5664008)

행정학과 행정학 개론(5665026), 경제학과 통화정책(5667022)

국제경영학과 비즈니스영어회화(6209039), 국제경영원강(6209067)

경제학원론(6209044), 경영학원론(6209075), 경영통계학(6209074)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원론(6208003), 경영통계학(6208035)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

본 교육과정은『충북보건과학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과, 창업경영학과 및 충청대학 경영

회계학부』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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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 1,2 전필 6210004 재무관리

6210008

6209044

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

* 위 과목 중 1과목 이수

3 1,2 전필 6210038 인적자원관리

6210007

6208003

6209075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 위 과목 중 1과목 이수

3 1,2 전필 6210064
생산관리(캡스톤

디자인)

6210010

6208035

6209074

경영통계

경영통계학

경영통계학

* 위 과목 중 1과목 이수

전공간 상호학점인정 대비표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비고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동일

6210001 회계원리 6208028 회계원리 동일

6210003 마케팅관리론 6208007 마케팅관리론 동일

6210064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 6208039 생산관리 동일

6210033 경영정보시스템 6208004 경영정보시스템 동일

6210004 재무관리 6208019 재무관리 동일

6210012 조직행동론 6208024 조직행동론 동일

● 교과목 개요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다른 상급 회계학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선 취득해야 할 회계분야의 입문적인 기초과목

이다.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를 연습문제로 충분히 이해하여 완성된 재무제표의 해독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현대자본주의의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국부의 구성요인, 최적활동,

축적, 분배와 관련시켜 이해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그 위치, 의의, 발전과정,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

로써 본격적인 경영학 연구를 위한 기초지식을 익힌다.

원가회계(Cost Accounting)

제조기업의 효율적 원가관리에 필요한 원가회계의 이론과 실제의 습득을 위한 필수과목

이다. 원가요소, 원가계산방법 뿐만 아니라 표준원가계산, 직접원가계산 등을 강의내용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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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본 과목에서는 기업의 마케팅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마케팅에 기본개념,

마케팅환경, 소비자행동, STP, 마케팅믹스 등에 대해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의 

중심인 시장(market)을 보는 창조적인 안목과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실무

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기업가치의 증대에 두고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무상 실천방법으로 투자의 결정, 자본조달, 배당정책 등에 관한 제 이론을 학습한다.

경영통계(Business Statistics)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되는 각종 자료들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에 필수적인 통계

학 지식을 습득한다.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에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제적으로 연

구하여 조직효율과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회사법(Business Law)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상사법률 중 상행위, 회사, 어음, 수표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중급회계Ⅰ,Ⅱ(Intermediate Accounting Ⅰ,Ⅱ)

회계원리 수강 후 이수할 수 있는 개설과목으로써 회계원리에서 다루지 않았던 회계처리

방법과 그 기초원리 및 개념을 다루는 재무회계 과목이다. 또한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보의 사회적 기능 

및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여 학습된다. 그리고 중급회계 수강을 통해 회계정보를 이해함으

로써 각종 인접학문인 회계감사, 세무회계, 원가계산, 고급회계, 재무관리, 투자론 등을 수

강할 때에도 개념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다.

증권시장(Security Market)

증권투자상담사나 재무관리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식시장(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코스닥시장 등 증권시장과 증권거래법과 금감위규정 등 증권시장에 관한 전반

적이 고도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함.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Production Management)(Capstone Design)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원의 최적 활용을 가

능하게 하는 생산운영시스템의 디자인, 관리 및 통제에 관련되는 기본적 개념과 계량적 

모델 등에 관하여 학습함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경영조직의 구성요인의 하나인 인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함으로써 조직효율성 증대와 구성원 욕구충족을 기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제 이

론과 기법을 이해한다.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경영자가 경영계획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

게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제 기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계량경영분석(Quantitative Business Analysis)

경영 의사결정 문제를 계량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 이론과 기법을 예제를 중심으로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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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구매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이론을 학제적 관점에서 구명한다.

조직론(Organizational Theory)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제 이론을 다룬다.

재무회계이론과 실무(Financial Accounting Theory and Practice)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재무회계의 다양한 회계처리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실무적용사례

를 분석한다.

고급회계(Advanced Accounting)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회계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본지점회

계, 합병회계,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외화환산회계 등 회계특수 분야의 회계처리문

제를 다루고 있어 회계학에서 수준 높은 이론들을 습득할 수 있는 재무회계 과목이며, 중

급회계 이후 수강되는 교과목이다.

세법개론(Introduction to Tax Law)

조세와 관련된 기초개념 습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을 이해함을 주요 목적으

로 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마케팅조사론(Marketing Research)

조직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분석, 해석기법을 이해한다.

투자론(Investment Theory)

증권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상항과 이의 투자이론을 다룬다.

국제경영학(International Business)

기업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환경을 분석하고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진출 전략과 현지에서

의 관리활동에 관한 제 이론을 다룬다.

커뮤니케이션과 협상론(Communication & Negotiation)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영향 요인과 실행방

안들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회의, 프리젠테이션,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과 

인터뷰 등 기업조직에서 활용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효과성에 대해 직접 체험,

분석해 보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협상전략은 물론, 심지어 이문화권에 속한 이해당사자와의 성공적인 

국제경영협상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세무회계(Tax Accounting)

법인세에 관한 실무능력과 전문능력을 배양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회계원리와 세법의 

기초개념을 토대로 하여 회계상 회계이익 측정논리와 세무상 과세소득 산정논리 사이의 

차이를 이해한 다음 세무조정을 수행하여 과세소득과 법인세를 산출하기까지의 전 과정

을 학습한다.

회계감사(Auditing)

고학년 필수 이수과목으로서 회계감사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감사기법, 표본이

론, 내부통제, 감사의견 등의 기본개념과 회계감사기준 및 절차, 직업윤리와 법률적 책임,

EDP감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생산계획과 통제(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총괄생산계획, 기준생산계획, 자재소요량계획, 설비능력소요계획 및 스케쥴링 등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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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조기업의 생산계획 및 통제시스템에 관하여 학습한다.

금융상품론(캡스톤디자인)(Financial Innovation and Valuation of Financial Assets)(Capstone Destgn)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들 요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함으

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위험을 경감케 하고 보다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유통경영론(캡스톤디자인)(Marketing Channels)(Capstone Design)

유통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

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결합체와 활동을 의미한다. 유통경영론에서는 기업의 유통활동과 

물류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그리고 통제의 과정을 학습하고자 한다.

서비스운영관리(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글로벌시대, 정보화시대, 무한경쟁시대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서비

스산업의 과거와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경제의 주축인 제조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Win-Win 전략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지향하며 서비스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사전 전공지식 없이도 이해가 용이하고 실제적인 

현실과 실무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전략적 관리회계(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 Accounting)(Capstone Design)

기업의 전략 수립과 평가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대안들에 대하여 사례와 실무 중심으

로 고급관리회계 수준에서 강의함과 동시에 신개념의 관리회계 분야까지 습득케 한다.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생산시스템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기 위해 필요한 수요예측, 생산계획, 재고 및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제 이론을 학습한다.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Capstone Design)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정책수림과 실시에 관한 제 이론과 실례를 다룬다.

고용관계론(캡스톤디자인)(Labour Relations)(Capstone Design)

노사관계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현실 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강

의 목표로 한다. 평가는 강의 참여,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팀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여기에 팀보고서를 작성하는 팀원 간 동료평가를 반영한다.

특수재무관리(Special Topics in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재무와 시장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가치분석과 재무분석 등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룸.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조직내부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해주는 정보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영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정보의 조직, 개발,

관리, 평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광고론(캡스톤디자인)(Advertising)(Capstone Design)

- 이 과목의 목적은 광고의 정의와 역사, 광고의 실행 및 효과측정, 그리고 비교광고, 성

적소구광고 등 광고의 세부주제를 공부하여, 효과적인 광고집행 방법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다.

- 이 과목은 광고 creative보다 광고기획 및 전략개발,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한 이론적 주

제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원가관리시스템(Cost Management System)

사례분석과 설문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원가절감 및 원가관리를 실무 적용 가능하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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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과 동시에 신원가계산기법과 시스템적 접근을 추가하여 고급수준으로 지도함.

기업 윤리(Business Ethics)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기업윤리에 관한 관

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강좌의 초반부에는 강의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 후반부에는 팀별로 사례발표 및 토론 수업이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시험, 발표(프리젠테이션), 타인 발표에 대한 토론 등 세 가

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캡스톤디자인)(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SR)(Capstone Design)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으

로 변하고 있다. 본 과목은 환경경영으로부터 지속가능경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오늘

날 기업경영의 핵심전략인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경영학 전공자로서 필

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인턴십Ⅰ(InternshipⅠ)

산업체에서 약 15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Ⅱ(InternshipⅡ)

산업체에서 약 15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Ⅲ(InternshipⅢ)

산업체에서 약 15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Ⅳ(InternshipⅣ)

산업체에서 약 15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Ⅴ(InternshipⅤ)

산업체에서 약 4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

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Ⅵ(InternshipⅥ)

산업체에서 약 4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

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상업정보 교재연구 및 지도법(Subject Teaching)

상업교육을 위한 교재를 선택하여 구성, 내용 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상업정보교육론(Instructional Resources Methods)

상업정보교육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반 이론 및 실습을 지도한다.

상업 논리 및 논술(Business Education Theoretical Statement)

상업교육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전달, 표현을 위해 논리 및 논술을 지도한다.

지역산업의 이해(Understandings of Chungbuk Business)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 현장을 이해하고, 경영인의 실무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경영학부에서 습득한 전반적인 경영학 이론의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진로탐색 역량

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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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학과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학과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제반경제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을 통해 국

제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기업의 글로벌화와 시장의 

개방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언어, 관습 및 실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영인이 갖춰야 할 소양과 자질을 배

양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 국제경영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 생명)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15

특성교양 2과목 이상 이수 6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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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학과(International Busines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6209035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전선

6209074

6209044

6209075

6209100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Understanding of Global Business)

3-3-0

3-3-0

3-3-0

3-3-0

2

전필 6209035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전선

6209074

6209044

6209075

6209100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Understanding of Global Business)

3-3-0

3-3-0

3-3-0

3-3-0

2

1

전필

6209101

6209077

6209097

글로벌경영(Global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3-3-0

3-3-0

전선

6209078

6209024

6209057

6209080

e-비즈니스론(Principles of e-Business)

미시경제이론(Micro-Economic Theory)

국제상무론(Foreign Trade Practices)

글로벌 고객의 이해(Introduction to Global Consumer Behavior)

3-3-0

3-3-0

3-3-0

3-3-0

2

전필

6209101

6209077

6209097

글로벌경영(Global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3-3-0

3-3-0

전선

6209078

6209036

6209001

6209039

6209108

e-비즈니스론(Principles of e-Business)

금융기관론(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거시경제이론(Macro-Economic Theory)

비즈니스영어회화(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글로벌무역경영(Global Trade Management)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6209112

6209083

마케팅관리(캡스톤디자인)(Marketing Management Capstone Design)

경영전략(Strategic Management)

3-3-0

3-3-0

전선

6209084

6209113

6209102

6209087

6209093

글로벌기업사례(Case Studies of Global Enterprises)

물류및운송론(캡스톤디자인)(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apstone Design)

글로벌재무론(Global Financial Management)

글로벌 중국시장의 이해(Global China-market Understandings)

해외투자론(Foreign Direct Investment)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209112

6209083

마케팅관리(캡스톤디자인)(Marketing Management Capstone Design)

경영전략(Strategic Management)

3-3-0

3-3-0

전선

6209006

6209042

6209089

6209090

6209114

6209092

6209009

6209111

6209103

국제금융론(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

국제물류 및 운송론(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지역연구I:유럽(International Area Studies I)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글로벌벤처기업전략(캡스톤디자인)

(Born Global Company Strategic Management Capstone Design)

글로벌경제론(Global Economics)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글로벌 리더십 전략(Global Leadership Strategy)

글로벌전략경영(Global Strategic Management)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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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209065

6209071

6209094

6209105

6209067

국제경영세미나(Seminar on International Business)

지역연구II:미주(International Area StudiesII)

글로벌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Global China-market Research & Investment)

글로벌마케팅세미나(Seminar on Global Marketing)

국제경영원강(Selected Readings in International Business)

3-3-0

3-3-0

3-3-0

3-3-0

3-3-0

일선
6209095

6209096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6209073

6209046

6209099

지역연구Ⅲ:아시아(International Area Studies Ⅲ)

국제통상론(Theory of Global Economy)

글로벌기업의윤리(Global Business Ethics)

3-3-0

3-3-0

3-3-0

일선
6209095

6209096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15주

3-0-4주

필수 6 과목 18학점

전공 선택 34 과목 102학점

계 40 과목 120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

국제경영학과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2 1,2 전필 6209077 재무관리 6209074 경영통계학

2 1,2 전필 6209101 글로벌경영 6209100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3 1,2 전필 6209083 경영전략 6209075 경영학원론

3 2 전선 6209092 글로벌경제론 6209044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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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학 분야의 입문적인 기초과목으로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를 연습문제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완성된 재무재료의 해독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기초통계이론과 계량경제학이론의 습득과 응용을 통해서 경영학의 계량적 분석능력을 제

고시키고자 한다.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의 기본 개념, 기본이론의 논의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

고능력을 배양 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에 대한 개괄적 내용과, 그 위치, 의의, 발전과정,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

로써 본격적인 경영학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케 한다.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Understanding of Global Business)

국제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내비즈니스와 어떻게 다르고,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그 속에 포함된 국제경영과 국내경영이 왜 이루어지며, 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등을 밝히므로 국제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글로벌경영(Global Management)

글로벌 기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경영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조직,

전략, 경영, 제 기능의 특징과 세계정치, 경제, 문화, 환경과의 관계 등 글로벌 시대의 기

업활동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개인과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금융시장의 

작동원리, 금융시장상품별 주요특성, 자금조달 및 투자시 최적의 의사결정 방안 등을 주

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본 교과목을 통해 현지국 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선택, 훈련, 파견, 동기부여 방법 등

을 학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외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능력을 향

상시킨다.

e-비즈니스론(Principles of e-Business)

본 강좌는 가치창출과정에서의 e-비즈니스 응용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E-비즈니

스는 인터넷이란 정보기술을 써서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환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

서 주요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인터넷으로 통합된 표준화, 단순화, 연계성을 갖게 된

다. 인터넷 도구와 기술들이 인간중심의 e-비즈니스 구현이란 맥락에서 검토되고, 비즈니

스 기회, 도전, 전략에 정보전달기술을 접목하는 방법들이 탐구된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국내외 정보전달 인프러를 잘 쓰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고, 가상시장의 도래와 거

래 방법의 변화가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 등도 더불어 논의한다.

미시경제이론(Micro-Economic Theory)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시장이론 등 기초이론의 습득을 통하여 시장경제이론의 기초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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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무론(Foreign Trade Practices)

본 과목은 수출입거래와 직결되는 학문영역으로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국제적인 거래규칙 

및 관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근 운송기술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역거래는 괄

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의 내용을 종래의 수출

입절차, 정형거래조건(INCOTERMS), 신용장,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전자상거래와 EDI등 새로운 무역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무역관

습의 이해와 국제간 물품매매의 계약 및 이행에 있어 제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무역거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금융기관론(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본 강좌는 금융중개란 맥락에서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화폐와 화폐공급이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금융시장의 조직과 구조 및 실물시장과의 관계, 금리 결정 및 상품개발 과정에서의 

거래주체들의 시장반응 검토된다. 또한 자산 부채 관리를 포함하는 건전한 금융중개를 위

한 전략과 전술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속사업이란 관점에서 논의된다. 관심의 초점은 

실물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선순환의 극대화에 맞추어져 있다.

거시경제이론(Macro-Economic Theory)

수요, 공급의 원리와 국민 소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거시경제학의 구조를 파악하고 국민소

득, 통화량, 이자율, 물가수준, 고용량 등 총계 개념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거시 

경제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도록 한다.

비즈니스 영어회화(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국제간의 각종 경제교류가 날로 더해 가는 배경 하에서 무역을 위시한 현대적 business를 

경영함에 있어서 영어회화는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다. 국제성을 띤 business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 영어회화의 실력을 터득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글로벌 무역경영(Global Trade Management)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상품을 해외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수출이라 하면 외국상품을 

들여오는 것을 수입이라 할 때 이 같은 수출입(무역)업을 하는 기업의 목표를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그 조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통제하는 제 과정을 규명하며, 국내환경과 다른 해외시장환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글로벌 고객의 이해(Introduction to Global Consumer Behavior)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서 단위 행위 주체인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본적

으로 마케팅주체로서의 소비자가 소비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영향 요인 등에 대한 

소비자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함. 아울러 현대와 같은 globalized consumption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특성도 규명할 것임. 국제마케팅을 수강하는데 기초가 될 과목으로 

global company들의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마케팅 활동을 파악할 것임(커뮤니케이션 활

동에 초점)

마케팅 관리(캡스톤디자인)(Marketing Management Capstone Design)

현대의 기업은 기업의 규모,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마케팅기

능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다. 본 과목은 기업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한 가지인 마케팅기능의 

개념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4P를 포함한 현대적인 마케팅 전략도구를 설명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경영전략(Strategic Management)

기업경영에 있어 직면하는 다양한 전략적인 경영전략 관련 기본지식을 이론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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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습득하다. 특히 최근 경영전략의 중요한 이론인 시장지위(positioning)의 관점

과 자원기반적관점(resource-based view) 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분석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글로벌 기업 사례(Case Studies of Global Enterprises)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사업하는 글로벌기업들의 경영 성

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미래 경영전략을 찾고자 한다.

물류 및 운송론(캡스톤디자인)(Logistics and Transportation Capstone Design)

최근 물류(Logistics)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범국가적으로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해 

물류관련 대학(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도 물류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진물류기법을 습득한 물류 전문인력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물류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은 

물론,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물류기법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물류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글로벌재무론(Global Financial Management)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국제경영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행동방향을 결정짓는 조직, 전

략, 경영 재능의 특징과 세계정치 환경과의 관계 등 국제화 시대의 기업활동을 전면적으

로 해명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경영(Global Strategic Management)

세계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는 과정인 경영전략

을 터득케 하고자 한다. 즉 기업이 놓여 있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경쟁에 승리하

여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을 입안, 구체화,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글로벌 중국시장의 이해(Global China-market Understandings)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발전과정 그리고 근래의 개역개방 정책 등에 대해 연구하고 주

변국인 대만, 싱가포르의 경제일체화 추세 및 화교와 중화경제권 등 중국경제의 특징과 

그것의 세계정세에서의 위상 등에 대해 살핀다.

해외투자론(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과목의 목적은 국제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개념과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발생원인과 환경, 경제적․비경제적 효과, 구체적인 

투자형태, 사례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본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이론과 베

스트 프렉티스를 접할 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금융론(International Business Finance)

기업활동의 범세계화와 더불어 금융도 범세계화하고 있고, WTO-OECD 체제로의 이행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의 형태와 방식, 관념 등이 급변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 어디

서고 자금을 조달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반면, 상이한 통화, 금융, 조세 체계로 

인해 환율, 금리, 조세상의 위험도 동시에 겪게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범세계적 다국적기

업이 지속적 기업활동의 영위란 측면에서 국제금융의 문제(금융환경, 시장조직, 시장위험,

자본조달, 국제투자, 무역금융, 국가위험 등)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

국제물류 및 운송론(International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본 과목은 제조업 및 유통업의 물류관리와 운송전문기업의 국제물류관리를 연구의 대상

으로 한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증가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의 물류관리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운송, 재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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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등의 업무도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강의는 국제물류를 시스템적인 관점

에서 접근하여 국제물류와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공하여 물류관리의 최

적화를 추구와 기업의 물류관리에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연구Ⅰ: 유럽(International Area StudiesⅠ)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해당국가 및 지역의 정치, 경제, 역

사, 문화 등의 특수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세계화에 따른 보편적인 가

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NAFTA, ASEAN 등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

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은 세계추세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과목의 교육목표는 대상국가 및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외국과 경제교류 

확대를 지원하며 나아가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영문무역서신 작성요령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를 거래관계의 창설로부터 계약의 체결 

및 동조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효과적인 무역업무 수행 관련 영어일체를 조회, 신용조

사, 오퍼 및 주문, 신용장, 선적, 환어음, 클레임 등의 순으로 습득시킨다.

글로벌벤처기업전략(캡스톤디자인)(Born Global Company Strategic Management Capstone Design)

창업 시부터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태생적인 글로벌기업(BGC)의 경영전략은 전통적 사업

전개에 따른 일반적인 글로벌기업의 경영전략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글로벌벤처기업으로서 BGC기업의 경영전략 및 경쟁우위구축에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학습하여 실제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경영 방안의 

제시가 본 강의의 목적이다.

글로벌경제론(Global Economics)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을 시대적 상화에 맞게 이론적, 제도적, 경험적으로 분석함과 함께 

세계 경제의 성장과정, 국제무역시스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호 유기적 대내외 경제관계 

등을 이해하게 된다.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기업들은 수익증대의 원천으로서 국제시장의 확대를 점차 모색하고 있다. 이 과목은 어떻

게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법을 소개한

다. 기업들은 환경분석을 수행하고 적절한 진입방법을 선택한 후 적절한 전략도구를 채택

한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마케팅 조직구성, 정보수집, 계획과 통제를 실

시한다. 이러한 교과내용과 더불어 사례연구, 발표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심화된 지

식을 습득할 것이다.

글로벌리더십전략(Global Leadership Strategy)

본 교과목의 학습을 통해 협상의 기본 체계에서부터 각 나라의 문화와 국제협상의 관계,

효과적인 협상 전략 등 다양한 협상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능력을 함양한다.

글로벌마케팅세미나(Seminar on Global Marketing)

세미나를 통하여 국제경영학과에서 개설된 주요 교과내용을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

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발표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경영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자질이 되는 발표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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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Ⅱ : 미주(International Area StudiesⅡ)

미주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집중 조명하여 미주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궁극적으로는 미주지역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Global China-market Research & Investment)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 및 마케팅 개념을 정립하고, 최대신흥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이론과 투자정책, 주요국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중국투

자패턴과 중국시장 진출 전략 등을 살펴본다.

국제마케팅 세미나(Seminar on International Marketing)

국제마케팅에서 심화된 주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논의된다. 현재 일고 있는 국제마케팅 

문제점등을 교수가 보고서를 준비하여 국제마케팅과 그 연구의 새로운 발전을 강조한다.

국제경영원강(Selected Readings in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전공을 한 학도로서 그동안 배운 여러 무역관련 전공과목의 원전을 이론 및 실

무편으로 양분하여 원전의 내용을 해석 습득케 함으로써 영어실력을 늘리는 한편 관련 

과목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고 수강자의 안목을 넓히도록 한다.

지역연구Ⅲ:아시아(International Area StudiesⅢ)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거래액의 40% 이상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50% 이상을 아시아 

제국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리고 이 같은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국제통상론(Theory of Global Economy)

국제시장구조, 기업행동, 국제시장성과의 결정요인 및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

한 정부개입의 효과를 논의함으로써 구조 조정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자 및 양국

간의 협상기법, 국제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등을 논의한다.

글로벌기업의 윤리(Global Business Ethics)

글로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기업윤리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기

업윤리란 기업과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윤

리가 대두된 이유와 윤리의 중요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찰하고 글로벌기업과 관

련된 윤리적인 문제 및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방법을 분석한다. 또한 시장, 환경, 소비

자 마케팅, 고용,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업윤리의 예를 학습한다.

인턴십Ⅰ(InternshipⅠ)

산업체에서 약 15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의 근무

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Ⅱ(InternshipⅡ)

산업체에서 약 4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의 근무성

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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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학과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경영정보학과는 충북대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과들을 대상으로 한 학과평가에서 

항상 우수학과로 지정될 정도로 탄탄하고 비전 있는 학과입니다. 최신의 정보기술 

관련 시설, ERP Package, 대학 최고 수준의 Big Data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를 보유한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본 학과는 국내의 경영학 전공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예산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부에서 2004년부터 5년간 40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입니다. 단일 학과에 지원된 예산으로

는 전국 최고 규모였습니다. 2016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특성

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30여억원을,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특성

화 사업(CK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국내 최초로 경영교육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스템사고 능력,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실무기반의 전문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취업에 강한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계화된 경영정보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의 핵심 기업체를 관리하여 학생의 취업에 적합한 지역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 특강, 인턴십 등을 진행합니다.

  경영정보학과는 취업희망 졸업생 대부분이 거의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 취업하

였습니다. 경영정보학과는 그간의 어려운 취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훌륭

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학과 평가에서 취업률을 비롯한 각종 지

표에서 교내 최고수준을 달성하여 우수학과로 지정되어 탄탄한 학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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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Action English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9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 생명)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15

특성교양

정보처리실무 이수

영어회화 이수권장

실용영문법 이수권장

정보기술프로그래밍 이수

실무한자 이수권장

영어청취력 이수권장

직업과 사회진출 이수권장

6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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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학과(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6208028

6208035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3-3-0

3-3-0

전선
6208003

6208066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실무(Practices in Business Communication)

3-3-0

3-3-0

2

전필
6208028

6208035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3-3-0

3-3-0

전선 6208063 경영과 정보기술(Management and IT) 3-2-2

2

1

전필

6208033

6208076

6208019

62080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Business Process Analysis and Application Software Design)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nagement)

3-2-2

3-2-2

3-3-0

3-3-0

전선
6208007

6208024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3-3-0

3-3-0

2

전필

6208033

6208076

6208019

6208005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Business Process Analysis and Application Software Design)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nagement)

3-2-2

3-2-2

3-3-0

3-3-0

전선

6208037

6208070

6208064

6208007

6208024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창조적 사고의 기술(Creativity Technology)

융합산업론(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3-3-0

3-2-2

3-3-0

3-3-0

3-3-0

3

1

전필

6208039

6208040

6208069

6208004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정보통신경영(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프로그래밍언어(Programming Language)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3-0

3-3-0

3-2-2

3-2-2

전선

6208804

6208041

6208042

6208071

객체지향 응용소프트웨어 설계(Object-oriented Application Software Design)

시스템 시뮬레이션(System Simulation)

ERP전략과 실천(ERP Strategy and Implementation)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3-2-2

3-3-0

3-3-0

3-3-0

2

전필

6208039

6208040

6208069

6208004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정보통신경영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프로그래밍언어(Programming Language)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3-0

3-3-0

3-2-2

3-2-2

전선

6208044

6208065

6208077

6208073

공급사슬관리론(Supply Chain Management)

ERP회계정보활용론(Method of ERP Accounting Information Analysis)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IT 강독(English Reading on Special Topic of IT)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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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208046

6208047

6208048

6208050

6208080

6208043

6208038

6208078

e-비즈니스론(e-Business Systems)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경영프로세스통합(Business Process Integration)

영업 및 운영계획론(Sales and Operation Planning)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MIS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I(MIS Project(Capstone Design) I)

3-3-0

3-3-0

3-3-0

3-2-2

3-3-0

3-2-2

3-2-2

1-2-0

일선
6208052

6208053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2

전필

전선

6208054

6208057

6208049

6208055

6208062

6208079

기술경영론(Technology Management)

ERP구축 프로젝트(ERP Implementation Project)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고급 비즈니스 프로그래밍(Advanced Business Programming)

MIS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Ⅱ(MIS Project(Capstone Design)Ⅱ)

3-3-0

3-2-2

3-3-0

3-3-0

3-2-2

1-2-0

일선
6208059

6208060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Ⅳ(InternshipⅣ)

15-0-16주

3-0-4주

필수 10 과목 30 학점

전공 선택 30 과목 86 학점

계 40 과목 116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경제학과 5609036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3-3-0

경영학부

6210008
6210040
6210045
6210016
6210017
6210021
6210068
6210044
6210071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중급회계Ⅰ(Intermediate AccountingⅠ)
증권시장(Security Market)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조직론(Organizational Theory)
투자론(Investment Theory)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
기업윤리(Business Ethics)
환경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Environmental Management andCSR)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국제경영
학과

6209100

6209044
6209113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Business)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물류 및 운송론(캡스톤디자인)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3-3-0

3-3-0
3-3-0

컴퓨터

공학과

5110005

5110007

5110047

5110032

5110026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C/C++프로그래밍(C/C++ Programming)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

3-2-2

3-3-0

3-3-0

3-3-0

안전

공학과

6543007

6543020
산업안전관리론(Industrial Safety Management)
작업환경공학(Working Environment Engineering)

3-3-0

3-3-0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모든 전공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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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 상호학점인정 대비표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비고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동일

6210001 회계원리 6208028 회계원리 동일

6210003 마케팅관리론 6208007 마케팅관리론 동일

6210064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 6208039 생산관리 동일

6210033 경영정보시스템 6208004 경영정보시스템 동일

6210004 재무관리 6208019 재무관리 동일

6210012 조직행동론 6208024 조직행동론 동일

● 교과목 개요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다른 상급 회계학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선 취득해야 할 회계분야의 입문적인 기초과목이

다. 복식부기의 기본원리를 연습문제로 충분히 이해하고 완성된 재무제표의 해독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적 사고,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이론적 개념과 기법

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이 과목에서는 경영학의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과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학문적, 실천적 능력을 배양한다.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은 

현대기업의 특성, 기업환경, 경영자, 경영전략, 경영관리기능, 기업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실무 (Practices in Business Communication)

프리젠테이션 기술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식의 한 가지로 그 필요

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발전시키는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는 기

회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본 과목은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기술적/기능

적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영과 정보기술(Management and IT)

본 강좌에서는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

용법과 활용방안을 주로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주된 정보기술 애플리케이션인 워

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등에 대해 배운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Introduction to Database Systems)

데이터 관리의 시각변화를 DP와 DB, 그리고 DW로 대별하여 각각의 특성 차이와 변화 

이면의 배경을 개괄하고, DB에 초점을 두어 DB의 구조 및 설계방법론, 질의어의 종류 및 

활용법, DBMS의 유형 및 구성, 활용사례 등에 관한 DBMS 초급과정 수준의 내용을 습득

한다. 특히 객체-관계(E/R)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와 정제(정규

화), 관계형 스키마로의 전환 방식 등을 집중 논의하고 구조적 질의어인 SQL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설계, 데이터 검색 및 갱신 등 실전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DBMS 패키지(MS-ACCESS)를 이용한 컴퓨터 실습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보계의 D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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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의 DB와 어떻게 다른 지 소개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마케팅 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개별조직의 마케팅 활동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제 이론과 기법을 이해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Business Process Analysis and Application Software Design)

소프트웨어-집약 비즈니스 시스템(software-intensive business system)을 분석하고 설계하

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한다. 본 수업에는 개별적인 방법론(methodology, 즉 각각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객체지향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소프트웨어 프로

세스 모델(software process model 또는 software life-cycle model. 즉, 각 활동들을 언제 

할 것인가)은 방법론이 사용되는 맥락을 학습한다.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KOSTA)

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설계사 자격시험(SMT/SMF)에 합격하면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

한다.

조직행동론(Organization Behavior)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 내에서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학제적으로 연구

하여 조직효율과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가 기업가치의 증대에 두고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재

무상 실천방법으로 투자의 결정, 자본조달, 배당정책 등에 관한 제 이론을 학습한다.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nagement)

Operation Research(OR)에서 추구하는 최적의사결정(Optimization)을 위한 계량적 모델

(Mathematical Model)의 개념, 구축, 해법, 활용을 다루는 강좌이다. 강의내용은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현실문제에 OR기법들이 어떻게 활용되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사례연

구(Case Study)로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국제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기업관련 기사들을 학습함으로써, 기

업들의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창조적 사고의 기술(Creativity Technology)

이 교과는 창의 그 자체보다는 창조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공학 및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과의 학습목표는 창조적 사고 기술의 이해와 사례연구를 통해 

습득된 사고 기술의 체화 등 두 가지로 집약된다. 본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

체계의 전반적 이해와 암묵적인 동양과 서양의 지혜(고전)를 방법지(시스템사고)에 접목하

여 창조력 증진을 위한 기본소양과 기술을 학습하며, 각종 사례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

을 통해 배운 기술을 체화한다.

융합산업론(Introduction to Digital Convergence)

IT 기술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서 특히 통신 및 방송 관련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미디

어 융합합의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본 과목은 컨버젼스의 기술적 기반, 기술적 진화와 

방송 통신 및 인터넷의 산업적 영향, 그리고, smart-phone, Tablet PC, OTT 등의 최근 동

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원의 최적활용을 가

능하게 하는 생산운영시스템의 디자인, 관리 및 통제에 관련되는 기본적 개념과 계량적 

모델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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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경영(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경영학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분야의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에 대한 기초적 이론에서부터 

최근 첨단 이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해를 갖춤으로서, 향후 통신관련 경영자문 전문가

로써 자질을 갖추고, 실제 통신경영분야의 실무적 및 학문적 전문가의 수준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수요 및 현장 적응력이 뛰

어난 전문인력의 자질을 배양한다.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는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 경영업무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는 핵심 경영 패키지이다. 본 강좌에서는 ERP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수

적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한다.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AP ERP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습함으로써 현장적응능력을 높인다.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본 과목의 목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강좌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의 유형과 조직에서의 위

상을 살펴보고, 경영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 차원에서의 정보시스템 역할을 살펴보며,

최신의 주요 e-비즈니스 이슈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지식경영시스템(KMS)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정보기술 아키텍

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보안,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시스템 관리, 정

보화 조직 등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객체지향 응용소프트웨어 설계(Object-oriented Application Design)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최신 이슈에 대하여 학습한다.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의 각 단계별 활동, 산출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서화에 필요한 기술과 지

식을 습득한다.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통하여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과 설

계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 소프트웨어 컴

포넌트 컨소시엄에서 주관하는 SW 설계기술인증시험에 응시하여 초급 및 중급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MS project tool을 통하여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이론과 실기

를 학습한다.

시스템 시뮬레이션(Systems Simulation)

전통적 서양식 사고인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와 복잡계 사회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하고, 시스템 사고의 3대 기본요

소인 통합적 사고, 시간적 사고, 피드백 사고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시스템 사고를 외

부화 할 수 있는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 작성법을 숙지하여 경영사례를 통

해 그 작성법을 체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아키타입(Archetype)과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고 인과지도를 저량-흐름도(SFD: Stock-Flow Diagram)로 전환 방법과 

VENSIM, POWERSIM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이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적 

지렛대를 찾아내는 기법을 습득한다.

ERP 전략과 실천(ERP Strategy and Implementation)

기업은 경영활동에 있어 정보화를 통하여 경영개선을 하고자 한다. 이에 기업에서는 생존

전략 차원에서 ERP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간 프로세스인 인

사, 회계, 물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각 프로세스별 실습을 통해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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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정보화 시대의 조직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및 도구

들을 학습한다. 조직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상품 

연관성 분석,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 군집 분석 등의 알고리즘을 학습하며, 이와 같은 

기법을 수행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학습한다.

공급사슬관리론(Supply Chain Management)

본 과목의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

템으로 관리하여 탁월한 고객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본 과목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공급사슬관리, 재고관리, 구매관리, 생산

운영관리, 로지스틱스관리, 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최신정보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공인 

전문자격증인 생산재고관리사(CPIM) 기출문제 풀이도 일부 진행된다.

ERP회계정보활용론(Method of ERP Accounting Information Analysis)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관점의 이동과 그에 대응한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전략

적 활용을 분석 틀에 따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특히 포터의 경쟁세력 모형 및 가치

연쇄모형, 와이즈만의 전략옵션제너레이터, 맥팔란의 IT전략격자, 벤자민의 전략기회틀 등 

전략기회 도출 모형에 관해 학습한 후, 사례 발굴을 통해 분석 틀과 대응한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활용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전략 페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경쟁전략, 즉 블루오션 경영전략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략 캔버스에 대응

되는 정보기술 활용사례들을 전통적 경쟁전략의 경우와 대비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UCC,

Wiki, Blog, Web 2.0 등 정보기술의 새로운 응용이 경영전략 변화에 끼치는 시사점을 토

의한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급속히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기업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

세스재설계 방법론 및 기법을 학습한다. BPR 방법론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현하도록 지원함에 의해서 기업의 주요 

성능척도의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세스 지도와 프로세스 사전 등의 도구를 활용하

여 실제 기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례를 수행한다.

IT 강독(English Reading on Special Topic of IT )

본 교과목의 목적은 경영정보론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최신 IT 이슈들을 다루는 것

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교과목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화자되고 있는 이슈

들을 학습한다.

e-비즈니스론(e-Business Systems)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기업 내부적 측면에서는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 인

적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방안을 학습한다. 기업 외부적 측

면에서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모델과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적 기초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취급 업무도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시스

템의 효율적 보안 구축 및 관리 기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정

보보호의 기본 개념, 위협 평가, 위험 분석, 보안 전략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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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지식 및 지적자본, 그리고 지식형성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새

로운 경영패러다임에 대한 배경 및 동향을 관련 이론과 선진조직의 사례를 결부 지어 살

펴보고, 학습조직 및 지식형성에 관한 시스템 사고와 지식경영기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

는 '균형성과지표(BSC)'를 살펴본다. 또한 KMS와 관련한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최근 동향

과 각 요소별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경영프로세스 통합(Business Process Integration)

ERP의 개념, 구조와 작동원리, 구축방법, 사용자 교육/훈련 방안 등의 내용을 대표적 

ERP 패키지인 SAP R/3 를 실습하면서 습득해 나가도록 한다.

영업 및 운영계획론(Sales and Operation Planning)

최근 인터넷은 개방, 참여, 공유로 대표되는 Web 2.0의 기본 패러다임과 RSS, Wiki, 집단

지성(Folksonomy), 개방 API 등의 영향으로 개인은 물론 기업(Enterprise 2.0), 정부

(Government 2.0)를 폭넓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

고 고객과의 접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본 과목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제품관리, 가격관리, 유통관리, 판촉관리에 대해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마케팅 전략, 고객관계관리(CRM), 커뮤니티 관리, 인터넷 마케

팅조사에 대해 살펴보며, 최신 이슈인 모바일 마케팅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는 적시에 효과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하는 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체계이다.

본 과목에서는 데이타 수집과 정제, 저장 관리, 지식의 발견을 위하여 데이타 웨어하우스

와 OLAP 및 데이타 마이닝 기법을 학습하고, SAP BI 모듈을 이용하여 실습한다.

비즈니스 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ERP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서 사용하는 핵심 기업경영 패키지이다. 본 강좌에

서는 ERP 시스템의 구현과 운영에서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특히, SAP

ERP 시스템의 구현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ABAP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습하며, SAP 국

제공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MIS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Ⅰ(MIS Project(Capstone Design)Ⅰ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졸업논문 지도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법론을 학습하고 경영정보를 

사회 측면에서 살펴보며 논문 작성에 대해 지도한다.

인턴십Ⅰ(InternshipⅠ)

산업체에서 약 16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Ⅲ(InternshipⅢ)

산업체에서 약 4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

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기술경영론(Technology Management)

기술혁신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적 기초를 습득하여, 기업에서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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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구축 프로젝트(ERP Implementation Project)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교육의 일환으로ERP의 기본 개념 및 각 모

듈별 학습을 교수 및 실무 전문가로부터 익힌다.

한다.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의 일반 이론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프로세스 모델들에 대해서 학습

하여, 표준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술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어떻게 결합하여 소프트웨

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를 학습한다.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기업 경영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전력적인 사고를 해야 할 상황에 마주

친다. 전략적인 사고란 경쟁자가 있고, 경쟁자와 내가 모두 상대방의 의사결정 내용을 감

안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한 기본

적인 이론의 제공한다. 게임이론의 발상인 전략적 사고의 기본 개념과 기본적 법칙, 응용 

사례에 대해서 강의, 발표, 토론한다. 또한 위험 하에서의 확률적 의사결정분석 기법에 대

해서도 학습한다.

고급 비즈니스 프로그래밍(Advanced Business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SW의 생산성 향상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제공함으로써 90

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SW 개발시 가장 중요한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본 강좌

에서는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Java)에 관하여 이론과 실습를 병행하여 강의

한다.

MIS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Ⅱ(MIS Project(Capstone Design)Ⅱ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졸업논문 지도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법론을 학습하고 경영정보를 

사회 측면에서 살펴보며 논문 작성에 대해 지도한다.

인턴십Ⅱ(InternshipⅡ)

산업체에서 약 16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턴십Ⅳ(InternshipⅣ)

산업체에서 약 4주간 근무하면서 산업현장기술을 익힌다. 성적은 산업체의 담당직원이 근

무성적을 기초로 평가한다.



공 과 대 학 (6500)
(College of Engineering)

공과대학은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를 맞이하여 ICT 융복합 제조업 혁신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

의성을 겸비한 우수한 공학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창의적 공학설계 기

반 교과과정 운영, 공학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

터 공학교육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의 동력원 역할과 더

불어 글로벌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1967년 11월 화학공학과가 최초로 신설 인가되면서 출

발하여 현재 2개 학부(토목공학부, 기계공학부)와 8개 학과(화학공학

과,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화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에서 80여명의 최우수 교수진과 약 2,500여명

의 학생이 Industry 4.0 시대의 제조업혁신을 이끌어갈 중부권 거점

공과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과대학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 등 학내 공학관련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첨단 공

학기술 개발 및 산·학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

외 13개 자매결연 대학에 매년 30여명의 학생을 단기 및 장기 교환

학생으로 선발하여 선진 공학교육 경험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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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재료의 미시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여 실제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제 성질을 갖는 신소재의 개발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신소재공학과

에서는 소재의 주종이 되는 금속재료는 물론 반도체재료, 복합재료, 세라믹 재료 등

의 신소재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본 과의 교과내용은 재료의 기본적 성질을 이해하고 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여러 실험기자재를 이용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재

료공학원리 및 물성의 이해를 돕도록 편성되어 있다.

◎ 신소재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21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 공학윤리와 역사(5분야) 이수

- 1, 2, 3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 아래참조)

12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단, 3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
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총 7과목만 해당)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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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공학과(Department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6538001 창의적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Intelligent Engineering Design) 3-3-0

전선

2

1

전필 6538040 재료공학실험Ⅰ(Materials Lab.Ⅰ) 2-0-4

전선

6538003

6538005

6538006

6538052

6538071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재료공학원리(Principles of Materials Engineering)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재료역학(Introduction to Mechanics of Materials)

기초양자론(Basics of Quantum Physics)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538041 재료공학실험Ⅱ(Materials Lab.Ⅱ) 2-0-4

전선

6538009

6538034

6538021

6538051

6538072

세라믹재료공정(Ceramic Materials Processing)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ing)

재료열역학(Thermodynamics of Materials)

기초전자회로(Basics of Electric Circuits)

전자기학(Basics of Electromagnetism)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6538043 재료공학실험Ⅲ(Materials Lab.Ⅲ) 2-0-4

전선

6538013

6538017

6538019

6538020

6538063

세라믹상평형(Ceramic Phase Equilibrium)

상변태론(Phase Transformation)

박막공정(Thin Film Process)

전기및자성재료(Electric and Magnetic Materials)

에너지화학재료(Materials for Energy Chemistry)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538044 재료공학실험Ⅳ(Materials Lab.Ⅳ) 2-0-4

전선

6538025

6538028

6538065

6538073

6538076

재료물리(Physics of Materials)

제철제강공학(Iron and Steel Making)

*광전자재료(Optoelectronic Materials)

X-선회절 및 분석(X-Ray Diffraction and Analysis)

철강재료(Ferrous Alloys)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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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538045 재료공학실험Ⅴ(Materials Lab.Ⅴ) 2-0-4

전선

6538053

6538066

6538077

6538078

6538079

6538074

6538056

6538057

접합공학(Introduction to Joining and Welding Processes)

전자무기재료(캡스톤디자인)(Electronic Ceramics(Capstone Design))

재료강도학(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

비철 및 특수금속재료(Nonferrous Alloys)

통계적공정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3-0

3-3-0

3-3-0

3-3-0

3-2-2

1-2-0

15-0-15주

3-0-4주

2

전필 6538067 *신소재공학종합설계(Capstone Desig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3-3-0

전선

6538039

6538068

6538080

6538081

6538058

6538059

*표면처리공학(Surface Treatment Engineering)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주조 및 가공설계(Design of Casting and Forming)

나노재료 및 응용(Nano-Material and Its Application)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3-3-0

3-3-0

3-3-0

3-3-0

15-0-15주

3-0-4주

필수 7 과목 16 학점

전공 선택 30 과목 88 학점

계 37 과목 104 학점



신소재공학심화 프로그램 지정 선수과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2 2 전선 6538021 재료열역학 6538006 물리화학

3 1 전선 6538063 에너지화학재료 6538006 물리화학

4 2

전선 6538076 철강재료 6538005 재료공학원리

전필 6538067 신소재공학종합설계 6538001 창의적공학설계입문



31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 3-3-2

일반화학및실험Ⅰ : 3-2-2

수학Ⅰ : 3-3-1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 : 3-3-2

일반화학및실험Ⅱ : 3-2-2

수학Ⅱ : 3-3-1

창의적공학설계입문 : 3-3-0

공학윤리와 역사 : 3-3-0

기초교양 30

심화교양 3

특성교양 0

전공필수 3

-------------

합계 36학점

2

재료공학실험Ⅰ : 2-0-4

공학수학Ⅰ : 3-3-0

재료공학원리 : 3-3-0

물리화학 : 3-3-0

재료역학 : 3-3-0

기초양자론 : 3-3-0

심화교양 : 3학점

재료공학실험Ⅱ : 2-0-4

세라믹재료공정 : 3-3-0

재료열역학 : 3-3-0

반도체공정 : 3-3-0

기초전자회로 : 3-3-0

전자기학 : 3-3-0

심화교양 : 3학점

전공필수 4

전공선택 30

심화교양 6

-------------

합계 40학점

3

재료공학실험Ⅲ : 2-0-4

세라믹상평형 : 3-3-0

상변태론 : 3-3-0

박막공정 : 3-3-0

전기및자성재료 : 3-3-0

에너지화학재료 : 3-3-0

재료공학실험Ⅳ : 2-0-4

재료물리 : 3-3-0

제철제강공학 :3-3-0

광전자재료 : 3-3-0

X-선회절 및 분석 : 3-3-0

철강재료 : 3-3-0

전공필수 4

전공선택 30

-------------

합계 34학점

4

재료공학실험Ⅴ : 2-0-4

접합공학 : 3-3-0

전자무기재료(캡스톤디자인) : 3-3-0

재료강도학 : 3-3-0

비철 및 특수금속재료 : 3-3-0

통계적공정관리 : 3-2-2

산학특강세미나 : 1-2-0

신소재공학종합설계 : 3-3-0

표면처리공학 : 3-3-0

복합재료 : 3-3-0

주조 및 가공설계 : 3-3-0

나노재료 및 응용 : 3-3-0

전공필수 5

전공선택 28

-------------

합계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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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공학윤리와 역사

18학점

이수
선택

심화교양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단, 3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

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총 7과목만 해당)

MSC 필수

수학Ⅰ, 수학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일반화학 및 실험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공학수학I(전공과정 편성),

물리화학(전공과정 편성), 통계적공정관리(전공과정 편성)

30학점

이수

전공(설계)

필수

재료공학실험Ⅰ, 재료공학실험Ⅱ, 재료공학실험Ⅲ,

재료공학실험Ⅳ, 재료공학실험Ⅴ

창의적공학설계입문(3), 신소재공학종합설계(3)

54(12)학

점

이수

선택

재료공학원리(1), 세라믹재료공정(1), 반도체공정(1),

세라믹상평형(1), 박막공정(1), 전기및자성재료(1),

제철제강공학(1), 광전자재료(1), 접합공학(1),

전자무기재료(캡스톤디자인)(1), 표면처리공학(1)

재료역학, 재료열역학, 기초전자회로, 전자기학,

상변태론, 에너지화학재료, 재료물리,

X-선회절 및 분석, 철강재료, 재료강도학, 

비철 및 특수금속재료, 산학특강세미나, 복합재료,

주조 및 가공설계, 나노재료 및 응용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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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적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Intelligent Engineering Design)

  재료공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고양․계발시키기 위한 공학설계 입문. 

재료공학실험Ⅰ(Materials Lab.Ⅰ)

  재료강도 및 합금설계 분야에 관련된 실험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토의.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 Ⅰ)

  재료공학을 배우는 데 기초가 되는 수학에 대하여 강의하며 공학적 계산이 주를 이룬다.

재료공학원리(Principles of Materials Engineering)

  재료분야 전반에 관한 소개와 각 분야의 기본 개념 도입을 목적으로 한 과목으로서 지식 

습득이 아닌, 현상과 원리를 결부시켜 포괄적으로 재료의 제반 특성을 다룬다.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재료열역학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관련 화학 및 열역학적인 기초 및 주요 이론 및 

문제풀이.

재료역학(Introduction to Mechanics of Materials)

  본 과목에서는 재료역학의 기본원리 및 역학적 해석법을 이해하고, 축하중, 비틀림하중, 

굽힘하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과 변형을 해석하여, 구조용 재료의 기계적특성과, 반도

체소자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응력 해석 등에 응용한다.

기초양자론(Basics of Quantum Physics)

  교양물리에서 학습한 현대물리학 부분을 심화 학습하여 반도체, 유전체, 자성재료 등 신

소재분야 공정, 연구, 개발에 필요한 물리학적 개념을 확립한다.

재료공학실험Ⅱ(Materials Lab. Ⅱ)

  화학야금 분야에 관련된 실험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토의.

세라믹재료공정(Ceramic Materials Processing) 

  세라믹 재료의 각종 제조공정(분말가공, 성형, 소결 및 열처리)에 관련된 재료계면의 특

성, 미세구조제어, 소결이론 등에 관해 연구한다.

재료열역학(Thermodynamics of Materials)

  재료의 용융, 상전이, 화학반응 등의 일반적 거동을 열역학 법칙을 통하여 설명함. 열역

학 제 1, 2, 3법칙과,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카놋 사이클 등 일반적 열역학 개념

에 대한 강의.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ing)

  반도체 공정의 전반적인 소재, 노광, 식각, 산화 및 증착, 이온주입 등의 각 단계별 공정과 

특성 평가법,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기초전자회로(Basics of Electric Circuits)

  본 과목에서는 직류회로, 교류회로, 다이오드회로, 반도체소자 등 전자회로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 재료공학에서의 여러 실험적,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한다.

전자기학(Basics of Electromagnetism)

  자성체, 유전체, 광학 등의 이해에 필요한 전자기학을 심화 학습하여, 관련 분야 재료개

발에 필요한 기초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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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실험Ⅲ(Materials Lab. Ⅲ)

  센서 및 반도체 공정분야에 관련된 실험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토의.

세라믹상평형(Ceramic Phase Equilibrium)

  각종 세라믹 재료에 있어 2원계, 3원계 상태도에 대한 기초이론 및 각론.

상변태론(Phase Transformation)

  금속재질은 조직변화에 의존되며, 조직변화는 핵생성과 성장에 의한 확산형과 비확산형 

변화로 분류되며 이것의 기구와 속도론을 이해시킨다.

박막공정(Thin Film Process)

  박막 공정의 원리, 진공증착법, 스퍼터링법, 화학증착법 및 응용, 박막의 조직, 조성 및 

물성 분석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기및자성재료(Electric and Magnetic Materials)

  고체재료의 전자기적 특성에 관련된 전자구조이론, 전자운동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유전체 및 자성체의 결정구고, 전자기적 물성, 그리고 반도체 특성의 기본원리 및 전자소

자로의 응용특성에 관해 연구한다.

에너지화학재료(Materials for Energy Chemistry)

  배터리로 대표되는 에너지 관련 재료 화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분야이다. 수용액 및 고

상에서 전기화학의 기본 원리인 열역학과 반응속도론을 설명하고, 갈바닉 셀의 전지에의 

응용 및 전지의 기본 개념을 설명한다. 1･2차 전지 및 연료전지의 일반적 특징과 제조 

기술을 소개한다.

재료공학실험Ⅳ(Materials Lab.Ⅳ)

  전자재료분야에 관련된 실험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토의.

재료물리(Physics of Materials)

  고체의 전자구조, 전자 운동론에 기초한 전기적 성질에 대해 이해한다.

제철제강공학(Iron and Steel Making)

  철강제련의 주류를 이루는 열처리, 표면경화처리, 특수강, 고온재료, 저온재료, 보통주철, 

특수주철, 특수재료 등의 재료에 대한 성질과 특성을 논한다.

광전자재료(Optoelectronic Materials)

  다양한 디스플레이 소자의 기본 동작원리와 제조공정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하여 디스

플레이재료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X-선회절 및 분석(X-Ray Diffraction and Analysis)

  X-선 성질 및 회절원리, 결정구조 해석을 공부하며, X-선을 응용한 XRF, XPS 등 재료분석에 

관련한 내용을 학습한다. 

철강재료(Ferrous Alloys)

  금속재료의 기본이 되는 철강 재료의 금속학적 특성, 제조공정, 응용 등에 대해 공부하여 

산업에서의 설계, 가공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재료공학실험Ⅴ(Materials Lab. Ⅴ)

  전자무기재료에 관련된 실험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과제 수행 및 토의.

접합공학(Introduction to Joining and Welding Processes)

  용접 및 접합 프로세스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성질의 변화를 

이해한다. 접합시의 야금학적 현상, 미세조직의 변화, 열의 흐름에 따른 응력, 변형문제, 

결함과 균열의 발생 및 방지법을 학습하며, 이종금속접합, 세라믹 접합, 전자재료 패키징 

및 신뢰성분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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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기재료(캡스톤디자인)(Electronic Ceramics(Capstone Design))

  전자 부품의 기본이 되는 반도성 세라믹 재료를 결상화학이론과 이온, 전기전도성을 상호 

연계하여 주로 전기적 물성 위주의 관점에서 논한다.

재료강도학(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

  금속 결정의 탄성 및 소성변형의 원리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기적인 구조물의 거동에서 

결정 내 원자들의 배열, 결합 등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분석․활용할 수 있다.

비철 및 특수금속재료(Nonferrous Alloys)

  알루미늄, 티타늄 등의 비철금속의 금속학적 특성, 제조공정, 응용 등에 대해 공부하여 

산업에서의 설계, 가공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적공정관리(Statistical Process Control)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학의 기초를 소개하고 설계 응용 연구를 학습하며, 재

료공정관리에 대하여 분석한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

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소재공학종합설계(Capstone Desig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1학년 때의 창의적 공학설계입문과정과 2~3학년에서 재료공학설계실험Ⅰ~Ⅴ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재료공학분야에서의 창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설계의 종합.

표면처리공학(Surface Treatment Engineering)  

  금속의 최종 처리과정인 표면처리의 기초원리 및 그 응용을 강의하며, 내용으로는 기초 

물리화학, 전기도금, 화학도금, 용해도금, 양극산화, 부식 및 방식, 금속침투법 등이다.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고분자 기지, 금속기지, 세라믹 기지 복합재료의 원리, 공정, 응용에 대하여 학습하며, 재

료역학, 재료강도학에 기반하여 복합재료의 기계적성질, 파단 특성을 해석하는 능력을 함

양한다.

주조 및 가공설계(Design of Casting and Forming)

  주조금속, 주조방안, 모형, 주형재료 특수주조, 용해, 후처리, 주조결함 및 주조방안 전산

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함.

나노재료 및 응용(Nano-Material and Its Application)

  나노재료의 합성, 특성과 응용을 다루며, 극 미세화에 따른 물리적, 조직학적 특성을 열

역학, 상변태, 결정학 등 재료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말야금법 등 기존의 가공법

에의 응용과 새로이 개발되는 탄소나노튜브 등 소재 및 3-D 프린팅 등과 같은 가공에 관

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인턴십 Ⅰ,Ⅱ,Ⅲ,Ⅳ (Internship Ⅰ,Ⅱ,Ⅲ,Ⅳ)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해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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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은 산업활동에 수반되어 유발되는 각종 재해의 원인과 이의 방지에 필요

한 과학,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종적인 공학분야

와는 달리 산업활동에 대한 인명과 시설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횡적인 

공학분야 이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산업재해

로부터 인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며, 재해요인 및 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능

력을 배양하고 공학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전문 인력 양성을 목

적으로 1984년 정규대학과정으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학과이다. 또한, 1988년에는 

대학원 과정도 설립되어 안전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수행 및 고급 안전전문 인

력을 배출하여 첨단 안전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아지므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바 

안전공학은 미래에도 매우 유망한 학문분야이다

◎ 안전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자연이공계

기초
수학Ⅰ 이수, 수학Ⅱ 이수 15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2.역사와 철학·3.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9학점이상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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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학과(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6543080 창의적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Intelligent Design) 3-3-0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6543040

6543057

재료역학Ⅰ(Mechanics of MaterialsⅠ)

열유체역학(Thermo-Fluid Mechanics)

3-3-0

3-3-0

전선

6543092

6543045

6543068

6543093

시스템리스크평가(System Risk Assessment)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화학공정공학(Chemical Process Engineering)

물리화학(Physicalchemistry)

3-3-0

3-3-0

3-3-0

3-3-0

2

전필 6543098 스마트통계학(Smart Statistics) 3-3-0

전선

6543020

6543028

6543036

6543041

6543069

6543060

작업환경공학(Working Environment Engineering)

전자기학(Electromagnetics)

화학안전공학(Chemical Safety Engineering)

재료역학Ⅱ(Mechanics of MaterialsⅡ)

기계안전장치 설계(Design of Machine Safety Device)

토질 및 철근콘크리트공학(Soil and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2-2

3-3-0

3

1

전필
6543004

6543013

방화공학(Fire Protection Engineering)

안전공학실험Ⅰ(Safety Engineering Lab.Ⅰ)

3-3-0

1-0-2

전선

6543005

6543023

6543026

6543051

6543089

방폭공학(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인간공학(Ergonomics)

전기회로이론(Electric Circuit Theory)

재료파괴(Fracture of Materials)

건축시공 및 가시설 설계(캡스톤디자인)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Temporary Structure Design ;

Capstone Design)1)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543016

6543024

6543049

안전공학실험Ⅱ(Safety Engineering Lab.Ⅱ)

전기안전공학(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화학공정안전(캡스톤디자인)(Chemical Process Safety Capstone Design)2)

1-0-2

3-3-0

3-3-0

전선

6543002

6543099

6543094

6543085

기계설비안전(Mechanical Facility Safety)

안전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Safety Management Science)

방재및재난안전(Disaster Management)

건설안전공학(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3-3-0

3-3-0

3-3-0

3-3-0

1)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과목임

2)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과목임



공과대학 _319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543015 안전공학실험Ⅲ(Safety Engineering Lab.Ⅲ) 1-0-2

전선

6543095

6543070

6543072

6543073

6543091

6543067

6543097

화학공정안전성평가(Risk Assessment of Chemical Process)

산업환기시스템설계(Design of Industrial Ventilation System)

전기안전설비설계(캡스톤디자인)(Electrical Safe Installation

Design;Capstone Design)

소방기계설비설계(Design of Mechanical fire prevention Equipment)

토목시공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of Civil Construction)

안전관리의심리(Psychology for Safety Management)

산학특강세미나(Industrial-Academic Seminar)

3-3-0

3-2-2

3-3-0

3-3-0

3-3-0

3-3-0

1-2-0

일선
6543087

6543081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6543076 안전공학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Synthetic Design of Safety

Engineering Capstone Design)3)
3-3-0

전선

6543096

6543064

6543066

안전관리실무(Safety Management Practice)

소방전기설비설계(Design of Electrical fire prevention Equipment)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3-3-0

3-3-0

3-3-0

일선
6543082

6543088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15-0-15주

3-0-4주

필수 11 과목 27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5 학점

계 40 과목 112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208005

6208033

6550118

5107027

5972004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반도체화학공정(Chemical Process of Semiconductor)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

실험설계 및 분석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3-3-0

3-2-2

3-3-0

3-3-0

3-2-2

선수과목 지정 현황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

2 전필 6543098 스마트통계학 6543028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1 전필 6543057 열유체역학
0622006

0622007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2 전필 6543040 재료역학Ⅰ
0622002

0622003

일반물리및실험Ⅰ

일반물리및실험Ⅱ

4 2 전필 6543076 안전공학종합설계 6543080 창의적공학설계입문

3)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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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 : 3-3-1

수학Ⅰ : 3-3-0

일반화학및실험Ⅰ: 3-2-2

일반물리및실험Ⅰ: 3-2-2

창의적공학설계입문  :3-3-0

외국어 : 3-3-1

수학Ⅱ : 3-3-0

일반화학및실험Ⅱ: 3-2-2

일반물리및실험Ⅱ: 3-2-2

산업안전과 환경 : 3-3-0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21

심화교양 3

전공필수 3

특성교양 3

-------------

합계 39학점

2

공학윤리와 역사 : 3-3-0

재료역학Ⅰ: 3-3-0

열유체역학 : 3-3-0

시스템리스크평가: 3-3-0

공학수학Ⅰ: 3-3-0

화학공정공학 : 3-3-0

물리화학 : 3-3-0

공영경영과 경제 : 3-3-0

전산통계학 : 3-3-0

작업환경공학 : 3-3-0

전자기학 : 3-3-0

화학안전공학 : 3-3-0

재료역학Ⅱ : 3-3-0

기계안전장치 설계  : 3-2-2

토질및철근콘크리트공학: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6

-------------

합계 39학점

3

방화공학 : 3-3-0

안전공학실험Ⅰ:1-0-2

방폭공학 : 3-3-0

인간공학 : 3-3-0

전기회로이론 : 3-3-0

재료파괴 : 3-3-0

건축시공 및 가시설  설계 : 3-3-0

안전공학실험Ⅱ: 1-0-2

전기안전공학 : 3-3-0

화학공정안전 : 3-3-0

기계설비안전 : 3-3-0

안전경영학개론: 3-3-0

방재및재난안전 : 3-3-0

건설안전공학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27

-------------

합계 39학점

4

안전공학실험Ⅲ: 1-0-2

화학공정안전성평가 : 3-3-0

산업환기시스템설계 : 3-2-2

안전관리의심리 : 3-3-0

전기안전설비설계 : 3-3-0

소방기계설비설계 : 3-3-0

토목시공위험성평가 :3-3-0

산학특강세미나:1-2-0

안전공학종합설계 : 3-3-0

소방전기설비설계 : 3-3-0

환경공학 : 3-3-0

안전관리실무 : 3-3-0

전공필수  4

전공선택 9

-------------

합계 1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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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적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Intelligent Design)

재료공학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고양 계발시키기 위한 공학설계 입문.

재료역학Ⅰ(Mechanics of MaterialsⅠ)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인장, 압축, 굽힘, 비틀림 응력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대해 강의한다.

열유체역학(Thermo-Fluid Mechanics)

기체나 액체의 정지시 또는 운동시의 기본식들을 유도하고, 이를 기초로 관유동, 경계층

유동, 기체유동, 유체계측 등에 대하여 다룬다.

시스템리스크평가(System Risk Assessment)

날로 대형화되어 가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인간-기계 시스템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예방대책의 효과적 수립에 필수적인 시스템 안전 기법을 교육하여, 시스템공학적인 

안목을 육성한다.

여러 가지 리스크평가기법 등을 비롯, 결함수분석 (FTA), 고장 양식 및 영향 분석 (FMEA),

치명도 분석 (CA) 등의 기법이 주요 교육 대상이다.

기법의 활용도와 응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 후반부에는 대형사고 분석을 위해 각종 

업종 및 사업장의 리스크평가 사례를 소개하고, 시스템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절차와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상미분방정식의 해법, Laplace변환,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법, ourior급수, 편미분방정식 등 

공학 해석에 필수적인 수학지식을 강의한다.

화학공정공학(Chemical Process Engineering)

화학공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정 디자인과 해석의 기본적인 공학기법을 배우게 한다. 화

학공정 디자인의 근본적인 단계와 모델링, 차원해석 등에 대하여 배우고 이들 과정을 통

하여 화학공학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과정에는 합성공정, 연료전지, 대기오염처리공정 

등 화학공학의 주요대상이 되는 공정에 대하여 이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물리화학(Physicalhemistry)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제반 위험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재하고, 아울러 동 

물질의 사용 및 취급상의 기술적인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 사고 재해의 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전산통계학(Statistics and Computer Application)

공학적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결론에 이르는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지식과 

기법을 익혀 현장에서의 응용력을 육성하고, 신뢰성 및 안전성 예측기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함수, 변수변환, 통계적 검정과 회귀분석,

실험계획의 기초 등이 포함되며, 수강자 스스로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의 기초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한다.

작업환경공학(Working Environment Engineering)

작업자의 건강과 능률에 영향을 주는 유해가스, 증기 및 분진, 고열 등 제반 작업환경 조

건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공학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다. 유해 작업

환경의 허용기이에 의한 영향, 호흡용 보호구 등 위생보호구의 원리 및 효과와 작업환경 

개선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산업 환경기술에 대한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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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학(Electromagnetics)

전자공학의 기초가 되는 전기 및 자기에 관한 제현상의 이론적 개념 확립과 공학으로서

의 응용에 관한 것을 다루며, 그 체계적인 내용으로는 정전계, 정상전류, 정상자계, 전자

유도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화학안전공학(Chemical Safety Engineering)

화학공업에서의 재해사고 위험성과 피해영향에 대한 지식과 화학물질의 화학반응 위험과 

유해성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체득

시킨다.

재료역학Ⅱ(Mechanics of MaterialsⅡ)

재료의 인장시험, 경도측정, 금속의 구조, 평형상태도, 종합체의 성질 등 안전공학에서 필

요로 하는 재료과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시킨다.

기계안전장치 설계(Design of Machine Safety Device)

건설업에 법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자 자격은 건설안전기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나 똑같

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학년 1학기 때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과목을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 까지 하향조정하여 시험에 대비하

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2학년부터 기계공작안전을 3학년 2학기 건설작업안전과 교체하여 

강의한다. 즉, 이 과목에서 건설안전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배우고, 추후 3학년 2학기 건설

작업 안전과목에서는 기계공작안전을 배워서 4학년 때 산업안전기사시험에 대비한다.

또한, 이번 2학년부터는 단순히 건설안전만이 아니라 토목기사, 건축기사도 부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에서도 중요하고, 토목, 건축에서도 중요한 과목인 토질역학 및 철

근콘크리트공학을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토질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Soil and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건설공사의 기초학문 중의 하나인 토질역학 및 기초공학과 철근콘크리트 공학에 대해 학

습한다. 토공사의 이해를 위해 흙 입자의 구성과 역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토압과 

기초 등의 지반 구조물의 안전조건에 대해 학습한다. 건설공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이해를 위해 철근콘크리트의 기본가정과 재료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방화공학(Fire Protection Engineering)

화재의 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화재의 현상, 영향 및 검출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이해시키고, 이에 따라 화재의 제어, 억제 및 예방을 위한 공학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안전공학실험Ⅰ(Safety Engineering Lab.Ⅰ)

인간공학 및 안전관리론 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판단, 조작 착오가 심각한  

산업재해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분석·파악하고 대책 수립에 대해 연구한다.

방폭공학(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폭발한계, 발화원, 그리고 이들 인자에 미치는 주위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폭발 

시 압력상승속도, 폭굉현상, 폭풍효과, 대기 방출시 폭발현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

고 이러한 공학적 분석을 기초로 폭발방지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인간공학(Ergonomics)

모든 기계나 작업 환경은 인간의 작업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

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작업 능력과 많은 불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과오나 

사고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과목에서는 작업 수행의 중심이 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한계와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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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파악하고,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작업 요인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기회로이론(Electric Circuit Theory)

기본적인 전기회로의 계산법과 일반 선형 회로망에 대한 해석법에 관한 것을 강의한다.

재료파괴(Fracture of Mateials)

각종재료의 파괴인성과 재료의 강도, 응력확대계수 등에 개념적으로 다룬다.

건축시공 및 가시설 설계(캡스톤디자인)(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Temporary Structure Design)

건축 시공의 기본적인 원리와 시공방법 및 가시설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과 교육부분 이외에도 시공에 대한 충

분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본 강의를 통해 안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공지

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가시설 설계 부분으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가시설인 동

바리와 굴착공사 가시설인 흙막이 벽체 등의 설계를 실습하여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기본 

소양을 증진시킨다.

안전공학실험Ⅱ(Safety Engineering Lab.Ⅱ)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응력측정, 인장시험, 경도시험, 초음파 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등 안전공학에 관계되는 재료 시험을 이론적으로 이해시키고 실험을 행한다.

전기안전공학 (Electrical Safety Engineering)

전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인체의 전기현상,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감전, 누전, 정전기 

발생 이론 및 특성, 전기 방폭, 낙뢰현상 및 피뢰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전 분야를 다룬다.

화학공정안전(캡스톤디자인)(Chemical Process Safety)

화학공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화학공정에서 발생

하는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유해성에 대하여는 독성학,

산업위생학을 다루며, 유해위험물의 누출모델, 분산모델을 배우고,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

한 릴리프 장치와 그의 설계에 대하여 익힌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대응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기계설비안전(Mechanical Facility Safety)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파손에 의한 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기계설비의 기초적인 사항을 

이해시키고 FEM, FEAM, HAZOP 등의 방법으로 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Safety Management Science)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은 단순한 공학 분야의 차원을 넘어 사회학이

나 경영학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개별적 접근방법으로서

의 안전을 지양하고, 조직사회의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적 안전경영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시스템안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예방의 원리, 다양한 리스

크 평가 기법의 활용 방안, 조직경영을 위한 안전경영시스템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고예방의 기본개념을 얻고, 사고예방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관

련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필수적 학습내용이다.

방재및재난안전(Disaster Management)

방재의 기본 개념과 방재계획 및 재난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자연재난인 풍수해, 가뭄, 지

진, 대설, 황사 등의 정의, 발생현상, 피해 사례와 방재 방법 등에 대해 습득하며, 인적재

난인 화재, 산불, 시설물 붕괴, 건축물 피해, 테러 등의 기본 개념과 재해방지 대책 및 계

획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내의 재난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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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재난구호 및 방재훈련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건설안전공학(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건설안전에 대해 배우는 과목으로, 건설업

의 특징과 재해 경향성, 재해 유형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 또한,

건설기계 안전, 안전시설의 설치규정, 가설 비계와 동바리 등의 가시설물의 원리와 시공

법에 대해 배운다.

안전공학실험Ⅲ(Safety Engineering Lab.Ⅲ)

화공안전분야의 기초실험을 다룬다. 물질에 대한 밀도, 점도, 열전도도 등 기본물성측정 

방법을 익히고, 작업환경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하여 배우며,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

기 위한 인화점시험, 산소지수법 연소시험, 연소속도 측정 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다.

화학공정안전성평가(Risk Assessment of Chemical Process)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 활동에 따른 제반 위험성에 대한 개요와 동 위험성의 사전 평가를 

위한 방법과 해석 및 실시 예에 대한 이론 지식의 습득과 이해.

산업환기시스템설계(Design of Industrial Ventilation System)

산업환기는 오염원에서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로 작업환경 개선방법 중 가

장 중요한 방법이다. 본 과정에서는 산업환기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응

용, 그리고 설계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환기설계의 논리적 방법에 대하여 익히게 된다.

전기안전설비설계(캡스톤디자인)(Electrical Safe Installation Design)

양질의 전기 및 쾌적한 전기환경의 확보를 위해 대형화, 복잡화된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비시설 방법을 습득하여 안전한 전

기 설비환경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원적인 전기설비의 안전화를 이룩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소방기계설비설계(Fire Protection Mechanical Equipment)

소방기계설비의 종류인 각종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

비, 포소화설비, 각종 가스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들에 대하여 종류, 규격, 성능기준을 공

부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피난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도 

다룬다.

토목시공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of Civil Construction)

토목시공의 원리와 다양한 시공방법을 학습한 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감소시

키기 위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학습한다.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

한 공종에 대한 원리와 시공지식을 습득하며, 위험요소의 발견과 대책을 위험성평가를 활

용하여 습득한다.

안전관리의 심리(Psychology for Safety Management)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고와 관련된 인적요인의 다양한 측면을 심리적인 접근방

법에 의하여 이해함으로써, 재해 발생시의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효과적인 

예방방법의 수립방안을 모색토록 한다. 학습내용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과 리스크 심리학

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전자에는 직무분석과 평가, 조직과 팀웍, 동기유발, 리더쉽이 전

자에 포함되며, 리스크의 정의 및 특성, 리스크 이미지의 구성 요인, 리스크 인지의 편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매스컴 등은 후자에 포함된다.

안전공학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Synthetic Design of Safety Engineering)

안전공학 분야의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고발생 방지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실용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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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반 실험 및 설계를 행한다.

안전관리실무론(Safety Management Practice)

졸업 후 안전관리분야에서 직접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수행능력과 노하우(know-how)

의 이해를 목적으로 안전관리의 실무를 학습한다. 여기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계

획, 리스크 평가,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비롯, 사고발생 후의 보고조치, 산재요양신청 

및 승인절차, 사고원인의 규명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과적인 고장예방 및 설비관리를 위한 신뢰성 개념은 물론, 일반적인 생산 분야에

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용어와 개념을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리활동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졸업 후 근무현장에서의 적응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소방전기설비 설계(Design of Fire Protection Electrical Equipment)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방설비 중에서 소방전기설

비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수학적 사고에 입각한 소방전기설비의 다양

한 기능 등의 이해를 통해 소방전기설비의 안전화를 추구하고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를 행한다. 소방전기설비의 실제적 특징,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비시설 방법 및 설계에 관

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한 소방전기설비를 구축하고 이해함으로써 소방전기설비 관련 

실무능력을 습득한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환경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안전공학전공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부서가 안전환경부로 필연적으로 환경 

업무에 관여하게 되며, 본 과정에서는 이를 대비한 환경공학 전반에 대한 개념과 이론 그

리고 응용기술에 대하여 배운다. 여기에는 대기오염제어기술, 수질오염제어기술 그리고 

폐기물 처리기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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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테크노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Techno-Industrial Engineering

충북대학교 테크노산업공학과는 생산계측, 생산관리, 기초통계, 인간공학 등의 기

본 소양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영, 품질관리, 생산자동화, 생산정보시스템 운영 등 

하이테크 첨단산업의 효과적 관리와 관련된 전공 전문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함으

로써, 급속히 발달되어 가는 생산기술에 발맞추어 관리기술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 관리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의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생산이나 그린

에너지산업 등 첨단 전문분야의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관리 기술과 생산 기술을 균

형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양

성한다.

또한, 기존의 생산기술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

갈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부여하고 원활한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중소규모의 기업

이 기술 경쟁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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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Techno-Industrial Engineering )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3

1 전필

6577001

6577002

6577003

6577020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영어(Technical English)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y)

확률 및 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3-3-0

3-3-0

3-3-0

전선 6577005 생산계측개론(Manufacturing Measurement) 3-3-0

2
전필

6577006

6577007

6577017

반도체공학개론(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Engineering)

산업인간공학(Industrial Ergonomics)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3-3-0

3-3-0

3-3-0

전선 6577009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

4

1
전필

6577010

6577011

6577021

생산관리(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생산정보시스템(Production Data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Control)

3-3-0

3-3-0

3-3-0

전선
6577013

6577014

작업안전심리(Psychology for Work Safety)

현장실습1(Industrial Practice 1) - 계절학기

3-3-0

3-3-0

2
전필

6577015

6577016

6577008

생산성혁신(Technical Innovation)

생산자동화(Manufacturing Automation)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3-3-0

3-3-0

3-3-0

전선
6577018

6577019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and Operations Research)

현장실습 2(Industrial Practice 2) - 계절학기

3-3-0

3-3-0

필수 13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6 과목 18 학점

계 19 과목 57 학점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테크노산업공학과 나노반도체공학과
비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6577001

6577002

기술경영

기술영어

5112005

5112004

기술경영

기술영어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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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최근 들어 기업들은 이공계 인력의 경영 마인드 제고와 경영 관리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

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생산직 관리자의 관점에서 경영 이론과 실무를 접목할 수 있

는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따라, 산업구

조와 기업구조, 경영조직의 구조와 설계, 경영전략의 분석과 기획, 경영과학 기법의 적용,

경영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기술영어(Technical English)

영어는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기술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특히 

ISO와 같은 국제기준이 강력해질수록 전문 기술자들간의 영어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

다. 본 강좌에서는 기술적인 문서의 해독과 이해를 지향하여, 기술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

본적인 영어 해독 능력과 실무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y)

공업체계에 있어서의 제반 경제성 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중요한 

논제로는 경제학의 기초지식, 공업경제 문제의 특색, 자금의 시간적 가치개념, 현재 및 연

간 비용방식에 의한 분석방법, 감가상각, 과세분석, 공공사업의 경제성 및 평가분석, 투자

계획 평가분석방법, 기계장치 교체정책 등이 있다.

확률 및 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전문적 통계분석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공학적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을 소개한다. 즉, 자료의 수집과 정리, 결론 등 전반적인 분석과정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확률 개념과 통계 지식을 학습하는데, 구체적인 학습내용에는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함수, 

변수변환, 통계적 검정과 회귀분석, 실험계획의 기초 등이 포함된다. 

  수강생들은 통계자료의 분석기법과 과정의 학습을 통하여 분석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 방법에 대한 안목을 익혀, 전공과정에서의 품질관리와 신뢰성공학, 안전성평가 등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생산계측개론(Manufacturing Measurement)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 공정 및 제조장치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성들의 정보

가 필요하며, 또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장비들이 정확하게 동작하기 위하여 장

비의 상태를 검출하는 측정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장치들은 물성을 직접적으

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며, 이로부터 얻은 전기신호를 처리하여 품

질관리 및 장비 관리에 사용한다. 본 강좌에서는 이에 필요한 각종 트랜스듀서의 원리,

운영방법 및 신호처리 방법들을 다룬다.

반도체공학개론(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Engineering)

본 학과의 지향점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반도체 사업장의 생산활동이다, 그러므로, 모든 

활동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본 과목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기본 이해

를 목적으로 기존 반도체 생산공정의 기능, 특성, 활용기계기구, 위험점, 작업 요령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 동향에 대하여 전향적인 인

식을 도모하고, 향후 기술개발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산업인간공학(Industrial Ergonomics)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은 행동하는 인간의 안쪽과 바깥쪽의 

수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는 사고발생, 품질저하, 원가상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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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해당요인들의 예방 방법과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접근 방법에는 물리학, 공학, 심리학, 생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에 제기되며, 이를 망라하는 종합학문으로서의 장단점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본 강좌는 기계나 제품의 수명과 고장률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고장 예

방과 효율적인 품질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기계설비의 

정비 및 보수, 교체 등 생산현장에서 관리적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근

거로 실제 생산라인에서 당면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한다.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본 강좌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기업경영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배

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영정보시스템의 유형과 조직에서의 위상을 살펴보

고, 경영전략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 차원에서의 정보시스템 역할을 살펴보며, 최신의 주

요 e-Business 이슈인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사슬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한다.

생산관리(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시스템과 이들의 관리특성을 이해하고 제조업의 장기, 중기, 단

기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업과 개념을 습득한다. 또한 수립된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계획 수립, 수립된 일정계획의 진행의 통제가 주제이며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과 기법, 관련지식을 습득한다.

생산정보시스템(Production Data Management)

본 강좌는 응용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생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효과적

인 데이터 관리와 프로세스 통합의 근간이 되는 Database System의 설계와 응용 프로그

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간계 시스템의 생산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해당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본 교과목에서는 품질관리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표치와 산포도, 확률분포와 표본이

론, 그리고 통계적 추정 및 검정 등의 개념들을 핵심내용 위주로 학습한 후, 나아가 품질

관리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 강의한다. 통계적 

품질관리의 주된 내용들은 샘플링 검사와 여러 가지 관리도 그리고 공정능력분석 등이라

고 할 수 있는 바, 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 학습한다. 

작업안전심리(Psychology for Work Safety)

작업 중의 불량품이나 사고는 예상치 못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한다. 본 강좌에서는 품

질 저하, 생산성 저하, 사고 요인들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하여, 왜 그

런 현상이 발생하며, 어떻게 하면 그런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예

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심리학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학습한다.

현장실습 1(Industrial Practice 1)

본 학과의 주 목적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합리화, 효율화에 있다. 그러므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은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활용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본 강좌는 본 학과에서 전수하고자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현장에서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산공정의 활용 사례를 견학하고 직접 활용하며 학습

함으로써, 습득된 전문지식과 기술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 2와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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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생산성혁신(Productivity Innovation)

사고발생, 품질저하, 원가상승 등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들이 기본적으로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작업개선은 하나의 활동

을 통하여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본 강좌는 부단

한 작업개선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

또한 그 효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생산자동화(Manufacturing Automation)

대량생산 공정에는 다양한 설비들과 다수의 설비들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사용하여,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작업조건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자동

화된 생산라인에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 등의 기계설비들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하며,

그러한 설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원활한 생산 공정이 진행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다룬다.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강의한다. 문제를 분석하여 모델을 세우고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모델을 실험하고 과정을 거치며 기본적 기법, 개념, 통계학의 적용 방법

을 배운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강의한다. 문제를 분석하여 모델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델을 실험하고 과정을 거치며 기본적 기법, 개념, 통계학

의 적용 방법을 배운다.

경영과학(Management Science and Operations Research)

경영과학은 경영, 정보, 통신 및 공학 등 여러 가지 시스템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한 계량적, 체계적인 사고와 처리능력의 제고를 위해 경영과학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

다. 경영과학은 선형계획법, 목표계획법, 정수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수송문제,

게임이론, 네트워크 이론, 사업평가모형, CPM, 대기이론, 장비대체, 모의실험 등에 대해 

학습한다.

현장실습 2(Industrial Practice 2)

본 학과의 주 목적은 반도체 생산공정의 합리화, 효율화에 있다. 그러므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은 생산 현장에서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활용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본 강좌는 본 학과에서 전수하고자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현장에서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생산공정의 활용 사례를 견학하고 직접 활용하며 학습

함으로써, 습득된 전문지식과 기술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실습 1과 취지는 

같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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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과는 각종 화학공업과 관련분야에 대한 합성원리 및 제조공업의 이해와 

새로운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케 함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화학공학과는 열 및 물질수지, 열역학, 고분자공학, 이동현상, 공정제어 및 각종 

단위조작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장치의 개발 및 설

계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고자 화공수학 및 반응공학 및 장치설계 등의 강좌를 개

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산업체와 연구 분야의 업무가 급속히 전산화되어 감에 

따라 화공전산응용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전산응용 교육에도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졸업 후 화학공업 관련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 관련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 관

련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여 첨단화학공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u 교육목적 

화학공학과는 공과대학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제화·정보화에 대

비한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초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설계 능력과 공학적 현장 감각 및 도덕적 책임의식을 가진 엔지니

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u 교육목표 

화학공학 기초지식 및 엔지니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창의

적인 사고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도덕적 책임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또

한 국제화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설

정되어 있다.

① 전문성 -화학공학 기초지식 및 엔지니어링 능력배양

② 책임의식 - 창의적인 사고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 배양

③ 국제화 -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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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학습성과

화학공학과는 공학교육인증원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학습성과 1~10의 

달성여부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평가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PO 학습성과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기초지식)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험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실험수행)

3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설계능력)

4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

5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실무능력)

6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협동능력)

7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사전달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공학이해)

9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직업윤리)

10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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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Action English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9

자연이공계

기초
4과목 이상 이수 12

*심화교양

·「역사와철학」분야에서 1과목이수

·「인간과사회」분야 아래 지정교과목에서

1과목이수: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기술과문명」분야에서 2과목이수:

- “공학윤리와 역사”이수

- “산업안전과 환경“ 이수권장

12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학점으로 인정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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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550101 창의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i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3-0

2

1

전필

6550102

6550009

6550015

*° 화공양론(Chem. Eng. Calculation)

*° 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Ⅰ)

*°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3-3-0

3-3-0

3-3-0

전선
6550103

6550104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화공기초실험(Chem. Eng. Analysis Lab.)

3-3-0

2-0-4

2

전필 6550026 *화공열역학Ⅰ(Chem. Eng. ThermodynamicsⅠ) 3-3-0

전선

6550105

6550008

6550106

6550035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물리화학Ⅱ(Physical ChemistryⅡ)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3-3-0

3-3-0

3-3-0

3-3-0

3

1

전필
6550017

6550108

유체역학(Fluid Mechanics)

*반응공학I(Reaction Engineering I)

3-3-0

3-3-0

전선

6550023

6550109

6550001

6550110

화공열역학Ⅱ(Chem. Eng. ThermodynamicsⅡ)

화공모델링(Modeling in Chem. Eng.)

공정공학(Process Engineering)

화공실험I(Chem. Engineering Experiment I)

3-3-0

3-3-0

3-3-0

2-0-4

2

전필
6550111

6550112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고분자 과학(Polymer Science)

3-3-0

3-3-0

전선

6550010

6550114

6550115

6550116

6550124

반응공학Ⅱ(Reaction EngineeringⅡ)

에너지공학(Energy Engineering)

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화공실험Ⅱ(Chem. Engineering ExperimentⅡ)

화공․섬유교육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Chemical

․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3-3-0

3-3-0

3-3-0

2-0-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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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550036 공정제어(종합설계)(Process Control)4) 3-3-0

전선

6550013

6550117

6550002

6550118

6550119

6550125

6550274

분리공정(Separation Process)

화공장치설계(Equipment Design in Chemical Engineering)

고분자공학(Polymer Engineering)

반도체화학공정(Chemical Process of Semiconductor)

화공실험Ⅲ(Chemical Engineering ExperimentⅢ)

화공․섬유 교육론(Chemical․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산학특강 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3-0

3-3-0

3-3-0

2-0-4

3-3-0

1-2-0

일선
6550127

6550128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6550034

6550121

6550275

6550123

6550126

화학공장설계(Chemical Plant Design)

생물화학공학(Biochemical Eng.)

창의공학설계(종합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5)

나노화공재료(Nano-Chemical Materials)

화공․섬유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 &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Chemical․Textile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3-0

일선
6550129

6550130

인턴십Ⅲ(Internship Ⅲ)

인턴십Ⅳ(Internship Ⅳ)

15-0-15주

3-0-4주

필수 9 과목 27 학점 (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8 과목 78 학점

계 37 과목 105 학점



화학공학과 공학교육인증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후수과목

과목 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2 2 전선 6550103 공학수학Ⅰ
0621002

0621004

수학Ⅰ 또는

기초대학수학

3 2 전필 6550112 고분자과학 6550015 유기화학Ⅰ

4 2 전선 6550257 창의공학설계 6550101 창의공학설계입문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후수과목 신청이 가능.

- 창의공학설계입문은 기초설계교과목으로 1학년 2학기에 반드시 이수할 것.

4)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교과목
5)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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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3-3-0

Action English:3-3-1

수학Ⅰ: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3-3-2

일반화학및실험Ⅰ:3-2-2

공학윤리와 역사:3-3-0

영어읽기와 토론:3-3-1

수학Ⅱ: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3-3-2

일반화학및실험Ⅱ:3-2-2

기초통계학및실습:3-3-0

창의공학설계입문:3-3-0

-공통기초 9학점
-자연이공계기초 21학점
-심화교양 6학점
-전공 3학점

합계 39학점산업안전과 환경:3-3-0

2

화공양론:3-3-0

공학수학Ⅰ:3-3-0

물리화학Ⅰ:3-3-0

유기화학Ⅰ:3-3-0

화공기초실험:2-0-4

공학수학Ⅱ:3-3-0

화공열역학Ⅰ:3-3-0

물리화학Ⅱ:3-3-0

유기화학Ⅱ:3-3-0

전기화학:3-3-0

-심화교양 6학점
-자연이공계기초 3학점
-특성교양 3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4학점

합계 38학점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3-2-2

심화교양 2,3분야에서 각각 1과목
특성교양:3-3-0

3

화공모델링:3-3-0

공정공학:3-3-0

화공열역학Ⅱ:3-3-0

유체역학:3-3-0

반응공학Ⅰ:3-3-0

화공실험Ⅰ:2-0-4

열 및 물질전달:3-3-0

고분자과학:3-3-0

반응공학Ⅱ:3-3-0

에너지공학:3-3-0

화공실험Ⅱ:2-0-4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4학점

합계 40학점

4

화공장치설계:3-3-0

고분자공학:3-3-0

반도체화학공정:3-3-0

분리공정:3-3-0

공정제어:3-3-0

화공실험Ⅲ:2-0-4

산학특강 세미나:1-2-0

창의공학설계(종합설계):3-3-0

화학공장설계:3-3-0

생물화학공학:3-3-0

나노화공재료:3-3-0

-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27학점

합계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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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공학윤리와 역사 12

선택

심화교양 3,5분야에서 2과목 이수

-「인간과사회」분야에서 “공업경영과 경제” 또는 “공업

법규와 창업”이수 권장

-「기술과문명」분야에서 “산업안전과 환경” 이수 권장

6

MSC 필수

수학Ⅰ, 수학Ⅱ, 공학수학I, 공학수학Ⅱ,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

화학및실험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기초컴

퓨터프로그래밍, 기초통계학및실습

30

설계교과목

필수

창의공학설계입문(3), 화공양론(1), 열 및 물질전달(1),

유체역학(1), 분리공정(1), 창의공학설계 및 세미나(3)

10*

물리화학Ⅰ, 유기화학Ⅰ, 화공열역학Ⅰ, 반응공학Ⅰ

선택
화공모델링(1), 공정공학(1), 반응공학II(1), 고분자공학(1)

화공장치설계(3)
2*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 * : 설계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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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i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설계 전반에 관한 기초개념, 기본지식 습득에 의한 창의적 사고방식 함양에 대해 알

아본다.

화공양론(Chem. Eng. Calculation)

화학공학에서 공정해석에 필요한 물리적 특성값과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물질 수지 

및 에너지수지를 취급하여 공정 설계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응용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물리화학Ⅰ,Ⅱ(Physical ChemistryⅠ,Ⅱ)

물리화학적 시스템의 기술방법․열역학의 기본원리 및 계면현상 등 물리화학적 현상을 

공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유기화학Ⅰ,Ⅱ(Organic ChemistryⅠ,Ⅱ)

유기화합물의 명명과 제조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강의하게 되며, 또한 각종 유기화

합물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 및 그의 응용성에 대하여 다룬다.

공학수학Ⅰ,Ⅱ(Engineering MathematicsⅠ,Ⅱ)

공학을 전공하려는 데 필요한 상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및 벡타해석의 기본을 다루고 

물리적 정보를 수학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모델링의 구성을 취급한다.

화공기초실험(Chem. Eng. Analysis Lab.)

화학공학을 공부하는데 기본인자가 되는 물성의 특성인 밀도, 점도, 열용량, 열전도 등의 

측정방법을 실험하여 열역학적 특성치의 정확한 측정방법을 다룬다.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전기화학반응에 의하여 에너지를 전환하는 연료전지의 원리 및 활용분야를 다룬다.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유체이동현상의 이론적 기술 및 해석, 유량의 측정 및 제어, 유량 수송, 기계의 구성과 특

성 등 화학 공정에서의 유체수송조작의 기본사항에 관하여 다룬다.

반응공학I,Ⅱ(Reaction Engineering I,Ⅱ)

화학 반응기를 설계하고 조작하기 위하여 반응속도론, 반응기의 해석, 반응기 설계의 개

념, 단일 및 복합반응에 관한 반응기의 설계․온도와 압력의 효과 등을 다룬다

화공열역학I,Ⅱ(Chem. Eng. Thermodynamics I,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원리를 알고 열역학 제1법칙ž제2법칙ž유체의 성질ž내연기관, 냉동 등

을 배우며 화학공학의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 방법을 다룬다.

화공모델링(Modeling in Chem. Eng.)

화학공학에서 일어나는 제반현상을 묘사하는 수학적인 기법을 다루고 주어진 화학공정에 

대한 모델선정․수식전개․해법 및 결과의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정공학(Process Engineering)

공정의 최적화 및 프로그램이론 등을 화학제조 공정 해석과 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에 관

하여 다룬다.

화공실험I ,Ⅱ(Chem. Engineering Experiment I,Ⅱ)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분체공학에서 취급되는 기본 이론 등을 직접 실험에 의하여 

이해시키며 특히 각 화학공정에서 취급되는 기초적인 장치의 운전을 취급한다.

열 및 물질전달(Heat and Mass transfer)

화학공학에서 필요한 유체, 열, 물질전달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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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기본원리 및 설계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강의한다.

고분자 과학(Polymer Science)

고분자는 건축, 자동차, 전기 및 전자, 선박, 항공 우주분야 뿐만 아니라 가구 및 의류와 

같은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는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는 재료이다. 각각의 

고분자의 주요 용도는 그들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주로 결정되므로 여러 가지 고분자재

료의 열적 성절, 기계적 성질, 전기적성질 등의 물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에너지공학(Energy Engineering)

산업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거나 미래의 이용 가능한 각종 에너지, 즉 석탄ž석유에너지,

원자력에너지, Natural에너지, Bion-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의 이용 이론과 응용에 관하

여 다룬다.

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화학공학에 근거한 BT산업에 있어 공학적 사고방식 함양 및 생물화공의 산업화에 의거한 

공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화공․섬유교육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Chemical․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화공․섬유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교육과정의 구조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발표하고 토의함으로써 화공․섬유 교육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공정제어(종합설계)(Process Control)

화학공정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공정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각 공정

의 Input과 Response, Transfer Function 개념과 Feed back System의 원리를 다룬다.

분리공정(Separation Process)

각종 성분의 혼합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각 성분으로 분리하는 공정을 취급한다. 주로 고

체의 분쇄, 여과, 분체의 수송, 침강, 분리를 다루며 습도조절, 건조 등을 다룬다.

화공장치설계(Equipment Design in Chemical Engineering)

화학장치, 재료, 구성요소, 설계 및 조작방법 등을 다룬다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고분자 물질의 합성원료․합성방법․각 고분자 물질의 특성 및 이용에 관하여 다룬다.

반도체화학공정(Chemical Process of Semiconductor)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필요한 산화, 확산, 이온주입, 화학증착, 사진식각, 금속공정들에 대한 

기본 원리와 제반 지식을 습득케 강의한다.

화공․섬유 교육론(Chemical․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화공․섬유교육을 일반 이론에 맞추어 상식, 목표, 내용, 방법 및 최근 동향에 대한 광범

위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학습과정의 이해를 비롯하여 교육과정의 방법론을 인지하게 한다.

산학특강 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

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화학공장설계(Chemical Plant Design)

화학공장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각종 요소(산업안전, 환경문제, 재질선정, 법

률 및 사회적 규제, 원료수급, 공장의 위치 선정, 운전 및 유지, 경제적 수익성 등)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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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최적의 화학공장을 설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키고자 한다.

생물화학공학(Biochemical Eng.)

생화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발효 및 효소반응의 원리와 반응속도론, bioreactor 특성 

및 설계를 통하여 열역학, 반응공학, 이동현상 등이 발효공업, 효소공업 및 유전자 공학적 

물질 생산에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해 다룬다.

창의공학설계 및 세미나(Creative Engineering Design and Seminar)

화학공학 전공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각자 창의적인 응용분야를 개발하

여 본다.

나노화공재료(Nano-Chemical Materials)

화학공학에 사용되는 나노 재료들의 구조 및 물성에 관해 배운다.

화공․섬유 교재 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Chemical․Textile Engineering)

화공․섬유교육의 이론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교재를 작

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화공․섬유 교육의 교과에 대한 실제적 지도 경

험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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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화학과 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공업화학은 응용화학분야로서 산업전반에 걸쳐 필요한 각종 화학물질에 관련한 첨

단 신소재와 원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계된 각종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합성 및 제조, 가공 등의 화학공정개발에 필요한 기초화학이론과 공학이론 실

습을 병행하여 교육함으로써 현장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공업화학의 기초교

과목으로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기기분석 등이고, 전공교과목으로는 유기

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정밀화학, 촉매공학, 복합재료 등이며, 설계

교과목으로는 공업화학종합설계, 유기단위공정 및 설계, 무기단위공정 및 설계, 고분

자화학 및 설계, 생물화학공학 및 설계, 전기화학 및 설계 등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교과목의 이수를 통하여, 화학공업분야에 관련

된 기초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졸업 후, 화학공업 및 응용화학산업에 관련된 모

든 기업체, 국공립 및 기업체 연구소, 학계, 기술직 공무원 등 관련된 신소재 응용화

학산업분야에 취업 할 수 있으며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 공업화학과 교양과정권장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Action English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9

자연이공계

기초
5과목 이상 이수 15

*심화교양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아래참조)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수

※ ‘특성교양’분야는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단, 심화교양 3 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7과목만 해당)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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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과(Department of Engineering Chemistry )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552101 창의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i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3-0

2

1

전필

6552133

6552103

6552033

*° 공업화학양론(Engineering Chemistry Calculation)

*° 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Ⅰ)

*°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3-3-0

3-3-0

3-3-0

전선

6552104

6552014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공업화학기초실험

(Engineering Chemistry Fundamental Lab.)

3-3-0

2-0-4

2

전필

전선

6552106

6552134

6552108

6552030

6552040

6552131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공업화학계산 및 설계

(Engineering Chemistry Calculation and Design)

물리화학Ⅱ(Physical ChemistryⅡ)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열역학Ⅰ(ThermodynamicsⅠ)

에너지시스템공학(Energy System Engineering)

3-3-0

4-4-0

3-3-0

3-3-0

3-3-0

3-3-0

3

1

전필
6552110

6552111

이동공정(Transport Process)

유기단위공정 및 설계(Unit Process in Organic Synthesis and Design)

3-3-0

4-4-0

전선

6552038

6552009

6552039

6552114

6552041

재료공학(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공업분석화학(Industrial Analytical Chemistry)

유기합성실험(Organic Synthesis Lab.)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열역학Ⅱ(ThermodynamicsⅡ)

3-3-0

3-3-0

1-0-2

3-3-0

3-3-0

2

전필
6552115

6552116

고분자화학 및 설계(Polymer Chemistry and Design)

무기단위공정 및 설계(Inorganic Unit Process and Design))

4-4-0

4-4-0

전선

6552042

6552118

6552019

6552021

6552119

단위조작 및 설계(Unit Operation and Design)

유기공업화학(Industrial Organic chemistry)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기기분석실험(Instrumental Analysis Lab.)

무기단위공정실험(Inorganic Unit Process Lab.)

4-4-0

3-3-0

3-3-0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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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552120 전기화학 및 설계(Electrochemistry and Design) 4-4-0

전선

6552222

6552123

6552125

6552126

6552221

바이오공학 (Bio Engineering)

고분자공업화학(Industrial Polymer Chemistry)

유기합성화학(Organic Synthetic Chemistry)

무기공업화학(Industrial Inorganic Chemistry)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3-0

3-3-0

3-3-0

1-2-0

일선
6552140

6552141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6552127 공업화학 종합설계6)

(Engineering Chemistry Capstone Design)

3-3-0

전선

6552138

6552043

6552130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정밀공업화학(Fine Chemistry)

촉매공학(Catalytic Engineering)

3-3-0

3-3-0

3-3-0

일선
6552142

6552143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15-0-15주

3-0-4주

필수 9 과목 31 학점 (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7 과목 74 학점

계 36 과목 105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550124

6550125

6550126

화공․섬유교육 논리 및 논술

(Logic & writing in Chemical․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화공․섬유 교육론(Chemical․Textile Engineering Education)

화공․섬유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 &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Chemical․Textile Engineering)

공업화학과 선수과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2 2 전선 6552134 공업화학계산및설계 6552133 공업화학양론

2 2 전선 6552108 물리화학 Ⅱ 6552103 물리화학 Ⅰ

2 2 전선 6552030 유기화학 Ⅱ 6552033 유기화학 Ⅰ

4 2 전필 6552127 공업화학종합설계 6552101 창의공학설계입문

6)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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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수학Ⅰ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3-3-2

일반화학및실험Ⅰ: 3-2-2

기초통계학및실습: 3-2-2

영어읽기와토론 : 3-3-1

수학Ⅱ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 3-3-2

일반화학및실험Ⅱ: 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3-2-2

창의공학설계입문: 3-3-0

공통기초  9

학문기초 24

전공선택  3

-------------

합계 36학점

2

(전공필수 9학점)

공업화학양론 : 3-3-0

유기화학Ⅰ: 3-3-0

물리화학Ⅰ: 3-3-0

(전공선택 5학점)

공학수학Ⅰ: 3-3-0

공업화학기초실험 : 2-0-4

(심화교양 6학점)

공학윤리와 역사: 3-3-0

*참고
심화교양 1,2 분야에서 1과목 

(전공선택 17학점)

(특성교양 3학점)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2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

합계 40 학점

-공학수학 Ⅰ,Ⅱ는
공학인증 MSC 교과
목

3

(전공필수 7학점)

이동공정 : 3-3-0

유기단위공정 및 설계: 4-4-0

(전공선택 10학점)

(심화교양 3학점)

*참고
심화교양 1,2 분야에서 1과목 

(전공필수 8학점)

고분자화학 및 설계 : 4-4-0

무기단위공정 및 설계: 4-4-0

(전공선택 10학점)

(교양 2학점)

전공필수 15

전공선택 20

심화교양 5

-------------

합계 40학점

4

(전공필수 4학점)

전기화학 및 설계 : 4-4-0

(전공선택 3-6학점)

(교양 5학점)

(전공필수 3학점)

공업화학 종합설계 : 3-3-0

(전공선택 0-6학점)

(교양 0-5학점)

전공필수 7

전공선택 12

교양     10

-------------

합계 2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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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과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공학윤리와 역사 12

선택

심화교양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단, 심화교양 3 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7과목만 해당)

6

MSC 필수

수학Ⅰ, 수학Ⅱ, 공학수학Ⅰ, 공학수학Ⅱ

일반화학및실험Ⅰ, 일반화학및실험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기초통계학및실습

30

전공(설계)
필수

유기단위공정 및 설계(1), 고분자화학 및 설계(1)

무기단위공정 및 설계(1), 전기화학 및 설계(1)

공업화학종합설계(3), 창의공학설계입문(3)

공업화학 계산 및 설계(1), 단위조작 및 설계(1)

59(12)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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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in 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적인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공업화학양론(Engineering Chemistry Calculation)

공업화학에서 공정해석에 필요한 물리적 특성값과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물질수지 및 

에너지수지를 취급하여 공정설계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응용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물리화학Ⅰ,Ⅱ(Physical ChemistryⅠ,Ⅱ)

물리화학적 시스템의 기술방법․열역학의 기본원리 및 계면현상 등 물리화학적 현상을 

공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유기화학Ⅰ,Ⅱ(Organic ChemistryⅠ,Ⅱ)

유기화합물의 명명과 제조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강의하게 되며, 또한 각종 유기화

합물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 및 그의 응용성에 대하여 다룬다.

공학수학Ⅰ,Ⅱ(Engineering MathematicsⅠ,Ⅱ)

공학을 전공하려는 데 필요한 상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및 벡타해석의 기본을 다루고 

물리적 정보를 수학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모델링의 구성을 취급한다.

공업화학기초실험(Engineering Chemistry Fundamental Lab.)

공업화학을 공부하는데 기본인자가 되는 물성의 특성인 밀도, 점도, 열용량, 열전도 등의  

측정방법을 실험하여 열역학적 특성치의 정확한 측정방법을 다룬다.

공업화학계산 및 설계(Engineering Chemistry Calculation and Design)

물질 및 에너지 수지에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업화학 공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열역학Ⅰ(Fundamental of ThermodynamicsⅠ)

공업화학 관련 원리와 이론들을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열역학의 제 법칙, 열

화학, 열기관과 관련된 열역학의 기본 내용 강의하고 이를 활용한 열역학 관련 여러 기본 

문제들의 풀이법을 배양한다.

에너지시스템공학(Energy System Engineering)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른 초고용량 에너지 재생장치의 반응원리 및 실제응용의 예 등을 

제시하여 미래 산업발달에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함양시킨다.

이동공정(Transfer processing)

화학공정상의 이동공정을 알고 익힌다.

유기단위공정 및 설계 (Unit Process in Organic Synthesis and Design)

유기단위공정의 이론과 설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익힌다.

재료공학(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의 화학결합구조, 상태의 변화 및 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하여 강의하고 재료공학의 지식을 습득한다.

공업분석화학(Industrial Analytical Chemistry)

화학분석에 필요한 화학성분의 양을 결정하는 정량분석의 원리, 화학성분을 계통적으로 

검출하는 정성분석의 원리를 습득하도록 하여 공업분석에서의 응용에 필요한 기초원리를 

이해시킨다.

유기합성실험(Organic Synthesis Lab)

여러 가지 단위공정을 이용하여 실제로 유용한 화합물의 합성실험을 실시함으로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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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합성에 필요한 제반 실험장치 등 합성에 필요한 기본 실험기술을 습득시킨다.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 생활속의 무기화학지식을 강의한다.

열역학Ⅱ(Fundamental of ThermodynamicsⅡ)

열역학 기본 이론에 기초하여 단순계 및 다성분계 상평형, 화학반응 평형과 관련된 내용

을 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학반응 공정의 열역학적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고분자화학 및 설계(Polymer Chemistry and Design)

고분자화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익힌다.+

무기단위공정 및 설계(Inorganic Unit Process and Design)

산, 알칼리 공업을 중심으로 각 공업에서 원료, 제조이론, 제조반응, 제조장치 및 공정등

에 대해서 강의하며, 실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설계능력을 갖도록 단위공

정 중심으로 강의 한다.

단위조작 및 설계(Unit Operation and Design)

물질분리와 정제의 기본 이론인 확산과 대류 이동에 기초한 단위조작인 증발, 증류, 추출, 흡수,

건조, 막분리 등 개별 분리공정의 원리와 이를 적용한 단위조작 장치의 설계 연습을 통해 분리공

정 장치의 이론과 설계법을 배양한다.

유기공업화학(Industrial Organic Chemistry)

유기공업제품의 제조공정과 이론에 대하여 강의하며 도료, 식품공업, 유기합성제품, 유지,

계면활성제, 펄프 및 제지에 대하여 다룬다.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기기를 이용하여 물질의 성분을 검출하고 양을 결정하는 데 응용되는 분광학희 이론을 

근거로 하여 GC, LC, UV, IR, NMR, Mass, AA, Spectrophotometer, Polarograph 등 분

석기기들의 원리와 응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룬다.

기기분석실험(Instrumental Analysis Lab.)

각종 분석기기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각 시료에 대한 구조확인, 물성측정 및 용도개발에 

필요한 제반분석치의 해석과 이해력을 기른다.

무기단위공정실험(Inorganic Unit Process Lab.)

무기화합물의 제조 및 성질에 관련한 실험조작법, 성분분석을 위한 분리, 반응물질에 들

어 있는 성분의 특성 및 물성실험을 통하여 무기단위 공정의 실험능력을 함양시킨다.

전기화학 및 설계(Electrochemistry and Design)

전기화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시키고 이론지식을 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강의

하고 지도한다.

바이오공학 (Bio Engineering)

생화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발효 및 효소반응의원리와 반응속도론,bioreactor 특성 및 

설계를 통하여 열역학, 반응공학, 이동현상 등이 발효공업, 효소공업 및 유전자공학적 물

질 생산에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대해 다룬다.

고분자공업화학(Industrial Polymer Chemistry)

고분자 공업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도료 및 접착

제, 기능성고분자재료 및 고분자가공 공정에 대하여 강의하고, 과제 발표를 하도록 한다.

유기합성화학(Organic Synthetic Chemistry)

화학공업의 중요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관련 합성화학에 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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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공업화학(Industrial Inorganic Chemistry)

무기공업화학의 지식을 정확히 익히도록 한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관련 산업분야의 이해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

된 맞춤형 우수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산업 및 교육, 정책분야의 연사 초청 특강을 

통해 학습 이론과 실무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능

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춘 인재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업화학 종합설계(Engineering Chemistry Capstone Design)

공업화학의 전체적인 지식을 쌓고 설계에 옮길 수 있게 한다.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고분자, 세라믹, 금속 및 첨단 기능이 포한된 복합재료의 합성과 물성 및 응용을 강의한

다. 특히 복합재료의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정밀공업화학(Fine Chemistry)

정밀화학공업 중 국내의 산업 상 비중이 큰 분야를 택하여 정밀화학제품의 성능과 화합

물의 화학적 구조와의 관계를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 정밀화학제품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익힌다.

촉매공학(Catalytic Engineering)

대부분의 화학공업에서 사용되는 촉매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제 공업에서 

사용되는 촉매의 기능, 설계, 제조 및 분석방법과 촉매의 새로운 이용 분야 등을 강의하

여 화학공업에서 촉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앞으로 이의 응용성을 연구토록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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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경쟁적인 공업경제의 대국을 건설함
에 따라 물질문명의 혜택을 가져온 반면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어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가 보다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환경오염에 관한 기본적인 학문과 기술을 연구, 교
수하여 환경 분야에 유능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풍부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격체로서의 소양을 갖
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 환경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 수 사 항 최저이수

학    점1학기 2학기

I 

기

초

교

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6학점 이상 이수
6

한국어 (외국인)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 수학Ⅰ 이수 수학Ⅱ 이수

24
기초과학

일반화학및실험Ⅰ 이수

기초통계학및실습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Ⅰ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 이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Ⅱ이수

II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1, 2, 3분야 중 각각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

상 이수
9

2.역사와 철학

3.인간과 사회

4.자연과 생명

5.기술과 문명

6.예술과 체육

III

특성교양

1.개신중점강좌
3학점 이상 이수

※ ‘특성교양’분야는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

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

로 인정

3

2.지역사회・문화

3.진로와 선택

4.실용외국어

5.여가와 취미

계 45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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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과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544077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3-3-0

2

1

전필

6544019

6544045

6544047

환경공학개론(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유체역학(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3-3-0

3-3-0

3-3-0

전선

6544015

6544023

6544048

6544052

열역학(Thermodynamics)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대기과학및실험(Atmospheric Science & Experiment)

환경정보관리(Environmental Informatics)

3-3-0

3-3-0

3-2-2

3-3-0

2

전필

6544008

6544076

6544101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환경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for Environmental Engineers)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

3-3-0

3-3-0

3-3-0

전선

6544027

6544038

6544102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대기오염제어기초(Fundamentals of Air Pollution Control)

환경에너지공학(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6544039

6544046

6544111

6544117

6544079

6544080

6544105

6544098

대기오염공학(Air Pollution Engineering)

환경반응공학(Environmental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폐수처리공학(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환경생물정보학(Environmental Bioinformatics)

환경기기분석(Environmental Instrumental Analysis)

환경수리학 및 설계(Environmental Hydraulics and Design)

폐기물처리공학Ⅰ(Solid Waste Engineering and ManagementⅠ)

자원·환경 교육론(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Engineering Education)

3-3-0

3-3-0

3-3-0

3-3-0

3-2-2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544005

6544030

6544112

6544060

6544106

6544113

6544082

6544083

6544109

6544099

대기오염공학실험(Air Pollution Engineering Experiment)

소음진동(Noise and Vibration)

상하수도공학(Water Supply and Sewerage Engineering)
현장실습(Internship)

폐기물처리공학Ⅱ(Solid Waste Engineering and ManagementⅡ)

환경독성학(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생물공학및실험(Environmental Bioengineering and Experiment)

수질모델링(Water Quality Modeling)

온실가스제어설계(Design of Greenhouse Gas Control Systems)

자원·환경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2-0-4

3-1-4

3-3-0

3-0-6

(P/F)

3-3-0

3-3-0

3-2-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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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544085

6544086

6544108

6544064

6544107

6544100

상수처리시스템설계(Capstone Design for water treatment system)7)

공정공학설계(Process Engineering Design, Capstone Design)8)

고도처리(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환경계획및영향평가

(Environmental Planning and Impact Assessment)

폐기물자원화(Resource Recovery of Solid Wastes)

자원·환경교육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al Technology)

3-1-4

3-3-0

3-3-0

3-3-0

3-3-0

3-3-0

일선

6544094

6544095

6544114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Ⅴ(InternshipⅤ)

15-0-15주

3-0-4주

12-0-12주

2

전필

전선

6544088

6544071

6544009

6544110

6544090

6544116

하수처리시스템설계

(Design for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system)

토양오염 및 복원(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산업폐수처리(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폐기물처리공학 실험(Solid Waste Engineering Experiment)

환경공학종합설계(Capstone Design of Environmental

Engineering)9)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1-4

3-3-0

3-3-0

2-0-4

3-3-0

1-2-0

일선

6544096

6544097

6544115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인턴십Ⅵ(InternshipⅥ)

15-0-15주

3-0-4주

12-0-12주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 공 선택 38 과목 110 학점

계 44 과목 128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964054

5964055

5964051

5964037

6210071

5665033

지구물리학 및 실험

광상학 및 실험

광물학개론 및 실험

에너지 및 광물자원 탐사 지질학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캡스톤디자인)

환경행정론

3-2-2

3-2-2

3-2-2

3-3-0

3-3-0

3-3-0

7)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8)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9)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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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공통기초(6학점)

: 국어와 작문(3-3-0)

Action English(3-3-1)

자연이공계기초(12학점)

: 수학Ⅰ(3-3-1)

일반화학및실험Ⅰ(3-2-2)

기초통계학및실습(3-2-2)

일반물리학및실험Ⅰ(3-3-2)

공통기초(3학점)

: 영어읽기와 토론(3-3-1)

자연이공계기초(12학점)

: 수학Ⅱ(3-3-1)

일반화학및실험Ⅱ(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3-2-2)

일반물리학및실험Ⅱ(3-3-2)

전공선택(3학점)

: 창의공학설계입문(3-3-0)

공통기초 9

이공계기초 24

전공선택 3

-------------

합계 36학점

2

전공필수(9학점)

: 환경공학개론(3-3-0)

환경유체역학(3-3-0)

공학수학(3-3-0)

전공선택(6학점)

심화교양(3학점)

전공필수(9학점)

: 물리화학(3-3-0)

환경수치해석(3-3-0)

환경미생물학(3-3-0)

전공선택(6학점)

특성교양(3학점)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12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6학점

3

전공선택(15학점)

심화교양(3학점)

전공선택(12학점)

심화교양(3학점)

교양(3학점)

전공선택 27

심화교양  6

교양 3

-------------

합계 36학점

4

전공선택(9학점)

교양(2학점)

일반선택(5학점)

전공선택(6학점)

전공선택 15

교양 2

일반선택 5

-------------

합계 22학점

●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공학설계를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설계의 기초개념과 기본원리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강의한다.

환경공학개론(Introduction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에서 취급하는 대표적 분야인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공에 대한 입문적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환경유체역학(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유체의 기본특성 및 기본방정식, 차원해석, 연속방정식, 에너지방정식 등 유체의 운동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실무를 익힌다.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상미분방정식(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선

형대수학(Linear Algebra)의 기본원리와 해법을 소개하고, 실제 공학문제에 접근하여 해

를 구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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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Thermodynamics)

환경공학자들이 각종 오염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동원하는 여러 가지 제어기술은 오염물 

생성반응이 억제보다 안전한 화합물로의 전환, 흡착 또는 흡수에 의한 부피감소 그리고 

확산의 방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지식 즉 열역학, 반

응속도론, 전기화학, 광화학 콜로이드, 표면화학 등을 연구한다.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자연생태계내의 물질순환 및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해와 공해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고 새로운 공해물질의 유입에 따른 생태계내의 자정능력의 변화를 중점 논의

한다.

대기과학및실험(Atmospheric Science & Experiment)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이동 그리고 생명체에 미치는 각종 악영향 등을 연구한다. 대기오

염물질의 발생원, 발생원인, 그리고 대중에서의 운명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 이동 및 확산

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 및 간단한 확산 모형을 공부한다.

환경정보관리(Environmental Informatics)

다량의 정보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폐수처리 및 각

종 환경오염도의 측정, 제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법을 실습을 겸비하여 강의한다.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화학변화가 수반되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과

의 관계를 이해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에 필요한 지식의 전수와 함께 

화학변화를 수반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for Environmental Engineers)

환경공학 학부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수치해석 기법과 통계처리 기법을 EXCEL과 

EXCEL-VBA를 활용하여 강의하며, 학습범위는 방정식의 근, 선형대수방정식, 회귀분석,

최적화, 상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기법을 포함한다.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

미생물의 분류, 신진대사 및 성장변화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고, 특히 폐수처리 내에서의 

미생물의 역할, 미생물간의 우점종 변화 및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공학 전반에 대한 기본

을 강의하고 논의한다.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대기권, 수권, 토양 등 환경 중에서 존재하는 각종 화합물의 순환과정, 상호작용 및 이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특히 인간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환경 중으

로 방출한 각종 폐기물이 기존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이의 개선방안

을 논의한다. 아울러 각종 오염저감 기술을 화학을 바탕으로 한 시간으로 검토한다.

대기오염제어기초(Fundamental of Air Pollution Control)

화석연료 사용량과 각종 수송수단의 증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가스의 양

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물론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과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이들 분진과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분진의 확산이론과 주요 유해가스의 생성과정, 그리고 적정 굴뚝 

높이의 산출에 필요한 기본 이론은 물론 이것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장치의 설계에 필요

한 원리를 습득케 한다.

환경에너지공학(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계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검토한다. 먼저 화석연료의 



356_ 2017학년도 교육과정

현황에 대해 강의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본으로 한 대체에너지에 관한 에너지의 생성 

및 활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대기오염공학(Air Pollution Engineering)

화석연료 사용량과 각종 수송수단의 증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가스의 양

이 자연의 자정능력을 초과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물론 동․식물에게도 심각한 유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과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이들 분진과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분진의 확산이론과 주요 유해가스의 생성과정, 그리고 적정 굴뚝 

높이의 산출에 필요한 기본 이론은 물론 이것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장치의 설계에 필요

한 원리를 습득케 한다.

환경반응공학(Environmental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자연을 훼손시키고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유해한 각종 오염물질들을 항구적으로 제거시키

거나 그 양을 허용치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오염물질들이 화학적 또는 미생

물 반응에 의해 유해성이 없거나 약한 다른 물질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

한 반응이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에 맞는 반응 메

카니즘과 반응속도 그리고 반응기의 형태를 결정하고 그에 준해 설계된 최적용량의 반응

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반응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강좌는 적절한 반응속도식, 최적 반응기 형태의 결정, 간단한 설계, 그리고 선택 할 수 

있는 주요 반응기 형태 간의 성능 비교 등에 관해 배운다.

폐수처리공학(Wastewater Treatment Engineering)

본 강의의 목표는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폐수처리 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응용

한 폐수처리공학 문제 해결과 설계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강의 범위는 폐수처리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포함하며, 강의는 이론 강의와 실험 및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

정이다. 강의내용은 응집, 침전, 여과, 산화, 흡착, 활성슬러지, 혐기성소화, 슬러지처리 등

을 포함한다.

환경생물정보학(Environmental Bioinformatics)

  환경 시료 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생태계의 건

강성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 미생물의 군집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분자생물학의 발달에 

따라 수천 종에 이르는 미생물의 genome 정보 및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유전자 정보가 알려져 있다. 본 강의에서는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 생산 

과정, 유의미한 자료의 추출 및 해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환경기기분석(Environmental Instrumental Analysis)

환경분석기술에 대한 이론 습득 및 실습을 병행하는 과목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오염물질 분석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과학도, 공학도, 지질학도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될 기기는 Gas chromatography (G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Ion chromatography (IC),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UV-Vis) 등이며, 이외에도 X-ray spectroscopy에 관련된 이론 및 적용에 대해 배우게 된

다.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기기에 대한 이

해도 향상 및 실습 경험을 쌓게 된다.

환경수리학및설계(Environmental Hydraulics and Design)

상하수도시설 및 하천환경 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수리학적 기본원리와 응용방법을 강의

하며, 실제 관수로와 펌프 등 수리시설물의 설계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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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공학Ⅰ(Solid Waste Engineering and ManagementⅠ)

생활폐기물의 조성, 발생량, 분석 및 조사방법 등 기초적인 지식의 이해와 발생원부터 배

출, 수거, 운반 및 수송, 중간처리, 최종처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공학적 기능과 원리 

및 방법 그리고 경제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등에 대

한 Case study 등을 통해 실무적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자원·환경 교육론

환경교과목을 일선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법 함양 및 제반 지식 습득한다.

대기오염공학실험(Air Pollution Engineering Experiment)

대기오염물질 처리 공정의 기본 메카니즘을 실험으로 입증하고, 대기질을 측정하는 제 실

험법을 실습한다.

소음진동(Noise and Vibration)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수송망의 확대 및 수송 수단의 대형화, 제조분야와 건축, 토목 시

공분야의 기계화 증대 등으로 인해 이것들이 발하는 각종 기계음과 진동이 인간의 쾌적

한 생활을 위협하는 공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

해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여 감각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방지대책

을 마련하도록 한다.

상하수도공학(Water Supply and Sewerage Engineering)

상하수도공학은 도시의 상수공급과 하수 및 우수배제와 처리방법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강의 범위는 상하수도 수질기준과 상하수도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의 수리 및 수질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강의내용은 상수의 급배수 시스템, 수처리공정, 우수배

제 및 하수의 집수 시스템, 하수처리공정, 고도처리기술을 포함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

성된다.

현장실습(Internship)

학부생들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방학 중 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폐기물처리공학Ⅱ(Solid Waste Engineering and ManagementⅡ)

폐기물의 중간처리 공정으로 폐기물의 열적처리-소각, 열분해, 가스화, RDFs 제조 등- 와 

퇴비화, 혐기성 가스화 등의 공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원리, 장치 등을 강의하며 폐기물처

리공학Ⅰ의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수강 가능하다.

환경독성학(Environmental Toxicology)

본 강의의 목표는 환경으로 배출되는 유해한 물질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지식이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환경독성학의 기본 개념, 주요 환경오염물질이 사람과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환경독성 평가 방법, 그리고 환경위해성평가의 개요에 대해

서 학습한다.

환경생물공학및실험(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Experiment)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제 원리를 이용한 하폐수 처리공정의 이해와 이를 이용한 설계인

자 도출을 중심으로 강의함. 도시 및 산업폐수 처리를 위한 제 단위공정인 침전, 응집,

미생물 대사 및 독성물질의 영향 등에 대한 강의와 실험을 목표로 함.

수질모델링(Water Quality Modeling)

수질모델링의 기본개념 및 절차, 입력자료 수집 및 처리, 물리·화학·생물학적 반응의 수식

화, 오염물질 이송-확산 이론, 반응조 시스템의 물질수지 해석 및 수치해석 기법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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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과 호수 수질모델을 실습한다.

온실가스제어설계(Design of Greenhouse Gas Control Systems)

대기오염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온실가스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연료 및 연소 계산들과 

이산화탄소 제어를 위한 흡수탑 및 흡착탑 설계를 수행하고 온실가스제어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자원·환경 교재연구 및 지도법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사용하는 환경교육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교직에 나갔을때 기

본적으로 해야 할 교재 연구 및 학생 지도법을 습득하게 한다.

상수처리시스템설계(Capstone Design for Water Treatment System)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여 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 및 기

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공정공학설계(Process Engineering Design, Capstone Design)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서는 그 공정의 핵심장치인 처리조 또는 반응기의 형태와 크

기를 산출하거나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할 배출가스, 그 배출가스의 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약 및 첨가제, 처리된 가스, 그리고 부산물 등을 수송할 펌프 및 송풍기, 파이프/밸브/

피팅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보조장치들의 사양(형태, 크기, 용량, 재질, 두께 등)을 산

출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처리조 또는 반응기의 기

본크기(기본설계)를 산출 또는 결정하고 처리공정의 특성에 맞도록 펌프/송풍기와 파이

프/밸브/피팅류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들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각 형태별 특

징을 공부한다.

고도처리(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생물학적 오염물질 처리에서 미생물의 대사, 양론, 동력학 및 열역학 등에 대한 제 이론

을 강의함. 생물학적 폐수처리에 관계된 생화학, 미생물학 및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이해

와 이를 이용한 제 설계인자를 제공하고 도시, 산업폐수 및 지하수에서 영양염류 처리 

및 유해 독성물질 처리공정 및 시설에 대한 설계를 실습함.

환경계획및영향평가(Environmental Planning and Impact Assessment)

개발활동으로 인한 자연 및 생활환경상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환경에 미칠 악

영향을 규명하여 평가함으로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평가의 대상과 법적 절

차를 숙지한 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평가 판단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폐기물자원화(Resource Recovery of Solid Wastes)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소비성향의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그 양이 증대

됨으로써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이론을 습득케 한다.

자원·환경 교육 논리 및 논술

환경 교육에 관해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하수처리시스템설계(Design for Domestic Wastewater Treatment System)

국내 폐수처리의 역사는 이제 약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고도처리를 위한 시설의 도

입단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폐수처리장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의 강의는 이론적인 면에 치우친 면이 있다. 본 강의는 지금까지 배

운 폐수처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처리장에서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다. 물리, 화학적 처리는 물론 생물학적 처리의 전과정을 비롯해 구성 설비기계 등에 대

한 다양한 운전법과 대처방안 및 안전에 대하여 강의하여 현장 오퍼레이터로서 현실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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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토양오염및복원(Soi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토양과 토양오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토양오염의 처리대책, 복원 기술에 관한 기초지

식 및 응용지식을 강의한다.

산업폐수처리(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산업화와 더불어 점등되는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물리화학적 공정과 생물학적 공정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하고 각각의 산업폐수에 따른 기존의 처리법과 처리 메카니즘에 대하여 

논의한다.

폐기물처리공학 실험(Solid Waste Engineering Experiment)

고형폐기물의 파쇄, 선별, 소각, 퇴비화, 소화, 열분해 등 중간처리와 최종처분, 에너지회

수, 자원순환 등을 위해 요구되는 실험방법과 분석 기술을 학습함.

환경공학종합설계(Capstone Design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공학 전공과 공학소양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수질관리, 대

기오염제어, 폐기물관리, 환경분석및평가 분야 중 택 1일하여 종합설계를 팀 프로젝트로 

수행한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

득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한다.

인턴십 Ⅰ,Ⅱ,Ⅲ,Ⅳ,Ⅴ,Ⅵ(Internship Ⅰ,Ⅱ,Ⅲ,Ⅳ,Ⅴ,Ⅵ)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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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학부는 기계가공, 운동과 힘의 관계, 에너지 변환, 물질 유동 제어 등과 같

은 각종 기계의 설계와 제작, 생산에 필요한 지식배양을 교육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교과 과정을 보면, 1․2 학년에서 공학수학,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기구학, 기계공작법등과 같은 기초 역학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3․4학년에서

는 전공심화 및 응용교과목인 기계설계, 기계진동, 공작기계, 자동제어, 메카트로닉

스, 자동차공학, 로봇설계 등과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기계공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및 미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창의공학설계I, II, 인턴십I, II등의 기업 맞춤형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

으며, 본 교과목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취업에 앞서 기업에 친숙한 교육환경에서 현

장 체험 교육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졸업 후에는 기계관련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같은 곳

에 진출하여 기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활동하게 되며,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학계에서 우수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첨단 기계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 교육목표 

   기계공학부의 교육목표는 설계능력, 의사소통능력, 글로벌 협동능력을 갖춘 엔지

니어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였고, 교육목표 각 항목의 의미와 지향점

은 다음과 같다.     

 PEO1: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 수학 과학 응용 능력

  - 기계 역학 활용 능력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

PEO2: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 공학도구 활용 능력

- 데이터 분석 및 기술보고서 작성 능력 

- 구두 발표 능력

 PEO3: 글로벌 협동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 팀원과의 협력 및 갈등 해결 능력 

-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 국제적 협동 능력

◆ 학습성과

   기계공학부는 전공교육과정, 전문교양교육과정, MSC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학생이 졸업 시 잦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 2015인증기

준에 의거 학습성과를 측정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구체적

인 학습성과 내용은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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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기계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27

외국어/한국어(외국인) 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하되

Action English,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권장

수학, 기초과학 분야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하되

수학Ⅰ, 수학Ⅱ, 일반화학 및 실험Ⅰ,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권장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심화교양
공학윤리와 역사(5분야) 이수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아래참조)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특성교양역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3

계 39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단, 3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총 7과목만 해당)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공과대학 _363

◎ 기계공학부(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자동차과․컴퓨터응용기계과․언어청각보

청과, 충청대학 항공자동차기계학부(기계설계전공), 충북도립대학 기계자동차과』

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6510098

6510006

6510004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Capstone Design)

기계재료(Engineering Materials)

기계제도(Machine Drawing)

3-2-2

3-3-0

3-1-4

2
전필

6510007

6510070

정역학(Statics)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3-3-0

3-3-0

전선 6510101 컴퓨터응용설계(Computer-Aided Design) 2-0-4

2

1

전필 6510005 기계공작법Ⅰ(Manufacturing Processes Ⅰ) 3-3-0

전선

6510003

6510015

6510071

6510011

재료역학Ⅰ(Mechanics of MaterialsⅠ)

열역학Ⅰ(Thermodynamics Ⅰ)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기구학(Kinematics)

3-3-0

3-3-0

3-3-0

3-3-0

2

전필

6510013

6510009

6510023

6510124

동역학(Dynamics)

재료역학Ⅱ(Mechanics of MaterialsⅡ)

열역학Ⅱ(ThermodynamicsⅡ)

가공 및 재료역학실험

(Manufacturing and Material Engineering. Lab.)

3-3-0

3-3-0

3-3-0

2-0-4

전선

6510010

6510026

6510053

6510012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Ⅰ)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기계공작법Ⅱ(Manufacturing ProcessesⅡ)

3-3-0

3-3-0

3-3-0

3-3-0

3

1

전필

6510014

6510016

6510125

유체역학Ⅱ(Fluid MechanicsⅡ)

기계설계Ⅰ(Mechanical DesignⅠ)

진동 및 메카트로닉스실험(Vibrations and Mechatronics Lab.)

3-3-0

3-3-0

2-0-4

전선

6510025

6510018

6510035

6510020

6510126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s)

기계진동(Mechanical Vibrations)

계측공학(Measurement Engineering)

공작기계(Machine Tools)

친환경 자동차 부품설계(Green Car Component Desig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6510024

6510114

기계설계Ⅱ(Mechanical DesignⅡ)

열유체실험(Thermodynamics and Fluid Mechanics Lab.)

3-3-0

2-0-4

전선

6510030

6510032

6510133

6510037

6510127

6510128

6510134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열전달 (Heat Transfer)

부가가공시스템(3D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System(3D Printing)

열동력(Thermal Power Plant Engineering)

기계·금속교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Statement on 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친환경 자동차 시스템 공학(Green Car System Engineering)

추진공학(Propulsion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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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510028

6510135

6510093

6510063

6510108

6510131

6510129

6510638

유체기계(Fluid Machinery)

에너지, 환경, 냉동 및 공기조화

(energy, environment,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전산고체역학 (Numerical Analysis of Solid Mechanics)

CAD/CAM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초소형기전공학(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10)

기계·금속교과교육론

(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Methodology)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3-0

3-1-4

3-3-0

3-3-0

3-3-0

3-3-0

1-2-0

일선
6510118

6510119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6510103

6510109

6510036

6510094

6510110

6510120

6510132

6510130

열유체종합설계(Thermo-fluid Design Engineering)

로봇설계(Robot Design)

자동차공학(Automotive Engineering)

전산열유체공학

(Computer Methods in Thermal-Fluid Engineering)

정밀가공시스템(Precision Manufacturing System)

실험역학(Experiment of Mechanics)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11)

기계·금속교과교재 및 연구법

(Teaching Resources and Research Methodology on

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3-1-4

3-3-0

3-3-0

3-3-0

3-3-0

3-1-4

3-3-0

3-3-0

일선
6510122

6510123

인턴십 Ⅲ (Internship Ⅲ)

인턴십 Ⅳ (Internship Ⅳ)

15-0-15주

3-0-4주

필수 12 과목 33 학점
전공 선택 40 과목 117 학점

계 52 과목 150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538018

6538025

6538073

재료탄소성학(Elastic and Plastic Response of Materials)

재료물리(Physics of Materials)

X-선회절 및 분석(X-Ray Diffraction and Analysis)

3-3-0

3-3-0

3-3-0

10)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11)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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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 3-3-1

수학 Ⅰ : 3-3-0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 3-2-2

창의공학설계입문 : 3-2-2

기계재료 : 3-3-0

기계제도 : 3-1-4

국어와작문 : 3-3-0

영어읽기와토론 : 3-3-1

수학 Ⅱ : 3-3-0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 3-2-2

공학윤리와 역사 : 3-3-0

정역학 : 3-3-0

공학수학Ⅰ : 3-3-0

컴퓨터응용설계 : 2-0-4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2
심화교양 3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1

----------------

합계 38학점

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일반화학 및 실험Ⅰ: -2-2

기계공작법Ⅰ : 3-3-0

열역학 Ⅰ : 3-3-0

공학수학Ⅱ : 3-3-0

재료역학Ⅰ : 3-3-0

기구학 : 3-3-0

동역학: 3-3-0

가공 및 재료역학실험 : 2-0-4

재료역학Ⅱ : 3-3-0

열역학Ⅱ : 3-3-0

*수치해석 : 3-3-0

*기계공작법Ⅱ : 3-3-0

*메카트로닉스 : 3-3-0

*유체역학Ⅰ : 3-3-0

(* 선택교과 중 3과목 이상 이수)

자연이공계기초 6
전공필수 14

전공선택 21

----------------

합계 38학점

3

일반화학 및 실험Ⅰ : 3-2-2

기계설계Ⅰ : 3-3-0

유체역학Ⅱ : 3-3-0

진동 및 메카트로닉스실험 : 2-0-4

*내연기관 : 3-3-0

*기계진동 : 3-3-0

*계측공학 : 3-3-0

*공작기계 : 3-3-0

*친환경자동차부품설계 : 3-3-0

(* 선택교과중 3과목 이상 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기계설계Ⅱ : 3-3-0

열유체실험 : 2-0-4

*자동제어 : 3-3-0

*열전달 : 3-3-0

*부가가공시스템(3D프린팅) : 3-3-0

*열동력 : 3-3-0

*친환경자동차 시스템공학 : 3-3-0

*추진공학 : 3-3-0

*기계․금속 교과 논리 및 논술 : 3-3-0

(* 선택교과 중 4과목 이상 이수)

자연이공계기초 6
전공필수 13

전공선택 18

----------------

합계 37학점

4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캡스톤디자인Ⅰ : 3-3-0

*유체기계 : 3-3-0

*에너지,환경,냉동및공기조화 : 3-3-0

*전산고체역학 : 3-1-4

*CAD/CAM : 3-3-0

*초소형기전공학 : 3-3-0

*기계․금속교과교육론 : 3-3-0

*인턴십Ⅰ
*인턴십Ⅱ
(* 선택교과중 2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캡스톤디자인Ⅱ : 3-3-0

*열유체종합설계 : 3-1-4

*로봇설계 : 3-3-0

*전산열유체공학 : 3-3-0

*정밀가공시스템 : 3-3-0

*실험역학 : 3-1-4

*기계․금속교과교재 및 연구법 : 3-3-0

*인턴십Ⅲ
*인턴십Ⅳ
(* 선택교과 중 2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선택 12

----------------

합계 24학점

(주) 공학인증 관련 교과목은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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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심화교양 5분야에서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

18학점

이수

선택

심화교양 1,2,3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단, 3분야는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

으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

학,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총 7과목만 해당)

MSC 필수

수학I, 수학II, 공학수학I, 공학수학II, 수치해석,

일반물리학및실험I, 일반물리학및실험II, 일반화학및실험I,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0학점

이수

전공(설계)

필수

창의공학설계입문(3),

캡스톤디자인Ⅰ(3),

캡스톤디자인Ⅱ(3)

9(9)학점

필수이수

선택

기구학(1), 추진공학(1), 메카트로닉스(1), 자동차공학(1), 기계

공작법Ⅱ(1), 내연기관(1), 기계진동(1), 계측공학(1), 공작기계

(1), 전산열유체공학(1), 열전달(1), 열동력(1), 자동제어(1), 부

가가동시스템(3D프린팅)(1), 유체기계(1), 열유체종합설계(1),

에너지, 환경, 냉동 및 공기조화(1), CAD/CAM(1), 친환경자

동차 시스템공학(1), 초소형기전공학(1), 전산고체역학(1),

실험역학(1)

27(9)학점 

이상 이수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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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지정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2

1 전선 6510011 기구학 6510007 정역학

2

전필

6510009 재료역학Ⅱ 6510003 재료역학Ⅰ

6510023 열역학Ⅱ 6510015 열역학Ⅰ

6510013 동역학
6510007

6510011

정역학
기구학

전선
6510053 메카트로닉스 0622013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6510010 유체역학Ⅰ 6510070 공학수학Ⅰ

3

1 전필 6510014 유체역학Ⅱ 6510010 유체역학Ⅰ

1 전선

6510025 내연기관 6510015 열역학Ⅰ

6510018 기계진동
6510013

6510070

동역학
공학수학Ⅰ

2 전선
6510037 열동력 6510015 열역학Ⅰ

6510030 자동제어 6510013 동역학

4
1 전선

6510093 전산고체역학
6510003

6510009

재료역학Ⅰ
재료역학Ⅱ

6510135 에너지, 환경,냉동및공기조화 6510015 열역학Ⅰ

6510131 캡스톤디자인Ⅰ 6510098 창의공학설계입문

2 전선 6510109 로봇설계 6510011 기구학

●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 입문(Introduction to Capstone Design)

새로운 개념의 설계 기법을 연구 및 실습한다.

기계재료 (Engineering Materials)

철강, 비철금속의 종류, 규격 및 시방, 열처리 및 기계적 성질에 관한 공부를 통하여 실제 

제품 설계나 구조물 설계시 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기계제도(Machine Drawing)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도학 및 제도의 기초 지식을 토대로 하여 각종 설

계 자료를 참고, 인용할 수 있게 하고, 간단한 기계요소를 직접 제도․스케치하고, 또한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정역학(Statics)

모든 역학의 기초인 정역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시키고 평형방정식, 각종 부재의 응력계산 

등 응용능력을 함양시킨다.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미분방정식의 Laplace변환, 선형대수학 및 간편한 편미분방정식의 해법과 더불어 공학 문

제의 분석 및 Mathematical Modeling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컴퓨터응용설계(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CAD) 등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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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작법Ⅰ(Manufacturing ProcessesⅠ)

생산에서 필요한 기계제작 장치 및 방법을 공부한다.

재료역학Ⅰ(Mechanics of MaterialsⅠ)

공업역학 및 물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강

한 강좌로, 특히 고체에 대한 강도․강성을 다루며 기계설계 과목 수강 전에 필수 수강과

목이다

열역학Ⅰ(ThermodynamicsⅠ)

열기관 이론의 기초인 열역학 제1,2법칙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에너지 시스템에 응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선형대수학, Vector 해석 및 복수함수론이 강의의 주요 내용이 되며 방정식의 물리적 의

미를 중요시 하여 물리현상과 Mathematical Modeling과의 연계 관계에 중점을 둔다.

기구학(Kinematics)

기구학(Kinematics)이란 기계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①기계를 구성하는 요소, 즉 

기소(Element : 기어, 캠 등)의 형 ②각 기소 상호간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역학(Dynamics)

기계공학의 기초역학으로서 힘이 작용할 때의 물체의 운동에 관한 기본 지식을 부여하고 

응용을 위한 이해를 돕는다.

재료역학Ⅱ(Mechanics of MaterialsⅡ)

재료역학 Ⅰ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강한 강

좌로 강의가 끝난 후 과제를 주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열역학Ⅱ(ThermodynamicsⅡ)

열역학Ⅱ는 열역학Ⅰ을 기초로 하여 열에너지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동력 cycle 및 turbine

과 연소 과정 등을 강의하며 실제 공학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공 및 재료역학실험(Manufacturing and Material Engr. Lab.)

기계공작 및 절삭가공의 이론을 토대로 한 기초 공작 실험과 재료실험, 소성가공 및 열처

리 실험을 통하여 기계의 설계 및 생산능력을 배양한다.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Ⅰ)

유체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고 Bernoulli방정식, Euler방정식 등을 기초로 하여 역학 

및 유체기계, 열전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학문을 알게 한다.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이공분야의 수학문제에 대한 수치해법의 기본원리, 그 응용방법 이해 및 Basic/Fortran/C

Programming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기계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론 및 실험을 통하여 컴퓨터 인터페이스, 센서 

활용능력을 이해, 습득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계공작법Ⅱ(Manufacturing ProcessesⅡ)

생산라인 관련 시스템설계를 공부한다.

유체역학Ⅱ(Fluid MechanicsⅡ)

1학기에 강의한 유체의 기본 개념, Euler방정식, Bernoulli 방정식 등을 기초로 하여 역학 

및 유체기계, 열전달 등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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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Ⅰ(Mechanical DesignⅠ)

기계요소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기계설계 능력을 기른다.

진동 및 메카트로닉스실험(Vibrations and Mechatronics Lab.)

동역학, 기계진동,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 응용역학 이론에 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론 해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응용능력을 높인다. 실험대상으로는 유공압시스템,

로봇, 기계구조물 등을 활용한다.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s)

내연기관은 열에너지를 기계적으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계기구로서 그 작동 원리와 구조

를 이해하여 실제 이용되는 기구를 중심적으로 강의하여 학생스스로 응용하도록 강의한다.

기계진동(Mechanical Vibrations)

기계구조물 성능과 안전에 미치는 진동 현상과 해석 및 그 억제 방안에 관한 과목이다.

해석모델, 운동 방정식 및 그 해법, 응용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실제로 부딪히는 진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계측공학(Measurement Engineering)

각종 계측(길이, 시간, 속도, 힘, 압력, 온도, 유량응력, 변형률 등에 대한 기계적 양을 측

정하기 위한 기본 계측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고도 산업화에 따른 제품정밀도를 기하기 

위하여, 정밀가공 및 정밀측정에 대한 방법과 그 활용 방안을 이해하도록 한다.

공작기계(Machine Tools)

각종 공작기계의 기본적 운동관계를 이해시키고 공구 수명과 공구 마모 등을 고려한 경

제적 절삭 방법을 설명하고 Chip Control 및 전동에 관한 내용과 공작기계의 자동화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설계(Green Car Component Design)

친환경동차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분야로 자동차에서 야기되는 오

염문제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자동차 부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초, 이론, 구조 등을 

강의하여 앞으로 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기계설계Ⅱ(Mechanical DesignⅡ)

기계설계Ⅰ에서 실습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 많은 예제를 통해 종합적인 응용력을 기른다.

열유체실험(Thermodynamics and Fluid Mechanics Lab.)

학과에서 강의한 열역학 및 내연기관을 실제험을 통하여 동작 및 구조,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거지 실험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법과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냉동기 및 

Heat Pump의 성적계수를 실험을 통하여 산출고 이론차와 비교 검토한다 Steam 성질의 

Compute Equation을 소개하고 Vapor Pewer Cycle을 Computer Analysis한다.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 절대 및 상대 안정성해석, 제어설계, 보상설계, 제어시스템의 성능

평가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의 설게 능력을 배양한다.

열전달(Heat Transfer)

열전달의 기본 기능인 전도, 대류, 복사의 각각 기능을 파악함과 동시에 에너지 방식의 

구성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 함양에 역점을 둔다.

부가가공시스템(3D프린팅)(Additive Manufacturing System(3D Printing))

제품생산에서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되어져 왔던 부가가공 (3D 프린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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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동력(Thermal Power Plant Engineering)

열역학 제1, 2법칙의 충분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열동력 기계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동

부하게 된다.

기계·금속교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Statement on 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공학의 주입식 혹은 반복학습을 통한 기존의 암기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공학 관련 독서, 토론 등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자기중심

적인 사고력을 핵심으로 하는 평가 및 학습이 가능하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주체적

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함양을 위한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창의성 발휘 학습

을 진행한다.

친환경 자동차 시스템 공학(Green Car System Engineering)

친환경 자동차 시스템공학은 친환경 자동차의 기초, 이론, 구조등에 대하여 자동차 전반

에 대한 지도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종류 및 이용기술등을 강의를 통하여 전파되도

록 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격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태양광차등의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의 구조 및 시스템을 이해하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추진공학(Propulsion Engineering)

열역학, 유체역학을 바탕으로 가스터빈 엔진, 램제트 엔진, 로켓 엔진 등 추진기관의 작동 

원리를 학습한다.

유체기계(Fluid Machinery)

유체역학을 기초로 각종 pump, turbine 액체전동장치, 유압식 제어기기, 저압식 공기 기

계 등의 기본이론과 설계 등을 지도한다.

에너지, 환경, 냉동 및 공기조화(energy, environment,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냉동 : 증기압축식 사이클을 기초로 한 각종 냉동사이클의 성능 비교 및 냉동기기 부품에 

대한 해석흡수식 냉동장치, 기타 특수 냉동법 및 열펌프 등의 성능 고찰.

공기조화 : Psychrometry, 냉난방 부하계산, Air Conditioning System

전산고체역학(Numerical Analysis of Solid Mechanics)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응력 및 변형 역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방법을 이해시키고 이것을 제조(가공)에 직접 적응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이해시켜 실제 산업체에 적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초소형기전공학(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현대공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창의적인 공학설계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서, 제품설계, 제작, 설계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10여의 개발팀(한팀 3,

4명)을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창의적 종합 설계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창

의적 설계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을 양성한다. 개발된 작품은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개최하

는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된다. 계획된 5개의 개발품은 다음과 같다.

기계·금속교과교육론(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Methodology)

공업교육의 입문과정으로, 공업교육의 목적 및 취지, 주요내용, 교수방법 및 그 효과 등을 

강의하여 교육적 소양을 배양하고 공업교육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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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유체종합설계(Thermo-fluid Design Engineering)

열유체 관련 장치 등에 대한 설계를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로봇설계(Robotics Design)

로봇 구조 및 기능 설계에 대하여 공부한다.

자동차공학(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운반 수단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

차공학은 자동차에 대한 기초, 이론, 구조 등을 강의하여 앞으로 자동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전산열유체공학(Computer Methods in Thermal-Fluid Engineering)

컴퓨터를 이용한 열 유동 해석에 대하여 공부 한다

정밀가공시스템(Precision Manufacturing System)

기계부품의 정밀가공을 위한 장치 설계와 이론을 공부하고, 관련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활용 지식을 습득한다.

실험역학(Experiment of Mechanics)

기계적, 전기적 각종 이론과 측정 방법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실제 활용 및 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

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기계장치를 실제로 설계하고 제작하여 실무경험을 갖게 한다. 기계공학부 여러 교수님들

이 참여하며, 각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해당교

수님의 지도를 받아 기계장치를 개발한다. 개발된 작품은 지역예선과 전국예선에 출품하

게 된다.

기계·금속교과교재 및 연구법(Teaching Resources and Research Methodology on Mechanical

and Materials Education)

공업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재를 연구하여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

법과 이를 토대로 이론과 실제를 비교, 지도한다.

인턴십 Ⅰ,Ⅱ,Ⅲ,Ⅳ(Internship Ⅰ,Ⅱ,Ⅲ,Ⅳ)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해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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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목공학부 School of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부는 1969년 12월 토목공학과로 첫 신입생을 맞이하였으며, 1979년 9월 

건설특성화학과 지정으로 토목공학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후 공과대학내 최대 규모의 학과로서 40년 넘게 토목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인재를 

양성․배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해외건설특성화대학 선정으로 국내건설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건설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기본 목표와 함께 대학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현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환경친화적 미래사회를 이끌 수 있는 전문 토목공학 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다음

과 같이 세 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학습성과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학습성과

1.기초공학지식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춘 

공학도 양성

- 수학, 기초과학, 공학 등의 지식과 정보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건설분야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과업을 계획, 분석,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 공학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2.창의적 사고를 가진 

전문 건설인 양성

- 건설시스템, 설계, 시공 등의 산업 건설기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엔지니어능력

- 건설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및 관리방법 등을 

  현지에서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설계능력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겸비한 기술능력

- 팀의 한 구성원으로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3.협동정신, 리더쉽,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엔지니어 양성

- 자기의사를 충분히 논리화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건설산업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사회적 리더십과 공학경영 능력을 겸비한 

  공학지도자로서의 능력

- 전문 건설인으로서 직업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인식

- 국제적 관점에서 건설기술의 흐름을 분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능력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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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30

외국어/한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수학 및 기초과학분야에서 21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1, 2, 3분야의 문학·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택 2

1. 문학과 문화 분야 전체

2. 역사와 철학 분야 전체

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 과학

5. 기술과 문명 영역의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수

※‘특성교양’분야는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

3

계 4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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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증을 위한 토목공학부 교양과정이수모형

공학영역 영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점

공학소양

(18학점이상)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

심화교양
- 공학윤리와 역사, 산업안전과 환경 이수 권장

- 공업경영과 경제, 공업법규와 창업 이수 권장
6

전공
전공과목 중 공학소양 과목

- 경제성공학
3

MSC

(30학점이상)

자연⋅이공

계기초

- 수학Ⅰ, 수학Ⅱ,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일반화학 및 실험 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30

전공 - 공학수학Ⅰ, 공학수학Ⅱ,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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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부(School of Civil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545001

6545002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y)

공학역학(Engineering Mechanics)

3-3-0

3-3-0

2

1

전필

전선

6545003

6545004

6545005

6545006

6545007

6545008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토목CAD(CAD in Civil Engineering)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Ⅰ)

건설재료학 및 실험(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

3-2-2

3-3-0

3-2-2

3-3-0

3-3-0

3-2-2

2

전필

전선

6545009

6545010

6545011

6545012

6545013

6545014

측량학Ⅰ 및 실습(SurveyingⅠ and Practices)

구조역학Ⅰ(Structural MechanicsⅠ)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유체역학Ⅱ(Fluid Mechanics II)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실험(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Lab.)

토질역학Ⅰ(Soil MechanicsⅠ)

3-2-2

3-3-0

3-3-0

3-3-0

3-2-2

3-3-0

3

1

전필

전선

6545015

6545016

6545017

6545018

6545019

6545020

6545021

6545022

구조역학Ⅱ(Structural MechanicsⅡ)

콘크리트 구조공학(Concrete Structure Engineering)

수문학(Hydrology)

수리학Ⅰ(HydraulicsⅠ)

측량학Ⅱ 및 실습(SurveyingⅡ and Practices)

토질역학Ⅱ 및 실험(Soil Mechanics II and Lab.)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토목시스템공학(Infrastructure Systems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2-2

4-3-2

3-3-0

3-2-2

2

전필

전선

6545021

6545025

6545026

6545027

6545059

6545029

6545030

6545031

6545032

6545033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강구조공학(Steel Structure Engineering)

수리학Ⅱ 및 실험(Hydraulics Ⅱ and Lab.)

수자원공학(Water Resources Engineering)

상하수도공학(Water Supply and Sewerage)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

기초공학(Foundation Engineering)

토목시공학(Construction Methods in Civil Engineering)

진동학(Vibration)

시스템분석 및 설계(Civil Engineering Systems Analysis and Design)

3-3-0

3-3-0

3-2-2

3-3-0

3-3-0

3-3-0

3-3-0

3-3-0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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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545061

6545037

6545038

6545039

6545040

6545041

6545042

6545043

6545044

6545060

6545064

토목구조설계(캡스톤디자인)(Design of Civil Structures(Capstone Design))12)

전산구조해석(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지형공간정보공학(Geo-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하천공학(River Engineering)

P.S 콘크리트공학(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토목계획(Civil Engineering Planning)

건설․공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in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공정관리및적산실습(construction scheduling management and estimating)

3-2-2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일선
6545048

6545049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6545050

6545051

6545052

6545053

6545054

6545063

항만공학(Harbour and Coastal Engineering)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종합토목설계(Capstone Design)13)

암반공학(Rock Mechanics)

전산응용공학(Computer-Aided Engineering)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3-0

3-1-4

3-3-0

3-2-2

1-2-0

일선
6545057

6545058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15-0-15주

3-0-4주

필수 0 과목 0 학점

전공 선택 49 과목 146 학점

계 49 과목 146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2014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교과교육학

과목을 건축공학과 교과목으로 인정

12)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13)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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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수학Ⅰ: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 3-3-2

일반화학및실험Ⅰ : 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수학Ⅱ: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 : 3-3-2

응응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공학윤리와 역사 : 3-3-0

공학역학 : 3-3-0

경제성공학 : 3-3-0

공통기초 9학점
자연이공계기초 21학점
심화교양 3학점
전공선택 9학점
-------------

합계 42학점

2

심화교양 : 3-3-0

창의공학설계입문 : 3-2-2

재료역학 : 3-3-0

토목CAD : 3-2-2

공학수학Ⅰ : 3-3-0

유체역학Ⅰ : 3-3-0

건설재료학 및 실험 : 3-2-2

심화교양 : 3-3-0

측량학Ⅰ 및 실습 : 3-2-2

구조역학Ⅰ : 3-3-0

공학수학Ⅱ : 3-3-0

유체역학Ⅱ : 3-3-0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실험 : 3-2-2

토질역학Ⅰ : 3-3-0

심화교양  6학점
전공선택 30학점
-------------

합계 36학점

3

심화교양 : 3-3-0

구조역학Ⅱ : 3-3-0

콘크리트구조공학 : 3-3-0

수문학 : 3-3-0

수리학Ⅰ : 3-3-0

측량학Ⅱ 및 실습 : 3-2-2

토질역학Ⅱ 및 실습 : 4-3-2

수치해석 : 3-3-0

토목시스템공학 : 3-2-2

강구조공학 : 3-3-0

수리학Ⅱ 및 실험 : 3-2-2

수자원공학 : 3-3-0

상하수도공학 : 3-2-2

사진측량학 : 3-3-0

기초공학 : 3-3-0

토목시공학 : 3-3-0

진동학 : 3-3-0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3-2-2

심화교양  3학점
전공선택 34학점
-------------

합계 37학점

4

토목구조설계(캡스톤디자인) : 3-2-2

전산구조해석 : 3-3-0

지형공간정보공학 : 3-3-0

도로공학 : 3-3-0

건설관리 : 3-3-0

하천공학 : 3-3-0

P.S.콘크리트공학 : 3-3-0

지반공학 : 3-3-0

토목계획 : 3-3-0

공정관리 및 적산 실습 : 3-3-0

인턴십Ⅰ
인턴십Ⅱ

특성교양 : 3학점
항만공학 : 3-3-0

교통공학 : 3-3-0

종합토목설계 : 3-1-4

암반공학 : 3-3-0

전산응용공학 : 3-2-2

산학특강세미나 : 1-2-0

인턴십Ⅲ
인턴십Ⅳ

특성교양  3학점
전공선택 18학점
-------------

합계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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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부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경제성공학, 공학윤리와 역사

15학점

이수

MSC 필수

수학Ⅰ, 수학Ⅱ, 공학수학Ⅰ, 공학수학Ⅱ, 수치해석, 일반물리학

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일반화학및실험Ⅰ, 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0학점

이수

전공(설계)

필수 창의공학설계입문(1), 종합토목설계(3)
6(4)학점

이수

선택

공학역학, 재료역학, 구조역학I, 구조역학II, 강구조공학

(1), 토목구조설계(캡스톤디자인)(2), 전산응용공학(1), 건

설재료학및실험, 철근콘크리트공학및실험, 콘크리트구조

공학(1), 진동학(1), P.S콘크리트공학(1), 전산구조해석, 유

체역학I, 유체역학II, 수리학I, 수리학II및실험(1), 하천공학

(1), 항만공학, 수문학, 수자원공학(1), 상하수도공학, 토질

역학I, 토질역학II및실험(1), 기초공학(1), 지반공학, 암반

공학, 측량학I및실습, 측량학II및실습(1), 사진측량학(1),

지형공간정보공학, 교통공학, 도로공학, 토목시공학, 건설

관리, 토목시스템공학(1), 시스템분석및설계(1), 토목계획,

공정관리및적산실습(1), 토목CAD, 산학특강세미나

70(8)

학점 이상

이수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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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y)

본 과목에서는 공학기술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제반 이론을 교육한다.

특히, 특정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제반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기업

의 경영관리자로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

서는 돈과 그 운용에 대한 이해, 경영 또는 공학적 자산의 평가, 투자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공학역학(Engineering Mechanics)

모든 역학의 기초인 정역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시키고 평형방정식, 각종 부재의 응력계산 

등 응용능력을 함양시킨다.

창의공학설계입문(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본 과목에서는 문제정의,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다듬기, 아이디어 판정에 이르는 일련

의 문제해결 과정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공학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창의공학을 시스템 설계분야에 접목시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재료역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하중을 받고 있는 고체의 거동을 응용역학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해석의 목적은 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변형을 및 처짐을 결정하는 것

이다. 역학적 거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빌딩과 교량, 기계와 모터, 잠수함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안테나 등 모든 구조물의 안전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토목CAD(CAD in Civil Engineering)

토목CAD는 토목구조물 시공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설계도면을 

알아보기 쉅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도면을 보는 방법과 제도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 I)

공학의 각 분야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수학의 한 분야로 성미분방정식, 선형대

수학과 벡터, Fourier급수와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과 복소수 등을 다룬다. 상미분 방정

식은 멱급수와 Laplace변환을 포함하여 설명된다.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Ⅰ)

유체역학이란 정치 또는 운동 중인 모든 상태의 유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비압축성 이

상유체의 흐름, 압축성 이상유체의 흐름, 실제 유체 흐름- 외적 흐름, 내적 흐름, 관망, 개

수로 흐름 등을 다룬다.

건설재료학 및 실험(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

건설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실험을 통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철, 목재의 재

료적 특성과 역학적 거동을 연구한다.

측량학Ⅰ및 실습(Surveying I and Practices)

측량학은 지구상의 모든 점들 간의 위치관계, 방향, 각도, 거리, 고저, 면적 등을 결정하는 

학문으로 이 분야에 관한 전반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강의되며, 이를 측량기기를 이용하

여 실습한다.

구조역학Ⅰ(Structural MechanicsⅠ)

구조역학은 정역학과 응용역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정 구조해서(하중에 따른 반력,

전단, 모멘트, 응력, 변형, 처짐 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이다. 즉, 구조물의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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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적용되는 구조물에는 보, 트러스, 아치, 프레임 등이다.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공학의 각 분야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수학의 한 분야로 상미분방정식, 선형대

수학과 벡터, Fourier급수와 편미분 방정식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체역학Ⅱ(Fluid MechanicsⅠ)

유체역학Ⅰ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체 동역학 및 동수역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특

히, 실제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보다 심화된 유체역학의 이론을 배우고 

정량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수학적 표현 기법들에 대해 논의한다.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실험(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Lab.)

철근콘크리트의 기본성질 및 이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 거동, 설계 등에 관해 규명하고 

실제 설계 및 시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목이며, 아울러 실험을 통해 경향을 분석하게 

된다.

토질역학Ⅰ(Soil MechanicsⅠ)

토질역학은 흙의 역학적인 특성 및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토질역학은 운동역학, 동

역학, 수리학적 개념이 포함된다. 흙에 건물을 세우거나 건설재료로서 흙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이의 거동이나 성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역학Ⅱ(Structural MechanicsⅠ)

이 과목은 중급정도에서의 구조해석을 익히는 것이다 . 중급정도에서의 본 과목

이라면 재료의 처짐과 처짐각법 , 모멘트 분배법 등을 이용한 구조해석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 나아가 본 과목은 매트릭스해법과 유한 요소법과 같은 진보된 

구조해석법의 기초를 제공한다 .

콘크리트 구조공학(Concrete Structure Engineering)

콘크리트 구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부재로서 전단과 비틀림 응력을 받는 휨부재와 압축

응력 및 휨응력을 받는 기둥, 2방향 슬래브 등의 구조적 거동을 이해하고, 기초판 및 옹벽 

등 철근콘크리트 기본 요소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이론 및 설계방법을 학습한다.

수문학(Hydrology)

수문학은 지구과학 중 한 분야로 지구상의 물에 대한 발생과 순환, 분포, 물의 화학적, 물

리적 특성, 그리고 생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표면수 수문학과 지하수 수문학

으로 분류된다.

수리학Ⅰ(HydraulicsⅠ)

물의 물리적 성질, 정수역학, 동구 역학, 관수로 내의 흐름해석 등을 다룬다. 물리적 성질

은 밀도, 비중, 점성, 혹은 동점성, 표명장력, 압축성 등 정지 혹은 운동상태의 물의 역학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다룬다. 정수 역학에서는 정지상태에 있는 물이 미치는 

압력과 그로인한 힘, 부력, 부체의 안정 등을 다룬다. 동수 역학에서는 속도, 가속도, 질량

흐름의 연속성을 표시하는 연속방정식 등을 배운다.

측량학Ⅱ 및 실습(SurveyingⅡand Practices)

거리측량, 각측량, 고저측량 등의 일반측량학을 기초로 노선측량, 터널측량, 광산측량 등 

실제 토목현방에 필요한 응용측량을 강의하며, 이를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토질역학Ⅱ 및 실험(Soil MechanicsⅠand Lab.)

건설공학분야에서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의 흙의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성질

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실험 및 현장실험의 시행과 분석방법 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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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공학시스템 해석을 위한 전산지향 수치해석기법 학습, 미분방정식, 선형대수방정식, 보간

법, 수적분, 비선형방정식 최적화 등을 학습한다.

토목시스템공학(Infrastructure Systems Engineering)

토목시스템공학은 시스템의 성공적 구현을 도모하는 다학문간 접근 방법이자 수단으로 

여러 전공 그룹과 개념단계로부터 계획, 시공 및 운영에 이르는 구조적 개발 프로세스를 

협업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 결과물을 제공한다. 토목공학은 오랜 전

통과 이력을 가진 인간 환경을 위한 기반 공학으로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구조, 수리, 지반, 측지, 환경, 교통 등 각 세부 영역이 연계되고 경제․사회 심지어 국

제․정치 영역을 포함한 복잡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다전공 팀 협력

이 활동의 주류가 되었다. 토목시스템공학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 요구에 부응

하여 전통적 토목공학에 새로운 시스템공학의 방법론을 이입․적용하여 현대와 미래의 

토목공학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묶어 풀어가기 위한 통합적 필수 엔지니어링 과정이다.

강구조공학(Steel Structure Engineering)

본 과목의 주된 목적은 간단한 구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구조의 강도와 거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과목은 강구조에 대한 기초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하여 설계와 해석을 하게 되어 공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토목공학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과목이 될 것이다.

수리학Ⅱ 및 실험(HydraulicsⅡand Lab.)

관수로내의 정상류 흐름 해석은 관로 시스템과 관망 내의 흐름해석 기법, 수격작요, 조압

수조 기능 및 설계를 다룬다. 개수로 내의 정상류 흐름은 유속분포, 흐름 계산, 최량수리

단면 등을 다룬다. 폐수로 내의 정상부등류에서는 점변류, 급변류, 비에너지, 비력, 도수 

등을 다룬다. 또한 자연하수천에서의 토사유속의 기초이론과 소류사량, 침강속도 등을 다

룬다.

수자원공학(Water Resources Engineering)

수리학과 수문학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 홍수량 산정 방법 등 수자원공학의 

개요와 수자원개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하수도공학(Water Supply and Sewerage)

토목공학분야에서 상하수도 등의 주민이 생활하는 지역의 환경보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조사․계획․시공․관리에 관한 학문이며, 근래에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광역적 생활환경의 오염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따라

서 상하수도공학의 목적은 단순히 오염현상의 해석이나 관계시설의 설계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생활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보다 좋은 환경, 보다 고도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바탕을 두고 공부해 나가야 하는 학문이다.

사진측량학(Photogrammetry)

사진측량학은 영상을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위치, 형상 및 특설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항공사진측량, 지상사진측량, 응용분야를 강의한다.

기초공학(Foundation Engineering)

기초공학은 지질한 토질역학, 암반역학, 구조역학 등을 적용하여 토목구조물이나 기타의 

구조물의 기초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위한 학문이다. 기초 공학자는 구조물에 의해 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거동이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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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학(Construction Methods in Civil Engineering)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건설사업으로서, 모든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최근 해외진출과 국내건설사업의 증대로 토목시공 기술의 수준이 급속도로 

진보하고 발전함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 공항, 교량, 하천 및 부지 조성시 이용되는 

주요시공 사항과 신기술, 신공법, 토목구조물 설계에 대한 공사 시해의 기초 이론과 지식

을 습득한다.

시스템분석 및 설계(Civil Engineering Systems Analysis and Design)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시스템 공학적 방법론으로 프로젝트관리 기반에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계획, 분석, 설계, 평가 등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위한 프레임웍,

방법 및 절차 등을 모델 과제를 통해 팀 연구 개발 방식으로 학습한다. 시스템설계에 이

르는 각 단계에서 대안 분석 및 조합 프로세스를 학습하며, 강의 및 실습은 모델링 및 시

뮬레이션, 최적화, 의사결정 등에 대한 과정을 포함한다. 팀 스터디 방식으로 실습하고 가

상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학습을 수행한다.

토목구조설계(캡스톤디자인)(Design of Civil Structures(Capstone Design))

여러 가지 토목구조물의 재료를 사용하여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을 이용하여 옹벽설

계, 암거설계, 교량설계, 교량설계 등을 직접적으로 실습을 통해 설계하여 안정성 등을 검

토하는 학문이다.

전산구조해석(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건설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뼈대, 판 및 고체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은 자중과 외력을 

받아 복잡한 거동하게 되는 바, 최근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이들 거동해석을 위

하여 전산구조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들 중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MIDAS의 전산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여러 가지 건설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입력데이터와 출력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

여 구조물 설계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배려한다.

지형공간정보공학(Geo-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지구 및 우주공간 등의 인간활동에 관련된 과학적 현상을 정보화하고, 시공적 분석을 통

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지형공간정보체라 하며, 지형정보 및 공간

정보를 능률적으로 결합하여 문제의 해결 및 의사결정에 대한 효율성을 얻기 위해 점,

선, 면 또는 입체 등 지형적 특성을 갖는 자료를 공간적 위치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목적

과 형태로서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체계화를 강의한다.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도로는 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통능률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의 특성을 이

해하고 도로를 계획하며 설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도로, 상·하수도, 단지, 아파트, 일반주택, 기계, 전기, 소방, 소각장 등 여러 부문에서 책

임감리제도 특수성에 대해 이해를 시키고, 설계, 품질시험, 시설물유지관리, 안전진단 등

의 내용을 강의하며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프로젝트

의 시작에서 사후 A/S 까지 공사기간(TIME), 사업비(COST), 품질(QUALITY) 및 안전 

(SAFETY)을 종합적으로 관리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하천공학(River Engineering)

수공학 분야의 응용과목으로 유역관리, 하도관리 및 하구관리를 위한 계획, 설계와 시공

에 대한 하천의 전반에 대한 과목으로 인류가 어떻게 하천을 이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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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 과목이다.

P.S 콘크리트공학(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기본 원리 및 거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해석 및 설계 이론을 익히는 것이다. 구조설계 

엔지니어가 경험적인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해석 및 설계 원리에 입각한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이를 통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부한다.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지반공학이란 지반에 관련된 토목공학의 한 응용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반공학은 지반의 

표면이나 근처에서 발견되는 흙과 암반 등의 자연재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토목계획(Civil Engineering Planning)

토목공학은 인간 환경을 위한 기반 중심 공학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규

모나 기능 등이 대단히 거대하고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실무 환경에서 건설 

프로젝트는 학부의 개별 전공 단위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거대 인프라 시

스템 구축을 목표로 메가 프로그램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그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및 운영에 앞서 계획 단계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의 

성패가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

을 위한 첫 단계로서 토목계획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며 모든 단계는 프로

젝트관리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팀 스터디 방식으로 계획 실습이 수행된다.

항만공학(Harbour and Coastal Engineering)

항만은 풍랑, 파도, 조류 등으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배

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다. 항만은 하역시설과 선적시설 등을 가지고 있다. 항

만공학은 항만의 계획, 설계, 건설, 그리고 항만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공학(Transportation Engineering)

교통의 안전성, 자연환경과의 조화, 경제적 기능의 향상 등 부분적 또는 종합적으로 공업

적인 견지에서 연구하는 학문체계로서 기술개발과 실천을 위한 과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다.

종합토목설계(Civil Capstone Design)

종합토목설계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가는 모든 공간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인간생활에 

필요한 주택,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생태환경단지까지 폭넓은 영역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단지설계, 택지개발설계, 토지구획정리설계, 공유수면매립설계 도로, 항만, 수문학, 지반,

구조설계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문이며,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피해로 인

한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필요성이 더해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암반공학(Rock Mechanics)

토질역학, 기초공학, 지반공학 등 역학 관련 과목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이해를 바탕으로 암

반을 하나의 물질 재료로 보고 그것의 역학적 성격(암반의 정적, 동적 성질 등)을 배운다.

전산응용공학(Computer-Aided Engineering)

공학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진단 및 시뮬레이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응

용 방법을 익힌다.

공정관리 및 적산 실습(construction scheduling management and estimating)

본 과정은 건설프로젝트에서 적산과 공정관리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며 공사단위 공정마

다 적산방법을 이해하고 투입자원 분배, 인력관리  및 CPM 스케줄관리의 능력을 배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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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적산내용을 기초로 공사순서 및 일정 등의 계획방법도 습득할 수 있다.

인턴십(Internship)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해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건설․공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in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건설․공업교육 교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공업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연구하

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토론 및 세미나 중심으로 강의.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

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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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의 생활 및 각종 활동 공간을 보다 편리

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다루면서, 조형에 바탕을 둔 예술

적 요소와 과학에 바탕을 둔 공학적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 학문이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유능한 건축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이며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전문적인 건축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건전한 직

업인으로서 튼튼한 소양을 함양시켜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와“가

치 있는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계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양성한다.”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건축물의 창조과정과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적, 기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구조, 건축시공 및 재료, 건축환경 및 설비, 

건축계획 및 설계 등 건축의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축분야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

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건축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주

로 건축시공 및 구조분야와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건축 사회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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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21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12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5. 기술과 문명 분야 중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권장

12

특성교양 분야에 관계없이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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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6546136 기초설계이해(Basic Design Practice) 3-2-2

2

전필 6546113 창의공학설계입문(Capstone Design Introduction) 3-0-6

전선
6546093

6546157

CAD 및 실습(CAD and Lab)

건축개론(Introduction to Architecture)

3-2-2

3-3-0

2

1

전필

6546089

6546141

6546020

구조역학Ⅰ(Structural MechanicsⅠ)

건축환경((Architectural Environment)

건축일반구조(Building Construction)

3-3-0

3-3-0

3-2-2

전선

6546030

6546091

6546019

건축요소공학설계(Architectural Design of Building Element)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ning)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3-0-6

3-3-0

3-3-0

2

전필 6546031 건축공학입문설계(Introductory Desig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3-0-6

전선

6546121

6546094

6546144

6546027

6546092

건축환경시스템(Architectural Environment System)

구조역학Ⅱ(Structural MechanicsⅡ)

건축음향(Architectural Acoustics)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건축사(History of Architecture)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6546009

6546096

건축설비Ⅰ(Building EquipmentsⅠ)

철근콘크리트구조Ⅰ(R.C Buildings StructuresⅠ)

3-3-0

3-3-0

전선

6546022

6546142

6546052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건축공학설계Ⅰ(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Ⅰ)(캡스톤디자인)14)

건설경영(Construction Management)

3-3-0

3-0-6

3-3-0

2

전필 6546143 건축공학설계Ⅱ(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Ⅱ)(캡스톤디자인)15) 3-0-6

전선

6546102

6546006

6546099

6546013

6546152

철근콘크리트구조Ⅱ(R.C Buildings StructuresⅡ)

건축법규(Building Code)

건축시공(Construction Method)

건축재료실험(Test for Building Materials)

건축환경 실험 및 해석

(Building System Analysis and Experiment)

3-3-0

3-3-0

3-3-0

3-1-4

3-2-2

14)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15)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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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546145 종합공학설계(Integrated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캡스톤디자인)16) 3-0-6

전선

6546103

6546029

6546014

6546032

6546148

공정관리(Schedule Management)

철골구조(Steel Structure)

건축설비Ⅱ(Building EquipmentsⅡ)

인턴십 (Internship)

건설·공업교육론

(Education Theory of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3-3-0

3-3-0

3-3-0

3-0-6

3-3-0

2

전필

전선

6546153

6546154

6546155

6546147

6546150

6546156

건축공학 전산 실무

(Computational Practi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견적 및 시공실무

(Business Practice of Estimation Construction Practice)

환경 및 설비 실무(Environment System Practice)

심화공학연구

(Advanced Architectural Engineering Research)(캡스톤디자인)17)

건설·공업논리 및 논술

(Technical Writing in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3-0

3-3-0

3-0-6

3-3-0

1-2-0

필수 9 과목 27 학점 (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 공 선택 30 과목 88 학점

계 39 과목 115 학점



타 학 과

전 공 선 택

인 정

교 과 목

2014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교과교육학 과목을

토목공학부 교과목으로 인정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6546157

6546141

6546020

건축개론

건축환경

건축일반구조

6551057

6551015

6551058

건축개론

건축환경

건축일반구조

동일

동일

동일

16)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17)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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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I : 3-3-2

수학I : 3-3-1

기초설계이해 : 3-2-2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II : 3-3-2

수학II : 3-3-1

창의공학설계입문 : 3-0-6

CAD및실습 : 3-2-2

건축개론 : 3-3-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2

전공선택 9

전공필수 3

-------------

합계 33학점

2

구조역학I : 3-3-0

건축환경 : 3-3-0

건축일반구조 : 3-2-2

건축요소공학설계 : 3-0-6

건축계획 : 3-3-0

공학수학 : 3-3-0

건축공학입문설계 : 3-0-6

건축환경시스템 : 3-3-0

구조역학II : 3-3-0

건축음향 : 3-3-0

재료역학 : 3-3-0

건축사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4

-------------

합계 36학점

3

건축설비I : 3-3-0

철근콘크리트구조I : 3-3-0

건축재료 : 3-3-0

건축공학설계I : 3-0-6

건설경영 : 3-3-0

건축공학설계II : 3-0-6

철근콘크리트구조II : 3-3-0

건축법규 : 3-3-0

건축시공 : 3-3-0

건축재료실험 : 3-1-4

건축환경및실험해석 : 3-2-2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

합계 33학점

4

종합공학설계 : 3-0-6

공정관리 : 3-3-0

철골구조 : 3-3-0

건축설비Ⅱ: 3-3-0

인턴십 : 3-0-6

건설․공업교육론 : 3-3-0

건축공학 전산 실무 : 3-2-2

견적 및 시공실무 : 3-3-0
환경 및 설비 실무 : 3-3-0
심화공학연구 : 3-0-6
건설․공업논리및논술 : 3-3-0
산학특강세미나 : 1-2-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31

-------------

합계 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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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기초설계이해(Basic Design Practice)

기초 설계에 대한 실습을 통하여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설계도면을 익히도록 

하는데 강의 목적을 둔다. 도면의 종류 및 건축설계의 순서를 이해하고 간단한 건축작품

을 만들어 봄으로써 건축설계의 입문을 익히게 된다.

창의공학설계입문(Capstone Design Introduction)

공학분야 특히, 건축공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건축공학의 전반적

인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공학과 미학의 상관관계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건축공학만의 

숨은 매력을 학생 스스로가 찾고 느끼게 하고 나아가 건축공학을 전공하는데 있어서 학

생 욕구에 맞는 자기학습목표 및 방향, 진로 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설계과정의 

기초를 다지고 구성요소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건축물의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돕는다.

CAD 및 실습(CAD and Lab)

건축계획에서부터 실시도면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익힌다.

건축개론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의 개론적 논의를 통하여 건축물과 건조 환경이 생성되는 제반현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구조역학Ⅰ(Structural MechanicsⅠ)

건축구조에 관한 도입에 해당되며 역학의 평형조건, 응력과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부여하여 설계구조에의 응용력을 함양시킨다.

건축환경(Architectural Environment)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요구를 보다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건축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축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와 과정

을 습득케 한다. 특히, 건물의 열환경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배치,

일조, 일사, 환기, 차양, 단열, 외피설계 등의 방법론을 인지하고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응

용하여 설계process에 반영하는 방법을 익히게 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계

과정을 습득케 한다.

건축일반구조(Building Construction)

지질조사에서 건축물의 완성까지 기초, 벽체, 지붕 등의 구조와 수장 및 기타 세부의 구

조체계를 이해하고 재료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구조물의 특성 및 구축방법 등에 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건축요소공학설계(Architectural Design of Building Element)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목적으로 요소공학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주거건축물의 

구현에 적용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의 공학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건축계획(Architectural Planning)

여러 가지 건축의 기획단계에서 설계과정에 이르는 건축계획의 이론과 접근방법을 연구

하고 특수건축물에 대한 일반계획사항과 세부설계사항을 익히고 설계방법을 연구한다.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의 각 분야에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수학의 한 분야로 상미분방정식, 선형대

수학과 벡터, Fourier급수와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과 복소수 등을 다룬다. 상미분 방정

식은 멱급수와 Laplace변환을 포함하여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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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입문설계(Introductory Desig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구성의 아이디어를 건축공학의 산물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한 입문

적 공학 설계 내용을 학습한다. 구조 환경 재료에 대한 공학기술 정보와 아이디어 도입방

법을 전시 및 사무소 건축물의 구현에 적용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의 공학적 문제해결능

력을 배양토록 한다.

건축환경시스템 (Architectural Environment System)

건축 열환경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건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내용을 학습한다. 생태학의 개념과 친환경건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친환경건축인

증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 실습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체에너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숙지한다.

구조역학Ⅱ(Structural MechanicsⅡ)

건축구조물의구조계산에 필요한 탄성체 제반 성질을 이해하고, 부재다면에 작용하는 응력

도를 이해한다.

건축음향(Architectural Acoustics)

건축물의 음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습득하고, 건축물의 실내음향설계 및 소

음방지설계에 대한 기술과 설계방법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 견학 등을 통하여 이해한다.

특히, 극장, 공연장, 강당, 회의장, 교회 등의 집회공간의 설계방법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점차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음향 및 소음방지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실제 

Project를 통하여 소개하고 Theme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건축구조물에 외력이 작용할 때 구조물 내에서 발생하는 힘의 변화상태 및 변형, 변위 등

에 대하여 기초적인 사항을 연구한다.

건축사(History of Architecture)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건축의 역사를 익힌다.

건축설비Ⅰ(Building EquipmentsⅠ)

건물의 실내환경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제반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설비의 종류는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급탕설비, 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고화설비, 전기 및 전력설비, 방제 설비, 정보통신설비, 수송설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

며 건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인텔리전트 빌딩과 

같이 다양한 기능과 첨단 건축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이 증가함에 건축설비는 이용한 실내 

환경의 설비형 조절(Active Control)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적용기법을 습득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Ⅰ(R.C. Buildings Structures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이론 및 설계법을 보, 바닥, 벽, 기초 등의 부재에 대하여 해석한다.

극한강도설계이론 및 허용강도설계이론에 의해 반력, 전단응력, 처짐을 설계한다.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해석하면서, 건축부

위별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와 시공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공학설계Ⅰ(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Ⅰ)(캡스톤디자인)

모든 건축공학 분야에서는 통합적인 엔지니어링 실습교과목으로 운영되며, 건설 분야 현

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진

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각 선정주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 각 

분야양의 공학적 방법 및 지식을 응용하고 적용함으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종합적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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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능력을 배양한다.

건설경영(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경영(Construction Management)이란 건설공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일련의 관리

행위로서, 건설공사의 목표로 원가, 공기, 품질 등을 다루는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는 물론 노무, 구매, 안전, 협력업체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대상들을 관리행

위관리는해 공사관리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학습시킨다.

건축공학설계Ⅱ(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Ⅱ)(캡스톤디자인)

학생이 직접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공정관리, 견적, 시공상세 및 구조설계 과정, 환경설계

기술을 함으로써 설계시 발생하는 공학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

초적인 실무소양을 쌓는다.

철근콘크리트구조Ⅱ(R.C. Buildings StructuresⅡ)

철근콘크리트구조Ⅰ에 계속되는 강의로서 특히 극한강도 이론에 의한 One way Slab,

Two Way Slab 및 편심축 하중을 받는 기둥을 설계하고, Pre-stressed Concrete의 해석 

및 설계를 행한다.

건축법규(Building Code)

건축관계 각 법령을 통하여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중 및 용도를 익혀 설계식 등에 적용함

으로써 재해 및 공해를 미연에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공공복리에 기여한다.

건축시공(Construction Method)

현대건축물의 기초공법, PC공법, 부재제작, 조립, 이음, 맞춤 등의 시공방법을 비교 연구

한다.

건축재료실험(Test for Building Materials)

건축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습득시킨다.

건축환경 실험 및 해석(Building Systems Analysis and Experiment)

친환경 건물을 구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통합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물의 에

너지 성능은 이 통합설계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 이를 설계단계에서 예측 및 평가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해석 및 실험을 통한 건축환경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강좌

에서는 건축 환경 요소별 해석 및 실험을 통하여 건축환경을 물리적 실험 및 컴퓨터시뮬

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종합공학설계(Integrated Architectural Engineering Design)(캡스톤디자인)

지금까지 습득한 모든 건축공학 분야에서의 통합적인 엔지니어링 실습교과목으로 운영되

는 본 교과목은 사무소건물 또는 주거건물을 대상으로 건설 분야 현안의 문제점에 대한 

엔지니어링적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학생들은 소규모의 팀

을 이루어 각 주제에 대한 기초적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건축환경 및 설비, 구조와 시공 

분야에서의 지식을 적용하고 평가함으로써 건축공학 엔지니어링의 종합적 설계능력을 배

양한다.

공정관리(Schedule Management)

건축 공사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및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체계화된 공정관리가 요구되고, 실시간으로 계획에 피드백 하여야만 원

하는 품질과 공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 공정관리이다.

철골구조(Steel Structure)

철골구조의 이론을 전개하고 강부재의 역학적 해석과 집합 및 이음에 따른 체 조건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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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논하여 각 구조별로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계산방법 및 연습을 병행한다.

건축설비Ⅱ(Building EquipmentsⅡ)

건축의 기본설비중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등의 원리와 설계기술 그리고 적용방법 등

을 습득하여 설비형 조절(active control)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 공학인으로서 건축을 

취급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인턴십(Internship)

건설사의 현장 업무 이해를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직접 건축공사업무를 실습한다.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학기 중에 몇 개의 현장에서 특정한 건축공사를 체험하고 분석할 수도 

있으며, 방학중에 건축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할 수도 있다.

건설․공업교육론(Education Theory of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건설공업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일반 공업교육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

으로 건설공업에 대한 특수성을 포함하여 강의함.

건축공학 전산 실무(Computational Practi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건축공학 전공 트랙별(구조, 재료, 시공, 환경, 설계)로 습득한 이론적 전공지식을 기반으

로, 각 트랙별 실무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 도구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견적 및 시공실무(Business Practice of Estimation Construction Practice)

건설실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가측정을 위하여 물량산출 및 비용 산정을 실습한

다. 특히, 건축시공실무자가 특강 및 실습지도 형태로 직접 수업에 참여 한다.

환경 및 설비실무(Environment System Practice)

본 교과목은 건축환경 및 설비 분야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통합적

인 건축환경시스템(passive and active system)의 관점에서 실용화 및 실무 중심의 교육

으로 실제 건축물의 환경을 분석하고 건축환경계획 및 설비시스템의 조건에 대응하여 실

무적인 대안을 제안을 할 수 능력을 배양한다.

심화공학연구(Advanced Architectural Engineering Research)(캡스톤디자인)

단계적으로 건축공학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로 하여금 건축구조, 건축시공및재료, 건축환

경 및 설비의 3개의 트랙 중 본인의 선택을 통하여 트랙별 전공심화강의을 진행한다.

건설ㆍ공업논리 및 논술(Technical Writing in Construction and Industrial Engineering)

건설공학의 전공분야를 회사 및 교육현장에서 근무시 문장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함으로써 인문사회계열 출신자들 보다 실무관련 사항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 논리와 논술은 공학도로서 통합적 사고를 정립할 수 있으며, 이에 맞도록 강

의 및 실습을 병행하여 실력을 향상시킴.]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

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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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학과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도시공학이란 현대 생활의 중심지인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학문이다. 1987년 10월에 개설된 도시공학과는 도

시계획, 교통계획, 도시환경시스템, 도시네트워크, 도시설계, 공간환경계획, 그리고 

공간계량 및 분석의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민참여 마을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계획 및 분석,

건강한 도시와 교통 등의 시대에 앞서 나아가는 학문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하

고 있다.

u 교육목적

도시공학과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부터 건설관련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융합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이를 기반으로 도시문제의 이해 및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학문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u 교육목표

우리학과의 교육목표는 도시라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해결과 물적 환경을 구축하며, 도시의 관리와 운영을 연구하여 전문 인재를 발

굴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또한 도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도시전반에 대한 

계획과 설계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다.

u 학습성과지표

1. 도시입문단계 : 도시입문학습은 1학년을 대상으로 ‘도시의 이해’ 전공교과목

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학과에서 전공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교원이 전공학습법에 대해 가르친다.

2. 계획, 설계 실천능력단계 : 도시계획과 설계 그리고 도시환경 교과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단계로 핸드드로잉(Hand Drawing)부터 다양한 도시공

학의 전문전공을 습득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다양한 실습교과목과 조 

작업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현장학습과 조 단위 작업을 교육

하여 도시에 대한 접근방법과 분석 및 기법 등을 다양하게 학습하게 된다.

3. 실전 및 능력개발단계 : 본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에 대해 미시적으로 전문 분석기법과 특성을 파악하고, 거시

적으로 도시간의 물리적․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연계성에 대한 기법을 학습

하며, 사회․경제적인 분야까지 확대하여 취업 후 적용 가능한 학문을 배우

게 된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졸업시험과 연계되어 학생의 능력개발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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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한국어(외국인)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18수학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기초과학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 공학윤리와 역사(분야5)이수

- 심화교양영역 1분야, 2분야, 3분야의 

문학·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 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중 서로 다른 분양에서 

택 2

9

특성교양 5개 분야 중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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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학과(Dept. of Urban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6547051 도시의 이해(Introduction to Cities) 3-3-0

2 전필

전선 6547083 통계학(Statistics and Computer Application) 2-2-0

2

1

전필 6547086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3-1-4

전선

6547059

6547097

6547080

6547084

6547061

도시계획사(City Planning History)

도시·교통계획모형(Urban·Transportation Planning Models)

도시계획론(Urban Planning Theory)

도시공간디자인(Urban Space Design)

GIS 기초 및 실습(Introduction to GIS)

3-3-0

2-2-0

2-2-0

3-1-4

2-1-2

2

전필

전선

6547034

6547014

6547087

6547081

6547098

6547085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도시교통계획(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도시디자인실습(Urban Design Practices)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환경·교통 정보계측 및 실험

(Environment·Transportation Surveying Technology and Laboratory)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

3-3-0

2-0-4

2-2-0

3-2-2

3-3-0

3

1

전필 6547100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실습(캡스톤디자인)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actice)18)
3-1-4

전선

6547102

6547042

6547036

6547017

6547065

6547099

단지 및 경관설계(Site Planning and Visual Landscape Design)

교통공학 및 실습(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ractice)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도시주택론(Urban Housing Planning)

지리정보시스템 응용 (GIS Application to Urban and

Environmental Field)

도시 및 교통시설계획(Urba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Planning)

3-1-4

3-2-2

3-3-0

3-3-0

3-2-2

3-3-0

2

전필

6547103

6547075

6547091

도시설계스튜디오(캡스톤디자인)(Urban Design Studio)19)

도시환경정책(Urban Environmental Policy)

상하수도 공학 및 실험(Introduction to Urban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ing and Laboratory)

3-0-6

3-3-0

3-2-2

전선

6547044

6547067

6547063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Real Estate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

3-3-0

3-2-2

2-2-0

18)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교과목

19)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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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6547057

6547069

교통세미나(Transportation Seminar)

의사결정 및 협상론(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Theories)

2-2-0

2-2-0

전선

6547049

6547056

6547071

6547094

도시개발론(Urban Development Studies)

도시건축론(Theory of Urban Architecture)

생태도시계획(Eco-city Planning and Design)

도시환경 모델링 개론

(Introduction to Urban Environment Modeling)

2-2-0

2-2-0

3-3-0

2-2-0

일선
6547076

6547077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15-0-15주

3-0-4주

2

전필

전선

6547072

6547104

6547095

6547101

도시관계법규(Urban Planning Codes)

공간․환경·안전세미나(Space, Environmental And Safety Seminar)

첨단교통계획(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2-2-0

2-2-0

1-2-0

일선
6547078

6547079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15-0-15주

3-0-4주

필수 7 과목 19 학점

전공 선택 30 과목 76 학점

계 37 과목 9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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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도시의 이해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 : 3-3-0
수학 : 3-3-0
기초과학 : 3-3-0
특성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통계학 : 2-2-0
외국어 : 3-3-0
수학 : 3-3-0
기초과학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교양 21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선택  5
-------------
합계 38학점

2

*#컴퓨터 프로그래밍 : 3-1-4
도시계획사 : 3-3-0
도시·교통계획모형 : 2-2-0
도시계획론 : 2-2-0
도시공간디자인 : 3-1-4
GIS 기초 및 실습 : 2-1-2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토지이용계획 : 3-3-0
도시교통계획 : 3-3-0
도시디자인실습 : 2-0-4
도시경제학 : 2-2-0
환경·교통 정보계측 및 실험 : 3-2-2
수치해석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8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
합계 40학점

3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실습(캡스톤디자인) : 3-1-4
단지 및 경관설계 : 3-1-4
교통공학 및 실습 : 3-2-2
환경영향평가 : 3-3-0
도시주택론 : 3-3-0
지리정보시스템 응용 : 3-2-2
도시 및 교통시설계획 : 3-3-0

*#도시설계스튜디오(캡스톤디자인) : 3-0-6
*#도시환경정책 : 3-3-0
*#상하수도공학 및 실습 : 3-2-2
도로공학 : 3-3-0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 3-2-2
도시공간구조 : 2-2-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6
일반선택  3
-------------
합계 41학점

4

*#교통세미나 : 2-2-0
*#의사결정 및 협상론 : 2-2-0
도시개발론 : 2-2-0
도시건축론 : 2-2-0
생태도시계획 : 3-3-0
도시환경 모델링 개론 : 2-2-0
일반선택 : 3-3-0

도시관계법규 : 3-3-0
공간․환경·안전세미나 : 2-2-0
첨단교통계획 : 2-2-0
산학특강세미나 : 1-2-0

전공필수  4
전공선택 17
일반선택  3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도시의 이해(Introduction to Cities)

도시공학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직업들에 대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학제간의 사전 전문적인 학부전공과목이다. 또한 법규, 공공정책, 개발, 도시설계, 관리 및 계

획 등과 관련한 일을 졸업 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건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통계학(Statistics and Computer Application)

공학적, 특히 도시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통계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지식과 기법을 교수한다. 특히, 현장에서의 응용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

용한 기초적인 확률통계분석 프로그램의 활용방법과 분석결과의 이해를 위한 실습을 병

행한다. 주된 내용으론, 확률변수 및 확률분포함수, 변수변환, 통계적 검정과 회귀분석,

실험계획의 기초 등이다.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과정은 기본적으로 PC with windows환경에서 자료처리에 숙달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

로 한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복잡 다양한 각종 도시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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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

이다. 주로 사용하게 될 개발 언어는 Matlab, Fortran, C, Visual C++ 등이다.

도시계획사(City Planning History)

도시가 형성, 발전되어온 과정을 이해하고 역사 속에서 도시계획 형태의 논리를 파악한

다. 이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배우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적

인 지식을 습득 한다.

도시·교통계획모형(Urban·Transportation Planning Models)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분석 및 예측기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실습을 통해 도시 및 지역 구조를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내용은 인구,

도시경제, 토지이용, 교통 등에 관한 계획 모형을 주로 다루게 된다.

도시계획론(Urban Planning Theory)

도시가 형성발전하고 변하는 과정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특히 도시공간과 도시계획

의 성격을 이해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도시와 도시계획의 개념을 정리한다. 도시계획사

조, 이상도시론, 현대도시의 발전방행 및 신도시론 등이 함께 다루어진다.

도시공간디자인(Urban Space Design)

도시공간에서 절대적인 건축물들을 도시형태의 조화적 측면에서 설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학습한다. 특히 도시와 건축물들의 관계를 지역별, 시대별, 작가별로 접근함으로

써 건축과 도시의 일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조명해본다.

GIS 기초 및 실습(Introduction to GIS)

본 강의에서는 공간정보의 생성으로부터 그 활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이론과 실

습이 이뤄진다. 특히 GIS체계를 활용하기위한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지식 배양을 위주

로 한 수업이 이뤄진다.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제1단계에서 도시토지이용의 기본개념을 습득시키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단계별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 제2단계로 도시성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공간 이

용 상태와 바람직한 도시환경 결정을 위한 공간 이용계획 및 규제 등에 관한 이론과 방

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도시교통계획(Urban Transportation Planning)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교통계획에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과 

계획기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통학을 올바로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내용은 도시교통의 특성과 문제, 교통계획의 과정, 교

통수요이론, 교통수용의 추정방법 및 교통사업의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도시디자인실습(Urban Design Practices)

우리의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해가듯이 도시환경 역시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디진 않은 것

이 현대도시의 특징이다. 과거의 도시는 그 환경과 역할에 맞는 도시계획과 설계가 존재

했듯이 현대의 도시 역시 그 빠른 변화에 발맞춰 갈 수 있는 도시설계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상업주의 건축물과 초고층 빌딩이 난무하는 현대 도시환경에 있어서 인간과 

자연의 적절한 어우러짐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 역시 도시설계가의 큰 역

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 강의는 도시설계의 입문과정으로서 도시설계란 무엇이고, 지

금의 혹은 미래의 도시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도시설계의 방법론을 연구하

고, 건축과 주변 환경의 긍정적 조화에 대한 도시설계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도시 및 지역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모형들을 소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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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시공간을 이해하고, 제반 도시문제를 진단하는 과

정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의 내용은 산업입지론, 토지이용론, 도시형성과 

성장론, 도시개발론, 지역경제 분석, 지역성장론, 도시 지역개발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교통 정보계측 및 실험(Environment·Transportation Surveying Technology and

Laboratory)

도시 및 그 주변 자연, 그리고 교통시설 등의 인공물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및 

이화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실습과 실험을 병행한

다. 주된 주제는 지표면 상의 제점간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정하고 측정하는 측량학적 

기초기술 그리고 수질오염물질의 분석과 관련된 것이다.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본 과목은 공학과 과학 분야의 수학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치해법의 기

본원리 및 응용방법을 학습한다. 본 과목은 수치해석프로그램(MATLAB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및 중복의 방법에 의한 선형 방정식의 해, 보간법 및 근사법의 정리, 수치적 미분 

및 적분, 상미분 방정식의 해결 및 해석 등의 내용을 다룬다.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실습(캡스톤디자인)(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actice)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관련 과목의 학습을 통해 습득된 이론들을 실제 도시 공간상에서 실

습하는 과정이다. 실습 내용에는 인구와 산업구조계획 등 총량계획을 비롯하여 토지이용계

획, 교통계획, 시가지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및 도시하부시설계획 등이 포함된다. 실습은 

충북지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조를 편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및 경관설계(Site Planning and Visual Landscape Design)

도시 내 주거지역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인구밀도, 건축밀도, 주거양식, 편익시설 및 주

택배치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실제로 적용, 설계해 봄으로써 단지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

인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환경과 함께 주거지역이 지닌 사회, 경제, 문화적 의미도 함

께 다룬다.

교통공학 및 실습(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ractice)

교통 및 도로공학의 기초이론인 교통류 이론과 도로용량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이에 관련

한 실습과제를 통해 이론과 실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케 한다. 교과내용은 교통류 특성,

교통류 모형, 교통조사, 서비스 수준과 도로용량분석, 신호등, 교차로, 고속도로, 간선도로,

지방도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

관계를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우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분야이다.

도시주택론(Urban Housing Planning)

도시주택에 대한 기존 이론과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택 이론은 주택소비측

면에서의 수요이론과 주택생산측면에서의 공급이론으로 분류하여 접근되면, 주택정책은 

주택금융정책, 주택관련세재 및 임대주택정책으로 분류하여 접근한다. 아울러 주택 정책

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외국의 예와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시각에서 제시한다.

지리정보시스템 응용(GIS Application to Urban and Environmental Field)

이 강의는 GIS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도시계획, 도시관리, 환경

계획, 환경관리 등의 영역에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강의는 주로 이미지 중심

(Raster-based)이 아닌 벡터 중심 (Vector-based)의 GIS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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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교통시설계획(Urban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Planning)

이 과목은 도시계획시설 및 교통시설의 계획, 입지 및 이들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시스

템을 살펴보는 데에 역점을 둔다. 국내외 도시 및 교통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문

제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며,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집단적인 갈등해소 과정에 특히 

주목한다. 또한 공공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하는 데에 중

점을 둔다. 도시 및 교통시설계획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례분석에 대한 강의와 토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도시설계스튜디오(캡스톤디자인)(Urban Design Studio)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의 중간적 위치에서 행하여진다. 도시 내 부분지역 혹은 도시전체를 

설명하고 설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도시의 구체적인 

물리적 실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중심부, 주거단지, 신

시가지, 대학 캠퍼스 및 특수 환경지구 등에 대한 설계가 주요 대상이 된다.

도시환경정책(Urban Environmental Policy)

본 강의는 도시 (물리적이고 인문적인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이후 환경과 조화된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찾아보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하수도 공학 및 실험(Introduction to Urban Water Infrastructure Engineering and Laboratory)

용수의 공급 및 사용된 물의 배수를 위한 시설의 건설과 관리는 도시공공시설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이다. 먼저, 상수도 시설계통, 즉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취수에서부터 정수과정

을 거친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계통 그리고 하수도 시설계통, 즉 사용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한 후에 하천으로 배수를 위한 시설계통의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기초지식을 교수한다. 특히, 적절한 수질 관리와 관련된 하수의 수질시험

의 실습을 병행한다.

도로공학(Highway Engineering)

본 과목은 도로공학에 관련한 주요 이론과 방법을 정리ž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실무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내용은 도로공학 개요, 도로계획, 시설기준, 교통안전,

관련법규, 교통환경 등에 중점을 둔다.

부동산개발과 프로젝트 관리(Real Estate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부동산개발은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의 모든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로서 부동산개발 이

론을 탐구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부동산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

도시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며 도시공간의 기본 골격을 물리적 모습과 함께 시대의 사회,

경제, 덩치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 한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 도시공간이 형성되는 

배경과 도시의 성격을 다루며, 후반부에서 도시의 내부구조 이론, 중심지 이론 및 도시시

스템을 정설화 된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교통세미나(Transportation Seminar)

본 과목은 학부과정에서 개설되는 최종 교통과목이므로, 도시교통계획, 교통공학 및 실습,

도로공학, 교통안전 등에서 소개된 제반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세미나를 통해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내용은 공간(국토, 지역 및 도시)과 교통,

교통정비계획, 녹색교통, 교통영향평가, 교통정책, 도시철도, 대중교통, TSM, TDM, ITS,

교통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조사, 연

구, 정리 및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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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및 협상론(Decision-making and Negotiation Theories)

공공계획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인 얼개를 탐구하고, 공공 분야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 

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집단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틀과 경험

적인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공간계획 차원에서 당면할 문제들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도시개발론(Urban Development Studies)

도시개발의 개념과 국내외의 관련제도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

과의 관계 속에서도 도시개발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업을 소개한다. 이

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국토와 도시개발 정책을 살펴본 후 신도시에 대한 이론과 개발사

례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도시건축론(Theory of Urban Architecture)

도시공간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들의 역할을 이해한다. 특히 도시공

간에서 절대적인 건축물들을 도시형태의 조화적 측면에서 설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론

들을 학습한다. 특히 도시와 건축물의 관계를 지역별, 시대별, 작가별로 접근함으로써 건

축과 도시의 일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조명해본다.

생태도시계획(Eco-city Planning and Design)

생태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 계획 방법의 하나로서 기존 도시

계획에서 도외시 되었던 자연과 인간의 생태학적 조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생

태도시계획의 기본의미, 구체적인 계획기법, 그리고 그 전망 등을 다룬다.

도시환경 모델링 개론(Introduction to Urban Environment Modeling)

본 교과목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의 상호반응적 유기체인 도시시스템과 연계되어서 도시

의 계획, 설계,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모형들에 대한 기초적 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실제 적용의 예를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도시관계법규(Urban Planning Codes)

이 강좌는 도시계획관계법규를 도시계획의 주요 지침이자 계획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

로 받아들이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제법규를 해석하고 익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루

어지는 법규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

발법 및 도시공원법과 이들 법의 시행령이다.

공간․환경·안전세미나(Space, Environmental And Safety Seminar)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이론적, 분석적, 비판적으

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상호간 토론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함.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산업형

태의 변화 등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도시 공간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

첨단교통계획(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 과목은 첨단교통체계(ITS)에 관련한 주요 이론과 방법을 정리ž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실

무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과내용은 ITS 개요, ITS 이론 및 기술, ITS 계

획 및 설계 등을 다룬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

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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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충북대학교 건축학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78년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공과대

학의 건설공학계로 인가받아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축공학과로부터 분리, 발

전하였다. 건축설계교육 및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인증의 필요성이 우리나라 건축교

육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맞이하여 기존의 4년제 교과과정

을 국제 건축교육 인증기준에 적합한 5년제 건축학사과정(Bachelor of Architecture)

으로 개편하여 2002학년도부터 건축학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건축학과는 급격한 

사회의 발전 속에서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독창성과 보편성

을 지닌 보다 향상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중원문화의 기반을 둔 

지속가능성” 이라는 교육목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비젼

을 고려하여 충북성(장소성), 한국성(역사성), 환경친화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 이는 충북의 건축문화는 물론 한국의 건축문화가 당면한 건축교육 과제에 초점

을 맞추면서 진리, 정의, 개척이라는 충북대학교의 교시를 통해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

2. 대학졸업과 동시에 건축설계 실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3. 건축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건축인접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

양한 교과목 제공

4. 시대적 변화에 따른 건축가 역할 및 능력에 대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과

정의 체계 제공

5. 충북, 한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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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3학점 이수

외국어(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한국

어(외국인)분야 6학점 이수

9

*심화교양

심화교양영역 1분야 전체, 2분야 전체, 3분야의 문학·

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성문화의 이해, 현대인

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택 3

하여 9학점 이수

12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

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공과대학 _409

◎ 건축학과(Department of Architec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6551001

6551008

초급설계Ⅰ(Elementary Architectural DesignⅠ)

건축표현(Architectural Presentation)

3-0-6

3-2-2

전선

2

전필 6551003 초급설계Ⅱ(Elementary Architectural DesignⅡ) 3-0-6

전선 6551057 건축개론(Introduction to Architecture) 3-3-0

2

1

전필

6551005

6551006

6551041

6546141

건축설계Ⅰ(Architectural DesignⅠ)

서양건축사(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건축구조역학(Architectural Statics)

건축환경(Environmental Technology)

6-0-12

3-3-0

3-3-0

3-3-0

전선 6551012 건축과 컴퓨터(Design Computing) 3-2-2

2

전필

6551009

6551040

6551058

건축설계Ⅱ(Architectural DesignⅡ)

건축공간 디자인론(Theory of Architectural Space Design)

건축일반구조(Building Construction)

6-0-12

3-3-0

3-2-2

전선 6551042 충북건축의 이해(Introduction to Chungbuk Architecture) 3-3-0

3

1

전필

6551013

6551014

6551016

건축설계Ⅲ(Architectural DesignⅢ)

한국건축사(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재료와 구법(Materials & Assemblies)

6-0-12

3-3-0

3-3-0

전선
6551017

6551025

근대건축론(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주거론(Theory of Housing)

3-3-0

3-3-0

2

전필

6551018

6551019

6551030

6551033

건축설계Ⅳ(Architectural DesignⅣ)

구조시스템(Structural Systems)

환경친화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법제도(Building Code & Regulation)

6-0-12

3-3-0

3-3-0

3-3-0

전선 6551043 디지털건축(Digital Architecture)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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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551054

6551024

6551045

건축설계Ⅴ(캡스톤디자인)(Architectural DesignⅤ(Capstone Design))20)

건축설비(Mechanical Systems)

충북의 건축문화(Culture in Chungbuk Architecture)

6-0-12

3-3-0

3-3-0

전선
6551044

6551053

포스트모던건축(Post-modern Architecture)

친환경설계방법론(Eco-Design Methodology)

3-3-0

3-3-0

2

전필

6551055

6551020

6551029

6551038

건축설계Ⅵ(캡스톤디자인)(Architectural DesignⅥ (Capstone Design)21)

건축과 행태(Architecture & Behavior)

건축시공(Construction Technology)

도시구성(Urban Composition)

6-0-12

3-3-0

3-3-0

3-3-0

전선 6551039 동양건축사(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3-3-0

일선 6551050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5

1
전필

6551056

6551032

6551036

건축설계Ⅶ(캡스톤디자인)(Architectural DesignⅦ(Capstone Design))22)

건물시스템(Building Systems)

건축실무(Professional Practices)

6-0-12

3-3-0

3-3-0

전선

2

전필 6551035 건축설계Ⅷ(Architectural Design) 6-0-12

전선
6551048

6551059

건축세미나(Seminar in Architecture)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1-2-0

일선 6551051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필수 28과목 108학점

전공 선택 11과목 31학점

계 39과목 139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546113

6546121

6546144

6546052

6546152

6547102

6547063

6547071

6547072

창의공학설계입문(Capstone Design Introduction)

건축환경시스템(Architectural Environment System)

건축음향(Architectural Acoustics)

건설경영(Construction Management)

건축환경 실험 및 해석(Building System Analysis and

Experiment)

단지 및 경관설계Site Planning and Visual Landscape Design)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Structure)

생태도시계획(Eco-city Planning and Design)

도시관계법규(Urban Planning Codes)

3-0-6

3-3-0

3-3-0

3-3-0

3-2-2

3-1-4

2-2-0

3-3-0

3-3-0

20)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21)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22)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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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6551057

6551015

6551058

건축개론

건축환경

건축일반구조

6546157

6546141

6546020

건축개론

건축환경

건축일반구조

동일
동일
동일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0

수학  : 3-3-0

정보기술프로그래밍  : 3-3-0

*#초급설계Ⅰ : 3-2-4

*#건축표현 : 3-2-2

영어 읽기와 토론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초급설계Ⅱ: 3-0-6

건축개론 : 3-3-0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6

특성교양 6

전공필수 9

전공선택 3

-------------

합계 36학점

2

심화교양 : 3-3-0

*#건축설계Ⅰ : 6-0-12

*#서양건축사 : 3-3-0

*#건축구조역학 : 3-3-0

*#건축환경 : 3-3-0

건축과 컴퓨터 : 3-2-2

심화교양 : 3-3-0

*#건축설계Ⅱ : 6-0-12

*#건축공간 디자인론 : 3-3-0

*#건축일반구조 : 3-2-2

충북건축의 이해 : 3-3-0

심화교양 6

전공필수 27

전공선택 6

-------------

합계 39학점

3

*#건축설계Ⅲ : 6-0-12

*#한국건축사 : 3-3-0

*#재료와 구법 : 3-3-0

근대건축론 : 3-3-0

주거론 : 3-3-0

*#건축설계Ⅳ : 6-0-12

*#구조시스템 : 3-3-0

*#환경친화건축 : 3-3-0

*#건축법제도 : 3-2-2

디지털 건축 : 3-2-2

전공필수 27

전공선택 9

-------------

합계 36학점

4

*#건축설계Ⅴ(Capstone Design) : 6-0-12

*#건축설비 : 3-3-0

*#친환경설계방법론 : 3-3-0

*#충북의 건축문화 : 3-3-0

포스트모던건축 : 3-3-0

*#건축설계Ⅵ(Capstone Design) : 6-0-12

*#건축과 행태 : 3-3-0

*#건축시공 : 3-3-0

*#도시구성 : 3-3-0

동양건축사 : 3-3-0

산학특강세미나:1-2-0

전공필수 30

전공선택 7

-------------

합계 36학점

5

*#건축설계Ⅶ(Capstone Design) : 6-0-12

*#건물시스템 : 3-3-0

*#건축실무 : 3-3-0

인턴쉽Ⅰ: 3-0-4주

*#건축설계Ⅷ : 6-0-12

건축세미나 : 3-3-0

인턴쉽Ⅱ: 3-0-4주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3

일반선택 6 (택1)

-------------

합계 2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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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1 2 전필 6551003 초급설계Ⅱ 6551001 초급설계Ⅰ

2 1 전필 6551005 건축설계Ⅰ 6551003 초급설계Ⅱ

2 2 전필 6551009 건축설계Ⅱ 6551005 건축설계Ⅰ

3 1 전필 6551013 건축설계Ⅲ 6551009 건축설계Ⅱ

3 2 전필 6551018 건축설계Ⅳ 6551013 건축설계Ⅲ

4 1 전필 6551054 건축설계Ⅴ(캡스톤디자인) 6551018 건축설계Ⅳ

4 2 전필 6551055 건축설계Ⅵ(캡스톤디자인) 6551054 건축설계Ⅴ(캡스톤디자인)

5 1 전필 6551056 건축설계Ⅶ(캡스톤디자인) 6551055 건축설계Ⅵ(캡스톤디자인)

5 2 전필 6551035 건축설계Ⅷ 6551056 건축설계Ⅶ(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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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초급설계Ⅰ(Elementary Architectural DesignⅠ)

목표 : 건축표현

건축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표현기법 및 고려사항을 익힌 후, 세 가지 공간구성요소(선,

면, 볼륨)에 의한 간단한 공간 및 형태구성 연습을 통하여 도면 그리는 법과 다양한 공간 

및 형태에 내재한 건축적 가능성과 이미지를 익힌다.

건축표현(Architectural Presentation)

건축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써 건축적 아이디어를 2차원 및 3차원의 다양한 드로잉 및 

프리핸드 스케치로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초급설계Ⅱ(Elementary Architectural DesignⅡ)

목표 : 건축표현

세 가지 공간구성요소와 네 가지 구성방식(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의한 좀 더 

발전된 공간 및 형태구성 연습을 통하여 다양한 공간 및 형태에 내재한 건축적 가능성과 

이미지를 익힌다.

건축개론(Introduction to Architecture)

건축의 개론적 논의를 통하여 건축물과 건조 환경이 생성되는 제반현상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한다.

건축설계Ⅰ(Architectural DesignⅠ)

목표 : 기본 설계 - 개체성

건축설계Ⅰ은 건축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단위공간과 형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들을 

구성·조합·배치·연결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서양건축사(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고대로부터 근대건축까지의 서양건축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인문사회적요인, 건축양식

과 구조, 의장상의 변천과정 등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 건축 흐름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작품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건축구조역학(Architectural Statics)

건축구조에 관한 구조역학에의 도입에 해당되며, 역학의 평형조건, 응력과 변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본 강좌의 주안점을 둔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한 구조적 안전성

에 대한 기초적 능력 및 응용력을 함양 시킨다.

건축환경(Environmental Technology)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건축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축설

계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와 과정을 습득케 한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일조, 일

사, 환기, 단열, 외피설계 등의 방법론을 인지하고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실제 

설계 과정에 반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과 컴퓨터(Design Computing)

건축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기를 익히고 전체적인 기능을 이

해하여 실제 건축설계에 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설계Ⅱ(Architectural DesignⅡ)

목표 : 기본설계 - 기본시스템

건축설계 Ⅱ의 주제는 건축을 이루는 기본 시스템(공간, 구조, 재료 및 동선체계 등)들이 

건축공간과 형태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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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건축체계들 간의 관계가 대지조건, 프로그램과의 관계에서 수행되도록 한다.

건축공간 디자인론(Theory of Architectural Space Design)

건축 작품을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은 건축설계 능력과 직접 연계된다. 본 강좌는 

동서고금의 유명건축물을 통하여 건축 공간(형태)의 구성요소, 기본원리 및 시스템을 이

해하고 실제 작품분석을 통하여 창의적인 공간디자인 이론을 체험하도록 한다.

건축일반구조(Building Construction)

건축구조 및 시공 원리 및 사례를 학습하고 계획-구조-시공의 통합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충북건축의 이해(Introduction to Chungbuk Architecture)

충북건축의 문화, 예술, 건축과 도시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를 한국, 세계건축과의 관계 하

에 살피도록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충북건축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건축설계Ⅲ(Architectural DesignⅢ)

목표 : 일반설계 - 공동성과 공공성

주변건물과 연계된 소규모 다목적 공간과 도심지 문화 공간 설계를 통하여 건축의 공동

성, 공공성과 더불어 충북의 정체성을 탐구하도록 한다. 개인별, 팀별 작업을 통하여 설계

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종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한국건축사(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건축사의 계통을 이해하도록 하며, 한국건축사관 정립에 기초가 될 근본이론 및 방법

론을 강론한다. 동시에 현장조사를 통한 전통건축의 본질적 의미와 실체를 체험할 수 있

도록 한다.

재료와 구법(Materials & Assemblies)

건축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성질, 기능 및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각 재료들의 품질

과 적용방식을 학습한다. 또한 시공 기술과 건축 재료의 성질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건물 

구성 원리의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근대건축론(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본 강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이루어졌던 다양한 건축운동과 이즘들, 건

축가와 작품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또한 거장 건축가들의 건축이론과 실제 작품과의 

관계에 대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비평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근대건축의 역사, 이

론 및 선례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인 이해, 건축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

여 건축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주거론(Theory of Housing)

본 강좌를 통하여 주거의 의미, 주거와 문화의 상관관계 및 다양한 주거형식과 삶의 변화

과정을 학습한 후 그 내용을 설계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축설계Ⅳ(Architectural DesignⅣ)

목표 : 일반설계 - 건물시스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공동주거 건축 설계를 통하여 단위주거의 설계, 단위주거

의 조합방식, 그리고 외부공간의 설계수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소규모 주거 및 상업공간

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공간․형태구성과 건물시스템을 통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구조시스템(Structural Systems)

구조시스템의 종류와 구성방식을 이해하고 구조시스템을 활용한 건축디자인 능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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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경친화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에서의 생태적 원리를 이해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공부한다.

열, 빛, 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들이 건조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21세기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재

료와 건설자재의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등 실천을 위한 정책과 과제에 대하여 강의, 토

론, 사례발표를 병행한다.

건축법제도(Building Code & Regulation)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제법, 건축사법, 전문 용역과 관련된 규약 등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

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장애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이해한다.

디지털 건축(Digital Design in Architecture)

컴퓨터 기술의 창조적인 역할을 건축공간과 형태, 도시 공공간의 이해와 창조에 적용해본

다. 정통적인 미디어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설계과정을 체험하도록 한다.

건축설계Ⅴ(캡스톤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Ⅴ(Capstone Design))

목표 : 심화설계 - 문화와 도시맥락

건축설계Ⅴ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맥락을 고려한 복합적인 건물의 설계와 이해

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과 주거·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도시지역의 분석을 통해 복합성, 주

변 맥락과 상호관계성을 중요개념으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한다.

건축설비(Mechanical Systems)

건물의 실내 환경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반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한다.

다양한 건물에 조화된 설비시스템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충북의 건축문화(Architectural Culture of Chungbuk)

충북의 건축과 도시의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하여 유형별, 지역별, 주제별로 이해하도록 한

다. 충북 건축이 지니는 역사 문화 환경의 본질이 지역의 건축은 물론 세계건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친환경설계방법론(Eco-Design Methodology)

건축의 기획단계에서 설계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유형별 계획이론과 접근 방법을 연

구한다.

포스트모던건축(Post-modern Architecture)

1972년 이후 모던에 반발하는 포스트모던 운동이 출현하여 건축과 도시에서의 새로운 방

향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와의 단절과 함께 무에서의 창조를 시도하였던 모던과는 달리 

포스트모던 운동은 과거와의 연속성 및 건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그

러나 포스트모던의 진정한 동기는 모던에 의해 상실된 가치의 회복과 억압된 욕구의 분

출에 있다. 본 강의는 포스트모던건축의 여러 경향과 그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설계Ⅵ(캡스톤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Ⅵ(Capstone Design))

목표 : 심화설계 - 환경친화 시스템

건축설계Ⅵ은 건축계획과 기술(구조, 시공) 및 건축 환경(열, 빛, 공기)이 통합된 환경친화 

시스템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기법에 의해 노후 건축물을 재생 또

는 활용하는 건축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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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행태(Architecture and Behavior)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드러내는 가치 및 관습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해한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심리적, 생리적, 행태적 이론과 방법을 이해

한다.

건축시공(Construction Technology)

변화하고 있는 건축시공기술과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시공의 원칙, 절차,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도시구성(Urban Composition)

도시구성이란 도시에 그 어떤 형태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모든 대상

물은 우연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 조절되고 이해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부분

과 전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도시구성은 건축구성과 그 기본원리는 같으나, 이 두 

구성 간에는 시간적 리듬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건축

의 수명은 도시보다 매우 짧아 그 변화의 주기가 빠름에 비해 도시는 매우 느리게 변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구성의 변화는 건축의 일련의 이미지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과

정을 설정함으로써 구성요소간의 갈등과 모순을 화해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

황을 익힘에 그 목적이 있다.

동양건축사(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동양건축의 특성과 유전(流轉)패턴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

아 건축의 성격, 유형, 형식계통, 역사 문화 환경을 파악하여 동양건축의 본질적 의의를 

찾도록 한다.

건축설계Ⅶ(캡스톤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Ⅶ (Capstone Design))

목표 : 통합설계 - 건물, 도시, 환경의 종합

건축설계Ⅶ은 건축학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설계의 전반기 과정으로써, 4년간 습

득한 다양한 이론과 설계 능력을 종합하는 단계이다. 졸업설계 주제는 현 시대 한국의 건

축문화(환경친화성, 충북성, 한국성)로부터 문제를 찾아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

시하도록 한다.

건물시스템(Building Systems)

학생들에게 건설 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재료, 설비, 방재, 구조 환경시스템 등

을 평가, 선정하여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분야, 환경조절분야, 시공분야 등

에 소속된 교과목들의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술관련 교육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제

시된다.

건축실무(Professional Practices)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시공현장 등 건축실무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

을 배우고 구조, 재료, 시공 등의 통합에 따른 빌딩시스템을 건축설계업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전문용역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정 및 사무실조직, 경영방법, 재정관리에 관해 이해한다.

건축설계Ⅷ(캡스톤디자인) (Architectural DesignⅧ(Capstone Design))

목표 : 통합설계 - 졸업논문 및 실무

졸업설계의 건축설계Ⅶ과 연계되는 건축설계Ⅷ은 종합적인 단계로, 예비건축가로서 자질

을 갖추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목표로 한다. 건축의 전 과정인 기획단계에서부터 계

획설계, 빌딩시스템, 상세설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도시, 건축적 개념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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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실무 설계 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건축세미나(Seminar on architecture)

기능을 중시한 근대논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형태개념의 위상을 재정

립하고, 존재방식의 표현으로서의 형태개념 그리고 특히 공존방식의 표현으로서의 변형의 

개념을 통하여 닫힌 체계가 아닌 열린 체계의 중요성과 그 잇점을 이해한다.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본 교과목은 학문적 기반 구축에 있어 산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산업별 특성화된 우수 인

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기업의 초청 연사 특강을 통해 기업의 운영 기술 및 이론을 습득

하여 학습이론과 실무 간의 거리감을 축소시키며, 기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가진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턴십Ⅰ,Ⅱ(InternshipⅠ,Ⅱ)

본 강좌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 이상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시공현장 등 현장에서 건

축실무에 필요한 건축허가 및 시공도면 등의 제반과정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정보대학(5100)
(College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전자정보대학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0년 8개 학과 (전기공학, 전자공

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전파공

학)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통합하여 본부 직속의 학부가 되었으

며, 2009년 3월 전자정보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는 3개 학부

(전기공학부, 전자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2개 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정보대학은 충북대학교의 교육이념에 기반을 두고 사회를 선도

하고 봉사하는 창조적인 공학도 양성이라는 교육비전과 전문성 배양,

실용성 함양, 국제성 및 윤리성 강화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다른 여

러 학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 컴퓨

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전자정보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품질개

선, 수요지향적 교육과정 확대, 연구동아리 운영, 설계 및 실험교육

강화, 자격증 취득 강화, 평생사제 지도교수제를 통한 상담 및 관찰,

산학연계 교육운영, 국제화 적응력 향상, 국내외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세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대학은 2006년 신입생부터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인증 지침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

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의 목적은 성과중심 교육 및

수요지향 교육을 통하여 교육내용의 국제표준화를 이룩하여 국제수준

에 부합하는 품질의 공학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있다. 전자정보대학의

3개 학부 2개 학과는 각 학부(과)에 설정된 12개의 학습성과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졸업요건을 강화시켰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

을 갖춘 전자정보분야의 공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졸업생들 중 약 7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약 60%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다. 약 20%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통하여 고급 연구자 및 기술자의 길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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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공학부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부는 1974년에 설립된 국가 기간산업의 대표적 전기공학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첨단 신기술 분야들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갖추

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전기재료 및 고전압 방전, 전력전자, 디지털 신호처리, 반도

체 소자 및 집적회로, 전기기기, 전력계통/에너지시스템, 플라즈마 응용, 신호 및 영

상처리, 디지털 공학 및 제어공학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공학부는 국책 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1995년부터 5년), BK21사업(2000년부터 

5년), 한전 기초인력양성사업(2003년부터 2년), 차세대 전력산업기반기술 인력양성

(NURI) 사업(2004년부터 5년), 2단계 BK21사업(2006년부터 7년), 3단계 BK21사업(BK

플러스사업 2013년 9월부터 7년), 전력IT 인력양성사업(2007년부터 4년), 스마트그리

드 기초인력양성사업(2010년부터 4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2014년 9월부터 

5년)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국책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공교육

운영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다.  

  전기공학부 졸업생들은 유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국책연구소의 전기, 전

자 기술 분야로 진출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교육목적

  전기공학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전기 및 IT분야의 창의력, 현장 적응능력,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학도 양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공학 분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수립과 실행

 - 전기공학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쉽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

 - 교수, 학생, 직원의 발전과 성공을 위한 연구 교육 환경 마련

◆ 교육목표 

① 전기공학분야의 전문성 배양: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하여 전기공학적인 문제를 해석

하고 해결하며, 제한된 요구조건을 가진 새로운 전기공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공식화하며 해결하고,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는 요소, 시스템, 공정을 설계할 수 

있으며,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기

공학의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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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복합 학제적인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시사적 관점에서 공

학적 해결 방안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참여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③ 소통능력 배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사고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을 배양하고 직업적, 도덕적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며, 시사적 논점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겸비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학습성과

  전기공학부는 전공교육과정, 전문교양교육과정, MSC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학

생이 졸업 시 잦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 2005인증기준

에 의거 학습성과를 측정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학습성과 내용은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

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전자정보대학 _423

◎ 전기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분야

이수사항 최 저

이 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

교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Action English ,
중국어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러시아어Ⅰ 
중 택 1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6
한국어(외국인)

글쓰기와 소통 0

컴퓨터와활용 0

자연

계이

공계

기초

수학
수학Ⅰ이수

일반물리학실험Ⅰ

이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수학Ⅱ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Ⅱ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 이수

21

기초과학

*심화교양

1문학과문화
공학윤리와 역사(분야5) 이수

심화교양역역 1분야, 2분야, 3분야의 문학·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

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과학)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택 2

9

2.역사와철학

3.인간과사회

4.자연과생명

5.기술과문명

6.예술과체육

특성교양

1.개신중점강좌

1∼5분야 중 택 1 3
2.지역사회문화
3.진로와선택
4.실용외국어
5.여가와취미

계 4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 ”이수”로 표시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택1 또는 택2”로 표시된 과목은 제시된 과목들 중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반드시 이

수해야 함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특성교양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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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학부(Electrica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106047 미래설계Ⅰ(Future DesignⅠ) 0-0-1

전선 5100001 창의공학설계Ⅰ(Creative Engineering DesignⅠ) 2-0-4

2 전필 5106048 미래설계Ⅱ(Future DesignⅡ) 0-0-1

전선 5100002 창의공학설계Ⅱ(Creative Engineering DesignⅡ) 2-0-4

2

1

전필

5106001

5106002

5106045

5106004

5106049

*전자기학Ⅰ(ElectromagneticsⅠ)

*회로이론Ⅰ(Circuit TheoryⅠ)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Ⅰ(Basic Electric Circuit and Digital Lab.Ⅰ)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미래설계Ⅲ(Future Design Ⅲ)

3-3-0

3-3-0

2-0-4

3-3-0

0-0-1

전선

5106005

5106006

5106007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확률및통계(Probability & Statistics)

현대응용물리학(Modern Applied Physics)

3-3-0

3-3-0

3-3-0

2

전필
5106046

5106050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 II (Basic Electric Circuit and Digital Lab. II)

 미래설계 Ⅳ (Future Design Ⅳ)

2-0-4

0-0-1

전선

5106009

5106010

5106011

5106012

5106013

물리전자(Physical Electronics)

수치해석및응용(Numerical Analysis and Application)

전자기학Ⅱ(ElectromagneticsⅡ)

회로이론Ⅱ(Circuit TheoryⅡ)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5106014

5106015

5106051

*전자회로Ⅰ(Electronic CircuitⅠ)

전자회로실험Ⅰ(Electronic Circuits Lab.)

미래설계Ⅴ(Future DesignⅤ)

3-3-0

2-0-4

0-0-1

전선

5106016

5106017

5106018

5106019

5106020

5106021

신호 및 시스템(Signals & Systems)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전력공학(Electric Power Engineering)

전기물성(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

회로망해석및합성(Network Analysis and Synthesis)

플라즈마공학(Plasma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5106022 전자회로실험 II(Electronic Circuit Lab.Ⅱ) 2-0-4

전선

5106023

5106024

5106025

5106026

5106027

5106028

5106029

5106044

디스플레이공학(Display Engineering)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전자회로Ⅱ(Electronic CircuitsⅡ)

현대제어(Modern Control)

전기전자재료및소자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and Components)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전기기기Ⅰ(Electric MachinesⅠ)

설계프로젝트(종합설계)(Design Projects)23)

3-3-0

3-2-2

3-3-0

3-3-0

3-3-0

3-3-0

3-3-0

2-0-4

23) 교과목은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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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106052 미래설계Ⅵ(Future DesignⅥ) 0-0-1

전선

5106031

5106032

5106033

5106034

5106035

5106042

5100005

전기기기제어(Electric Drives)

전기기기Ⅱ(Electric MachinesⅡ)

통신공학Ⅰ(Communication EngineeringⅠ)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신재생에너지시스템(Renewable Energy System)

산학초청세미나Ⅰ(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Ⅰ)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3-3-0

3-3-0

3-3-0

3-3-0

3-3-0

1-0-2

3-3-0

일선
5100008

5100011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2

전필 5106036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24) 2-0-4

전선

5106037

5106038

5106039

5106040

5106041

5106043

5100006

5100007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디지털신호처리응용(Digital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

대전류고전압공학

(Large Current and High Voltage Engineering)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통신공학Ⅱ(Communication EngineeringⅡ)

산학초청세미나Ⅱ(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Ⅱ)

공업 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 of Engineering Course)

공업논리 및 논술(Logic & 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3-3-0

3-3-0

3-3-0

3-2-2

3-3-0

1-0-2

3-3-0

3-3-0

일선
5100009

5100010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필수 15 과목 22 학점

전공 선택 39 과목 110 학점

계 54 과목 132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5107021

5107027

5107039

5107037

5107035

전자공학부 내

반도체소자

반도체공정

전자응용실험Ⅱ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

센서및계측

본 교육과정은『충청대학 전기전자학부 전기전공』과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24) 교과목은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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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부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창의공학설계I:2-0-4
 Action English:3-3-1
 수학I:3-3-1
 일반 물리학 및 실험I: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3-3-0
 공학윤리와 역사:3-3-0 
 미래설계Ⅰ:0-0-1
 심화교양1분야,2분야,3분야의 문학·
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성문화
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
로 <논어> 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
계의 이해, 미의 과학)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택 2:3-3-0

 창의공학설계II:2-0-4
 국어와 작문:3-3-0
 영어읽기와토론:3-3-1
 수학II: 3-3-1
 일반물리학 및 실험II:3-2-2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3-3-0
 일반 화학 및 실험:3-2-2
 미래설계Ⅱ:0-0-1
 

전공선택 2
기초교양 9
자연이공계기초 
21
심화교양 9
------------
합계 41학점

※공학윤리와 역사 

반드시 이수

2

 전자기학 I:3-3-0
 회로이론 I:3-3-0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 I:2-0-4 
 공학수학 I:3-3-0
 디지털공학:3-3-0
 확률 및 통계:3-3-0
현대응용물리학:3-3-0
미래설계Ⅲ:0-0-1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 II:2-0-4
물리전자:3-3-0
수치해석및응용:3-3-0

 전자기학 II:3-3-0 
 회로이론 II:3-3-0
 공학수학 II:3-3-0
 미래설계Ⅳ:0-0-1
 특성교양: 3-3-0

전공필수 13
전공선택 24
특성교양 3
------------
합계 40학점

3

 
 전자회로 I:3-3-0 
전자회로실험 I:2-0-4 
신호 및 시스템:3-3-0 
자동제어:3-3-0 
전력공학:3-3-0 
전기물성:3-3-0 
회로망해석및합성:3-3-0 
플라즈마공학:3-3-0 
미래설계Ⅴ:0-0-1

  

전자회로실험 II:2-0-4
디스플레이공학:3-3-0 
마이크로프로세서:3-3-0 
전자회로 II:3-3-0 
현대제어:3-3-0 
전기전자재료및소자:3-3-0 
전력전자:3-3-0 
전기기기I :3-3-0 
설계프로젝트:2-0-4

전공필수 7
전공선택 41
------------
합계 48학점

4

 
 전기기기제어:3-3-0 
전기기기II:3-3-0 
통신공학I:3-3-0 
디지털신호처리:3-3-0 
신재생에너지시스템:3-3-0 
산학초청세미나:1-0-2
공업교육론:3-3-0 
미래설계Ⅵ:0-0-1

 집적회로:3-3-0 
디지털신호처리응용:3-3-0 
대전류고전압공학:3-3-0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3-3-0 
통신공학II:3-3-0 
산학초청세미나Ⅱ:1-0-2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3-3-0 
공업논리 및 논술:3-3-0 
캡스톤디자인:2-0-4

전공필수 2
전공선택 41
------------
합계 43학점

▪ 1학년의‘창의공학설계Ⅰ’과‘창의공학설계Ⅱ’는 중복 이수 금지. 

▪ 1학년의‘공학윤리와 역사’과목은 개설된 학기(1학기 혹은 2학기)에 이수해야 함. 

▪ 2학년의 심화교양 과목은 3영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1,2학년의 특성교양 및 심화교양 과목은 개설된 학기(1학기 혹은 2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과정상 4학년의 인턴십I(3-0-4주),Ⅱ(15-0-16주),Ⅲ(3-0-4주), IV(15-0-16주)는 일반 선택임.

▪ 특성교양: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함

   (반드시 같은 분야에서 중복수강 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 수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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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부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 교양

필수
국어와 작문, 영어 읽기와 토론, 공학윤리와 역사(심화교양

5영역)
9학점 이수

선택

- Action English, 중국어I, 독일어I, 프랑스어I, 러시아어I중 택 1
- 심화교양영역 1분야,2분야,3분야의 문학·사학·철학에 

해당하는 교과목(성문화의 이해, 현대인의 언어예절, 
교양으로 <논어>살펴보기,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미의 
과학),4분야의 에너지와 환경 중 택1

6학점 이수

MSC

또는 BSM

필수

- 수학Ⅰ, 수학Ⅱ, 공학수학Ⅰ, 공학수학Ⅱ 이수

-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 이수

-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27학점 이수

선택
- 현대응용물리학, 수치해석 및 응용, 확률 및 통계

중에서 택 1

3학점이상

이수

전공(설계)

필수

회로이론Ⅰ, 전자기학Ⅰ,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Ⅰ,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Ⅱ, 전자회로Ⅰ, 전자회로실험I, 전자회로실험Ⅱ,

설계프로젝트(2), 캡스톤디자인(2), 미래설계Ⅰ, 미래설계Ⅱ,

미래설계Ⅲ, 미래설계Ⅳ, 미래설계Ⅴ,미래설계Ⅵ

21(4)학점

이수

선택

창의공학설계Ⅰ(2) (또는 창의공학설계Ⅱ(2)) 중 택 1,

디지털공학, 물리전자, 전자기학Ⅱ, 회로이론Ⅱ,

신호 및 시스템, 자동제어, 전력공학, 전기물성,

회로망해석 및 합성, 플라즈마공학(1),

디스플레이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회로Ⅱ,

현대제어(1), 전기전자재료 및 소자, 전력전자, 전기기기Ⅰ,

전기기기제어(1), 전기기기Ⅱ(1), 통신공학Ⅰ(1),

디지털신호처리(1), 신재생에너지시스템(1),산학초청세미나Ⅰ,

집적회로, 디지털신호처리응용, 대전류고전압공학,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통신공학Ⅱ, 산학초청세미나Ⅱ

전자기학Ⅱ,

회로이론Ⅱ

는

반드시 이수

42학점(5)

이상 이수

▪ 괄호()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창의공학설계Ⅰ’과‘창의공학설계Ⅱ’는 중복 이수 금지.                 

▪ LG화학 트랙, 하이닉스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MSC의 일반화학 및 실험 을 타 학과에서 개

설하는 화학관련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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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부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3

1

전선 5106016 신호및시스템 5106004 공학수학Ⅰ

전선 5106017 자동제어 5106004 공학수학Ⅰ

전선 5106018 전력공학 5106002 회로이론Ⅰ

전선 5106019 전기물성 5106001 전자기학Ⅰ

전선 5106020 회로망해석및합성 5106002 회로이론Ⅰ

전선 5106021 플라즈마공학  5106001 전자기학Ⅰ

2

전선 5106025 전자회로Ⅱ 5106014 전자회로I

전선 5106026 현대제어 5106002 회로이론I

전선 5106029 전기기기Ⅰ 5106002 회로이론Ⅰ

전선 5106023 디스플레이공학 5106001 전자기학Ⅰ

전선 5106044 설계프로젝트(종합설계)
5106001
5106002

전자기학Ⅰ
회로이론 I

4

1

전선 5106032 전기기기Ⅱ 5106029 전기기기Ⅰ

전선 5106033 통신공학Ⅰ 5106004 공학수학I

전선 5106035 신재생에너지시스템 5106018 전력공학

전선 5106031 전기기기제어 5106028 전력전자

2
전필 5106036 캡스톤디자인 5106044 설계프로젝트(종합설계)

전선 5106040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0622013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2013학년도 이후 재학생에게 적용한다.(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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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Ⅰ,Ⅱ(Creative Engineering DesignⅠ,Ⅱ)

본 교과목은 2학점의 설계학점 포함되어 있다. 창의공학설계란 Design before theory의 

개념에서 시작된 과목으로,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1학년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길

러주고, 또한 공학자로서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학적 설계관련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특히 전기공학 관련 특정시스템의 동작개요와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상호연관성을 익힌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의 창의적 능

력을 키우며, 앞으로의 전공 공부에서의 친밀성을 높이고자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로

는 1) 전기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공학적 소양 및 설계능력을 향상하며, 2)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이용한 센서신호처리 및 모터구동을 통하여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현을 익히며,

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전자기학Ⅰ,Ⅱ(ElectromagneticsⅠ,Ⅱ)

정전계, 정자계, 전자계 등의 전기 및 자기적인 상황에 대한 물리학적 법칙들과 그러한 

법칙들을 표현하는 수학적인 기법에 대해 공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응용

기법을 다룬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 및 기초 개념들을 이해하고 

2) 전자기학의 기본 방 정식들에 대한 수학적 기법을 공부하며 3) 다양한 전자기학적 상

황에서의 원리 응용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회로이론Ⅰ,Ⅱ(Circuit TheoryⅠ,Ⅱ)

전기회로의 해석 및 설계를 목적으로 수동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전기

법칙을 이용하여 전원 및 부하의 특성에 따른 직류 및 교류회로의 해석을 수행한다. 과도 

상태 해석, 주파수 분석 및 필터 설계 등을 이해하고 전기회로의 특성해석을 위한 페이저 

기법, 라플라스 변환, 퓨리에변환 등의 해석능력을 배양하고 2단자망 해석을 통한 회로망 

해석기법을 배운다. 또한 PSpice와 PSiM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회로해석을 수행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로는 1) 전원 및 부하의 특성, 직류 및 교류의 기본특성을 이해하고, 2)

직류 및 교류 전기회로의 해석능력을 익히며, 3) 교류 및 3상회로, 자기결합회로의 기본

적 특성을 이해하고, 4) 주파수영역에서의 회로 해석 기본능력 습득 및 신호변환 기초이

론 이해하는데 있다.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Ⅰ(Basic Electric Circuit and Digital Lab.Ⅰ)

여러 가지 기능의 전기회로를 설계하여 제작해보고, 그 기능을 실측하여 검증해본다. 전

기회로의 작동 원리를 분석함으로써 전기회로 및 전자기학의 관련 이론들을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며, 아울러 사용되는 계측기들의 사용법을 익힌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여러 가지 전기회로를 설계하여 제작하고 2) 직류전원공급기, 함수

발생기,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브릿지 등 기본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며 3) R,L,C 등의 

기본 소자 특성 및 전기회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학수학Ⅰ,Ⅱ(Engineering MathematicsⅠ,Ⅱ)

전기공학에서의 수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를 통해 전기공학시스템을 모

델링, 분석하는 기법을 익힌다. 다루는 주제의 범위는 1차 미분방정식, 2차 및 고차 선형

미분방정식, 연립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의 급수해, 라플라스변환, 선형대수, 푸리에 급수,

복소수 이론, 급수 이론, 기본 통계이론 등 이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전기 소자 및 시스템을 물리적 현상에 기반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고, 2)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전기 시스템의 해를 찾고, 3) 구한 해에 대한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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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의미  부여하는데 있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을 위한 디지털 논리 및 회로 설계 방법을 공부한다. 부울대

수, 기본 표현, 논리 게이트 및 구현, 일출력 분지수, 타이밍, 상승기간과 하강시간, 시간

지연, 조합회로의 최소화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표준회로로서 가산기, 멀티플렉서, 디멀

티플렉서 등과 메모리, 플립플럽, 레지스터, 카운터 등 순차 논리회로를 이해한다.

교과목 학습목표는 1) 전기공학의 기초분야인 디지털 정보와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2)

디지털 논리회로의 설계 방법을 익히고, 3) state machine의 설계방법을 배운다 이다.

확률 및 통계(Probability & Statics)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한 확률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운다. 주요 내용

으로는 불규칙 변수의 정의, 확률분포 함수, 기댓값, 분산 및 표준편차, 다중변수로 표현

되는 확률사건의 통계적 특성 해석 등이 있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로는 1) 불확실한 문

제에서 확률 문제를 정의 하고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능력을 익히며, 2) 실제 공학 

문제에서 발생하는 확률 문제를 다루는 예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배양하고, 3)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정의 하는 능력을 익히는데 있다.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II(Basic Electric Circuit and Digital Lab. II )

디지털 논리회로 및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여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디지털 시스템 이론

을 이해하고 관련 계측기의 사용법을 익힌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게이트 회로의 구성과 특성, 2) 조합 논리회로의 구성과 특성, 3) 레

지스터의 기능과 특성, 4) 순서논리회로의 구성과 특성 등을 이해하고 5) 관련 계측기 사

용법을 습득하는 것이다.

물리전자(Physical Electronics)

전송자의 이동도, 생성-재결합 및 페르미준위 등과 같은 반도체의 기본 물리적 성질을 이

해하고 표류전류 및 확산전류와 같은 전류전송현상에 대한 물리적 기작을 먼저 고찰한다.

전자회로의 기본 소자인 다이오드, MOSFET 및 bipolar 접합트랜지스터 등의 전자소자에

서 전류전송에 의한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여 본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1) 반도체에서 전류전송현상에 대한 이해, 2) 다이오드, MOSFET

및 BJT 등의 기본 소자들에서 전류-전압 특성에 대한 물리적 해석 및 3) 기본 전자소자들

의 등가회로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에 있다.

수치해석 및 응용(Numer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공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수치해석 방법을 다루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여러 분야에 

대해 응용해 본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으로 계산하던 방법을 컴퓨

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 2) 다항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적용

하며, 3) 공학수학에서 학습한 내용 중 선형대수와 관련된 부분을 프로그램밍하여 이해도

를 높이고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4) 일차원에서 다차원까지의 내간법과 

외간법에 대한 기초적 프로그램 기법을 학습하여 실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과 지식의 기틀을 마련한다.

현대응용물리학(Modern Applied Physics)

현대응용물리학의 법칙과 개념들을 이해하여 고학년의 보다 심화된 내용의 전기공학적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를 다진다.

교과목학습목표는 현대응용물리학의 기본 법칙과 개념 이해하여 과학적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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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Ⅰ,Ⅱ(Electronic CircuitsⅠ,Ⅱ)

전자회로의 기본 능동소자인 다이오드, BJT 및 FET들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소자들의 소

신호 및 대신호 등가회로들을 이해하며, 차동증폭기를 포함하여 기본 증폭기회로들의 동

작원리를 우선 이해하여 본다. 요소 증폭기회로들의 주파수 특성 및 부궤환 방법을 공부

하고 연산증폭기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여 보며, 간단한 연산증폭기회로를 설계해 보고 

연산증폭기를 이용한 능동필터 및 발진기회로들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법들을 알아본다.

교과목 학습목표는 1) 기본 요소증폭기 및 부궤환 증폭기회로의 동작원리의 이해, 2) 연

산증폭기 단위의 회로에 대한 분석 방법 및 다양한 요구사항에 적합한 증폭기회로의 설

계 및 3) 아날로그 필터, 정궤환 및 발진기 회로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설계방법의 습득

에 있다.

전자회로실험Ⅰ,Ⅱ(Electronic Circuits Lab.Ⅰ,Ⅱ)

전자소자 특성 분석 및 기본회로의 해석, 설계, 시뮬레이션, 실현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실험보고서 작성 기법 및 발표자료 작성 기법을 익힌다. 다루는 실험 및 설

계주제는 다이오드회로, 증폭회로, 연산증폭기를 포함하는 선형IC 응용회로, 발진회로, 통

신시스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선형 시스템과 이를 응용한 시스템이다. 각 실험 및 설계 

주제에서는 시뮬레이션 도구 사용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실험과 설계를 수행한

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전기, 전자 소자와 이를 활용한 선형시스템의 특성을 분석 해

석하며, 2) 분석해석 결과를 토대로 응용회로의 설계기법을 시뮬레이션과 실제 실현을 통

하여 익히며, 3) 실험 및 해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있다.

신호 및 시스템(Signal and Systems)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기초적인 분석 방법으로 퓨리에 변환과 Z-변환을 배우고, 고속 

계산방법인 FFT을 이용한 디지털 필터의 성능분석 및 설계방법들을 배운다. 교과목학습목

표는 1) 신호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하여 물리적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

하고, 2) 연속과 이산 시스템에 대한 선형성과 비선형성 등의 시스템에 관한 특성을 배운

다. 또한 3) 퓨리에 변환 및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응용부분을 학습하고, 4) 학습한 내용을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공학의 기본이 되는 바탕을 마련한다.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본 교과목에서는 미분방정식, 라플라스변환 등 기초적인 수학이론을 이용하여 제어시스템 

설계를 위한 전기적, 기계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및 블록선도를 이용한 해석,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을 다루고 동적시스템의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 특성해석을 다룬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로는 1) 제어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 및 실생활에서의 적용에 대해 이

해하며, 2)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제어 알고리즘의 기본적 메카니즘을 학습하고, 3) 피

드백 시스템 특성해석 및 안정성 판별법을 익히고, 4)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

고 정의 하는 능력을 익히는데 있다.

전력공학(Electric Power Engineering)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력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안정하게 운용하는 전력계통 즉,

발전-변전-송전-변전-배전계통으로 구성되는 전력망을 해석 및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학습목표는 1) 송배전선로의 파라미터 계산, 2) 4단자 송배전

선로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해석, 3) 발전기 및 변압기 모델링, 4) 단위법에 의한 단선

도 표현, 5) 전력조류계산, 6) 발전기 제어 및 경제부하배분 계산, 7) 대칭좌표법에 의한 

고장계산, 8) 절연 및 보호협조, 9) 안정도 해석 등의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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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물성(Electric Properties of Materials)

각종 전기기기 및 부품에 사용되는 전기재료의 전기적인 특성들인 유전성, 절연성, 자성,

도전성 등을 원자론적 입장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각 기능의 재료의 활용 능

력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1) 거시적 전기적 특성 양의 원자론적 이해, 2) 재료의 특성량

과 원자적 구조 관계 이해, 3) 소정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의 미시적 구조에 대한 

지식 습득

디스플레이공학(Display Engineering)

CRT(Cathode Ray Tube), LCD(Liquid Crystal Display), LED(Light Emitting Diode),

FED(Field Emission Display), PDP(Plasma Display Panel)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디스

플레이 장치들의 구조, 작동원리 그리고 제작공법 등에 대해 공부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장치들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습득하고 2) 디

스플레 이 장치들의 제작 공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회로망해석 및 합성(Network Analysis and Synthesis)

본 과목은 선형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변환이론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어진 입력조건하에서 원하는 출력을 갖는 선형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학습목표는 1) 미방, 선형대수학, 그래프/위상학, 이산수학,

선형시스템이론, 분포정수회로해석 기초이론, 제어기 설계 기초이론, 2) 라플라스변환, 퓨

리어변환, z-변환, dq-변환 이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제어(Modern Control)

본 교과목은 1학점의 설계학점 포함되어 있다. 자동제어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

파수영역에서 근궤적 해석, 나이키스트 안정선 판별법을 공부하고 주파수영역 및 시간영

역에서 PID제어기 설계기법을 이해한다. 또한 상태공간에서의 제어시스템 해석 및 설계 

기법을 다루고 상태 제어기 및 관측기 설계, 리아프노푸함수법을 이용한 시스템의 안정성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로는 1) 고급 제어 알고리즘의 학습을 통해 

산업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며, 2) 시간영역에서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 형태 및 설계 방법을 학습하고, 3) 주어진 문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정의 하는 능력을 익히는데 있다.

전기전자재료및소자(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and Components)

전기물성물리학을 바탕으로 각 기능별 재료에 대한 물성과 이를 이용한 소자의 제조, 구조,

동작원리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각 기능의 재료의 활용, 소자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1) 전기 및 전자 재료 종류, 부품 및 소자의 기본적 특성 이해, 2) 부품 및 소

자의 설계 및 제조 과정 이해, 3) 부품 및 소자의 활용능력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전력전자회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위해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 열적특성이해하고 

전력용 반도체소자로서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전력용 BJT 및 MOSFET, IGBT 소자등의 

특성 및 응용을 이해한다. 전력변환장치로서 AC/DC 컨버터, DC/DC 컨버터, DC/AC

인버터의 회로해석과 설계와 제어를 이해하고 PSiM 시뮬레이션에 의한 분석을 수행한다.

전기기기Ⅰ(Electric MachinesⅠ)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모든 기기들이 전기기기이고, 이러한 전기기기의 기본 

동작원리와 설계이론을 다룬다. 기 학습한 전자기학과 회로이론을 바탕으로 에너지 변환

의 기본원리, 전기기기에서 전기 및 자기회로의 구성에 따른 특성의 변화 등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변압기, 각종 전동기 및 발전기, Brushless DC motor 및 Swi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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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uctance Motor 등 특수기기의 동작원리를 이해한다. 전기기기를 접근하는 큰 흐름의 

두 가지는 전자기학에 기초를 둔 설계중심의 것과, 회로이론에 기초한 구동 위주의 접근

이 있는데, 본 교과목에서는 설계 및 동작원리의 이해관점에서 학습한다.

전기기기Ⅱ(Electric MachinesⅡ)

전학기의 전기기기I에 이어 유도기와 동기기의 특성과 이론을 배우고, Brushless Motor

및 최근에 널리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기 등의 이론 및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실제의 전기 기기의 특성해석과 설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각종 

전기기기의 특성 해석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기법을 익힌 후, 이를 활용하여 실

제로 전기기기(변압기)를 설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 특히 AVR(ATmega128)의 동작원리와 응용을 익힌다. 실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하여 AVR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공되는 기본 회로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여기에 본인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한다.

교과목 학습목표는 1)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과 응용을 이해하고, 2) 기본 회로도에 의

한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시험하며, 3) 기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

고, 4) 추가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플라즈마공학(Plasma Engineering)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서의 플라즈마 물성을 이해하고, 플라즈마 

발생 장치들의 작동 원리와 다양한 플라즈마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습득한 기초이론을 

적용하여 플라즈마 장치 및 특성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플라즈마의 기본 물성과 장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2) 플라즈마 장치 및 특성을 설계하는 능력을 기르며 3) 다양한 플라즈마의 응용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설계프로젝트(Design Projects)

종합설계교과목(설계학점:2학점)

전공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실증적 결과를 도  

출하여 논문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익힌다.

교과학습목표는 1) 전기공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 

및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2) 분석된 결과에 따라 실험을 실행하고 그 결

과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3) 최종적인 결과물인 논문을 재출하는 

것으로 한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기초설계 및 요소설계를 아우르는 종합설계 교과목으로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설계과정을 거친다. 주어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

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일정양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신 기술 동향 파악하며, 2)

설계요소(목표와 기준설정, 합성, 분석 제작, 시험, 평가 및 결과 도출)에 부합되는 설계과

정을 시행하며, 3) 설계 전 과정에서 현실적 제한조건(경제, 환경, 사회, 윤리, 미학, 안전,

생산성과 내구성, 산업표준 등)을 고려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전기기기제어(Electric Drives)

전기기기제어를 위한 전동기-부하시스템의 역학에 대한 이해, 전동기의 모델링 및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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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해석, 전기기기제어를 위한 전력변환장치의 PSiM 시뮬레이션

교과목 학습목표는 1) 전력변환회로의 해석 및 설계를 이해하고, 2) 전기기기의 특성 및 

제어기술을 익히고, 3) 전기기기 속도제어기 설계기술을 익히고, 4) PSiM을 이용한 시뮬

레이션 수행능력을 배양한다.

통신공학Ⅰ,Ⅱ(Communication SystemsⅠ,Ⅱ)

통신공학 II는 요소설계과목(설계학점:1학점)이다.

통신에 관한 신호해석 선형시스템, FM, AM, PM 등의 변복조 방식등을 논한다. 디지털 

변복조방식과 통신공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해석과 전송기술,

정보이론 등을 다룬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퓨리에 변환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변조와 복조의 개념을 익

힌다. 2) 통신공학 I에서는 아날로그 통신에 관한 변복조 방식을 학습하고, 3) 통신공학 II

에서는 디지털 통신 방식에 관련된 변복조 기술을 익힌다. 4) 전반적으로 통신에 관한 이

론을 학습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을 하여, 최근에 사용되는 통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

는 기반 지식을 확보한다.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 과목인 디지털 신호처리의 중요성을 학습함으로서 신호처리 전

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신호처리의 기본이 되는 불연속 시간 신호처

리 와 불연속 시간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기법, 불연속 시간 신호 및 시스템, Z 변환,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본화, LTI시스템의 주파수 영역 해석 등을 다룬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아날로그 신호처리와 디지털 신호처리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익히

며, 2) 이산시간 신호와 시스템의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표현을 이해하며, 3) 이

산시간 신호처리 시스템의 주파수응답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Renewable Energy System)

본 과목은 안정적 전원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개발 및 보급되고 있

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스템, 즉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에너지저

장발전(축전지, 플라이 휘일, 초전도) 등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 설계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학습목표는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에 대

한 기본원리와 운전특성의 이해 2) 팀프로젝트수행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의 설계능

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산학초청세미나Ⅰ,Ⅱ(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 onⅠ,Ⅱ)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최고경영자나 전문가에 의한 초청 특강으로 ET 및 IT분야 최신기

술동향과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등 장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학습목표; 1) ET 및 IT분야 최신기술동향 파악, 2) 졸업후 진로 정보 취득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 CMOS 디지털전자회로에 대하여 기본 CMOS 인버터회로의 동작원

리에서부터 이진연산 adder급의 디지털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이해 및 설계 방법들을 공

부하고 프로세서 및 메모리회로들의 동작원리를 소개하고 간단한 프로세서급의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여 본다. 교과목 학습목표는 1) 기본 CMOS 디지털회로에 대한 동작특성

에 대한 이해, 2) 간단한 디지털 시스템의 CMOS의 회로 구현 및 해석 및 3) 다양한 디

지털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기술에 적합한 구현 방법의 습득에 있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

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의 문화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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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호처리응용(Digital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s)

이산시간 선형시스템의 중요특성(선형위상, 최소위상 등)을 다루며, 이러한 특성을 근간으

로 IIR, FIR 시스템의 특성 이해 및 설계방법 숙지한다. DFT이론을 바탕으로 FFT수행 기

법과 이를 이용한 신호해석기법을 통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이해 

및 실제 활용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신호처리시스템과 알고리즘의 응용분야를 다룬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이산시간 IIR, FIR시스템의 특성 이해와 이를 통한 시스템의 설계기

법을 익히며, 2) DFT를 이용하여 이산시간 신호와 시스템의 스펙트럼 분석기법과, 3) 이

를 활용한 신호처리 알고리즘 설계기법을 익히는데 있다.

대전류고전압공학(Large Current and High Voltage Engineering)

대전류 및 고전압하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론들을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각종 중전기

기의 절연설계 능력과 대전류의 통전과 차단기구 설계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1) 절연체의 전기전도 및 절연파괴 현상과 이론 이해, 2) 전력기기의 절연설계 

이해, 3) 대전류 통전과 차단 기구 이해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전기공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Matlab

을 비롯한 C, Visual C++ 등을 다룬다. 공학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화

하는 수준까지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학습목표는 1) 대학에서 배운 이론인 수학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기계에 적용하는 부

분에서 프로그램언어를 사용할 수있도록 익힌다. 2) 표준인 ANSI C를 학습하고, 3)

Window 상에서는 Visual C++을 이용하여 목적한 결과가 나오게 함수를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다. 4) 산업현장에서 기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공업교육의 역사적 배경, 공업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공업교육전

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공업교육연구 및 지도법(Instructional Resoures and Methods of Engineering Course)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

을 쌓게 한다.

공업논리 및 논술(Logic&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교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미래설계 Ⅰ,Ⅱ(Future DesignⅠ,Ⅱ)

전기공학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전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전공과목을 배우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한다.

미래설계 Ⅲ,Ⅳ(Future DesignⅢ,Ⅳ)

기업의 인사 담당 또는 전공관련 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공분야의 다양한 최신기술 

및 적용시장 유형을 탐색하고, 학생 개인의 적성, 흥미, 전공과 적합한 지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한다.

미래설계 Ⅴ,Ⅵ(Future DesignⅤ,Ⅵ)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방법 및 이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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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공학부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 교육목적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공학 리더 양성을 비젼으로,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 제어,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① 전자공학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

기본이론부터 응용기술에 이르는 체계적인 전공 교과과정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는 설계 교과목들을 통하여, 전자공학의 기본지식과 응용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실습 및 설계에 충실한 교과목 운영, 공학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턴십, 현장실습,

산학특강 등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

무형 인력을 양성한다.

③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헌신적 인력 양성 

지속적인 자기 개발, 다양한 비교과 활동 참여, 공학적 윤리에 대한 이해, 직업적 

책임감 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수준 높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헌신적 인력을 양성한다.

④ 국제화를 대비하는 진취적 인력양성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 능력, 협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국제적 업무와 팀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취적 인력을 양성

한다.

◆ 학습성과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아래의 학습성

과로 정하고 달성도를 측정 평가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438_ 2017학년도 교육과정

(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전자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교과목

기초
교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Action English, 중국어I, 독일어I, 프랑스어I,

러시아어I 중 택1 6

한국어
(외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Ⅰ, Ⅱ 이수

자연이공계기초
수학I, 수학II, 일반물리학및실험I, 일반물리학및실험
II, 일반화학및실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
터프로그래밍 이수

21

*심화
교양

1. 문학과 문화

공학윤리와 역사(분야5) 이수

분야 1, 2, 3 중 택2

교육과정운영지침 2조 12항을 만족해야함

9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4. 자연과 생명
5. 기술과 문명

6. 예술과 체육

특성
교양

1. 개신종점강좌

분야 2 중 택1

교육과정운영지침 2조 12항을 만족해야함
3

2. 지역사회문화
3. 진로와 선택
4. 실용외국어

5. 여가와 취미

계 4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 2013학년도부터 입학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Ⅰ·Ⅱ 및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필수, 공학교육인증자 외국인은 외국어영역에서 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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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학부(Electronics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5100001

5107060

*창의공학설계 I(Creative Engineering Design I)

*미래설계Ⅰ(Future DesignⅠ)

2-0-4

1-0-2

2

전필

전선
5100002

5107061

창의공학설계Ⅱ(Creative Engineering DesignⅡ)

*미래설계Ⅱ(Future DesignⅡ)

2-0-4

0-1-0

2

1

전필

5107001

5107002

5107003

5107004

*전자기학Ⅰ(ElectromagneticsⅠ)

*회로이론Ⅰ(Circuit TheoryⅠ)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기초회로실험Ⅰ(Basic Electric Circuits Lab.Ⅰ)

3-3-0

3-3-0

3-3-0

2-0-4

전선

5107005

5107006

5107062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미래설계Ⅲ(Future DesignⅢ)

3-3-0

3-2-2

0-1-0

2

전필

5107009

5107010

5107058

회로이론Ⅱ(Circuit TheoryⅡ)

*기초회로실험Ⅱ(Basic Electric Circuits Lab.Ⅱ)

프로그래밍프로젝트(Programming Project)

3-3-0

2-0-4

1-0-2

전선

5107008

5107011

5107012

5107013

5107014

5107063

전자기학Ⅱ(ElectromagneticsⅡ)

*확률및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물리전자(Physical Electronics)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미래설계Ⅳ(Future DesignⅣ)

3-3-0

3-3-0

3-3-0

3-3-0

3-2-2

0-1-0

3

1

전필
5107015

5107016

*전자회로I (Electronic Circuits I)

*전자회로실험I (Electronic Circuits Lab. I)

3-3-0

2-0-4

전선

5107017

5107018

5107019

5107021

5107028

5107064

신호및시스템(Signal and System)

자료구조및알고리즘 (Data Structure and Algorithm)

자동제어Ⅰ(Automatic ControlⅠ)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미래설계Ⅴ(Future DesignⅤ)

3-3-0

3-3-0

3-3-0

3-3-0

3-2-2

0-1-0

2

전필
5107022

5107052

전자회로실험Ⅱ(Electronic Circuits Lab.Ⅱ)

종합설계Ⅰ(Capstone DesignⅠ)25)
2-0-4

1-0-2

전선

5107020

5107024

5107025

5107026

5107027

5107029

5107032

5107065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전자회로Ⅱ(Electronic CircuitsⅡ)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전자장(Electromagnetic Field)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

자동제어Ⅱ(Automatic ControlⅡ)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미래설계Ⅵ(Future DesignⅥ)

3-3-0

3-3-0

3-3-0

3-3-0

3-3-0

3-3-0

3-3-0

0-1-0

◦는 전공기초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는 공학인증 필수 과목으로 공학인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5)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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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107053 *종합설계Ⅱ(Capstone DesignⅡ)26) 2-0-4

전선

5107031

5107034

5107035

5107037

5107038

5107047

5107050

5107055

5107059

5100005

◦전자응용실험Ⅰ(Electronics Application Lab.Ⅰ)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센서및계측(Sensor and Instrumentation)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Analog Integrated Circuit Design)

디지털집적회로설계(Digital Integrated Circuit Design)

산학초청세미나Ⅰ(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Ⅰ)

제어시스템설계(Control System Design)

RF회로설계(RF Circuit Design)

임베디드프로그래밍(Embedded Programming)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2-0-4

3-3-0

3-3-0

3-2-2

3-2-2

1-0-2

3-3-0

3-3-0

3-2-2

3-3-0

일선
5100008

5100011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2

전필 5107054 미래설계(Future Design)27) 0-1-0

전선

5107039

5107040

5107041

5107044

5107045

5107049

5107056

5107057

5100006

5100007

전자응용실험Ⅱ(Electronics Application Lab.Ⅱ)

정보통신공학(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안테나공학(Antenna Engineering)

로봇공학(Robotics)

지능시스템(Intelligent System)

산학초청세미나Ⅱ(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Ⅱ)

HDL설계(HDL Design)

반도체패키징테스팅(Semiconductor Packaging & Testing)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of Engineering Course)

공업논리및논술(Logic & 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2-0-4

3-3-0

3-3-0

3-3-0

3-3-0

1-0-2

3-3-0

3-3-0

3-3-0

3-3-0

일선

5100009

5100010

5107051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Ⅲ(InternshipⅢ)

연구과제(Research Projects)

15-0-16주

3-0-4주

1-0-2

필수 12 과목 27 학점

전공 선택 47 과목 116 학점

계 59 과목 143 학점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소프트웨어학과의
운영체제(5111015), 소프트웨어공학(5111024), 데이터베이스
시스템(5111026)

-컴퓨터공학과의
운영체제(5110016), 계산이론(5110098),

소프트웨어공학(5110085), 데이터베이스시스템(5110025)

본 교육과정은『충청대학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과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26)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 교과목

27)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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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부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3-3-1
 수학Ⅰ: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3-3-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3-2-2
 %공학윤리와 역사: 3-3-0
 미래설계Ⅰ: 1-0-2
 %교육과정운영지침(2조 12항)에 
 따른 교양 중 택1: 3-3-0

 창의공학설계Ⅱ: 2-0-4
 미래설계Ⅱ: 0-1-0
 국어와 작문: 3-3-0
 영어읽기와 토론: 3-3-1
 수학Ⅱ: 3-3-1
 일반물리학및실험Ⅱ: 3-3-2
 일반화학및실험: 3-2-2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2-2

전공선택 3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21
교양 6
-------------
합계 39학점

2

 #전자기학Ⅰ: 3-3-0
 #회로이론Ⅰ: 3-3-0
 #디지털공학: 3-3-0
 #기초회로실험Ⅰ: 2-0-4
 ◦공학수학Ⅰ: 3-3-0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3-2-2
 미래설계Ⅲ: 0-1-0
 %교육과정운영지침(2조 12항)에 
 따른 교양 중 택1: 3-3-0

 #회로이론Ⅱ: 3-3-0
 #기초회로실험Ⅱ: 2-0-4
 #프로그래밍프로젝트: 1-0-2 
 전자기학Ⅱ: 3-3-0
 확률및통계: 3-3-0
 공학수학Ⅱ: 3-3-0
 물리전자: 3-3-0
 디지털시스템설계: 3-2-2
 미래설계Ⅳ: 0-1-0

전공필수 17
전공선택 21
교양 3
-------------
합계 41학점

3

 #전자회로Ⅰ: 3-3-0
 #전자회로실험Ⅰ: 2-0-4
 신호및시스템: 3-3-0
 자료구조및알고리즘: 3-3-0
 자동제어Ⅰ: 3-3-0
 반도체소자: 3-3-0
 마이크로프로세서: 3-2-2  
 미래설계Ⅴ: 0-1-0

 #전자회로실험Ⅱ: 2-0-4
 #종합설계Ⅰ: 1-0-2
 컴퓨터구조: 3-3-0  
 전자회로Ⅱ: 3-3-0
 통신공학: 3-3-0
 전자장: 3-3-0
 반도체공정: 3-3-0 
 자동제어Ⅱ: 3-3-0
 디지털신호처리: 3-3-0
 미래설계Ⅵ: 0-1-0
 인턴십Ⅲ: 3-0-4주

전공필수 8
전공선택 36
일반선택 3
-------------
합계 47학점

4

 #종합설계Ⅱ: 2-0-4
◦전자응용실험I: 2-0-4
디지털통신: 3-3-0
센서및계측: 3-3-0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 3-2-2 
디지털집적회로설계: 3-2-2
산학초청세미나Ⅰ: 1-0-2
제어시스템설계: 3-3-0
RF회로설계: 3-3-0
임베디드프로그래밍: 3-2-2
공업교육론: 3-3-0
인턴쉽Ⅰ: 3-0-4주
인턴쉽Ⅳ: 15-0-16주

전자응용실험Ⅱ: 2-0-4
정보통신공학: 3-3-0
안테나공학: 3-3-0
로봇공학: 3-3-0
지능시스템: 3-3-0
산학초청세미나Ⅱ: 1-0-2
HDL설계: 3-3-0
반도체패키징테스팅: 3-3-0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 3-3-0
공업논리및논술: 3-3-0
인턴쉽Ⅱ: 15-0-16주
연구과제: 1-0-2

전공필수 2
전공선택 54
일반선택 34

-------------
합계 90학점

# 전공필수교과목

◦ 전공기초교과목(미 이수 시 졸업불가)

% 심화교양(9학점)과 특성교양(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부족한 과목은 별도 수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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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부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MSC 필수

수학Ⅰ, 수학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Ⅱ,

일반화학및실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공학수학Ⅰ, 확률및통계, 공학수학Ⅱ

30학점 이수

전공(설계)

필수

창의공학설계Ⅰ(2)[또는 창의공학설계Ⅱ(2)], 전자기학Ⅰ,

회로이론Ⅰ, 디지털공학, 기초회로실험Ⅰ(1), 회로이론Ⅱ,

기초회로실험Ⅱ(1), 전자회로Ⅰ, 전자회로실험Ⅰ,

전자회로실험Ⅱ(2), 종합설계Ⅰ(1), 종합설계Ⅱ(2),

미래설계Ⅰ, 미래설계Ⅱ, 미래설계Ⅲ, 미래설계Ⅳ, 미래설계Ⅴ,

미래설계Ⅵ

29(9)학점 이수

선택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프로젝트, 전자기학Ⅱ,

물리전자, 디지털시스템설계(1), 신호및시스템,

자료구조및알고리즘, 자동제어Ⅰ, 반도체소자,

마이크로프로세서(1), 컴퓨터구조, 전자회로Ⅱ, 통신공학, 전자장,

반도체공정, 자동제어Ⅱ, 디지털신호처리, 전자응용실험Ⅰ,

디지털통신, 센서및계측,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1),

디지털집적회로설계(1), 산학초청세미나Ⅰ, 제어시스템설계,

RF회로설계, 임베디드프로그래밍, 전자응용실험Ⅱ, 정보통신공학,

안테나공학, 로봇공학, 지능시스템, 산학초청세미나Ⅱ, HDL설계,

반도체패키징테스팅

44(1)학점 이수

일반선택 선택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연구과제,

교직 및 타학과(부) 전공과정 전체분야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창의공학설계I’과 ‘창의공학설계II’는 중복 이수할 수 없음.

․괄호( ) 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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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부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 2

전필 5107009 회로이론Ⅱ 5107002 회로이론Ⅰ

전선 5107008 전자기학Ⅱ 5107001 전자기학Ⅰ

3

1 전선 5107017 신호및시스템 5107005 공학수학Ⅰ

2

전필 5107052 종합설계Ⅰ
5100001 또는

5100002

창의공학설계Ⅰ 또는

창의공학설계Ⅱ

전선 5107026 전자장 5107001 전자기학Ⅰ

전선 5107029 자동제어Ⅱ 5107019 자동제어Ⅰ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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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창의공학설계Ⅰ,Ⅱ(Creative Engineering DesignⅠ,Ⅱ)

공학에 대한 경험, 이해 창의성 고취,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한 팀별 실험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다양한 공학주제에 대한 설계, 제작 경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른다.

미래설계Ⅰ~Ⅵ(Future DesignⅠ~Ⅵ)

진로 및 취업 설계를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공학인증소개, 적성검사, 모의토익, 간담회, 면담, 진로설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

접방법, 이력서 작성법, 산업체 특강 등이 포함된다.

기초회로실험Ⅰ,Ⅱ(Basic Electric Circuits Lab.Ⅰ,Ⅱ)

회로이론 및 디지털공학의 기본 이론들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며 회로 소자들의 특성을 측

정하고 오실로스코프를 비롯한 계측장치의 사용방법을 익히며, 직류 및 교류회로, 조합논

리회로, 순차논리회로 등을 실험하며, 설계 과제를 수행한다.

프로그래밍프로젝트(Programming Project)

전자공학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설계 교과

목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과목에서 배운 C 및 C++ 프로그래밍 언어와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작품 주제의 선

정, 제작 및 검증 전 단계를 팀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제출된 작품의 기술

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평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

전자기학Ⅰ,Ⅱ(ElectromagneticsⅠ,Ⅱ)

전기 및 자기학의 여러 현상들 및 법칙을 정전계, 전류계, 정자계, 전자계 등으로 다룬다.

회로이론Ⅰ,Ⅱ(Circuit TheoryⅠ,Ⅱ)

기초적인 전기회로에 대한 해석을 기본으로 저항이론, 회로망 정리, 교류회로, 직류회로,

동조회로, 주파수분석 및 2단자망회로,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변환 등을 배운다. 또한 컴

퓨터에 의한 회로해석인 PSPICE의 사용법을 배운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 컴퓨터의 설계 및 제작에 근간이 되는 2진법을 위시한 각종 진법의 계산과 부호,

부울대수 등의 이론과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조합논리회로의 간략화 및 플립플롭 등을 이

용한 순서논리회로에 대하여 배운다.

공학수학Ⅰ,Ⅱ(Engineering MathematicsⅠ,Ⅱ)

전자공학 분야의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을 자주 사용되는 미분방정식의 해법,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해법, 푸리에 급수 및 변환,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 복소 함

수, 등각 사상을 배운다.

선형대수(Linear Algebra)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값 등의 이해를 통해 전자공학 분야

에서의 기초 수학지식을 배양한다.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습득하여야 하는 실용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

술을 공부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C++를 우선 공부하고, MFC (Microsoft

Foundation Class) 기반의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 실습 및 프로젝트를 병행하

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자정보대학 _445

물리전자(Physical Electronics)

반도체소자의 이해에 필수적인 개념인 반도체 결정성장, 원자구조, 기초 양자역학, 에너지 

대역을 다룬 후 PN접합의 동작원리를 다룬다.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디지털시스템의 기본이론 분석 및 설계를 다룬다. 또한 VHDL을 이용한 설계법을 익히

고, 이를 이용한 설계실습을 통해 설계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회로 

및 순차회로 설계, VHDL을 이용한 설계법 이해 및 응용회로 설계이다.

확률및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불규칙한 신호의 해석과 처리를 위해 확률과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한다. 불규칙 

변수와 불규칙 과정, 확률분포함수 등의 정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이용한 신호의 통계

적 추정, 상관함수 등을 배운다.

전자회로Ⅰ,Ⅱ(Electronic CircuitsⅠ,Ⅱ)

반도체 특성, 다이오드 스위칭, BJT, FET의 등가회로 해석, 증폭기의 바이어스 설계, 안정

도, 주파수 응답, 궤환 특성 등을 다루며 이를 토대로 하여 디지털 회로, 연산증폭기, 발

진기, 데이터변환기, 능동여과기, 직류전원, 대신호증폭기 등의 원리 및 특성을 분석하고 

그의 설계기법을 다룬다.

전자회로실험Ⅰ,Ⅱ(Electronic Circuits Lab.Ⅰ,Ⅱ)

전자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등의 수동소자와 다이오드 및 트랜지

스터 등의 능동소자의 특성을 실험으로 조사하고 오실로스코프의 기본계측장비의 사용법

을 익히며 간단한 회로를 구성하여 회로의 동작특성을 측정하여 익힌다.

신호및시스템(Signal and System)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기초적인 분석 방법인 푸리에 변환을 배우고,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시스템 분석 방법과 샘플링 이론을 배운다.

자료구조및알고리즘(Data Structure and Algorithm)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 위주의 전자시스템 개발 과정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변

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는 C/C++ 등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공

부 이외에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 본 강좌는 학생들의 프로그

래밍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의 원리와 

구현 방법을 강의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중급 정도의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이 기대된다.

반도체소자(Semiconductor Device)

반도체물리, 에너지밴드, 페르미 에너지 레벨, drift/diffusion, carrier 농도 이론을 바탕으

로, P/N junction, 다이오드 회로 및 응용, 다이오드 제작 방법과 photonic device의 응용

을 배운다. MOSFET에서는 BJT의 경우와 같이 동작원리, 전류․전압 특성, 회로 

modeling 및 스위칭 특성을 서로 비교 및 실험하여 가면서 현재의 첨단반도체 소자의 

종류 및 제작시 어려운 점들을 모의실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자동제어Ⅰ,Ⅱ(Automatic ControlⅠ,Ⅱ)

선형대수학 이론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등 기초적인 수학이론을 이용하여 모델링 

개변,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을 다루고 동적 시스템의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특성해

석을 다룬다. 가장 중요한 안정도 판별방식을 공부하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보상기 설계와 

PID제어기 설계기법을 이해한다.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계산이론, 발달사, 계층적 설계방식, 자료경로설계, 마이크로프로그래밍, ALU구조, 연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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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능향상기법, parallel processing, pipeline, cache memory, data-flow 개념,

hardware control, floating point computation, DMA, computer network 개념, 기억장치 

계층구조 등을 다룬다.

종합설계Ⅰ(Capstone DesignⅠ)

종합설계Ⅱ교과목과 연계하여 졸업작품의 주제 도출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

며, 정기적인 면담 및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및 발표 기술을 향상한다.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신호의 해석과 선형시스템의 기초에 대해 공부하고, 아날로그 변복

조 방식인 FM, AM, PM의 원리 및 특성 등 통신공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또 디지털 

통신의 기반이 되는 표본화 정리 및 불연속 신호의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인 PAM,

PWM, PPM 등에 대해 공부한다.

전자장(Electromagnetic Field)

Maxwell 방정식을 토대로 하여 전자장 이론의 기본원리와 그 응용에 관한 것을 다룬다.

또한 전자파동방정식, 전자파의 반사, 투과, 굴절, 전송특성 등을 다루며 전자파 복사이론

을 취급한다.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

실리콘 VLSI 소자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단위 공정, 즉 실리콘의 결정 성

장, 웨이퍼 가공, epitaxy, CVD, 열산화, 확산, 이온주입, lithography, 금속박막증착, 식각 

공정 등에 대한 이론, 장비구조 및 공정 기술을 다룬다.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와 동작원리에 대해 다루며 마이크로컴퓨터의 설계 및 응용을 

다룬다.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DFT, DTFT, convolution등 디지털신호처리에 관한 제반 이론을 다루며, 디지털 FIR, IR

필터의 설계방법 및 오디오 신호처리, 영상신호처리 기술을 다룬다. DSP칩을 사용하여 

신호처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학습한다.

종합설계Ⅱ(Capstone DesignⅡ)

2～3인이 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은 독자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이를 제

작한다. 반드시 하드웨어 제작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작한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자료조사, 설계, 제작,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모든 과정은 학생들 독자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로서의 필수적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미래설계(Future Design)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면접방법, 이력서 작성방법 등에 대

한 내용을 다룬다.

전자응용실험Ⅰ,Ⅱ(Electronics Application Lab.Ⅰ,Ⅱ)

전자분야 전반에 걸친 응용을 대상으로 하며,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 중

심의 실험이다. 전자회로 및 통신분야 응용 과제 등의 회로와 시스템을 구현하고 실험한다.

RF회로설계(RF Circuit Design)

고주파회로 설계방법은 저주파회로의 집중정수 해석법뿐만 아니라 전송선로 이론에 바탕

을 둔 임피던스, 반사계수계산을 통한 회로 설계법이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스미스챠

트를 이용한 도시적 회로설계기법과 산란파라미터를 사용한 시스템 회로해석을 통한 회

로 설계법이 있으며, 각 방법들에 대한 적용이론과 연습문제를 통해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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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프로그래밍(Embedded Programming)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의 구조를 습득한다. 임베디드 운영체제 상에서 각종 센

서나 입력장치를 모니터링 하고 디스플레이 및 출력장치를 구동하는 프로그램 개발법을 

배운다. Linux 등의 임베디드 운영체제에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oot Loader, Kernel

system functions, File system 등을 활용하고 device driver 및 응용 프로그램의 설계기법

을 공부한다.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과 기저대역, 통과대역에서의 기본적인 디지털 변조 방식의 

원리 및 특성을 살펴본다. 또 각 디지털 변조 방식의 잡음에 대한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센서및계측(Sensor and Instrumentation)

각종 계측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밀측정 기법을 공부한다. 계측과 제어에 필요한 다양

한 센서의 동작원리 특징 및 이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어시스템설계(Control System Design)

자동제어 Ⅰ,Ⅱ를 통해서 배운 피드백제어시스템 이론을 실제 DC모터속도제어기 설계문

제에 적용한다. 아날로그 제어기와 디지털제어기 설계를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세

부 요소기술을 다루어 체계적으로 설계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MCU의 HW/SW 환경,

DC모터 드라이버, 속도검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취득, 간단한 플랜트 모델링.

디지털제어기 설계, 아날로그 제어기 설계, power amp 회로 설계, 아나로그 PID제어기 

설계 등을 다룬다.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Analog Integrated Circuit Design)

MOS 및 Bipolar 트랜지스터의 모델을 다루고,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stage 및 op-amp회

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한다.

디지털집적회로설계(Digital Integrated Circuit Design)

디지털 IC의 설계를 위한 기초이론 및 실습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layout 설계, 트

랜지스터 수준의 기본 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주요 디지털 IC 회로 설계이다.

산학초청세미나Ⅰ,Ⅱ(Industrial-Education Special SeminarⅠ,Ⅱ)

산업체나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혹은 최고경영자들을 초빙하여 최신의 IT 기술동향 혹은 

경영체험을 습득하게 한다.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공업교육의 역사적 배경, 공업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공업교육전

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산업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학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체험

하고 해결함으로써 이론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한다. 학생과 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계절

제, 학기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정보통신공학(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CDMA방식과 IMT-2000을 포함한 무선 디지털 이동통신, 무선네트워크의 구성과 시스템

을 공부한다. 위성 통신 시스템과 컴퓨터간의 통신 방법으로서 OSI-7계층과 AMT기술을 

포함하는 데이터통신 공학을 주요 강의 내용으로 한다.

안테나공학(Antenna Engineering)

안테나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다이폴 안테나, 루프 안테나, 와이어 안테나,

혼안테나, 반사경 안테나,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등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학습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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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단말기용 안테나, 광대역 안테나, 안테나배열이론, 안테나 패턴 합성법, 안테나 측

정법 등의 고급 주제도 학습한다. 실제 안테나의 설계, 제작 및 측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

의 적용법을 실습한다.

HDL설계(HDL Design)

VHDL과 Verilog HDL을 이용하여 조합논리, 동기식 회로 및 Finite state machine 등을 

structural 모델링, 데이터 플로우 모델링 및 behavioral 모델링 방식으로 설계하고, 테스트

벤치를 작성하는 방식을 습득하며, 테스트벤치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의 동작

을 확인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

간단한 프로세서를 설계, 구현함으로써 시스템 설계방법을 습득한다. 컴퓨터구조, 디지털

공학 등의 과목에서 배운 컴퓨터 및 디지털 시스템의 구조, 동작원리, 명령어체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HDL 설계기법을 이용하여 프로세서를 설계, 구현한다.

반도체패키징테스팅(Semiconductor Packaging & Testing)

본 강좌는 반도체 웨이퍼의 후공정인 패키징기술과 칩의 특성을 평가하는 테스팅기술, 두 

분야를 강의한다. 강의 목표는 현재의 단일 IC, 기능이 다른 IC들이 적층, 집합된 시스템 

패키징의 기술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이해하며, 집적회로 테스팅을 위한 기초이론과 테스

트생성 및 테스트 용이화를 위한 집적회로 설계 및 테스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패키

징 분야의 주제는 1) 패키징 재료와 재료의 공정, 2) IC 패키징의 여러 단계 기술, 3) 시

스템 패키징, 4) 패키징 소자의 미세 분석 기술과 장치들을 다룬다. 테스팅 분야의 주요내

용은 1) 기본 테스팅 원리, 2) 고장 모델, 3) 테스트 생성 및 테스트 용이화 설계 방법 등

을 제시한다.

로봇공학 (Robotics)

로봇의 기본 구성과 동작원리의 실제 응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로봇 운동에서 

기본적인 기구학적, 동적 제한요소와 공간적 제한요소를 배우고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서

보제어와 로봇 작동에 필요한 각종 센서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다룬다.

지능시스템(Intelligent System)

전자시스템의 지능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각처리 기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디지털 영

상의 취득에서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처리기법과 처리된 영상을 이용한 사물

의 인식 및 분류기법을 배운다.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of Engineering Course)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제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

험을 쌓게 한다.

공업논리및논술(Logic & 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교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연구과제(Research Projects)

원하는 대학원 연구실에 입실하여 산학 공동 연구과제 또는 교수가 부여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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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공학부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교육목적

정보통신공학부는 미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 기술인 유무선 통신기술, 통신망기

술, 멀티미디어 정보처리기술, 소프트웨어기술에 전문화된 공학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결합으로 엘빈토플러가 언급한 정보화 사

회로의 발전이 있은 후, 정보화 사회를 한 단계 상승시킬 스마트 사회로의 전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다.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등의 단어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산업적 환경 변화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이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학부는 미래 정보화 사회와 스마트 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

육과정 개선과 학생지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의 목적에 맞게, 아래에 기술될 교육목

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교육목표

정보통신공학부는 대학, 학부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계승하고 지역 산업체의 현황과 요

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서 기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

에 겸비한 국제적 핵심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

① (전문성) 정보통신공학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성 확보 (PEO-가)

② (문제해결)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공학도의 자질 함양 (PEO-나)

③ (팀웤) 조직사회에서 전체의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능력 함양 (PEO-다)

④ (국제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배양 (PEO-라)

위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공학 이론 교육 및 실기 교육의 강화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팀 단위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조직 적응

력의 배양 및 공학인의 기본 소양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의 창출, 지식

정보의 유통 능력, 정보통신 기술의 스마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성장 동력이 되는 정

보사회, 스마트 사회로 발전할 것이며, 이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은 고속화·대용량화·유무선

통합화·인간화·지능화·초소형화·저전력화 및 이동성 증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전망을 바탕으로 본 학부에서는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광통신 

및 전자파, 통신망, 통신알고리즘, 집적회로설계 등의 전문분야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상담을 통한 학생 밀착 지도를 제

도화하고 있다. 본 학부의 졸업생들은 국공립연구소, 정부기관, 일반 기업체, 대학원 등 정보

통신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진출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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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성과지표

  이 학습성과 지표는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개로 이루어졌으며, 이 10가

지 항목들은 크게 1)전공기반 (PO1-PO5) 및 2)기본소양 (PO6-PO10)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공 기반의 그룹에 해당되는 학습성과 지표들은 주로 정보통신공학부의 교

과목들을 학습하면서 필요로 하는 전공능력을 말하며, 기본소양에 해당되는 학습성과 지표들

은 주로 비교과목들을 활동하면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능력을 말한다.

① (기초지식-PO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② (실험수행-PO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③ (공학문제-PO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④ (공학도구-PO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 (설계능력-PO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⑥ (팀구성원-PO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

할 수 있는 능력

⑦ (의사소통-PO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⑧ (공학이해-PO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⑨ (직업윤리-PO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⑩ (평생교육-PO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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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분  야 
이수 사항

최저이수학
점

1학기 2학기

기
초
교
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Action English, 중국어I,

독일어I, 프랑스어I,

러시아어I 중 택1 이수
영어읽기와토론 이수 6

한국어(외국인)

글쓰기와 소통 0

컴퓨터와 활용 0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 수학I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I 이수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일반화학및실험 이수

수학II 이수
일반물리학및실험II 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21

기초과학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1․2분야 
전체 교과목 및 3분야 지정교과목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9

2.역사와 철학

3.인간과 사회

4.자연과 생명

5.기술과 문명

6.예술과 체육

특성교양

2.지역사회・문화 동양고전 이야기, 문화로 보는 생활사, 근현대
의 역사와 인물,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충북
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세계의 문화와 
건축산책, 토익 듣기와 읽기 중 택1 이수

3

4.실용외국어

합계 4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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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학부(Schoo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5108053 전공입문세미나(Introductory Seminar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2-0

2 전필

전선 5108054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0-4

2

1

전필

5108075

5108076

5108002

5108003

5108004

정보통신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전자기학(Electromagnetics)

회로이론Ⅰ(Circuit TheoryⅠ)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회로실험Ⅰ(Circuits Lab.Ⅰ)

3-3-0

3-3-0

3-3-0

3-3-0

2-0-4

전선

5108005

5108061

5108074

5108077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C++언어(C++ Programming)

정보보호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Protection)

미래설계Ⅰ(Future DesignⅠ)

3-3-0

3-2-2

3-3-0

1-0-2

2

전필
5108063

5108028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실습(Embedded Software Lab.)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3-2-2

3-3-0

전선

5108007

5108008

5108010

5108012

5108077

회로실험Ⅱ(Circuits Lab.Ⅱ)

확률및통계(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회로이론Ⅱ(Circuit TheoryⅡ)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ematicsⅡ)

미래설계Ⅱ(Future DesignⅡ)

2-0-4

3-3-0

3-3-0

3-3-0

1-0-2

3

1

전필

5108013

5108014

5108018

전자회로Ⅰ(Electronic CircuitⅠ)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자료구조(Data Structure)

3-3-0

3-3-0

3-3-0

전선

5108016

5108079

5108023

5108064

5108020

5108080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초고주파공학(Microwave Engineering)

신호및시스템(Signal and system)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데이터통신설계(Data Communication Design)

미래설계Ⅲ(Future DesignⅢ)

3-3-0

3-3-0

3-3-0

3-2-2

3-2-2

1-0-2

2

전필
5108081

5108082

정보통신실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b.)

종합설계Ⅰ(Capstone DesignⅠ)28)
2-0-4

1-0-2

전선

5108024

5108027

5108030

5108029

5108032

5108070

5108043

5108083

5108084

전자회로Ⅱ(Electronic CircuitⅡ)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데이타베이스시스템설계(Database System Design)

인터넷통신설계(Internet Communication Design)

기술작문및발표(Technical Writing and Presentation)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Mobile Programming & Lab.)

디지털신호처리설계(Digital signal processing Design)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안테나설계(Antenna Lab.)

3-3-0

3-3-0

3-3-0

3-2-2

3-3-0

3-2-2

3-2-2

3-2-2

3-3-0

본 교육과정은 한양여자대학 컴퓨터정보과․정보경영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부사관과, 충청대학 디지털전자통신과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 소프트웨어학과 교과목과 컴퓨터공학과 교과목 중 동일 명칭교과목 중복인정 불가

28)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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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5108085 종합설계Ⅱ(Capstone DesignⅡ)29) 1-0-2

전선

5108034

5108036

5108037

5108073

5108040

5108057

5108042

5100005

∘*정보응용실험(Communication Applications Lab.)

광통신(Optical Communication)

이동통신공학(Mobile Communication Engineering)

멀티미디어정보처리및실습

(Multimedia Information Processing & Lab.)

정보및부호이론(Information and Coding Theory)

산학초청세미나Ⅰ(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Ⅰ)

초고속통신망기초

(Fundamentals of High Speed Communication Network)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2-0-4

3-3-0

3-3-0

3-2-2

3-3-0

1-0-2

3-3-0

3-3-0

일선
5100008
5100011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2

전필

전선

5108086

5108047

5108058

5108087

5100006

5100007

전파광파소자(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

무선통신망공학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Engineering)

산학초청세미나Ⅱ(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Ⅱ)

종합설계Ⅲ(Capstone DesignⅢ)30)

공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of Engineering Course)

공업논리및논술(Logic & 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3-3-0

3-3-0

1-0-2

1-0-2

3-3-0

3-3-0

일선
5100009
5100010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필수 13 과목 33 학점

전공 선택 40 과목 103 학점

계 53 과목 136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 전자공학부내 물리전자(5107013), 반도체소자(5107021), 반도체공정
(5107027), 전자응용실험II(5107039), 자동제어I(5107019), 아날로그
집적회로설계(5107037), 센서및계측(5107035)

- 전기공학부내 플라즈마공학(5106021)

- 소프트웨어공학과*내 소프트웨어공학(5111024), 프로그래밍언어론
(5111011), 임베디드시스템(5111031)

- 컴퓨터공학과*내 소프트웨어공학(5110085), 프로그래밍언어론
(5110018)

29)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30)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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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부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영어II) : 3-3-1

수학I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I : 3-3-2

일반화학및실험 : 3-2-2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3-2-2

공학윤리와역사: 3-3-0

전공입문세미나: 1-0-2

국어와작문 : 3-3-0

영어읽기와토론(영어I) : 3-3-1

수학II : 3-3-1

일반물리학및실험II : 3-3-2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2-2

토익듣기와읽기: 3-3-0

창의공학설계: 2-0-4

전공선택 : 3

공통기초 : 9

자연이공계기초 : 21

심화교양 : 3

특성교양 : 3

------------------

합계 39학점

2

#정보통신개론: 3-3-0

#전자기학 : 3-3-0

#회로이론I : 3-3-0

#공학수학I : 3-3-0

#회로실험I : 2-0-4

디지털공학 : 3-3-0

C++언어 : 3-2-2

정보보호개론 : 3-3-0

미래설계I : 1-0-2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실습 : 3-2-2

#컴퓨터네트워크 : 3-3-0

회로실험II : 2-0-4

확률및통계 : 3-3-0

회로이론II : 3-3-0

공학수학II : 3-3-0

미래설계II : 1-0-2

전공필수 : 20

전공선택 : 22

----------------------

합계 42학점

3

#전자회로I : 3-3-0

∘＊#통신공학 : 3-3-0

#자료구조 : 3-3-0

운영체계 : 3-3-0

초고주파공학 : 3-3-0

신호및시스템 : 3-3-0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3-2-2

데이터통신설계 : 3-2-2

미래설계III : 1-0-2

#정보통신실험 : 2-0-4

#종합설계I : 1-0-2

전자회로II : 3-3-0

디지털통신: 3-3-0

데이터베이스시스템설계 : 3-3-0

기술작문및발표 : 3-3-0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 : 3-2-2

디지털신호처리설계 : 3-2-2

영상처리 : 3-2-2

인터넷통신설계 : 3-2-2

안테나설계 : 3-3-0

전공필수 : 12

전공선택 : 43

----------------------

합계 55학점

4

#종합설계II : 1-0-2

∘*정보응용실험 : 2-0-4

광통신 : 3-3-0

이동통신공학 : 3-3-0

멀티미디어정보처리및실습 : 3-2-2

정보및부호이론 : 3-3-0

산학초청세미나I : 1-0-2

초고속통신망기초 : 3-3-0

전파광파소자: 3-3-0

무선통신망공학: 3-3-0

산학초청세미나II : 1-0-2

종합설계III: 1-0-2

전공필수 : 1

전공선택 : 26

----------------------

합계 27학점

#전공필수교과목
∘* 전공기초교과목 (미 이수 시 졸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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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표준이수모형

구 분 교 과 목 비 고

공학기본

소양

(전문교양)

국어와작문, 공학윤리와역사, 전공입문세미나, 미래설계I, 미래

설계Ⅱ, 미래설계Ⅲ, 공업경영과경제, 공업법규와창업, 에너지와

환경, 공학기술의역사, 기술 작문및발표, 산학초청세미나I[또는

산학초청세미나II]

12학점 이상 이수

MSC

수학Ⅰ, 수학Ⅱ, 일반화학및실험*, 일반물리학및실험Ⅰ, 일반물

리학및실험Ⅱ, 공학수학I, 공학수학Ⅱ, 확률및통계, 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0학점 이상 이수

전공

창의공학설계(2), 정보통신개론, 전자기학, 회로이론Ⅰ, 회로실

험Ⅰ,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실습, 컴퓨터네트워크, 전자회로Ⅰ, 통

신공학, 자료구조, 정보통신실험, 종합설계Ⅰ(1), 종합설계Ⅱ(1),

종합설계Ⅲ(1) 이수

54학점 이상 이수

(설계 9학점

이상을 포함)

디지털공학, C++언어(1), 정보보호개론, 회로실험Ⅱ, 회로이론Ⅱ,

운영체계, 초고주파공학, 신호및시스템,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데이터통신설계(1), 전자회로Ⅱ, 디지털통신(1), 데이터베이스시

스템설계(1), 인터넷통신설계(1),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1), 디

지털신호처리설계(1), 영상처리, 안테나설계(1), 정보응용실험,

광통신, 이동통신공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및실습(1), 정보및부

호이론, 초고속통신망기초, 전파광파소자, 무선통신망공학

일반선택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교직 및 타학과(부)

전공과정 전체분야

괄호( ) 안의 숫자는 설계 학점 수

* 2008학번∼2012학번은 “일반화학및실험I”을, 2013학번 이후부터는 “일반화학및실험”을 이수하

여야 한다.

※ 재학 중 표준 이수 모형이 변경되는 경우 내부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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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부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 1

전필 5108003 공학수학Ⅰ 0621002 수학I

전선 5108061 C++언어
0622013

0622014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3

1

전필

5108013 전자회로Ⅰ 5108002 회로이론Ⅰ

5108018 자료구조 0622014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전선 5108064 객체지향프로그래밍 0622013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2 전필

5108082 종합설계Ⅰ
5108054 창의공학설계

미래설계Ⅰ

5108070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 5108064 객체지향프로그래밍

4 1 전필 5108087 종합설계Ⅱ
5108077

5108080

미래설계Ⅱ

미래설계Ⅲ

※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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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전공입문세미나(Introductory Seminar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본 과목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학 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정보통신을 전공하는 

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한다.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공학에 대한 경험, 이해 창의성 고취,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한 팀별 실험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어진 프로젝트의 설계, 제작, 운전, 경연하는 경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른다.  

정보통신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본 과목은 정보통신의 기초에서부터 응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보통신의 기술과 응용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공학부의 전 학년에 걸친 교과목의 필요성과 이론 및 실무에 

대한 기초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용 수학, 정전기학, 정전기장과 매질, 자기장, 시변수 전자장, 평면파 등 전자기

장의 기초이론을 학습하며, 전자파의 기본원리를 확실하게 습득시키므로써 향후 이동통

신, 위성통신, 레이더 등의 무선통신 기술의 핵심이 되는 안테나 설계제작, 초고주파회로/

초고주파소자의 설계 제작 그리고 전송선로 등의 동작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한다.

회로이론Ⅰ(Circuit TheoryⅠ)

  기초적인 전기회로에 대한 해석을 기본으로 저항이론, 회로망 정리, 교류회로, 직류회로, 

동조회로, 주파수분석 및 2단자망 회로, 라플라스 변환, 퓨리에 변환 등을 배운다. 또한 

컴퓨터에 의한 회로해석인 PSPICE의 사용법을 배운다.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Ⅰ)

  벡터, 라플라스 변환, 적분 및 미분방정식 등을 다루는 전공을 공부할 때 만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신장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도구인 matlab의 사용법을 숙지한다.

회로실험Ⅰ(Circuits Lab.Ⅰ)

  전자부품의 동작원리 및 회로의 이론을 설명하고, 개별부품의 특성실험을 한다. 특성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회로를 설계하여 이 부품 및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가를 익힌다. 

전체의 방향은 DC 모터를 제어하여 동작하는 motor vehicle을 제작하는 것으로 관련 부품 

및 회로를 제작 실험한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 컴퓨터의 설계 및 제작에 근간이 되는 2진법을 위시한 각종 진법의 계산과 부호, 

부울대수 등의 이론과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조합논리회로의 간략화 및 플립플롭 등을 이

용한 순서논리회로에 대하여 배운다.

C++언어(C++ Programming)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언어의 객체 지향적 성격과 제반

문법,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또한 구

체적인 실습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대표적인 C++ 프로그래밍 환경으로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의 손쉬운 개발을 지원하는 Visual C++의 사용 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철저히 익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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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을 수립하고, 외부 위협요소를 막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해킹 수단 및 이를 방지하는 암호화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응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웹 문서 등의 내용을 보호하는 수단을 이해한다.  

미래설계Ⅰ(Future DesignⅠ)

  정보통신공학 분야에 관련된 전공 및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고, 졸업 후의 진로를 고려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설계 작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를 초급 수준에서 다룬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전공과목을 배우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한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실습(Embedded Software Lab.)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이론강의를 통해 학습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기술을 실제 

ATMega128 프로세서 상에서 각종 디지털 회로/장치를 활용하여 실험한다.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컴퓨터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배움으로써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 등에 대한 교과

교육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네트워크의 구조, 

프로토콜 구현, 직접링크 네트워크, 패킷 교환, 근거리 네트워크, 인터네트워킹 등에 관한 

구현 기술 및 원리에 대해 강의한다.

회로실험Ⅱ(Circuits Lab.Ⅱ)

  디지털 논리소자를 이용한 게이트 및 산술회로 등의 조합논리회로와 플립플롭과 이들을 

응용한 레지스터와 계수기 등에 관한 순서논리회로 등을 실험한다.

확률 및 통계(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불확실한 사건들에 대한 불규칙 변수의 정의, 확률분포, 표본분포이론 등을 고찰하고 

이들을 응용한 확률사건의 추정치 및 통계적 추정 등을 배운다.

회로이론Ⅱ(Circuit TheoryⅡ)

  회로의 기초적인 분석 방법으로 퓨리에 변환과 Z-변환을 배우고, 고속 계산방법인 FFT를 

이용한 디지털 필터의 성능 분석 및 설계 방법 등을 배운다.

공학수학Ⅱ(Engineering MathmaticsⅡ)

  미분방정식과 연립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 후, 벡터와 행렬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직교함수에 바탕을 두고 있는 푸리에 해석방법과 편미분방정식을 학습한다.

미래설계Ⅱ,Ⅲ(Future DesignⅡ,Ⅲ)

  정보통신공학 분야에 관련된 전공 및 직무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졸업 후의 진로를 

고려하여 졸업할 때까지의 설계 작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기업체 CEO 특강,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 및 각종 전시회/박람회 방문을 통해 전공

분야의 다양한 최신기술을 이해하고 적용시장의 유형을 탐색한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 

및 취업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의 채용 트랜드, 취업 유형별 대응전략 등의 특강을 듣고 

성공적인 취업준비가 되도록 한다.

전자회로Ⅰ(Electronic CircuitⅠ)

  다이오드, BJT, MOSFET와 같은 능동 소자들의 기본 동작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능동소

자들이 포함된 전기회로의 해석 및 설계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HSPICE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소자 및 회로 해석을 HSPICE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회로의 동작을 이해한다.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아날로그 통신 및 디지털 통신의 기본이 되는 개념을 다룬다. 통신 시스템 모델과 신호의 



전자정보대학 _459

표현법, 신호처리 및 필터링의 기초를 학습한 다음, 진폭변조와 주파수변조, 위상변조 방

식들을 배운다. 신호나 잡음, 정보 등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초적 

지식으로서, 확률과 통계, 랜덤 프로세스, 성능 평가를 위한 잡음 해석, 디지털통신의 기

초도 다루어 다음 학기에 계속될 디지털통신 교과목의 수강과 연계되도록 하여, 각종 통

신시스템의 구성 및 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자료구조(Data Structure)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자료구조를 연구하여 스트링구조, 리스트구조, 큐, 스테 

Tree, 그래프, 정렬, 탐색기법 등을 다룬다.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특히 다중프로그래밍, 시분할시스템, 비동기병행 프로세서의 기본개념을 다룬다. 

스케쥴링, 메모리관리정보의 공유 및 보호 등의 개념을 습득한다.

초고주파공학(Microwave Engineering)

  초고주파소자의 동작원리와 이론을 학습하고, 초고주파 회로의 해석방법과 이를 이용한 

초고주파 반도체 증폭기 및 발진기의 기본원리와 설계 방법을 익힌다.

신호 및 시스템(Signal and System)

  퓨리에 변환 등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분석방법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을 배우고, 샘플링 이론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의 변환과정을 배운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플랫폼에 무관한 프로그램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을 익히고, GUI 인터페이스, 그래픽,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데이터통신설계(Data Communication Design)

  정보통신공학 전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통신 내용을 학습한다. 다양한 통신 계층에 

대한 기초 개념, 인터넷 통신의 기본이 되는 패킷통신 내용, 이동통신의 기초 개념, 기존 

통신망의 기초 개념 등을 다룬다. 또한, 설계 내용의 학습을 위해 통신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 관련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정보통신실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b.)

  기초적인 전자회로의 실험과 이를 응용한 통신회로의 설계를 다룬다. 강의 전반부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증폭회로 등과 같은 전자회로를 실험하고, 후반부에 이를 응용

한 필터, 발진기, 변조기 및 복조기를 설계한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마이크로전자

회로의 작용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며, PSPICE를 사용하여 회로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종합설계I(Capstone DesignI)

  이 과목은 공학적 탐구 방법과 과정을 경험하여 학부 과정에서의 학습내용을 설계 작품

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학적 주제 아래, 결과물의 사양 도출, 설계 

및 분석, 관련 문헌 조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실수요자와 결과물의 적용 가능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훈련도 병행한다. 시장의 기술적 segmentation이나 사회 정치

적인 측면, 환경, 윤리 등의 문제를 아울러 조사한다. 정기적인 발표와 평가를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다. 

전자회로Ⅱ(Electronic CircuitⅡ)

  전자회로I에서 습득한 다이오드, BJT, FET와 같은 능동 소자들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능동 소자들의 주파수 특성, 차등 증폭기, 피드백, OP Amp의 내부회로 등에 대해 학습함으

로써 능동회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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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 통신의 변복조 방식, 이동통신 시스템의 원리를 강의한다. 기초가 되는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강의하고, 주로 이진 전송에 대하여 자세히 다룬다. 그리고 다치 전송 

기법도 다룬다. 디지털 통신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Matlab 

실습과정과, SystemView 실습을 병행한다. 국내외 2세대, 3세대 이동통신에서 채택된 변

복조 방식인 CDMA과 WiBro등 차세대 이동통신의 변복조 방식으로 채택되는 OFDM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한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설계(Database System Design)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및 설계에 대해 이해하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및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인터넷통신설계(Internet Communication Design)

  현재 IT(정보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통신 내용을 학습한다. 인터넷통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 계층, 패킷통신 내용,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의 기초 개념 등을 다룬다.

기술작문 및 발표(Technical Writing and Presentation)  

  공학기술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문 규칙 및 발표 자료 작성법을 익히고, 개인별 발

표를 실시하여 발표 요령을 습득한다. 더 나아가 공학주제에 관한 지적 능력을 신장하고, 

공학도가 갖추어야 할 작문 및 발표력을 키워줌으로 공학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Mobile Programming & Lab.)

  모바일 장치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각종 부속장치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

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운영체제의 역사, 개발 환경 설치, 레이아웃을 통한 UI 디자인, 

이벤트 처리 등을 학습하고, 맵, 멀티미디어, 전화, 센서 등의 리소스와 위젯 등의 실무 

기법을 실습한다.

디지털신호처리설계(Digital Signal Processing Design)

  Discrete-Time System의 주요 이론(LTI, z-Transform, Convolution, Sampling)을 학습하며, 

실제 신호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DFT 및 FFT 알고리즘과 신호해석 기법을 다룬다. 

Matlab프로그래밍을 통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하며 이를 오디오 및 영상 신호처리 

시스템에 적용한다.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본 교과목에서는 영상에 대한 화소처리, 영역처리 등을 통해 원하는 형태로 영상을 변경

하고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과 이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공분한다. 또한 C/C++, 

OpenCv라이버러리 등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구현 실습도 병행한다.

안테나설계(Antenna Lab.)

  안테나의 기초이론을 습득하며, 와이어, 배열안테나, 광대역안테나, 혼안테나, 반사형안테

나, 인쇄형안테나 등에 대한 다룬다. 또한,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안테나 설계에 대

해 실습한다.

종합설계 II, III(Capstone Design II, III)

  이 과목은 공학적 탐구 방법과 과정을 경험하여 학부 과정에서의 학습내용을 설계 작품

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공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헌

조사, 설계, 제작, 실험, 성능 분석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논문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익힌다.

정보응용실험(Communication Applications Lab.)

  자바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안체계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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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Optical Communication)

  광통신의 개요, 광도회로의 성질과 레이저 공작의 기초, 광변조․복조 및 광섬유 전송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시스템과 그의 응용을 다룬다.

이동통신공학(Mobile Communication) 

  우리나라에서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시스템의 표준인 IS-95를 중심으로 이

동통신 시스템을 이해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 8개의 실험실습을 포함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기지국 전파를 측정한다든지, 기지국 전

파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흥미롭고 매우 유용한 실험들이다. 실험실습 내용은 주로 부

교재의 내용을 참조한다.

멀티미디어정보처리 및 실습(Multimedia Information Processing & Lab.)

  디지털 형태의 음성생성, 필터링, 변환 등의 음성정보처리와 그래픽 및 영상 생성, 영상

변형, 영상증진, 필터링, 영상해석, 영상변환, 영상부호화 등의 영상정보처리의 방법을 

익히고 프로그래밍으로 실습한다.

정보 및 부호이론(Information and Coding Theory)

  디지털 정보의 고속, 원거리 전송이나 장시간 저장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발생되는 오류

(error)를 검출 혹은 정정할 수 있도록 부호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을 ‘채널코딩’이 라하

며, 일정한 양의 정보를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길이의 부호로 표시하는 과정을 ‘소스코

딩’이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스코딩과 채널코딩의 부호화와 복호화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학초청세미나 I, II(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 I, II)

  산업체와 학교의 교류를 통한 최신 IT 기술 동향 및 산업체의 경영철학과 경영방법을 습득한다.

초고속통신망기초(Fundamentals of High Speed Communication Network)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적 흐름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분야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 정립과 관련 기술에 대한 기반 지식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공업교육론(Engineering Education Theory)

  공업교육의 역사적 배경, 공업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공업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전파광파소자(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

  전자회로의 기본이 되는 반도체 소자의 공정, 설꼐 및 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련 현황 및 발전 방향을 기업의 시점에서 강의한다.

무선통신망공학(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Engineering)

  무선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개념, 구조, 및 이동성 제공과 관련된 기능 지원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기존의 이동통신망과 새롭게 등장한 4G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차이점을 설명

하고,  무선통신망에서의 데이터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공업교재연구및지도법(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of Engineering Course)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제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공업논리및논술(Logic & Essay i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교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학교에서 배운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장적응 능력 배양하고 학교와 

지역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관계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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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 교육목적

컴퓨터 분야의 창의적인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

u 교육목표

- 컴퓨터공학 이론과 실습을 통한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

- 다양한 컴퓨터 응용분야에 적합한 실무능력 배양

- 윤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 인력 양성 

u 학습성과

컴퓨터공학과는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되도록 KCC 2015인증 기준에 의거하여 

학습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교과과정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학습성과 지표와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성과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수학, 기초과학, 인문소양 및 컴퓨터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3)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4)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 연구결과, 프로그래밍언어

를 포함한 적절한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컴퓨터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기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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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작문,

Action English
영어읽기와토론 9

수학Ⅰ,

일반물리학및실험Ⅰ,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수학Ⅱ,

일반물리학및실험Ⅱ,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18

*심화교양

공업법규와창업, 공학윤리와 역사 이수

1.문학과문화 영역에서택 1

2.역사와철학 영역에서 택 1

12

특성교양 특허와상표 이수권장 3

계 4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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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110090 설계포트폴리오Ⅰ(Design PortfolioⅠ) 1-0-2

전선 5110001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0-4

2
전필 5110091 설계포트폴리오Ⅱ(Design PortfolioⅡ) 0-0-2

전선 5110006 컴퓨터공학개론(Computer Engineering Concepts) 3-3-0

2

1

전필

5110046

5110003

5110005

5110092

정보처리실험(Information Processing Lab.)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설계포트폴리오Ⅲ(Design PortfolioⅢ)

2-0-4

3-3-0

3-3-0

1-0-2

전선

5110093

5110008

5110007

전기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C/C++프로그래밍(C/C++ Programming)

3-2-2

3-3-0

3-2-2

2

전필

5110009

5110014

5110094

5110011

전자및디지털회로설계실험(Electronic and Digital Circuit Design Lab.)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s)

설계포트폴리오Ⅳ(Design PortfolioⅣ)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2-0-4

3-3-0

0-0-2

3-3-0

전선

5110047

5110012

5110013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정형문법및자동화이론(Formal Language and Automata Theory)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3-3-0

3-3-0

3-3-0

3

1

전필

5110107

5110016

5110095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 Processor)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설계포트폴리오V(Design PortfolioⅤ)

3-2-2

3-3-0

1-0-2

전선

5110082

5110018

5110025

5110032

응용프로그램실험(Applied Programming Lab)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2-0-4

3-3-0

3-3-0

3-3-0

2

전필

5110023

5110096

5110097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설계포트폴리오Ⅵ(Design PortfolioⅥ)

컴퓨터공학설계(Computer Engineering Research Project)

3-3-0

0-0-2

2-0-4

전선

5110085

5110099

5110109

5110108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알고리즘(Algorithm)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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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일선
5110027

5110028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전필
5110086

5110100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설계포트폴리오Ⅶ(Design PortfolioⅦ)

2-0-4

1-0-2

전선

5110048

5110034

5110110

5110089

5110035

산학초청세미나Ⅰ(Educational-Industrial Lecture Special SeminarⅠ)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인공신경망개론(Introduction to Artificial Neural Networks)

분산컴퓨팅시스템(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Computer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1-2-0

3-3-0

3-3-0

3-3-0

3-3-0

2

일선
5110036

5110037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전필

전선

5110088

5110049

5110081

5110024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산학초청세미나Ⅱ(Educational-Industrial Lecture Special SeminarⅡ)

컴퓨터논리및논술(Computer Logic and Discourse)

컴파일러(Compiler)

2-0-4

1-0-2

3-3-0

3-3-0

필수 18 과목 33 학점

전공 선택 25 과목 68 학점

계 43 과목 101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소프트웨어학과 내

인공지능(5111033), 영상처리(5111032), 

정보보호(5111041), 정보검색(5111042), 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

(5111018), 컴퓨터그래픽스(5111027), 그래프이론(5111063)

본 교육과정은 충청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컴퓨터전공과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110035

5110045

5110081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컴퓨터교육론

컴퓨터논리및논술

5111036

5111044

5111046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컴퓨터교육론

컴퓨터논리및논술

학과 간 

공통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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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컴퓨터공학과 (전공) 컴퓨터공학부 (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110001 창의공학설계
5100001 창의공학설계Ⅰ 동일

5100002 창의공학설계Ⅱ 동일

5110046 정보처리실험 5109003 정보처리실험 동일

5110003 디지털공학 5109002 논리회로 동일

5110004 전기회로 5109006 회로이론 동일

5110005 이산수학 5109001 이산구조 동일

5110006 컴퓨터공학개론 5109004 컴퓨터시스템개론 동일

5110007 C/C++프로그래밍 5109005 C/C++프로그래밍 동일

5110008 공학수학 5109007 공학수학 동일

5110009 전자및디지털회로설계실험 5109010 컴퓨터공학실험 동일

5110010 전자회로 5109013 전자회로 동일

5110011 컴퓨터구조 5109009 컴퓨터구조 동일

5110012 정형문법및자동화이론 5109012 오토마타 동일

5110013 선형대수학 5109014 선형대수학 동일

5110014 데이터구조 5109008 자료구조 동일

5110015 컴퓨터공학실험 I 5109018 시스템소프트웨어실험 동일

5110016 운영체제 5109016 운영체제 동일

5110017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 5109017 마이크로프로세서 동일

5110018 프로그래밍언어론 5109019 프로그래밍언어론 동일

5110110 인공신경망개론 5109031 뉴로컴퓨터 동일

5110109 응용수학 5109034 확률및통계 동일

5110047 데이터통신 5109021 데이터통신 동일

5110023 디지털신호처리 5109032 디지털신호처리 동일

5110024 컴파일러 5109028 컴파일러 동일

511002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10903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동일

5110109 응용수학 5109043 수치해석 동일

5110027 인턴쉽 I 5100008 인턴쉽 I 동일

5110028 인턴쉽 IV 5100011 인턴쉽 IV 동일

5110029 설계프로젝트 5109037 설계프로젝트 동일

5110031 컴퓨터공학응용실험 I 5109045 컴퓨터시스템실험 I 동일

5110032 컴퓨터네트워크 5109029 컴퓨터네트워크 동일

5110033 엔터테인먼트공학 5109051 엔터테인먼트공학 동일

5110034 컴퓨터비전 5109042 컴퓨터비전 동일

5110035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5109050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동일

5110036 인턴쉽 II 5100009 인턴쉽 II 동일

5110037 인턴쉽 III 5100010 인턴쉽 III 동일

5110039 졸업작품연구과제 5109062 졸업작품연구과제 동일

5110040 컴퓨터공학응용실험 II 5109057 컴퓨터시스템실험 II 동일

5110044 엔터테인먼트융합 5109065 엔터테인먼트융합기술 동일

5110045 컴퓨터교육론 5109063 컴퓨터교육론 동일

5110081 컴퓨터논리및논술 5109064 컴퓨터논리및논술 동일

5110048 산학초청세미나Ⅰ 5100003 산학특강Ⅰ 동일

5110049 산학초청세미나Ⅱ 5100004 산학특강Ⅱ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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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창의공학설계 2-0-4

설계포트폴리오I 1-0-2

설계포트폴리오II 0-0-2

컴퓨터공학개론 3-3-0

전공필수 1

전공선택 5

----------

합계 6학점

2

정보처리실험 2-0-4

디지털공학 3-3-0

이산수학 3-3-0

전기전자회로 3-3-0

C/C++프로그래밍 3-2-2

공학수학 3-3-0

특허와상표 3-3-0

설계포트폴리오III 1-0-2

전자및디지털회로설계실험 2-0-4

데이터구조 3-3-0

데이터통신 3-3-0

정형문법및자동화이론 3-3-0

선형대수학 3-3-0

공업법규와창업 3-3-0

설계포트폴리오IV 0-0-2

전공필수 17

전공선택 15

----------

합계 32학점

3

마이크로프로세서 3-2-2

운영체제 3-3-0

응용프로그램실험 2-0-4

프로그래밍언어론 3-3-0

컴퓨터네트워크 3-3-0

데이터베이스시스템 3-3-0

설계포트폴리오V 1-0-2

디지털신호처리 3-3-0

컴퓨터공학설계 2-0-4

소프트웨어공학 3-3-0

알고리즘 3-3-0

정보보호 3-3-0

응용수학 3-3-0

설계포트폴리오VI 0-0-2

전공필수 16

전공선택 26

---------

합계 42학점

4

캡스톤디자인Ⅰ 2-0-4

산학초청세미나Ⅰ 1-2-0

컴퓨터비전 3-3-0

인공신경망개론 3-3-0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3-3-0

설계포트폴리오VII 1-0-2

분산컴퓨팅시스템 3-3-0

캡스톤디자인Ⅱ 2-0-4

산학초청세미나Ⅱ 1-2-0

컴퓨터논리및논술 3-3-0

컴파일러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8

----------

합계 3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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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고

전문교양 필수

국어와작문, 공학윤리와 역사, 공업법규와창업 9학점 이수

특허와상표 이수권장

심화교양영역에서

1.문학과문화, 2.역사와철학, 3.인간과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

에서 2과목 포함하여 이수

6학점 이수

BSM 필수
수학Ⅰ, 수학Ⅱ, 일반물리학및실험I, 일반물리학및실험II

이산수학, 수치해석, 선형대수학, 응용수학
24학점 이수

전공

(프로젝트)

필수

디지털공학, 데이터구조,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디지털신호처리, C/C++프로그래밍,

창의공학설계(2), 정보처리실험(2), 전자및디지털회로설계실험

(1), 마이크로프로세서(1), 캡스톤디자인I(2), 캡스톤디자인II(2), 설

계포트폴리오I∼VII, 컴퓨터공학설계(2)

34(13)학점

이수

선택

컴퓨터공학개론, 전기전자회로(1), C/C++프로그래밍(1),

공학수학, 데이터통신, 정형문법및자동화이론,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컴파일러,

응용프로그램실험(2), 정보보호,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알고리즘(1),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II, 컴퓨터비전,

인공신경망개론, 분산컴퓨팅시스템, 컴퓨터논리및논술,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프로그래밍언어론

25(4)학점 이상

이수

․ “필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괄호() 안의 숫자는 프로젝트 학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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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

1 전선 5110007 C/C++ 프로그래밍 0622013
기초컴퓨터

프로그래밍

2

전선 5110013 선형대수학 0621003 수학Ⅱ

전필 5110011 컴퓨터구조 5110003 디지털공학

3

1

전필 5110107 마이크로프로세서 5110011 컴퓨터구조

전선 511002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110014 데이터구조

2

전필 5110097 컴퓨터공학설계 5110001 창의공학설계

전선 5110099 알고리즘 5110014 데이터구조

4 1 전선 5110089 분산컴퓨팅시스템 5110012
정형문법및

자동화이론

4 2 전선 5110024 컴파일러 5110012
정형문법및

자동화이론

● 교과목 개요

설계포트폴리오Ⅰ~Ⅶ(Design PortfolioⅠ~Ⅶ)

  대학생활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진로 및 취업 설계를 저학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개개인의 창의력과 팀 기반의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학주제에 대한 설계, 

제작 경험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 구현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응용기술 등을 습득한다.

컴퓨터공학개론(Computer Engineering Concepts)

컴퓨터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학습

한다.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본적인 컴퓨터공학 전공과목

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정보처리실험(Information Processing Lab.)

UNIX/LINUX 운영체제의 사용방법과 운영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shell 프로그래밍 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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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루며, UNIX/LINUX의 대표적인 C 컴파일러인 gcc와 디버깅 도구인 gdb, 그리고 

대규모 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한 프로그램 관리 도구인 make에 대하여 강의한다. 그리고 

웹프로그램을 위한 HTML과 javascript 및 PHP 그리고 MySQL에 대하여 다루어 하나의 웹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실습을 한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 하드웨어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 디지털 소자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회로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컴퓨터공학 분야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논리, 관계, 함수, 트리, 그래프 이론, 부울대수, 알

고리즘 등을 학습한다.

전기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

전기회로 소자 중 선형이며, 집중정수회로소자인 전압원, 전류원,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턴

스 등의 회로 소자의 특성과 단자특성을 소개한다. 또한 Op Amp 의 선형구간을 이용하

여 선형 전기회로 해석을 한다. 각 회로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하여 키르히호

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적용한다. Thevenin 정리와 Norton 정리를 이용하여 등가

회로 개념을 도입하고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전기전자회로에 대하여 학습한다.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기초적인 수학이론을 이용하여 컴퓨터공학 분야의 시스템 모델링, 분석,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미분방정식과 해법,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등을 학습한다.

C/C++프로그래밍(C/C++ Programming)

C 언어와 C++ 언어의 구문, 프로그램 설계 기법, 알고리즘 개발 기법을 강의하며, 이를 이

용하여 고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자및디지털회로설계실험(Electronic and Digital Circuit Design Lab.)

다양한 논리 소자를 이용하여 논리회로의 이해 및 설계 능력의 증진을 도모한다.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s)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기본 개념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 

Array, Stack, Queue 및 Linked List 등의 자료구조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Tree 

Manipulation, 그래프이론, 자료 정렬과 검색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그들 상호간의 작용을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설계 기법들을 학습한다. 명령어

집합, 중앙처리장치, 파이프라이닝, 메모리 계층구조, 입출력장치, 멀티프로세서 등을 다루

며 컴퓨터 발전의 역사적 고찰 및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배운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인터넷 활용, 통신 모델, 전송 매체의 유형과 특성, 네트워크 장비, 전송 방식, 전송 기술, 

오류 제어, 부호화, 정보 압축, 보안 등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정형문법및자동화이론(Formal Language and Automata Theory)

컴퓨터공학의 기반이 되는 계산 이론(theory of computation)의 이론적 지식, 즉 형식언어, 

형식문법, 오토마타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이들과 관련된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

득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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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컴퓨터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화, 

고유값 고유벡터 등을 학습한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 비동기 병행프로세서의 기본개념을 다룬다. 

스케쥴링, 메모리 관리 정보의 교유 및 보호 등의 개념을 습득한다.

응용프로그램실험(Applied Programming Lab.)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필요한 GUI 설계 및 프로그램 구현을 SQL, C# 언어

를 이용하여 실습함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의 도구 및 환경을 이해하고 저장 프로시

저를 포함한 SQL의 기초와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을 배운다.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과정, 개념, 그리고 설계 및 구현 기법을 강의함으로써, 프로그

래밍언어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언어의 설계 및 구현 능력을 배양

한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

스키마, 서브스키마, 관계모델, 계층모델, 망모델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DBMS 구성상의 유의점 등을 학습하고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운

영, 튜닝에 관하여 공부한다.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 모델, OSI 참조 모델, TCP/IP 프로토콜, 인터넷 보안, 소켓 인터페

이스, 차세대 인터넷, LAN, 초고속 통신망 등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Micro Processor Design)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성과 명령어의 이해를 통해 이를 이용한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 능

력을 학습한다. 메모리 시스템, 입출력 및 버스 등의 구조를 강조하여 소개하여, 내장형 

시스템 전체의 하드웨어의 이해와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본 강의의 후

반부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을 소개하고 마이크로프

로세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설계의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 기법들을 학습한다.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컴퓨터공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호에 대한 이해 및 디지털 신호를 중심으로 한 신호처리의 

기본 이론 및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 구성이론 도입한다.

컴퓨터공학설계(Computer Engineering Research Project)

공학적 탐구방법과 과정을 익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의된 주제에 대하여 기술 동향 및 

시장 동향, 그리고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배양

한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비용 효율적으로 명세, 설계, 구축, 테스팅,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들을 다룬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재사용, 아키텍처 

설계, 의존성, 보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공학에서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알고리즘(Algorithm)

  컴퓨터 알고리즘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 개념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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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알고리즘과 성능 척도, 분석 기법 및 알고리즘 설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공학적 이

슈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기초적인 수리적 개념을 바탕으로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한다.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공격의 유형, 보안 서비스, 접근 통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전

자 서명, 해시 알고리즘, PKI, DDos 공격, 트래픽 공격 탐지,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탐

지 시스템, 가상 사설망, IPsec 등 정보 보호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턴쉽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산업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학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체험

하고 해결함으로써 이론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한다. 학생과 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계절

제, 학기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공학적 탐구방법을 익히기 위해 공학설계에 대한 이해, 공학설계 과정, 설계 과정에 사용

되는 기법의 이해, 문제 기반 하습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습득과 정의된 주제

에 대하여 기술 동향 및 시장 동향, 그리고 기술적 해결방안 등을 학습하며,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산학초청세미나Ⅰ,Ⅱ(Educational-Industrial Lecture Special SeminarⅠ,Ⅱ)

산업체와 학교의 교류를 토안 최신 IT기술 동향 및 산업체의 경영철학과 경영방법을 습

득하여 학교에서 배운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면서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하

고 학교와 지역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컴퓨터비전(Computer Vision)

컴퓨터 시스템에 시각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영상에 입력장치, 영상의 사전처리, 영상의 

분석 등을 통해 영상 내의 물체나 문자를 분리,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인공신경망개론(Introduction to Artificial Neural Networks)

뇌의 구조, 인공 신경망 모델, 활성화 함수, 퍼셉트론, 연상 메모리, Hopfield 모델, 양방향 

연상 메모리, 자율 신경망, 경쟁식 신경망, BP 알고리즘 등 다양한 신경망의 구조와 학습 

방법, 뉴로 컴퓨터의 응용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Computer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컴퓨터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와 그 응용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재를 연구한다.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전공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공학 분야의 임의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실험, 보고서 작성, 발표까지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

써 실무경험을 습득한다.

분산컴퓨팅시스템(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휴대컴퓨터와 디지털 유/무선통신, 휴대용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

퓨터 업무와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랩톱컴퓨터나, 팜PC, 스마트폰 등을 이

용하여 현장 업무처리 및 이동 업무 등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는 분산 컴퓨팅 최첨단 기

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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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논리및논술(Computer Logic and Discourse)

컴퓨터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논리적인 사고 방법 및 분석 방법, 그리고 분석 결

과에 대한 체계적인 전개를 위한 논리적 서술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파일러(Compiler)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수학적 배경인 오토마타 이론, 계산 이론, 

복잡도 이론 등을 다룬다. 정형언어와 오토마타, 계산 모델과 계산 가능성, 시간/공간 복잡

도와 NP 문제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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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야간)

◆ 교육목적

창의적인 글로벌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

◆ 교육목표

- 창의적인 현장 전문인력양성

- 컴퓨터 응용분야에 적합한 실무능력 배양

- 윤리적이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전문인력양성 

◎ 컴퓨터공학과 야간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Action English

기초통계학및실습

영어읽기와 토론

웰빙시대의생물산업
15

심화교양 결혼과가족

공학윤리와 역사

역사학과디지털문화콘텐츠의

만남

9

특성교양 특허와상표 3

계 27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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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공학과(야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 학점

1
1 전선

5110102

5110051

C프로그래밍Ⅰ(C ProgrammingⅠ)

컴퓨터공학개론(Computer Engineering Concept)

3-3-0

3-3-0

2 전선 5110103 응용프로그래밍Ⅱ(Applied Computer Programming) 3-3-0

2

1 전선

5110053

5110054

5110055

5110056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자료구조(Data Structure)

회로이론(Circuit Theory)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3-3-0

3-3-0

3-3-0

3-3-0

2 전선

5110057

5110058

5110059

5110111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

응용수학(Application Mathmatics)

3-3-0

3-3-0

3-3-0

3-3-0

3

1 전선

5110061

5110062

5110112

5110113

5110104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H/W 응용시스템설계(Hardware Application System Design)

Java프로그래밍(Java Programming)

3-3-0

3-3-0

3-3-0

3-3-0

3-3-0

2 전선

5110066

5110067

5110068

5110114

5110115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인터넷프로그래밍(Internet Programming)

디지털게임설계및제작(Digital Game Design and Production)

알고리즘기초(Based Algorithm)

3-3-0

3-3-0

3-3-0

3-3-0

3-3-0

4

1 전선

5110071

5110116

5110073

5110117

5110075

현장실무Ⅰ(Field PracticeⅠ)

시스템설계및분석(System Design and Analysis)

엔터테인먼트공학(Entertainment Engineering)

디지털컨텐츠제작(Making Digital Contents)

멀티미디어저작기술(Multimedia Authoring)

3-0-6

3-3-0

3-3-0

3-3-0

3-3-0

2 전선

5110076

5110077

5110078

5110105

5110106

현장실무Ⅱ(Field PracticeⅡ)

휴먼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엔터테인먼트융합(Entertainment Convergence)

리눅스시스템(Linux System)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3-0-6

3-3-0

3-3-0

3-3-0

3-3-0

필수 과목 학점

전공 선택 31 과목 93학점

계 31 과목 9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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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컴퓨터공학개론 : 3-3-0
 C프로그래밍 : 3-3-0
 국어와 작문: 3-3-0
 Action English : 3-3-1
 결혼과가족 : 3-3-0

응용프로그래밍 : 3-3-0
영어읽기와토론 : 3-3-1
역사학과디지털문화콘텐츠의만남 : 3-3-0
공학윤리와 역사 : 3-3-0
웰빙시대의생물산업 : 3-3-0

 전공선택 : 9
 기초교양 : 9
 심화교양 : 9
 특성교양 : 3
------------
 합계 : 30

2

 디지털공학 : 3-3-0
 자료구조 : 3-3-0
 회로이론 : 3-3-0
 이산수학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 3-2-2

컴퓨터구조 : 3-3-0
 프로그래밍언어론 : 3-3-0
 컴퓨터그래픽 : 3-3-0
 응용수학 : 3-3-0
 특허와상표 : 3-3-0

 전공선택 : 24
 기초교양 : 6
------------
 합계 : 30

3

데이터통신 : 3-3-0

운영체제 : 3-3-0

분산컴퓨팅 : 3-3-0

H/W응용시스템설계 : 3-3-0

Java프로그래밍 : 3-3-0

컴퓨터네트워크 : 3-3-0

데이터베이스 : 3-3-0

인터넷프로그래밍 : 3-3-0

디지털게임설계및제작 : 3-3-0

알고리즘기초 : 3-3-0

전공선택 : 30

4

현장실무Ⅰ : 3-0-6

시스템설계및분석 : 3-3-0

엔터테인먼트공학 : 3-3-0

디지털컨텐츠제작 : 3-3-0

멀티미디어저작기술 : 3-3-0

현장실무Ⅱ : 3-0-6

휴먼인터페이스 : 3-3-0

엔터테인먼트융합 : 3-3-0

리눅스시스템 : 3-3-0

소프트웨어공학 : 3-3-0

전공선택 : 30

● 교과목 개요

C프로그래밍(C Programming)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의 분석 능력과 알고리즘 개발 능력, 그리고 C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컴퓨터공학개론(Computer Engineering Concept)

  컴퓨터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학

습한다.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기본적인 컴퓨터공학 전공과

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응용프로그래밍(Applied Computer Programming)

  프로그램 개발 절차, 알고리즘 개발 기법 등을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 하드웨어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 디지털 소자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회로에 대한 이해와 설게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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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조(Data Structure)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열, 스택, 

큐, 연결 리스트 등의 자료구조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이를 이용한 트리 manipulation, 

그래프, 정렬 및 검색, 해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회로이론(Circuit Theory)

  선형 소자인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의 특성, 전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회로망 

이론, 직류 회로, 교류 회로, 임피던스, 페이저, 필터의 주파수 특성, 라플라스 변환, 2단

자망 회로 해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컴퓨터공학 분야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논리, 관계, 함수, 트리, 그래프 이론, 부울대수, 

알고리즘 등을 학습한다.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그들 상호간의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설계 기법들을 학습한다. 명령

어집합, 중앙처리장치, 파이프라이닝, 메모리 계층구조, 입출력장치, 멀티프로세서 등을 

다루며 컴퓨터 발전의 역사적 고찰 및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

식 등을 배운다.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과정, 개념, 그리고 설계 및 구현 기법을 강의함으로써, 프로

그래밍언어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언어의 설계 및 구현 능력을 배

양한다.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

  출력 기본요소, 기본 출력 요소 속성, 창과 절단의 개념, 세그먼트의 개념을 학습하고, 2

차원 및 3차원 그래픽에 대하여 학습한다.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기초적인 수리적 개념을 바탕으로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응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한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인터넷 활용, 통신 모델, 전송 매체의 유형과 특성, 네트워크 장비, 전송 방식, 전송 기술, 

오류 제어, 부호화, 정보 압축, 보안 등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 비동기 병행프로세서의 기본개념을 다룬

다. 스케쥴링, 메모리 관리 정보의 교유 및 보호 등의 개념을 습득한다.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휴대컴퓨터와 디지털 유/무선통신, 휴대용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

퓨터 업무와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랩톱컴퓨터나, 팜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현장 업무처리 및 이동 업무 등 폭넓은 분야에 응용되는 분산 컴퓨팅 최첨단 

기술을 학습한다.

H/W 응용 시스템 설계(Hardware Applied System Design)

  산업용, 가정용, 도로 또는 터널 조명, 특수 목적용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조명의 역

사와 원리, 디지털 조명 장치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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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프로그래밍(Java Programming)

  플랫폼에 무관한 프로그램 언어인 자바의 기초적인 문법을 익히고, GUI 인터페이스, 그래

픽,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 모델, OSI 참조 모델, TCP/IP 프로토콜, 인터넷 보안, 소켓 인터페

이스, 차세대 인터넷, LAN, 초고속 통신망 등의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스키마, 서브스키마, 관계모델, 계층모델, 망모델 등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DBMS 구성상의 유의점 등을 학습하고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운영, 튜닝에 관하여 공부한다.

인터넷프로그래밍(Internet Programming)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에 사용되는 하이퍼텍스트의 기본 문법, 클라이언트측과 서버측 스

크립트, 인터넷 문서와 데이터베이스 연동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디지털게임 설계 및 제작(Digital Game Design and Production)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인 스토리텔링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특히 디지털 스토리텔링

을 기획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를 토대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교육 등 디

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알고리즘 기초(Basic Algorithm)

  게임 개발의 핵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인 게임엔진을 분석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게임 엔진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기초

를 마련한다.

현장실무Ⅰ,Ⅱ(Field PracticeⅠ,Ⅱ)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현장에서의 실무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한학

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시스템 설계 및 분석(System Design and Analysis)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을 묘사하고, 그곳에 놓일 물체 등을 묘사, 매치하

는 모델링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3D 애니메이션의 3차원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저작

툴의 사용 방법과 3차원을 구성하는 공간개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엔터테인먼트공학(Entertainment Engineering)

  차세대 지능형 사이버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 개발하며 상용 가능한 미래형 사이버 엔터

테인먼트 시스템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및 창조적 디지털 마인드와 새로운 사이버 

엔터테인먼트 전문 지식을 지닌 고급 인재 양성한다.

디지털 컨텐츠 제작(Digital Contents Production)

  다매체 다채널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

작 및 설계, 그리고 표현 방법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멀티미디어저작기술 (Multimedia Authoring)

  멀티미디어 시대의 핵심요소인 영상 및 음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술을 익힌다.

휴먼인터페이스(Human Interface)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스템 환경의 구축에 따라 사람과 컴퓨터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센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용자 동작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하여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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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융합(Entertainment Convergence)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과학적 분석, 창의성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녹색성장에 적합한 IT융

합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리눅스시스템(Linux System)

  Linux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Linux 운영체계의 사용 명령어, 유틸리티, vi편집기, Shell 

프로그램, 네트워킹 환경 설정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비용 효율적으로 명세, 설계, 구축, 테스팅, 배포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공학 문제들을 다룬다. 소프트웨어 재사용, 아키텍처 설계, 

의존성, 보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공학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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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충북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학과는 컴퓨터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학

과로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정보보안, 스마트폰, 게

임,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 과학 응용 등과 관련된 각종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2011년 기존의 컴퓨터공학부에서 소프트웨어분야를 분리하여 국립대 중 최초로 설

립한 학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한 원인으로는 우리 산업이 하드웨

어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홀대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최근 IT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급속

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IT 기업의 10위권 이내에 구글과 같은 소

프트웨어 전문 기업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신속히 대응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야 국가 경쟁력을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수요는 연평균 

9.4% 증가하여 앞으로 4년간 5만 6천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예측 전문기관인 가트너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

년에는 모든 기업이 IT기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는 더욱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소프트웨어학과는 위와 같은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

여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컴퓨터에 대한 이해 및 연구, 소프트웨어의 

주인인 인간에 대한 이해, 제반 산업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소프트웨어 적용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형, CEO형, 통섭형 인재를 양

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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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철학과 목표

◆ 학습성과

소프트웨어학과는 전공교육과정, 전문교양교육과정, BSM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

한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CC2015 인증

기준에 의거 측정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학습성

과 내용은 10가지로 다음과 같다.

(1) 기초지식 : 수학, 기초과학, 기본소양이론/지식을 전공에 응용하는 능력

(2) 문제해결 :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수식 또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3) 모델링 능력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도구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프로그

래밍 언어를 포함한 적절한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설계능력 : 사용자가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협동능력 :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의사소통 :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이해 :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직업윤리 : 컴퓨터정보(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자기계발: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

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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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과과정과 학습성과 지표와의 연관성

항목

PO1 PO2 PO3 PO4 PO5 PO6 PO7 PO8 PO9 PO10

합계기초
지식

문제
해결 

모델
링 
능력

공학
도구

설계
능력

협동
능력

의사
소통

공학
이해

직업
윤리

자기
계발

비

교

과

영

역

졸업작품전시회
/졸업논문

   20 20  15 15  15 15     100

전문 자격증 30 30 25 15 100

외국어능력시험        20    30 50       100

산학정보교류실적       10     10 20 30  10 30 110

국제 교류 참가          30 30  10 30 100

동아리활동 25 30 30 15 100

학술/연구 활동   25 25   25 25       100

봉사/자치활동           30 10 30 30 100

상담실적 50 20 1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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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분  야 
이수 사항

최저이수학점
1학기 2학기

Ⅰ
기
초
교
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Action English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6
한국어(외국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I,II 이수

글쓰기와 소통 발표와 토론의 실제 이수 3

컴퓨터와 활용 0

자연
이공계
기초

수학 수학I 이수 수학II 이수

19
기초과학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기초통계학및실습 이수

맛보기물리학및실험 이수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이수

Ⅱ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공업경영과 경제 (분야3) 이수

공학윤리와 역사 (분야5) 이수

1.문학과 문화 영역에서 택 1

2.역사와 철학 영역에서 택 1

12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4. 자연과 생명

5. 기술과 문명

6. 예술과 체육

Ⅲ
특성교양

1. 개신중점강좌 2. 지역사회문화 영역에서 아래 교과목 중 택 1

(동양고전이야기, 문화로 보는 생활사,

 근현대의 역사와 인물,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충북지역문화와 동아시아 문화교류, 

세계의 문화와 건축산책)

3

2. 지역사회・문화

3. 진로와 선택

4. 실용외국어

5. 여가와 취미

합계 4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 특성교양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

정한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 분야가 아닌 ‘한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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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학과(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5111001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3-3-0

전선
5111004

5111050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미래설계탐색Ⅰ(Exploration of Future DesignⅠ)

2-0-4

1-0-2

2

전필 5111002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3-3-0

전선
5111003

5111051

소프트웨어도구 실험(Lab of Fundamental Software Tools)

미래설계탐색Ⅱ(Exploration of Future DesignⅡ)

2-1-2

1-0-2

2

1

전필
5111005

5111006

논리회로 및 실험(Logic Circuit and Lab)

자료구조(Data Structures)

3-2-2

3-3-1

전선

5111007

5111008

5111009

5111052

511105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오토마타(Automata)

미래설계준비Ⅰ(Preparations of Future DesignⅠ)

기초프로젝트(Fundamental Project Practice)

3-2-2

3-3-0

3-3-0

1-0-2

2-0-4

2

전필

5111010

5111011

5111022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프로그래밍언어론(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s)

알고리즘(Algorithms)

3-3-0

3-3-0

3-3-0

전선

5111012

5111014

5111054

5111055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s Programming)

인간컴퓨터상호작용 프로그래밍(HCI Programming)

미래설계준비Ⅱ(Preparations of Future DesignⅡ)

개발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 Practice)

3-3-0

3-2-2

1-0-2

2-0-4

3

1

전필
5111015

5111016

운영체제(Operation Systems)

객체지향 설계(Object-Oriented Design)

3-3-0

3-3-1

전선

5111018

5111045

5111020

5111056

5111057

웹기반소프트웨어 개발(Web-based Software Development)

펌웨어프로그래밍(Firmware Programming)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미래설계구현Ⅰ(Implementation of Future DesignⅠ)

전문프로젝트(Project Application Practice)

3-2-2

3-2-2

3-3-0

1-0-2

2-0-4

2

전필

5111024

5111061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Interlink Project Practice,

Comprehensive Design )31)

3-3-0

2-0-4

전선

5111013

5111023

5111025

5111026

5111027

5111058

확률및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컴파일러(Compiler)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s)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미래설계구현Ⅱ(Implementation of Future DesignⅡ)

3-3-0

3-3-1

3-3-0

3-3-1

3-3-1

1-0-2

31)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지정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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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일선

5111028

5111029

5111065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Ⅳ(InternshipⅣ)

실무프로젝트Ⅰ(Practical Software ProjectⅠ)

3-0-4주

15-0-16주

3-0-6

전필 5111062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2-0-4

전선

5111031

5111032

5111033

5111068

5111036

5111067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s)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산학초청세미나Ⅰ(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Ⅰ)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Computer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데이터베이스설계(Database Design)

3-2-2

3-3-0

3-3-0

1-0-2

3-3-0

3-2-2

2

일선

5111037

5111038

5111066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Ⅲ(InternshipⅢ)

실무프로젝트Ⅱ(Practical Software ProjectⅡ)

15-0-16주

3-0-4주

6-0-12

전필 5111064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2-0-4

전선

5111063

5111041

5111042

5111069

5111046

5111044

그래프이론(Graph Theory)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산학초청세미나Ⅱ(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Ⅱ)

컴퓨터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Writing in Computer Education)

컴퓨터교육론(Computer Subject Teaching)

3-3-0

3-3-0

3-3-0

1-0-2

3-3-0

3-3-0

필수 13 과목 36 학점

전공 선택 36 과목 87 학점

계 49 과목 123 학점



타 학 과

전 공 선 택

인 정

교 과 목

4131001

4131002

4131003

빅데이터처리(Big Data Processing)

실험실 프로젝트(Lab. Project)

정보콘텐츠 SW프로젝트(Information Contents Project)

3-2-2

3-2-2

3-2-2

본 교육과정은『충청대학교 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전공』,『충북도립대학 정보보안학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바이오의료정보과』와 연계교육 협약에 의해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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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과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이산수학 : 3-3-0
창의공학설계 : 2-0-4
미래설계탐색Ⅰ : 1-0-2
Action English : 3-3-1
수학I : 3-3-1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기초통계학및실습 : 3-2-2
공학윤리와 역사 : 3-3-0

*컴퓨터시스템개론 : 3-3-0
소프트웨어도구실험 : 2-1-2
미래설계탐색Ⅱ : 1-0-2
국어와 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수학II : 3-3-1
맛보기물리학및실험 : 4-3-2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 3-2-2

전공필수 6
전공선택 6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9
심화교양 3

합계 43 학점

* : 전공필수

2

*논리회로 및 실험 : 3-2-2
*자료구조 : 3-3-1
미래설계준비Ⅰ : 1-0-2
기초프로젝트 : 2-0-4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3-2-2
선형대수학 : 3-3-0
오토마타 : 3-3-0
심화교양1,2영역 중 택 1 : 3-3-0

*컴퓨터구조 : 3-3-0
*프로그래밍언어론 : 3-3-0
*알고리즘 : 3-3-0
미래설계준비Ⅱ : 1-0-2
개발프로젝트 : 2-0-4
시스템프로그래밍 : 3-3-0
인간컴퓨터상호작용프로그래밍 : 3-2-2
공업경영과 경제 : 3-3-0

전공필수 15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6

합계 42 학점

* : 전공필수

3

*운영체제:3-3-0
*객체지향 설계:3-3-1
미래설계구현Ⅰ:1-0-2
전문프로젝트:2-0-4
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3-2-2
펌웨어프로그래밍:3-2-2
데이터통신:3-3-0
발표와 토론의 실제 :3-3-0

*소프트웨어공학:3-3-0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2-0-4
미래설계구현Ⅱ:1-0-2
확률및통계:3-3-0
컴파일러:3-3-1
컴퓨터네트워크:3-3-0
데이터베이스시스템:3-3-1
컴퓨터그래픽스:3-3-1
심화교양1,2영역 중 택 1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28
공통기초 3
특성교양 3

합계 45 학점

* : 전공필수

4

*캡스톤디자인Ⅰ : 2-0-4
임베디드시스템 : 3-2-2
영상처리 : 3-3-0
인공지능 : 3-3-0
산학초청세미나I : 1-0-2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데이터베이스설계 : 3-2-2
특성교양 : 3-3-0

*캡스톤디자인Ⅱ : 2-0-4
그래프이론 : 3-3-0
정보보호 : 3-3-0
정보검색 : 3-3-0
산학초청세미나Ⅱ : 1-0-2
컴퓨터논리및논술 : 3-3-0
컴퓨터교육론 : 3-3-0

전공필수 4
전공선택 32
심화교양 3

합계 39 학점

* : 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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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과 공학교육인증 표준이수모형

구분 교과목 비 고

BSM
수학Ⅰ, 수학Ⅱ, 맛보기물리학및실험, 기초통계학 및 실습, 이산수학,

선형대수학 이수

19학점

이상 이수

전공

컴퓨터시스템개론, 논리회로 및 실험(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프로그

래밍언어론, 알고리즘(1), 운영체제, 객체지향 설계(1), 소프트웨어공학

(1), 캡스톤디자인Ⅰ(2), 미래설계탐색Ⅰ, 미래설계탐색Ⅱ, 미래설계준비

Ⅰ, 미래설계준비Ⅱ, 미래설계구현Ⅰ, 미래설계구현Ⅱ, 기초프로젝트(2),

개발프로젝트(2), 전문프로젝트(2),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2)

43학점

(14) 이수

창의공학설계(2), 소프트웨어도구실험,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오토마타,

시스템프로그래밍(1), 인간컴퓨터상호작용 프로그래밍(1), 웹기반소프트

웨어개발(1), 펌웨어프로그래밍(1), 데이터통신, 확률및통계, 컴파일러(1),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시스템(1), 컴퓨터그래픽스(1), 임베디드시

스템(1), 영상처리, 인공지능, 산학초청세미나Ⅰ, 데이터베이스설계, 그래

프이론, 정보보호, 정보검색, 산학초청세미나Ⅱ, 캡스톤디자인Ⅱ(2)

37학점

이상 이수

일반선택
인턴쉽Ⅰ, 인턴쉽Ⅱ, 인턴쉽Ⅲ, 인턴쉽Ⅳ, 실무프로젝트Ⅰ, 실무프로젝트

Ⅱ, 교직 및 타 학과(부) 전공과정 전체분야

․ 괄호() 안의 숫자는 프로젝트 학점 수.

․ 2013년도 입학생부터는 토익 700점 이상에 상응하는 공인영어 점수 획득 필수 (미 충족시 공학

인증 PD지정 영어 교과 추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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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학과 선수과목 지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교과목

번 호
선수과목

2 1

전필 5111006 자료구조 5111002 컴퓨터시스템개론 (1-2)

전선 5111007 객체지향프로그래밍 0622014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1-2)

2 2 전필
5111010

5111022

컴퓨터구조

알고리즘

5111005

5111006

논리회로 및 실험(2-1)

자료구조(2-1)

3

1

전필 5111015 운영체제 5111010 컴퓨터구조 (2-2)

전선 5111045 펌웨어프로그래밍 5111010 컴퓨터구조 (2-2)

전필 5111016 객체지향설계 5111007 객체지향프로그래밍(2-1)

2 전선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111006 자료구조(2-1)

4
1

전필 5111062 캡스톤디자인Ⅰ 5111061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 (3-2)

전선 5111067 데이터베이스설계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3-2)

2 전선 5111064 캡스톤디자인Ⅱ 5111062 캡스톤디자인Ⅰ(4-1)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컴퓨터공학과(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111036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5110035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동일

5111044 컴퓨터교육론 5110045 컴퓨터교육론 동일

5111046 컴퓨터논리및논술 5110081 컴퓨터논리및논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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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소프트웨어 학과(전공) 컴퓨터공학부(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111004 창의공학설계 5100001 창의공학설계Ⅰ 동일

5111004 창의공학설계 5100002 창의공학설계Ⅱ 동일

5111001 이산수학 5109001 이산구조 동일

5111005 논리회로및실험 5109002 논리회로 동일

5111002 컴퓨터시스템개론 5109004 컴퓨터시스템개론 동일

5111007 객체지향프로그래밍 5109005 C/C++프로그래밍 동일

5111006 자료구조 5109008 자료구조 동일

5111010 컴퓨터구조 5109009 컴퓨터구조 동일

5111012 시스템프로그래밍 5109011 시스템프로그래밍 동일

5111009 오토마타 5109012 오토마타 동일

5111008 선형대수학 5109014 선형대수학 동일

5111014 인간컴퓨터상호작용프로그래밍 5109015 윈도우즈프로그래밍 동일

5111015 운영체제 5109016 운영체제 동일

5111045 펌웨어프로그래밍 5109017 마이크로프로세서 동일

5111011 프로그래밍언어론 5109019 프로그래밍언어론 동일

5111022 알고리즘 5109020 알고리즘 동일

5111020 데이터통신 5109021 데이터통신 동일

5111017 파일처리 5109022 파일처리론 동일

5111016 객체지향설계 5109023 객체지향시스템설계 동일

5111018 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 5109024 인터넷프로그래밍 동일

5111024 소프트웨어공학 5109026 소프트웨어공학 동일

5111023 컴파일러 5109028 컴파일러 동일

5111025 컴퓨터네트워크 5109029 컴퓨터네트워크 동일

5111033 인공지능 5109030 인공지능 동일

5111041 정보보호 5109033 정보보호기초 동일

5111013 확률및통계 5109034 확률및통계 동일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5109035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동일

5111028 인턴십Ⅰ 5100008 인턴십Ⅰ 동일

5111029 인턴십Ⅳ 5100011 인턴십Ⅳ 동일

5111062 캡스톤디자인Ⅰ 5109037 설계프로젝트 동일

5111027 컴퓨터그래픽스 5109040 컴퓨터그래픽스 동일

5111040 멀티미디어 5109041 멀티미디어시스템 동일

5111042 정보검색 5109048 인터넷정보검색 동일

5111031 임베디드시스템 5109049 임베디드시스템소프트웨어Ⅰ 동일

5110047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Ⅰ 5100003 산학특강 I 동일

5111036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5109050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동일

5111037 인턴십Ⅱ 5100009 인턴십Ⅱ 동일

5111038 인턴십Ⅲ 5100010 인턴십Ⅲ 동일

5111032 영상처리 5109054 영상통신 동일

5111064 캡스톤디자인Ⅱ 5109062 졸업작품연구과제 동일

5111049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Ⅱ 5100004 산학특강Ⅱ 동일

5111044 컴퓨터교육론 5109063 컴퓨터교육론 동일

5111046 컴퓨터논리및논술 5109064 컴퓨터논리및논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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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컴퓨터과학 및 디지털정보처리 분야의 수학적 기초가 되는 논리, 함수, 관계를 포함한 집

합, 알고리즘, 수학적 귀납법 및 증명방법, 그래프, 트리, 부울 대수 등을 학습한다.

미래설계탐색Ⅰ(Exploration of Future DesignⅠ)

스트롱 직업흥미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해석 워크샵을 그 결과를 알게함으로써 자

신의 직업적 흥미 경향성을 알아보고,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개

인 가치관을 확립한다.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참여 학생의 창의적 능력을 키우며, 문제의 

해결에 대한 능력 향상과 함께 팀활동을 체험한다.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부여하는 과목으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Firmware의 

기능을 정의하고 프로그램과 컴퓨터 상호간에 관계 및 문제의 해결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소프트웨어도구 실험(Lab of Fundamental Software Tools)

컴퓨터 시스템 자원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들에 대

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미래설계탐색Ⅱ(Exploration of Future DesignⅡ)

바람직한 직업관, 성공관 등 개인의 가치관을 재확립하고, 전공과 관련된 사회진출분야

(관심 직종의 비젼, 기술의 발달 정도, 시장성 등)를 탐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하여 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본인의 진로설정과 직무역량 

계발계획을 수립한다.

논리회로 및 실험(Logic Circuit and Lab)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조합 논리회로와 순서 논리회로에 대하여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하드웨어를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학습한다.

자료구조(Data Structures)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기본 개념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 

Array, Stack, Queue 및 Linked List 등의 자료구조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는 이를 이용

한 Tree Manipulation, 그래프 이론, 자료 정렬 및 검색과 Symbol Table 작성 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미래설계준비Ⅰ(Preparations of Future DesignⅠ)

산학협력을 맺은 기업들을 우선대상으로 한 해당기업의 CEO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

쉽을 함양시키고, 최신업계트렌드를 알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상

삼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는 데 초석이 되도록 한다.

기초프로젝트(Fundamental Project Practice)

정보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폭 넓은 이해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동향을 조

사 분석하고, 발전 추세를 예측함으로써, 향후에 출현할 기술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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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개념 및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객체지향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응용 프로그래밍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행렬과 연립방정식, 행렬식,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값, 특이값 분해 등의 이해를 통해 

전산 응용 수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오토마타(Automata)

컴퓨터 과학의 기반이 되는 계산이론의 배경 지식을 습득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법과의 

관계를 다룬다. 아울러 이들 언어를 인식하는 유한오토마타, 푸쉬다운 오토마타 및 튜링

머신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컴퓨터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에 대

하여 학습한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중앙처리장치가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배운다.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이 과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개괄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할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그램 언어의 설계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미래설계준비Ⅱ(Preparations of Future DesignⅡ)

기업체 CEO 특강, 실제 전공관련 산업체 및 각종 전시회/박람회 방문을 통해 전공관련 

기술의 다양함을 몸소 체험하게 함으로써 전공분야의 다양한 최신기술 및 적용시장 유형

을 탐색하고 학생 개인의 적성, 흥미, 전공과 적합한 지 스스로 판단해보도록 한다.

개발프로젝트 (Development Project Practice)

프로그래밍 언어인 C와 C++ 등을 이용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고,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역할과 프로그램 코드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중요

성을 이해한다.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 Programming)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의 이해, Assembly

Language 이해를 통해 Assembler, Loader 등의 설계방법 도입

확률및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통계적 개념과 통계적 사고방법의 도입을 통해 전자계산기 시스템 분야에서의 응용 능력 

배양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프로그래밍(HCI Programming)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법들을 학습하며 이를 GUI

(Graphic User Interface)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특히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시스템, 비동기 병행프로세서의 기본개념을 다룬

다. 스케쥴링, 메모리 관리 정보의 고유 및 보호 등의 개념을 습득한다.

객체지향 설계(Object-Oriented Design)

객체지향 개발 방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본 개념의 이해 

및 기법들을 대하여 학습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문제 분석 및 설계 과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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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설계구현Ⅰ(Implementation of Future DesignⅠ)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직무적성 검사를 미리 치르게 함으로써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무역량을 알아보고 현재 부족한 역량 및 필요한 역량이 어떠한 것이지 분석하게 함으

로써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전문프로젝트(Project Application Practice)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한 코딩 작업만이 아니라, 분석 및 설계 과정을 거쳐 개발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각각 수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학습한다.

웹기반소프트웨어 개발(Web-based Software Development)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방법론,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학습한다. 또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하여 웹기반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법을 

배운다.

펌웨어프로그래밍(Firmware Programming)

마이크로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실습 장비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시작 코드 해석, 인터럽트 및 타이머 제어 프

로그래밍, 입출력 디바이스 제어를 위한 펌웨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한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초인 전송 매체의 유형과 특성, 전송 기술, 오류 제어 및 링크 제어 

프로토콜, 부호화 기법 등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습득한다.

알고리즘(Algorithm)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알고리즘 및 대표적인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기능 및 

처리 과정을 배운다. 알고리즘의 난해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

을 익힌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공학적 활동에 대하여 학습하고, 주어진 문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미래설계구현Ⅱ(Implementation of Future DesignⅡ)

기업의 인사 담당 또는 취업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 내 인사담당자들과의 토론회,

기업의 채용트랜드, 면접 유형별 대응전략 특강을 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성공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Interlink Project Practice, Comprehensive Design)

산업체(가족회사)의 멘토 또는 취업 선배(멘토)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산업체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멘토와 함께 해결함으로써, 현장의 실전을 이해한다.

컴파일러(Compiler)

최신 컴파일러를 중심으로 어휘분석, 파싱 및 코드생성 등 일련의 컴파일 과정을 학습한

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컴파일 단계에서 어떻

게 구현되는 가를 학습한다.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s)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네트워크의 구조, TCP/IP 프로토콜 구조, 네트워크, 전송 및 응

용 계층 프로토콜들에 관련한 기술 및 원리에 대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494_ 2017학년도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이 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개체-관계(E-R) 다이어그램, 관계형 데이터 모

델 및 SQL 문의 사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은 물론 DBMS 구조와 그 

기능을 공부한다. 아울러 실제 응용에서 시스템 개발과 웹의 연동 방법 등을 학습한다.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를 구성하는 렌더링, 애니메이션, 그리고 기하모델링 등의 기본 주

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며 대표적인 실시간 3차원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

하여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힌다.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 IV (Internship IV)

학교에서 습득한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하

고 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실무프로젝트Ⅰ(Practical Software ProjectⅠ), 실무프로젝트Ⅱ(Practical Software ProjectⅡ)

설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 중심적 과제 수행의 관점에서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적용 현장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IT

최신 기술의 사용 능력과 실무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분석,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게 방법론

의 활용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배양의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한다.

캡스톤 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컴퓨터과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진행 방법

을 계획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면서 팀 기반

의 프로젝트 수행을 경험한다.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s)

ARM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조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동작에 대해 학습하고, 리눅스 

포팅, 부트로더,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 등의 실습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디지털 영상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관련 분야에의 응용에 대한 기술을 심화

한다. 그리고 최근의 영상처리이론과 연구결과를 접함으로써 선진 기술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적용분야 및 목표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지능적인 문제 해결 기법

들, 지식표현 방법 및 추론, 지식기반 시스템, 자연어처리, 컴퓨터 비전, 지능로봇 등에 대

해서 학습한다.

산학초청세미나Ⅰ(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Ⅰ)

산업체와 학교의 교류를 통한 최신 IT기술 동향 및 산업체의 경영철학과 경영방법을 습

득한다.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Computer Instructional Resources and Methods)

컴퓨터 교과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컴퓨터와 그 응용에 관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재를 연구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Database Design)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를 설계하고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에 수행하는 스키마 테이블로의 사상

(mapping) 기술을 공부하고, 실세계의 객체관계성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의 작성 

실습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정규화를 실제로 수행하고 질의 처리시 성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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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세계의 응용을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을 실습하고 응용프로그래밍과 데

이터베이스 간의 실제 연결을 실습하고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에 데이터베이스 설

계 및 관리자 역할, 데이터베이스 로딩과 백업 그리고 성능 향상 및 튜닝 등을 학습한다.

인턴십Ⅱ(InternshipⅡ), 인턴십 Ⅲ(InternshipⅢ)

학교에서 습득한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하여 현장적응 능력을 배양하

고 대학과 지역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학부 전공과정에서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분야의 임의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수행, 보고서 작성 및 결과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적 연구 경험을 습득한다.

그래프이론(Graph Theory)

그래프의 기본 개념인 그래프의 표현과 이를 이용한 경로 문제 연결성 문제와 네트워크 

분야에 그래프 개념을 제공하는 기법들을 학습한다. 그래프의 매칭, 해밀토니언 사이클,

최대 흐름과 Min-cut 등의 문제와 계산 이론에 그래프를 응용하는 기법들도 학습한다.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호 기초 이론 학습과 네트워크 보안 및 시스템 보안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

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정보 표현 및 저장 방법, 문헌 질의와 매칭과정, 텍스트 분석, 정보검색 검색효과 측정,

효과성 향상기법 등을 포함한 대량 정보의 조직적인 저장, 관리, 검색, 마이닝 기법에 대

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한다.

산학초청세미나Ⅱ(Educational-Industrial Special SeminarⅡ)

산업체와 학교의 교류를 통한 최신 IT기술 동향 및 산업체의 경영철학과 경영방법을 습

득한다.

컴퓨터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Writing in Computer Education)

컴퓨터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의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로 표현하고, 아이디어의 타당성

과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컴퓨터 논리에 대한 

관련 자료의 탐색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발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중등 교육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컴퓨터 교과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지식사회가 필요

로 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을 습득한다.

컴퓨터교육론(Computer Subject Teaching)

컴퓨터에 관한 교육과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컴퓨터 교과의 

역사적 배경, 컴퓨터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중등과정의 정보·

컴퓨터 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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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소프트웨어 부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2
1 부필 5113001 정보기술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3-3-0

2 부필 5113006 컴퓨터구조기초(Fundamentals of Computer Architecture) 3-3-0

3

1 부필 5113003 자료구조및알고리즘기초(Data Structures and Algorithm) 3-3-0

2 부필
5113002

5113005

e-비지니스(e-Business)

운영체제기초(Fundamentals of Operating Systems)

3-3-0

3-3-0

4
1 부필

5113007

5113004

데이터베이스기초(Introduction to DataBase)

객체지향세계의이해(Fundamentals of Object Oriented System)

3-3-0

3-3-0

2 부필 5113008 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SW Development Project) 3-3-0

● 교과목 개요

정보기술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이 교과목은 컴퓨터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컴퓨터)에 대한 핵심 개념을 부여하는 

과목으로서 알고리즘, 데이타구조, 컴퓨터구조(저수준의 데이터 표현 및 명령어 처리), 컴

퓨터시스템(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실세계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네트

워크, 웹사이트, 보안) 등을 포함한다. 이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은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비지니스(e-Business)

기업경영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

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기업 외부의 프로세스와 통합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OMG의 BPMN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계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자료구조와알고리즘기초(Data Structures and Algorithm)

이 과목에서는 자료구조의 기초를 먼저 학습한 다음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학습한다. 먼저 자료구조의 기초인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를 학습한다. 선

형구조인 자료구조는 배열과 연결리스트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의 

장, 단점과 스택과 큐에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비선형구조인 트리와 그래프의 

기본 개념과 순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이를 컴파일러나 네트워크 등의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초 개념을 학습한다. 알고리즘에서는 반복적 방법, 분할-정복에 의한 재귀적 

방법 그리고 동적 프로그램의 기초 개념과 분석 기법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

렬과 검색 그리고 심볼테이블에 적용하는 알고리즘들을 학습한다.

객체지향세계의이해(Fundamentals of Object Oriented System)

이 과목은 객체 지향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용어, 모델링 기법,

설계 원칙 및 패턴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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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된다.

운영체제기초(Fundamentals of Operating Systems)

컴퓨터 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CPU 스케쥴링, 병렬처리, 주기억장치 관리 기법, 디스크 등

의 보조기억장치 관리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컴퓨터구조기초(Fundamentals of Computer Architecture)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중앙

처리장치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배운다.

데이터베이스기초(Introduction to DataBase)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조직체의 정보시스템에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조직의 데이터

를 조회하거나 저장하거나 조작하는데 이용된다. 따라서 정보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데이

터베이스 관련 이론과 지식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연마한다.

소프트웨어개발프로젝트(SW Development Project)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이론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

제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진행 방법을 계획하여,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경험한다. 교과목 학습목표는 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이해 및 경험, 2)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기술 문서 작성법 이해, 3) 팀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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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반도체공학과 Department of Nano-Semiconductor Engineering

  나노반도체공학과는“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SK하이닉스(주) 및 자회사, 분사회사에 근무하는 산업체 직원을 위한 충북

대학교 계약학과입니다. 

  나노 반도체공학과는 통신, 컴퓨터,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부품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

여, 반도체의 설계, 제작, 측정 등의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력을 갖

춰 미래 반도체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학과는 3학년 편입학 과정으로, 편입학 대상은 SK하이닉스(주) 및 자회사, 

분사회사에 근무하는 산업체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졸업 이수학점은 총 130학점으로, 전대학 인정 학력 65학점과 근무경력으로 인정

되는 15학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50학점은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이수하여

야 합니다. 

  본 계약학과를 이수하게 되면, 공학사가 수여되고, 자랑스러운 충북대학교 전자정

보대학 졸업 동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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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반도체공학과(Department of Nano-Semiconductor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5112001

5112002

5112003

5112004

회로이론(Circuit Theory)

반도체소자Ⅰ(Semiconductor DevicesⅠ)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기술영어(Technical English)

3-3-0

3-3-0

3-3-0

3-3-0

전선 5112005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3-3-0

2 전필

5112006

5112007

5112008

전자회로Ⅰ(Electronic CircuitsⅠ)

반도체소자Ⅱ(Semiconductor DevicesⅡ)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3-3-0

3-3-0

3-3-0

전선 5112009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3-3-0

4

1
전필

5112010

5112011

5112012

전자회로Ⅱ(Electronic CircuitsⅡ)

반도체공정기술(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전자회로설계(Design of Electronic Circuits)

3-3-0

3-3-0

3-3-0

전선
5112013

5112014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현장실습Ⅰ(Industrial PracticeⅠ)

3-3-0

3-3-0

2 전필

5112015

5112016

5112017

5112018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Analog Integrated Circuit Design)

디지털집적회로설계(Digital Integrated Circuit Design)

반도체종합공정(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반도체소자설계(Design of Semiconductor Devices)

3-3-0

3-3-0

3-3-0

3-3-0

전선 5112019 현장실습Ⅱ(Industrial PracticeⅡ) 3-3-0

필수 14 과목 42 학점

전공 선택 5 과목 15 학점

계 19 과목 57 학점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나노반도체공학과 테크노산업공학과
비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5112005

5112004

기술경영

기술영어

6577001

6577002

기술경영

기술영어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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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회로이론(Circuit Theory)

기초적인 전기회로에 대한 해석을 기본으로 저항이론, 회로망 원리, 교류회로, 직류회로,

동조회로, 주파수 분석 및 2단자망회로, 라플라스 변환, 퓨리에 변환 등을 배운다.

반도체소자Ⅰ,Ⅱ(Semiconductor DevicesⅠ,Ⅱ)

반도체 물리, 에너지밴드, 페르미에너지 레벨, drift/diffusion, carrier 농도 이론을 바탕으

로,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우며, BJT와 MOSFET는 동작 원리, 전류 전압 특성, 스위칭 

특성 등 을 배운다. 또한 첨단 반도체 소자를 배운다.

반도체소자설계(Design of Semiconductor Devices)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인 BJT와 MOSFET을 반도체소자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 그

리고 SPICE 변수 추출 등을 실험한다. 또한 CAD 툴을 이용하여 BJT와 MOSFET 소자 

및 공정을 시뮬레이션하여 특성을 분석한다.

디지털공학(Digital Engineering)

디지털 컴퓨터의 설계 및 제작에 근간이 되는 2진법을 위시한 각종 진법의 계산과 부호,

부울대수 등의 이론과 논리게이트를 이용한 조합논리회로의 간략화 및 플립플롭 등을 이

용한 순서논리회로에 대하여 배운다.

전자회로 I,II (Electronic Circuits I, II)

반도체 특성, 다이오드 스위칭, BJT, FET의 등가회로 해석, 증폭기의 바이어스 설계, 안정

도, 주파수 응답, 궤환 특성 등을 다루며 이를 토대로 하여 디지털 회로, 연산증폭기, 발

진기, 데이터변환기, 능동여과기, 직류전원, 대신호증폭기 등의 원리 및 특성을 분석한다.

전자회로설계(Design of Electronic Circuits)

BJT와 MOSFET를 이용한 전자회로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한다. 또한 CAD툴인 PSPICE

를 이용하여 전자회로를 분석 및 설계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와 동작원리에 대해 다루며 마이크로컴퓨터의 설계 및 응용을 

다룬다.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Analog Integrated Circuit Design)

MOS 및 Bipolar 트랜지스터의 모델을 다루고,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stage 및 op-amp회

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한다.

디지털집적회로설계(Digital Integrated Circuit Design)

디지털 IC의 설계를 위한 기초이론 및 실습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layout 설계, 트

랜지스터 수준의 기본 회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 주요 디지털 IC 회로 설계이다.

반도체공정기술(Semiconductor Process Technology)

실리콘 VLSI 소자 제작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단위 공정, 즉 실리콘의 결정 성

장, 웨이퍼 가공, epitaxy, CVD, 열산화, 확산, 이온주입, lithography, 금속박막증착, 식각 

공정 등에 대한 이론, 장비구조 및 공정 기술을 다룬다.

반도체종합공정(Semiconductor Process Integration)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인 BJT, MOSFET 및 CMOS를 제작하기 위한 단위 반도체 공정을 

결합한 종합 반도체 공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통신공학(Communication Engineering)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신호의 해석과 선형시스템의 기초에 대해 공부하고, 아날로그 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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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방식인 FM, AM, PM의 원리 및 특성 등 통신공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또 디지털 

통신의 기반이 되는 표본화 정리 및 불연속 신호의 아날로그 변복조 방식인 PAM,

PWM, PPM 등에 대해 공부한다.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선형대수학 이론을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등 기초적인 수학이론을 이용하여 모델링 

개변,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을 다루고 동적 시스템의 시간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특성해

석을 다룬다. 가장 중요한 안정도 판별방식을 공부하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보상기 설계와 

PID제어기 설계기법을 이해한다.

현장실습Ⅰ,Ⅱ

산업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학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체험

하고 해결함으로써 이론의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한다. 학생과 산업체의 희망에 따라 계절

제, 학기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기술영어(Technical English)

영어는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기술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특히 

ISO와 같은 국제기준이 강력해질수록 전문 기술자들간의 영어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

다. 본 강좌에서는 기술적인 문서의 해독과 이해를 지향하여, 기술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

본적인 영어 해독 능력과 실무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최근 들어 기업들은 이공계 인력의 경영 마인드 제고와 경영 관리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

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생산직 관리자의 관점에서 경영 이론과 실무를 접목할 수 있

는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따라, 산업구

조와 기업구조, 경영조직의 구조와 설계, 경영전략의 분석과 기획, 경영과학 기법의 적용,

경영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다.



농업생명환경대학(6900)
(College of Agriculture, Life & Environment Sciences)

농업생명환경대학은 1951년 충북대학교의 모체인 청주초급농과대학

으로 개교한 이래 지난 60여년 동안 농업생명환경분야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와 해당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농생명산업은 역사 이래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식량과 자연환경

을 공급해 왔으며,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할 중요한 미

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 다양한 생물자원

과 자연환경의 보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의 생산, 건강 기능성 고부

가가치 농축산식품의 공급, 국민의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휴양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업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는 우리 농업생명환경대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시장질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첨단농업, 친

환경농업, 바이오에너지농업 등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 연구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며, 누리사업, BK21사업, LINC사업, BK21-Plus사업,

CK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현장감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교육 및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생명환경대학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을 제공하고 있으며, 3개 학부(7개 전공)와 5개 학과에서 해당 분야

최우수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70명 교수진의 지도아래 2,450여명

의 우수한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교육목표

농업생명환경대학의 교육목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 농업과 농

촌의 발전,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안정

적 식량의 확보, 친환경·기능성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필요한 농생명 전

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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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자원학·특용식물학·산림학·목재종이과학·원예과학 공통교과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2 전선

6900001

6900002

6900003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Teaching of Logic and Statement on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Agriculture)

3-3-0

3-3-0

3-3-0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문제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습

득하며, 농업교육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농업교육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관련 교과목 담당 교사로서의 능력

을 기른다.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Teaching of Logic and Statement on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을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농

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논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며, 이

를 바탕으로 농업교육의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대하여 지도한다.

농업과교재연구 및 지도법(Principle of Teaching, Research and Extention in Agriculture)

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새롭게 개발되는 농업기술들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하여 농업교재

연구 및 교안작성에 이용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식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기술을 습득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지역건설공학 축산학 식품생명공학 농업경제학 공통교과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2 전선

6900011

6900012

6900013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과 논리 및 논술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3-3-0

3-3-0

3-3-0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문제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습

득하며, 농업교육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농업교육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관련 교과목 담당 교사로서의 능력

을 기른다.

식물의학 전공 교과교육론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2 전선

6900021

6900022

6900023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생물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생물과교육론

2-2-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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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자원환경화학부

School Of Crop Science and Agricultural Chemistry

  식물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을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식물이 자라는 

토양, 기후와 같은 환경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충북대학교 농업생

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와 환경생명화학과는 융합형 인재의 사회적 요구 증가와 

학생의 전공 선택 기회 확대를 취지로 두 학과의 기초 전공을 통합하여 식물자원환

경화학부를 운영합니다. 2년의 학부 과정에서 식물의 생리생태, 재배이론, 생명공학, 

유기화학 및 생화학과 같은 두 전공의 심화 과정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공부합니

다. 이 후 학생들은 관심 학문과 진로에 맞는 세부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두 전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전공에 심화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각 전공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전공소개를 참조바랍니다. 

◎ 식물자원환경화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작문이수

25

공통기초 :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이공계기초 :

맛보기물리학및실험이수

일반생물학및실험Ⅰ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Ⅰ이수
일반생물학및 실험Ⅱ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이수

*심화교양 1,2,3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이수 9

특성교양

5개 분야 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됨)

3

계 3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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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환경화학부(School of Crop Science and Agricultural

Chemistry,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978015 ◦식물자원환경화학연습

(Practice in Crop Science and Agricultural Chemistry)

1-0-2

2

1

전필

6978003

6978001

6978002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재배학원론(Principle of Cultivation)

3-3-0

3-3-0

3-3-0

전선

6978004

6978007

6978005

6978006

분자생물학개론(Molecular Biology)

농업정보와 컴퓨터응용

(Application of Computer and Agricultural Infromation)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3-3-0

3-2-2

3-3-0

3-3-0

2

전필

6978008

6978009

6978010

*토양학(Soil Science)

*생화학(Biochemistry)

작물생리학(Crop Physiology)

3-3-0

3-3-0

3-3-0

전선

6978011

6978012

6978013

6978014

미생물생태학(Microbial Ecology)

유기합성화학(Organic Synthesis Chemistry)

환경과농업(Environment and Agriculture)

유전자조작론(Gene Manipulation)

3-3-0

3-3-0

3-3-0

3-3-0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응용생명공학부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6978009 생화학 6984006 생화학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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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식물자원환경화학연습(Practice in Crop Science and Agricultural Chemistry)

  식물자원환경화학부에서 제공하는 식물자원전공과 환경생명화학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돕기위해 각 전공 교수들의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두 전공분야가 추구하는 기본 개

념을 습득하도록 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 유기화학물의 분류와 명명법 그리고 각 화합물의 성

질과 반응성 등에 관하여 강의함.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학의 기초개념과 실험설계의 기초를

이해하고, 통계분석용 팩키지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이해하여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재배학원론(Principle of Cultivation)

각종 작물의 재배를 위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며 원예작물의 재배환경과 재배기술 등을

총괄적으로 강의하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기술을 중점 강의하며, 환경유전 및 육종분

야를 연관시켜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식물생장조절제와 이용 등에 대

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분자생물학개론(Molecular Biology)

유전물질인 DNA의 구조와 특성, DNA복제, 유전자의 구조와 발현 및 조절 등 분야를 이

해하고 필수분야를 실습함.

농업정보와 컴퓨터응용(Application of Computer and Agricultural Information)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 요체인 컴퓨터 활용을 위한 PC구성 및 운영체계, 워드프로세서,스

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통신 등 각 분야별 S/W의 활용방법을 이론과 실습

을 통하여 이해하고 익힌다.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 유기화학물의 분류와 명명법 그리고 각 화합물의 성

질과 반응성 등에 관하여 강의함.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열역학적 에너지론, 물리화학적 평형론, 화학반응 속도론, 기체 동영학, 분광학 등의 기초

적인 물리 화학적 원리를 강의하며, 생물화학적 응용성에 중점을 둠.

토양학(Soil Science)

토양을 기초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농업생산에 응용하는 것으로

토양의 생성 및 분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토양구조, 토양수, 토양공기, 토양유기물, 토

양미생물, 토양오염 및 토양 보존에 관한 이론을 강의함.

생화학(Biochemistry)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의 구조 및 특성, 효소의 구조와 작용특성 등 생체 화학의 기

초적인 내용에서 대사론으로 해당과정, TCA대사경로, 전자전달계 및 산화적 인산화, 광

합성 과정을 강의하며, 생명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둠.

작물생리학(Crop Physiology)

작물의 각종 생리작용 및 이상 환경에 대한 생리작용의 종합상을 인과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개념을 이해.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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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생태학(Microbial Ecology)

자연 및 인공생태계에 있어서 미생물의 상호작용, 서식지에 있어서 미생물의수, 생체량,

대기권, 수권, 암석원에 있어서 미생물의 분포, 지구생태계에서 생물화학적 원소 순환 등

을 강의함.

유기합성화학(Organic Synthesis Chemistry)

기본적인 유기화학반응에 기초를 둔 유기화합물의 합성법, 반응 Mechanism 및 분광학적

확인법 등에 관하여 강의함.

환경과 농업(Environment and Agriculture)

인류와 식량, 농업환경요소의 이해, 작물개체군의 환경에의 적응 및 반응과 물질생산, 대

기 및 수질의 오염, 농경지와 농업의 환경제어 기능 및 지속적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하여 배움.

유전자 조작론(Gene Manipulation)

본 강좌는 유전자의 분리, 정제, 클로닝 등 기초적인 유전공학 기법을 습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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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학전공 Crop Science

식물자원학과의 교육과 연구 목표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식물자원의 생산 

공급, 풍요로운 농촌사회의 발전 및 지속적 농업을 통한 환경의 보호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물자원의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 행정 및 관련 산업에 진출할 

전문 인재 양성, 식물자원 개발과 생산에 대한 학술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에서는 작물학과 육종학을 근간으로 하여 이에 대란 기초 학문으로 

작물생리학, 식물유전학, 작물유전공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등의 교과목을 통해 

식량의 생산성과 품질 행상은 물론 환경보존에 대한 관련 학문을 강의하고 있다.

식물자원학과의 졸업생들은 농업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 농업행정기관의 행정가

와 지도자,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가, 대단위 농업경영과, 농업관련회사의 전문

가, 우리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농업경영 전문가로서 국내외의 선도적 역

할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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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학전공(Crop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79001

6979002

6979003

*수도작 및 실습(Paddy Field Crop and Practice)

전작 및 실습(Upland Crops and Practice)

유전학(Genetics)

4-3-2

4-3-2

3-3-0

전선

6979004

6979006

6979007

6979016

국제농업(International Agriculture)

현장실습Ⅰ(Field PracticeⅠ)

작물보호학(Crop Protection)

농약학(Agricultural Chemicals)

3-3-0

1-0-2

3-3-0

3-3-0

2

전필
6979008

6979009

*육종학 및 실습(Plant Breeding and Practice)

공예작물학 및 실습(Industrial Crops and Practice)

3-3-2

3-3-2

전선

6979010

6979011

6979012

6979013

6979014

6979015

약용작물학 및 실습(Medicinal Crops and Practice)

잡초방제학 및 실습(Principles of Weed Control and Practice)

종자생산학 및 실습(Seed Production)

식물 유전자와 작물생산(Plant, Genes & Crop Production)

농학연습Ⅰ(Agronomy SeminarⅠ)

현장실습Ⅱ(Field PracticeⅡ)

4-3-2

4-3-2

4-3-2

3-3-0

1-0-2

1-0-2

일선 6979025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4

1

전필 6979017 작물유전공학 및 실험(Crop Genetic Engineering and Lab.) 4-3-2

전선

6979018

6979019

6979020

6979027

6979021

사료작물학 및 실습(Forage Crops and Practice)

작물생태학(Plant Ecology)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Plant Tissue Culture and Lab.)

식물6차산업학(Six primary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농학연습Ⅱ(Agronomy SeminarⅡ)

4-3-2

3-3-0

4-3-2

3-3-0

1-0-2

일선 6979026 인턴쉽Ⅱ(InternshipⅡ) 3-0-4주

2

전필

전선

6979005

6979022

6979023

6979024

식물유전자원학(Plant Genetic Resources)

농산물품질관리학(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식물자원산업과 졸업논문(캡스톤디자인)

(Industrialization of Plant Resources and Graduation Thesis

(Capstone Design))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3-3-0

3-3-0

3-0-6

3-3-0

필수 12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27 과목 78 학점

계 39 과목 117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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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생물학실험I : 3-3-0

일반화학및실험I : 3-3-0

맛보기물리학및실험 : 4-3-2

심화교양 : 3-3-0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생물학실험II:3-3-0

일반화학및실험II:3-3-0

식물자원환경화학연습:1-0-2

특성교양 : 3-3-0

도구교양  9

심화교양  6

학문기초 16

특성교양  3

전공기초  1

-----------------

합계   35학점

2

유기화학: 3-3-0

실험통계학: 3-3-0

재배학원론: 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0-6

전공선택:3-0-3

토양학:3-3-0

생화학:3-3-0

작물생리학: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0-3

전공선택:3-0-3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18

-----------------

합계   36학점

3

수도작및실습:4-3-2

전작및실습:4-3-2

유전학: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1-0-2

전공선택:3-3-0

육종학및실습:3-3-2

공예작물학및실습:3-3-2

전공선택:4-3-2

전공선택:4-3-2

전공선택:4-3-2

전공선택:3-3-0

전공선택:1-0-2

전공선택:1-0-2

전공선택:3-3-0

인턴십:3-0-4주(하기계절)

전공필수 17

전공선택 16

인턴십    3

-----------------

합계    36학점

4

작물유전공학및실험:4-3-2

전공선택:4-3-2

전공선택:3-3-0

전공선택:4-3-2

전공선택:3-3-0

전공선택:1-0-2

인턴십:3-0-4주(하기계절)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0-6

전공선택:3-3-0

전공필수  4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3

인턴십    3

-----------------

합계    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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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수도작 및 실습 (Paddy Field Crop and Practice)

벼의 생리 생태적 특성과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익혀 실제에 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점을 연구 모색할 수 있는 이론을 익히게 함과 동시에 수도의 재배기술에 

대한 현장실습 및 연구와 관찰실험 실습을 한다.

전작 및 실습(Upland Crops and Practice)

작물에 대한 생산학적 이론을 학습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전작물에 대하여 내력, 생산과

정, 용도형태, 생태, 환경, 품종, 재배수납을 학습하며 전작이론에 대한 실체적인 응용을 

위한 기술습득 

유전학(Genetics)

농작물 개량, 가축 개량, 산림 개량에 필요한 기초 원리인 형질의 유전과 변이, 유전물질

에 관한 이론을 배운다.

국제농업(International Agriculture)

각국의 주요 농산물, 이용체계, 농산물의 수출입량, 환경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지구촌

의 인구증가와 식량문제의 해결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며, 지구촌의 환경파괴 억제는 물론 

환경보존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들을 배운다.

현장실습 I,Ⅱ(Field Practice I,Ⅱ)

작물재배에 대한 영농기술을 실습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다.

작물보호학(Crop Protection)

작물에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종류와 병징, 발병환경, 전염경로 및 해충의 생태와 이들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이론을 배우며 전공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배운다.

농약학(Agricultural Chemicals)

농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최신 농약의 화학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화학반응, 합

성법 및 생화학적 작용 기구 등에 관하여 강의함으로써 농약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

득케 하여 농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육종학 및 실습(Plant Breeding and Practice)

재배작물의 품종을 보다 우수한 것으로 개량․육성하여 새로운 작물을 창성하는데 필요

한 기초이론과 이를 활용하는 육종의 실제에 대하여 배움.

공예작물학 및 실습(Industrial Crops and Practice)

본 강좌는 공예작물학의 연혁, 품종, 재배환경의 지식습득과 그리고 재배시문제점, 기능성

물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을 갖도록 한다.

약용작물학 및 실습(Medicinal Crops and Practice)

본 강좌는 약용작물학의 연혁, 품종, 재배환경의 지식습득과 그리고 재배시문제점, 기능성

물질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을 갖도록 한다.

잡초방제학 및 실습(Principles of Weed Control and Practice)

잡초의 생리생태 및 작물과의 경합관계, 피해양상 및 정도, 방제법, 방제체계 확립에 대하

여 중점 강의하고 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생력화 체계를 이룩할 수 있는 지식을 습

득한다.

종자생산학 및 실습(Seed Production)

식물의 유전자원의 근본인 종자의 발달 및 생성과정, 형태, 화학적 조성, 그리고 종자의 

발아력 및 퇴화 등을 유전적 환경적인 면에서 종자의 생산 및 보존관리 기술과 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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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하고 종자와 인류생활과의 연계성을 습득함.

식물·유전자와 작물생산(Plant, Genes & Crop Production)

본 강좌는 인류의 인구증가와 식량생산과의 관계를 식물, 유전자와 연관시켜 작물생산의 

중요한 관점을 자연과학, 농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의 관련성을 배운다.

농학연습Ⅰ,Ⅱ(Agronomy SeminarⅠ,Ⅱ)

농학에 관련한 이론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토의함으로써 완전한 자기 

지식으로 만들도록 함.

작물유전공학 및 실험(Crop Genetic Engineering and Lab.)

분자생물학적으로 생명현상을 해석하여 유전물질인 DNA의 구조와 특성, DNA복제, 유전

자의 구조와 발현 및 조절, 분자유전자 지도 작성 및 양적형질의 유전분석, 유전공학 응

용분야를 이해하고 필수분야를 강의함.

사료작물학 및 실습(Forage Crops and Practice)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작물의 개발과 육종재배, 이용 및 저장에 관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

하여 배움.

작물생태학(Plant Ecology)

작물의 생육과 환경조건과의 관계를 습득하여 생태계의 개념, 생태계의 구성과 개체 및 

다양성, 생태계내의 에너지 흐름 및 에너지의 재순환 등의 이론과 현황을 이해하고 인류

생활의 기본 터전인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환경보존 기

술을 숙지하는 데 있다.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Plant Tissue Culture and Lab.)

식물조직배양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응용과 실험을 통하여 육종으로의 이용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함 

식물유전자원학(Plant Genetic Resources)

작물의 개량에 필수적인 식물유전자의 중요성, 유전자원의 수집과 평가,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다양성 보존과 미래를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

농산물품질관리학(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본 강좌는 농산물 수확후의 품질, 특히 기능성 물질의 특성분석, 보전, 저장기술 및 평가

에 대한 지식함량과 이해를 도모한다.

식물자원산업과 졸업논문(Industrialization of Plant Resources and Graduation Thesis)

재배업 이외에 종자산업, 농용자재업, 유통업, 가공업, 서비스업등 종합산업적 성격을 가

지고 있다. 식물자원생산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개척과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걸 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

어 식물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기업적 가치를 고양하며, 농업의 새로운 토대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활동과 졸업논문을 유도한다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작물재배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농업경영구조와 

경영계획에 대하여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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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명화학전공 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본 학과는 분자수준의 생명과학과 환경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의 근본

과 생물의 생육환경을 화학적 측면에서 연구, 교육하고 있으며, 종합 생명산업인 농

업생명과학을 발전시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부과정 교육은 크게 전공기초 과정과 전공심

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공기초 과정에서는 농업생명과학과 환경화학에 관련된 화학 및 생물학 과목들

을 강의하며, 전공심화 과정에서는 필수 기초가 되는 토양학, 생화학, 식물영양비료

학, 농업환경화학, 농약학, 분자생물학, 환경생태물리학 등의 학문영역을 다양하게 

교수하고 있다. 아울러, 토양환경분석실습, 수질환경분석실습, 잔류농약분석실습 등

의 환경분야 실무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종합생명산업인 농업생명과학을 발전시킬 우

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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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생명화학전공(Environmental & Biological Chemistry)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0001

6980002

6980003

6980004

6980005

농업환경화학(Agricultural Environmental Chemistry)

생화학실험(Biochemistry Lab.)

토양학실험(Soil Science Lab.)

토양미생물학(Soil Microbiology)

농약학(Agricultural Chemicals)

3-3-0

1-0-2

1-0-2

3-3-0

3-3-0

전선
6980006

6980007

기기분석(Instrumental Chemical Analysis)

유전화학(Genetic Chemistry)

3-3-0

3-3-0

일선 6980008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2

전필

6980009

6980010

6980011

6980012

6980013

6980014

*토양화학(Soil Chemistry)

*비료학(Fertilizers)

농약학실험(Agricultural Chemicals Lab.)

토양물리학(Soil Physics)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Chemistry Lab.)

비료식물영양학실험(Fertilizers/Plant Nutrition Lab.)

3-3-0

3-3-0

1-0-2

3-3-0

1-0-2

1-0-2

전선

6980015

6980016

6980017

환경독성학(Environmental Toxicology)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생리생화학(Physiological Biochemistry)

3-3-0

3-3-0

3-3-0

일선 6980018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4

1

전필 6980019 환경미생물학실험(Environmental Microbiology Lab.) 1-0-2

전선

6980020

6980021

6980022

6980023

6980024

농약화학(Pesticide Chemistry)

식물영양학(Plant Nutrition)

수질환경학(Water Environment Science)

생태기상환경(Ecological Atomospheric Environment )

토양비옥도론(Soil Fertility)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80025

6980026

6980027

6980028

6980029

6980030

6980031

6980032

토양환경학(Soil Environment)

토양환경분석실습(Soil Environmental Analysis Practice)

식물영양생리학(Plant Nutrition and Physiology)

방사선 농학(Radiochemistry in Agriculture)

수질환경분석실습(Water Environmental Analysis Practice)

환경생태물리학(Environmental Biophysics)

잔류농약분석실습(Pesticide Residue Analysis Practice)

환경생명연구과제(캡스톤 디자인)

(Environmental& Biological Research Project, Capstone Design)

3-3-0

2-0-4

3-3-0

3-3-0

2-0-4

3-3-0

2-0-4

2-0-4

필수 18 과목 42 학점

전공 선택 26 과목 74 학점

계 44 과목 11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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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생물학실험I : 3-3-0

일반화학및실험I : 3-3-0

맛보기물리학및실험  : 4-3-2

심화교양 : 3-3-0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생물학실험II:3-3-0

일반화학및실험II:3-3-0

특성교양 : 3-3-0

식물자원환경화학연습:1-0-2

도구교양  9

심화교양  6

학문기초 16

특성교양  3

전공기초  1

-------------

합계 35학점

2

유기화학: 3-3-0

실험통계학: 3-3-0

재배학원론: 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0-6

전공선택:3-0-3

토양학:3-3-0

생화학:3-3-0

작물생리학: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0-3

전공선택:3-0-3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24

-------------

합계 42학점

3

농업환경화학:3-3-0

생화학실험:1-0-2

토양학실험:1-0-2

토양미생물학:3-3-0

농약학: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인턴십:3-0-4주(하기계절)

토양화학:3-3-0

비료학:3-3-0

농약학실험:1-0-2

토양물리학:3-3-0

분석화학실험:1-0-2

비료식물영양학실험:1-0-2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필수 23

전공선택 15

인턴십 3

-------------

합계 41학점

4

환경미생물학실험:1-0-2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인턴십:3-0-4주(하기계절)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3-3-0

전공선택:2-0-4

전공필수  1

전공선택 29

인턴십    3

-------------

합계 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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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농업환경화학(Agricultural Environmental Chemistry)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농업생태계의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을 농업과의 상호관

련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생화학실험(Biochemistry Lab.)

아미노산 및 단백질의 순수분리, 효소 활성의 측정, 세포의 생리활성 측정 등 생화학 강

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하여 실습함

토양학실험(Soil Science Lab.)

토양을 기초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농업생산에 응용하는 것으로 

토양의 생성 및 분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토양구조, 토양수, 토양공기, 토양유기물, 토

양미생물, 토양오염을 실험을 통하여 실습함.

토양미생물학(Soil Microbiology)

토양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토양비옥도와 식물생육에 관여하는 그들의 활동과 작용을 농

경학적, 미생물학적, 생태학적, 생화학적으로 기초지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농약학(Agricultural Chemicals)

농약의 화학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화학반응, 합성법 및, 생활학적 적용 Mechanism 등에 

관하여 강의함.

기기분석(Instrumental Chemical Analysis)

물질의 화학적 분석을 위한 기기들에 관한 기초 원리와 방법이 다루어지며, 광학이론을 응

용한 자외선 및 가시광선 흡광분석법, 적외석분광광도법, 원자흡광분석법, 불꽃방출분광법,

프라즈마원자방출분광법, 전기화학분석법, 포라로그래피 및 크로마토그래피법(GC.HPLC)등

이 포함된다.

유전화학(Genetic Chemistry)

핵산의 생합성과 이의 구조, 제한 효소와 DNA의 일차구조, 유전정보의 보존과 전달, 유

전자의 발현과 조절 및 단백질의 생합성 등을 강의함.

인턴십Ⅰ,Ⅱ(InternshipⅠ,Ⅱ)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업체 경험을 얻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것으로 

4주 일정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정된 기업체에서 4주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실습하게 된다.

토양화학(Soil Chemistry)

토양의 화학적 조성, 점토 광물의 구조와 특성, 토양 교질물의 확산 이중층, 양이온 및 음

이온 치환현상, 완충성, 토양 중 식물영양분의 동태가 다루어진다.

비료학(Fertilizers)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종류 및 체내요구성 및 작용에 관하여 논함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작물생육의 변화를 논함.

비료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환경친화적 시비방법을 논함

농약학실험(Agricultural Chemicals Lab.)

농약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대표적인 농약의 합성법 및 분석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토양물리학(Soil Physics)

토양을 구성하는 고상, 액상, 기상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하여 토양 내에서 물, 무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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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공기, 열의 이동현상을 비롯한 물리적 제 현상이 설명되고 식물의 뿌리환경, 토양의 

관개 및 배수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토양조건의 연구에 응용됨.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Chemistry Lab.)

분석화학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화학분석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실습함

비료식물영양학실험(Fertilizers/Plant Nutrition Lab.)

작물재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양분 즉 비료를 그 성분성질 시비법, 토양주 에서의 분해와 

식물에 의한 흡수과정 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작물재배에 있어서 필요한 비료의 최적한 

계한, 시비방법, 시비설계를 포장을 통하여 실험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환경에서 화학물질들의 존재를 지배하는 원리를 다루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독성학의 

일부 원리들을 일부 다루고 그러한 원리들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강의함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원자의 구조, 주기율, 이온화전위, 산화환원전위, 화학결합, 산 및 염기 화학적 열역한 반

응속도론과 각 원소들이 성질과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 등이 강의됨.

생리생화학(Physiological Biochemistry)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 물질 및 이온이동의 현상과 관련된 이온펌프, 이온통로 단백질들의 

구조 및 작용특성 등을 공부하며, 세포의 생리활성 조절기작을 이해한다.

환경미생물학실험(Environmental Microbiology Lab.)

농업환경화학의 이론을 토대로 미생물학의 기초적인 실험방법을 강의하고 수강생들 각자

가 실험을 행함.

농약화학(Pesticide Chemistry)

농약학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화학적 및 생화학적이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

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농약의 합성 및 분해, 대사 등에 관하여 강의함.

식물영양학(Plant Nutrition)

식물영양에 관한 강의를 이해토록 하고 식물영양에 관한 다량요소와 미량원소의 특성과 

생리적 성질을 이해함.

수질환경학(Water Environment Science)

물환경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질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분석의 원리를 

이해하고, 먹는물, 폐수, 농업용수, 지하수 등의 분석 기본원리와 사례를 통해 생명의 근

원인 물 환경의 중요성을 강의한다.

생태기상환경(Ecological Atomospheric Environment)

자연 생태계 및 농업 생태계에서 식물의 생육 및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상환경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다. 아울러, 실제적

인 기상환경 모니터링 및 응용을 통해  환경 및 생태계에서 기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토양비옥도론(Soil Fertility)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인 무기염류, 유기물질, 토양수분 및 공기와 식물 생육과의 관계를 

논하고 이들 상호간에 물질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따른 토양비옥도 평가방법을 이

해한다.

토양환경학(Soil Environment)

생태계 환경은 4대 권역인 대기권, 수권, 암석권(토양권), 인류사회생활권으로 구분하지만 

이들 권역들은 상호간에 물질과 에너지를 교류하며 끊임없이 변화되고 순환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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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이나 수질오염 물질, 그리고 인간 생활오염 물질들은 최종적으로 토양권에 

정착하기 때문에 이들 오염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토양에서의 변화 및 정

화과정과 함께 환경을 조절하는 기작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 함.

토양환경분석실습(Soil Environmental Analysis Practice)

농경지, 산업용지, 특수용지 등의 토양의 질과 오염도 평가를 위한 토양 유효성분 및 유

해성분 분석업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함.

식물영양생리학(Plant Nutrition and Physiology)

식물의 영양분의 흡수기작, 이동형태, 대사작용 및 필수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더불

어 광합성작용과 공생적질소고정작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사화진출 또는 대학원 진학 

후에 필요한 정보를 주지하고자 한다.

방사선 농학(Radiochemistry in Agriculture)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농업생태계의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을 농업과의 상호관

련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수질환경분석실습(Water Environmental Analysis practice)

먹는물을 포함한 수자원의 수질평가 분석업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행함.

환경생태물리학(Environmental Biophysics)

환경과 생명체(생태계)간의 에너지와 물질교환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적응과 반응을 예측하도록 한다.

잔류농약분석실습(Pesticide Residue Analysis Practice)

농산물과 가공식품 및 환경시료 중 잔류농약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업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함.

환경생명연구과제(캡스톤 디자인)(Environmental & Biological Research Project, Capstone Design)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생명분야의 임의의 연구 주제를 정하여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연구진행, 완료보고서작성 및 발표까지의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경험을 

함양하도록 한다.



농업생명환경대학 _523

q 식품생명·축산과학부 Division of Food and Animal Sciences

◎ 식품생명·축산과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24

 외국어영역 6학점

수학

일반화학및실험Ⅰ이수

일반생물학및실험Ⅰ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이수

일반생물학및실험Ⅱ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이수
9

특성교양

5개 분야 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됨)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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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명·축산과학부(Division of Food and Animal Science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1

1
전필

전선 6981001 식품생명·축산과학 개론(Introduction to Food and Animal Science) 3-3-0

2
전필

전선 6981002 동물생명공학 총론(Introduction of Animal Biotechnology) 2-2-0

2

1

전필 6981003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3-3-0

전선

6981004

6981005

6981006

6981007

6981008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식품물리물성학(Food Physics and Properties)

양봉학 및 실습(Bee Science and Practice)

동물생리학(Animal Physiology)

3-3-0

3-3-0

3-3-0

3-2-2

3-3-0

2

전필 6981009 응용생화학(Applied Biochemistry) 3-3-0

전선

6981010

6981011

6981012

6981013

6981014

식품미생물관리학(Food Microbiology Management)

바이오전산정보학(Bio Database and Computation)

응용유전학(Genetics in Animal Production)
동물복지 및 환경(Animal welfare and environment)

축산식품위생학(Animal Products Hygiene)

3-3-0

3-2-2

3-3-0

3-3-0

3-3-0

● 교과목 개요

식품생명·축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Food and Animal Science)

  식품생명·축산과학개론 과목에서는 미생물학, 화학, 공학, 생물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의 기초 지식들이 식품산업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동물자

원 중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축자원, 유전, 영양, 번식 및 가공 유통의 전반

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생명과 축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식품생명·축산

과학분야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동물생명공학 총론(Introduction of Animal Biotechnology)

학생들에게 생명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시키며,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바이오장기등

에 논쟁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속에 내포된 과학기술을 가르치고자 한다.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들의 다양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구조, 

분류, 생장 등 일반 미생물학의 전반적 내용과 식품 환경에서 미생물의 작용, 영향과 제

어에 대하여 교습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초이론, 포화탄화수, 방향족화합물, 알코올, 에테르,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

실산, 에스테르, 유지, 아민, 탄수화물,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에 관하여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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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통계학의 기본원리 및 데이터 분석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결과의 다양한 과학적 

처리 및 논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식품물리물성학(Food Physics and Properties)

  식품을 다루는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물리학의 기초개념을 확립하고 가공과정 중에 발생하

는 다양한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과 식품의 구조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식

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양봉학 및 실습(Bee Science and Practice)

꿀벌의 품종과 생리생태, 밀원식물의 특징, 종봉의 선택, 계절에 따르는 관리, 봉군의 증

식, 양봉생산물의 취득, 질병의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동물생리학(Animal Physiology)

각 가축의 생리적 현상을 기술분석 및 분류와 기관별 기능과 각 기능을 좌우하는 기전의 

탐구 등을 강의함.

응용생화학(Applied Biochemistry)

  생명체의 기본 구성물질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구조·

기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식품의 섭취에서부터 생체 내 대사과정 및 활용에 대해 전

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식품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

초를 제공한다.

식품미생물관리학(Food Microbiology Management)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 환경에서 미생물의 제어, 

식품 변패 미생물 및 식중독 미생물 전반에 대하여 교습한다.

바이오전산정보학(Bio Database and Computation)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종류, 기능에 대해 배우고, 웹에디터를 이용한 홈페이지 작성 

및 운영법,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작성법,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발표방법, 엑셀을 

이용한 정보처리법에 대해 배운다. 식품생물공학 관련 각종 프로그램 이용법을 소개하고 

광범위한 식품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접속법, 이용방법을 학습한다.

응용유전학(Genetics in Animal Production)

  유전학적 연구로 부터 얻어진 발견들은 생명공학 산업에서 부터 의학, 농업에서도 필수적

인 부분으로 생물체 집단의 개체들이 다양성의 증거와 생물학적 진화를 연구, 질병에 대

한 감수성이나 환경에 대한 적응 등 복잡한 형질에 대한 유전적 이해를 알아보게 된다.

동물복지 및 환경(Animal welfare and environment)

  현재 동물복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적합한 동물의 복지를 고려

한 환경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현장적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축산식품위생학(Animal Products Hygiene)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축산식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생산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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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학전공 Major in Animal Science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 식탁에는 보다 많

은 고기와 축산물 (우유와 계란 등), 축산가공품 (햄과 치즈 등)들이 주요한 식품으

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축의 이용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산업화된 동물들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와 경

영관리에 관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축산이란 인간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가축

과의 생활이기에 근면과 성실, 끈기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곧 축산인을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성장으로 유도한다. 특히 본 대학의 축산학과는 1950년에 개교되어 

충북대학교와 연륜을 같이 하고, 1천 800여명 졸업생들은 국가의 큰 도량으로 성장

하여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본 학과는 우리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축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책임져 나

갈 패기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정보 분석과 유전공학등 생명공

학분야에 기여할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연구소, 교직, 관련회사, 관련협회,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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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학전공(Major in Animal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3001

6983002

6983003

6983004

가축육종학 및 연습(Animal Breeding and Practice)

사료제조학 및 실험(Feed Manufacturing and Experiment)

동물번식생리학(Animal Reproductive Physiology)

가축영양학 및 연습 (Animal nutrition and Practice)

3-2-2

3-2-2

3-3-0

3-2-2

전선
6983005

6983006

유가공학 및 실험 (Milk Science and Lab.)

동물분자생물학 및 실습(Animal Molecular Biology and lab)

3-2-2

3-2-2

일선 6983027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2

전필

6983010

6983008

6983009

대동물 체내 대사학(Nutrient Metabolism of Large Livestock)

육가공학 및 실험(Meat Science and Lab.)

가금학 및 실습(Poultry Production and Practice)

3-3-0

3-2-2

3-2-2

전선

6983007

6983011

6983012

6983013

초지 및 사료작물학(Forage Science)

동물유전체학(Animal Genomics)

동물생명공학 및 실습(Animal Developmental Biotechnology and Lab.)

반려동물학(Companion Animal Science)

3-3-0

3-3-0

3-2-2

3-3-0

일선 6983028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4

1

전필

6983014

6983015

양돈학(Swine Production)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Feeding Management of Large

Livestock and Practice)

3-3-0

3-2-2

전선

6983016

6983017

6983018

6983019

6983020

축산유통 및 경영학(Livestock Business and Marketing)

실험동물학(Experimental Animal Science)

산학특강 (Special Lectures for career development)

바이오산업세미나(Biotechnology Industry Seminar)

동물위생질병학(Hygiene of Livestock Animal)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83021

6983022

6983023

6983024

6983025

6983026

특용동물학(Medicinal Animal Science)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캡스톤 디자인)(Techniques for Research

and Thesis writing(Capstone Design)

가축선발론(Livestock Selection Theory)

줄기세포생물학(Stem Cell Biology)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f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Agriculture)

농업의 논리 및 논술(Study of Logic & Discourse in Agriculture)

3-3-0

4-0-8

3-3-0

3-3-0

3-3-0

3-3-0

일선 6983029 인턴십Ⅲ(Internship Ⅲ) 15-0-15주

필수 11 과목 33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7 학점

계 40 과목 120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6900011

6900012

6900013

6978001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e Education)

농업과 논리 및 논술(Writing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Principle of Teaching, Research and Extention in Agriculture)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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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1

식품생명·축산과학개론 : 3-3-0

외국어 : 3-3-0

수학Ⅰ : 3-3-1

일반화학및실험Ⅰ :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Ⅰ: 3-2-2

심화교양 : 3-3-0

동물생명공학총론:2-2-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 : 3-3-0

일반화학및실험Ⅱ :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Ⅱ: 3-2-2

특성교양 : 3-3-0

전공선택 5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5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5학점

2

식품미생물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응용생화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24

심화교양  6

-------------

합계 36학점

3

가축육종학 및 연습 : 3-2-2

사료제조학 및 실험 : 3-2-2

동물번식생리학 : 3-3-0

가축영양학 및 연습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인턴십 : 3-0-4주

대동물 체내 대사학 : 3-3-0

육가공학 및 실험 : 3-2-2

가금학 및  실습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인턴십 : 3-0-4주

전공필수 15

전공선택 18

-------------

합계 33학점

4

양돈학 : 3-3-0

대동물사양관리학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4-0-8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인턴십 : 15-0-15주

전공필수  6

전공선택 28

-------------

합계 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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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가축육종학 및 연습(Amimal Breeding and Practice)

  가축의 유전형질의 특성을 규명하여 그 질적, 양적인 면을 개선하여 가축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론을 강의하고 가축개량을 위한 모의실험 연습을 수행함.

사료제조학 및 실험 (Feed Manufacturing and Experiment)

  사료제조학 및 실험은 국내의 모든 가축용 사료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 배합사료를 제조하며, 사료배합 전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실습으로는 사

료자원에 주요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동물번식생리학(Animal Reproductive Physiology )

  가축의 번식 생리에 관한 기초 및 최신 이론을 강의를 통해 알아보고,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론 및 번식 효율과 관련된 첨단 생명공학을 이해하게 한다.

가축영양학 및 연습(Animal Nutrition and Practice)  

  영양소의 소화 흡수 및 대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및 

광물질 등 5대 영양소 각각및 광물 및 대사작용 양소 각위의 사항들이 돼지, 닭, 소등의 

각기 다른 가축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습득한다. 양릌고 가축의 성장 단계별 

사료제조에 필요한 배합률표 작성을 연습한다.

유가공학 및 실험(Milk Science and Lab.)

  우유의 이화학적 성질 및 관련 미생물의 성질을 밝히고 우유와 우제품을 가공하는 방법

을 숙지한다.

동물분자생물학 및 실습(Animal Molecular Biology and lab)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기작으로 DNA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동물

의 성장과 발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대동물 체내 대사학(Nutrient Metabilism of Large Livestock) 

  본 과목은 대가축(젖소 및 한우)을 대상으로 사료를 통한 영양소의 체내 이용을 줌점적으

로 강의함으로써 추후 대가축 사양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시키는 것이 주 목

적이다. 

육가공학 및 실험(Meat Science and Lab.)  

  근육과 이에 부수된 조직의 구조와 조성을 밝히고 근육이 식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

펴 합리적인 식육 및 부산물의 저장법, 가공법, 이용법 등을 강의한다.

가금학 및 실습(Poultry Production and Practice)

  가금사육현황과 전망, 가금의 품종 및 선택, 부화 및 육추요령, 상양기준 및 기별 사양관

리법, 특수관리강제환우법, 불량계의 도태방법, 점등관리, 가금사 및 부속시설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제기술 습득에 있다.

초지 및 사료작물학(Forage Science)

  소와 같은 반추동물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초와 볏짚 등의 일반 조사료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사료용 옥수수와 같이 밭이나 논에 재배하여 조사료롤 공급하는 

작물을 사료작물이라 하는 바, 이들 작물의 특성과 재배관리, 그리고 이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양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동물유전체학(Animal Genomics)

  유전자분석에 대한 접근법과 DNA 서열에 대한 연구를 동물에서 적용하여 생명체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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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진화과정을 이해하며,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

지도록 한다.

동물생명공학 및 실습(Animal Development Biotechnology and Lab.)

  본 교과목을 통하여 가축의 생식기, 생식세포, 정액과 난자의 취급방법, 인공수정방법 및 

복제동물과 형질전환 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장악 할 수 있음.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전문인들의 특강을 초청함.

반려동물학(Companion Animal Science)

  반려동물 관련분야의 기초적인 전문교육으로 애완동물 사육 및 관련 사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양돈학(Swine Production)

  돼지의 생리, 육종, 번식, 사양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번식돈, 자돈 및 비육돈의 

사양관리, 돼지의 질병관리, 시설 및 생산물에 판매 등을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양돈경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한다.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Feeding Management of Large Livestock and Practice)

  본 과목은 대가축(젖소, 한우 및 말)의 대동물체내대사학에서 습득한 이론을 실제 사양관

리에 적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동물의 사양관리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이 주 목적이다.

축산유통 및 경영학(Livestock Management)

  축산경영학의 학문적 지위 및 경영목표, 축산경영의 삼요소, 경영조직 및 규모와 

우리나라 중요 가축에 대한 경영방법을 이해시켜 실제 경영에 응용할 수 있게 하며 

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실험동물학(Experimental Animal Science)

  질병 치료를 위한 생물의학 연구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용으로 흰쥐, 생쥐를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실험동물들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특

징 및 실험절차, 이용현황과 윤리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산학특강(Special Lectures for career development)

  재학생들의 축산학 분야 직업과 진로선택을 위해서 축산업관련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의 초빙특강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진출과 

산학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강좌이다. 

바이오산업세미나(Biotechnology Industry Seminar)

  바이오기술(BT)산업의 전반적인 분야, 특히 IT와 BT의 융합시대에 대비한 기초지식을 터

득하게 하고 BT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게 한다.

동물위생질병학(Hygiene of Livestock Animal)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가축에서 발행하는 주요 질병의 원인, 발생상황, 역학, 임상증상 

등을 습득하여 그 질병의 진단방법 및 예방 치료법 등을 익혀 가축위생 전반에 걸쳐 

개론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용동물학(Medicinal Animal Science): 

  사슴, 염소, 토끼 및 준가금 등의 종류 및 품종별 특징, 영양생리 및 사양조건 번식생리 

및 육종방법, 시설조건 생산물 이용을 통하여 사양기술을 습득토록 한다.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캡스톤디자인) (Techniques for Research and Thesis writing(Capstone Design))

  축산학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심

도있게 다루며,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 조사 및 정리, 논리전개방식, 참고문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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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배워서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강좌이다.

가축선발론(Livestock Selection Theory)  

  가축선발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가축개량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선발의 방

법과 가축유전 능력의 평가방법을 숙지한다.

줄기세포생물학(Stem Cell Biology)

  종류에 따른 줄기세포의 자가분열능, 다분화능, 적합성, 일반적인 핵형, 증식에 관한 기본

적인 이론을 다룬다.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Agriculture)

  농업과 농업교재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위한 자료를 수

집하며, 학습내용 구성 및 지도방법을 배운다.

농업의 논리 및 논술(Study of Logic & Discourse in Agriculture)

  논리적 사고와 논술 방법 등을 강의하며, 논문의 계획, 수행, 작성 및 발표한다.

인턴십 I, II,Ⅲ(Internship I, II, Ⅲ)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업체 경험을 얻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것으로 

4~15주 일정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정된 기업체에서 4~15주간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

장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실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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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명공학전공 Major i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식품공학에 관계되는 기초이론과 응용분야의 학문을 연마하여 식품의 제조․생산 

및 새로운 식품의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며, 식품미생물학, 

공학수학, 분자생물학,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발효공학, 식품위생학 등 식

품공학에 필요한 과목을 광범위하게 배운다.

  취업분야는 식품제조업체,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품회사, 농촌진흥청, 인삼연구소, 

농업구소, 제약회사, 위생연구소, 미생물연구소, 농업협동조합, 한국식품개발원, 식품

의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며 졸업생들은 이들 분야에 취업하여 활약하고 있

고 교직 이수자는 식품가공 교사 임용고시 응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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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명공전공(Major i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2033

6982001

6982002

6982003

식품가공학Ⅰ(Food ProcessingⅠ)

식품가공학실험 (Food Processing Laboratory)

식품공학Ⅰ(Food EngineeringⅠ)

식품미생물실험 (Food Microbiology Laboratory)

3-3-0

3-1-4

3-3-0

3-1-4

전선
6982004

6982005

식품분자생물학 (Food Molecular Biology)

식품효소공학 (Food Enzyme Technology)

3-3-0

3-3-0

2

전필

6982006

6982007

6982008

6982009

식품화학(Food Chemistry)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Food and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y)

식품공학실험(Food Engineering Laboratory)

발효식품학(Food Fermentation)

3-3-0

3-1-4

3-1-4

3-3-0

전선

6982010

6982011

6982012

6982013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식품생명공학(Food Biotechnology)

식품공학Ⅱ(Food EngineeringⅡ)

식품가공학Ⅱ(Food ProcessingⅡ)

3-3-0

3-3-0

3-3-0

3-3-0

4

1

전필
6982014

6982015

발효공학실험(Fermentation Engineering Laboratory)

식품생명공학실험(Food Biotechnology Laboratory)

3-1-4

3-1-4

전선

6982016

6982025

6982021

6982017

6982018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식품산업경영(Food Industry Management)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식품연구개발(Practice in 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식품생산관리의 이해(Introduction to Food Production and Management)

3-3-0

3-1-4

3-3-0

3-3-0

3-3-0

일선
6982029

6982030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15-0-15주

2

전필

전선

6982019

6982020

6982022

6982023

6982024

졸업논문연구과제 및 캡스톤디자인

(Graduation Research Project & Capstone Design)

산학초청세미나 (Industrial Invitation Lecture)

식품법규 및 품질관리개론(Introduction to Food Regulation and

Quality Management)

식품첨가물학(Food Additive)

식품면역화학 (Food Immunochemistry)

2-0-4

1-1-0

3-3-0

1-1-0

3-3-0

일선
6982031

6982032

인턴십Ⅲ (Internship III)

인턴십Ⅳ (Internship IV)

3-0-4주

15-0-15주

필수 12 과목 36 학점 (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8 과목 78 학점

계 40 과목 114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6978001

6900011

6900012

6900013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과 논리 및 논술(Writing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Principle of Teaching, Research and Extention in Agriculture)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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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식품생명·축산과학개론 : 3-3-0

외국어 : 3-3-0

수학Ⅰ : 3-3-1

일반화학및실험Ⅰ :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Ⅰ: 3-2-2

심화교양 : 3-3-0

동물생명공학총론:2-2-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 : 3-3-0

일반화학및실험Ⅱ :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Ⅱ: 3-2-2

특성교양 : 3-3-0

전공선택 5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5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35학점

2

식품미생물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응용생화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8

심화교양 12

-------------

합계 36학점

3

식품가공학Ⅰ : 3-3-0

식품공학Ⅰ : 3-3-0

식품가공학실험 : 3-1-4

식품미생물실험 : 3-1-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안턴십 : 3-0-4주

식품화학 : 3-3-0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 3-1-4

식품공학실험 : 3-1-4

발효식품학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24

전공선택 12

-------------

합계 36학점

4

발효공학실험 : 3-1-4

식품생명공학실험 : 3-1-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2-0-4

전공선택 : 1-1-0

전공선택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27

심화교양  3

-------------

합계 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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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식품가공학Ⅰ(Food ProcessingⅠ)

  식품의 저장성과 영양가를 높이고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여지는 이론과 원리, 방

법 등을 익히게 된다.

식품가공학실험 (Food Processing Laboratory)

  식품의 원료, 가공품의 품질평가, 식품제조 공정 등에 대한 이론과 방법에 대하여 실습을 

통하여 이해한다.

식품공학Ⅰ(Food EngineeringⅠ)

  식품을 다루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데 접하는 여러 조작을 단위조작 즉 유체이동, 열전달, 

건조, 증발, 증류, 추출, 분쇄, 혼합 등에 관한 기본 원리와 이 조작에 사용되는 기계, 기

구의 특성구조를 익힌다.

식품미생물실험(Food Microbiology Laboratory)

  식품미생물학에 따르는 기본적인 미생물의 배양, 현미경 관찰, 분류·동정과 식품 내 위

해 미생물의 검출 방법에 대해 실습한다.

식품분자생물학(Food Molecular biology)

  현대 생명과학에서 요구되는 분자생물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유전물질의 구조 및 특성, 유

전물질의 보존 및 다음 세대로의 전달, 유전정보의 발현 및 조절기작, 돌연변이 및 복구 

등의 주제를 분자 수준에서 학습한다. 또한 첨단 유전체 분석기술 등을 식품분야에 적용

하거나, 생화학에서 다룬 대사경로와 연계하여 생명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인다.

식품효소공학(Food Enzyme Technology)

  효소의 종류, 작용 메카니즘, 분리정제 방법, 종류별 식품미용 사례, 고정화 효소 반응기

를 학습한다.

식품화학(Food Chemistry)

  식품의 일반성분 및 특수성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함유하고 있는 특정 식품 및 

그 가공품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식품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관

련 학문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Food and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y)

  본 과목은 분석화학의 기본원리, 분석 데이터의 통계학적 처리방법 및 적정에 의한 분석

방법과 무게분석법, 부피 분석법, 화학평형, 수용액 및 비수용액에서의 산․ 염기 이론 등 

식품분석에 필요한 분석방법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 일반성분 및 특수성분 분

석 실험을 수행한다.

식품공학실험(Food Engineering Laboratory)

  식품공학Ⅰ․Ⅱ의 원리에 따르는 기본조작의 연습 및 기계, 기구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

제도를 실습한다.

발효식품학(Food Fermentation)

  미생물의 대사경로를 학습하며 아미노산 발효, 유기산 발효, 핵산발효, 김치발효, 장류발

효, 에탄올 발효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각종 발효식품 제조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식품위생에 관한 제반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람과 미생물, 식품 환경에서 미생물

의 조절, 식품첨가물, 식중독, 전염병과 식품 위생, 식품과 공해, 공장에서의 위생, 식품제

조와 위생 등에 대하여 교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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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Food Biotechnology)

  생명공학의 근간을 이루는 유전자 재조합 및 유전자 발현기술을 중심으로 현대생명공학

기술의 기본원리와 응용지식을 학습하고,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최신 생명공학기술의 식

품분야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이해

하도록 돕는다.

식품공학Ⅱ(Food EngineeringⅡ) 

  식품을 다루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데 접하는 여러 조작을 단위조작 즉 유체이동, 열전달, 

건조, 증발, 증류, 추출, 분쇄, 혼합 등에 관한 기본 원리와 이 조작에 사용되는 기계, 기

구의 특성구조를 익힌다.

식품가공학Ⅱ(Food ProcessingⅡ) 

  식품의 저장성과 영양가를 높이고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여지는 이론과 원리, 방

법 등을 익히게 된다.

발효공학실험(Fermentation Engineering Laboratory)

  맥주, 된장,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들을 발효하여 효소단백질 대량

생산 후 효소 고정화 반응기를 제조한다.

식품생명공학실험(Food Biotechnology Laboratory)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기술을 실제 실험

실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식품산업과 관련된 유전자 클로닝, 형질

전환, 유전자 발현, 단백질의 정제 및 특성 구명 등의 기본기술을 습득한다.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성분들을 확인하고, 이들 성분들이 섭취된 후 생체 방어계, 

호르몬계,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 등에 작용하면서 건강의 유지, 질병 예방 및 회복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식품산업경영(Food Industry Management)

  우리나라 및 외국 식품산업관련 동향을 다루고 식품산업의 분야별 현황, 품질관리, 영양, 

위생 등에 관한 내용과 국내 및 국외 마케팅전략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내용과 함께 각

종 식품공장과 제약회사, 연구소를 방문하는 현장교육이 포함된다.

식품저장학(Food Preservation)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기호성을 보전시켜 저장성을 연장시키는 

여러 가지 저장방법들의 이론과 방법을 익히게 된다.

식품연구개발(Practice in 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연구 또는 개발 분야에 종사할 학생들

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의 향상, 논문·특허 등의 자료 검색, 제안서 및 보고서의 작성, 연

구결과의 분석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의 방법 등을 다양하게 교육한다.

식품생산관리의 이해(Introduction to Food Production and Management)

  식품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제조관리와 관련된 각종 제제의 단위공정을 이해하고 최근의 

제조공정 체계와 원리 및 실제 등 식품생산에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십Ⅰ,Ⅱ,Ⅲ,Ⅳ(InternshipⅠ,Ⅱ,Ⅲ,Ⅳ)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업체 경험을 얻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다.  

4주 프로그램에서는 지정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게 될 것이며, 15주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할당되는 프로젝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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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졸업논문연구과제 및 캡스톤디자인(Graduation Research Project & Capstone Design)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생명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문헌 조사,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 및 실험, 보고서 작성, 결과 발표까지 일련의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습득한다.

산학초청세미나(Industry Invitation Lecture)

  산업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최신 산업기술 동향, 산업

체의 현장 연구·개발 및 경영 방법 등 다양한 현장 실무지식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대

학에서 배운 전공기술을 산업현장 기술과 접목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대학과 산

업체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식품법규 및 품질관리개론(ntroduction to Food Regulation and Quality Management )

식품관련법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대

하여 강의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기구(WHO,

FAO), 식약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법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소개와 토의를 진행한다.

식품첨가물학(Food Additive)

  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규제와 안전성, 식 품첨가물의 표시, 식품보존료, 살균

소독제, 항산화제,감미료, 착색료, 색깔개량제, 맛과 향기 개량제, 물성과 조직개량제, 식

품제조가공보조제, 특수 식품첨가물등 식품첨가물 전반을 이해한다.

식품면역화학(Food Immunochemistry) 

  면역반응의 기본 원리, 면역계의 구성 및 발달, 면역세포의 상호 작용 등을 중심으로 기

초 면역학적 지식을 강의하고, 식품과 면역 시스템간의 상호 작용 및 면역반응을 이용한 

식품의 제조 등으로 식품과학에 있어 식품과 면역체계와의 관계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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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용생명공학부 School of Applied Plant Science & Biotechology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수학 이수

일반생물학및실험Ⅰ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Ⅰ이수

국어와 작문 이수

일반생물학및실험Ⅱ이수

일반화학및실험Ⅱ이수 24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수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2.역사와 철학, 3.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9

특성교양

5개 분야 중 3학점 이상 이수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됨)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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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생명공학부(School of Applied Plant Science & Biotechology)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6984001 응용생명공학개론(Introduction to Bio-Science & Technology) 1-0-2

2 전필
6984002

6984003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미생물학(Microbiology)

3-3-0

3-3-0

전선 6984004 식물형태및분류학(Plant Morphology & Taxomony) 3-3-0

2

1

전필
6984005

6984006

재배학원론(Principles of Cultivation)

생화학(Biochemistry)

3-3-0

3-3-0

전선

6984007

6984008

6984009

6984010

6984011

*특용식물학개론(Introduction to Industrial Crop)

원예학개론(Introduction to Horticulture Science)

식물의학개론(Introduction to Plant Medicine)

*웰빙자원학(Well-being Resources)

일반곤충과학(General Entomology Science)

2-2-0

2-2-0

2-2-0

3-3-0

3-3-0

2

전필
6984012

6984013

실험통계학(Agricultural Statics)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3-3-0

3-3-0

전선

6984014

6984015

6984016

6984017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식물병리학(Plant Pathology)

토양비료학(Soil and Fertilizer)

3-3-0

3-3-0

3-3-0

3-3-0

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자원환경화학부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6984006 생화학 6978009 생화학 동일

응용생명공학부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2 1 전선 6984007 특용식물학개론 6984001 응용생명공학개론

2 1 전선 6984008 원예학개론 6984001 응용생명공학개론

2 1 전선 6984009 식물의학개론 6984001 응용생명공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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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응용생명공학개론(Introduction to Bio-Science & Technology)

특용식물, 원예과학 그리고 식물의학 등 각 전공에 관한 총괄적인 소개 및 전공 간 연관

관계를 학부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본 학부의 특이성과 발전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농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응로 동·식물 즉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성분인 유

기화합물들의 계통별 분자의 구조, 명명법, 물리화학적 성질, 유기반응의 종류, 이론 및

메카니즘, 기초 유기합성과 분해 그리고 유기화학에 필요한 화학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이

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생물학(Microbiology)

미생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미생물의 과학적발달과 분리, 배양, 관찰

동정에 사용되는 기술의 특징과 중요성, 미생물의 분자생물학적 중요성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식물형태및분류학(Plant Morphology & Taxomony)

고등식물 각 기관의 외부형태와 내부형태, 기능의 특수화에 따른 다양한 조직 유형들에

대하여 강의하고, 조직실험기법을 통하여 조직을 관찰한다. 또한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식물분류학의 개념, 명명법, 분류원리, 분류방법 등을 이해시킨다.

재배학원론(Principle of Cultivtaion)

각종 작물의 재배를 위한 기초이론을 습득하며 원예작물의 재배환경과 재배기술 등을 총

괄적으로 강의하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재배기술을 중점 강의하며 환경유전 및 육종분야

를 연관시켜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확립시킴과 동시에 식물생장양육제와 이용 등에 대하

여 지식을 습득한다.

생화학(Biochemistry)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의 구조 및 특성, 효소의 구조와 작용특성 등 세체화학의 기초

적인 내용에서 대사론으로 해당과정, TCA 대사경로, 전자전달계 및 산화적 인산화, 광합

성 과정을 강의하며, 생명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용식물학개론(Introduction to Industiral Crop)

특용식물학전공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개론으로 각 담당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을 소개하고 각 과목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특용식물전공을 선

택할 경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과목이며 특용식물학전공 교수님들이 팀티칭으

로 강의할 계획임.

원예학개론(Introduction of Horticultural Life Science)

원예의 정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원예작물을 분류한다. 원예작물의 생육 원리,

환경에 따른 원예작물의 반응을 알아보고 이를 통한 재배 기술에 대해서 학습한다.

식물의학개론(Introduction to Plant Medicine)

식물의학에 대한 학문적 영역과 학문 영역별 중요 특성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이해시

킴으로서 전공심화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웰빙자원학(Well-being Resources)

인간의 참살이를 위한 식물을 웰빙식물로 지칭하고 이들 식물의 성상, 성분 및 효능 특성

등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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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곤충과학(General Entomological Science)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곤충의 형태, 발생, 생리, 상태 등에 관해서 강의하며, 해충전공분야

의 기초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작물에 관한 각종 실험 및 조사에 필요한 실험계획 및 통계적 분석방법의 개요와 응용방

법을 강의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농산물실험 및 조사

에 통계적 분석방법의 개요와 실험계획의 기초를 소개함으로써 실제 면에서 모방으로 창

조성을 발휘하게 함.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핵산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 유전자의 발현 및 조절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에서 유전자의

조작을 통한 유전학적 응용까지 생물학적 응용성을 중점으로 강의함.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해양생물, 사람 등이 만드는 천연물(천연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방대하다. 사람과 생물은 다른 종이 만든 천연물까지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적응하여 왔

다. 식물 및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천연물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화학구조로 이루

어져 있어 의약품 개발을 위한 귀중한 자원의 하나이다. 생리활성 천연물은 그 자체가 의

약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새로운 화학구조에 유기합성

및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면 의약품 개발로 연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서는 먹이사슬, 식생활, 의약품 및 농약을 염두에 두고 생명의 유지를 위한 천연물의 역

할과 천연물의 이용에 대해 강의함.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식물의 구성, 호르몬의 영향, 물질대사에 대해 강의하고 식물재배에 기초가 되는 발아, 생

장, 개화, 결실 등에 기초생리 및 광, 공기, 수분, 영양물질의 영향 및 생리작용을 배운다.

식물병리학(Plant Pathology)

식물병의 정의, 병리학의 이제까지 이루어진 내역, 병원체로서 곰팡이, 세균 및 바이러스

의 분류, 병징, 병의 성립, 병원성, 기주, 저항성, 발병환경 및 방지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토양비료학(Soil and Fertilizer)

작물재배의 기본이 되는 토양의 생성원리와 성질 및 비료의 특성을 강의하고, 양분의 흡

수와 순환 등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양관리 및 각 작물별 시비방법을 강구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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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용식물학전공 Industrial Plant Science & Technology

특용식물학과의 교육과 연구목표는 담배와 인삼 등 약용 및 기능성 물질의 보고

인 특용식물자원의 생산보급, 부가가치 향상과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통한 특용식

물의 산업화에 있다.

특용식물학과에서는 1968년 연초학과로 설립되어,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물질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특용식물학과로 학과명을 개편

하였고, 2014학년도부터는 전통적인 약용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연구개발

과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약용식물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약용식물에 대한 기

초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전통 약용식물의 재배, 가공, 분류, 보존, 분석실험,

개발, 인체생리 등 전통 약용식물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겸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학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 연구소 및 산업체

와 협동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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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용식물학전공(Industrial Plant Science & Technolog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6001

6986024

유전육종학(Genetic Breeding)

유전자원학(Genetic Resources)

3-3-0

3-3-0

전선

6986004

6986005

6986025

6986026

특용식물재배 및 실습(Industiral Crop Cultivation and Practice)

약용식물학(Pharmaceutical Botany)

*식물성분분석(Plant Chemical Analysis)

연초재배 및 실습(Tobacco Culture and Practice)

3-2-2

3-3-0

3-3-0

3-2-2

2

전필
6986007

6986027

특용식물효능론(Pharmacological Effect of Industrial Crop)

특용식물종자학 (Industiral Crop Seed Science)

3-3-0

3-3-0

전선

6986009

6986010

6986011

6986012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약용식물가공론(Medicinal Plant Processing)

본초학(Herbal Medicine)

특용식물 발효학(Fermentation of Industrial Crops)

3-2-2

3-3-0

3-3-0

3-3-0

4

1

전필
6986013

6986014

특용식물연구개발(Industrial-Plants Research and Development)

인삼학(Ginseng Science)

3-3-0

3-2-2

전선

6986003

6986015

6986016

6986017

작물학(Crops)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Plant Genetic Engineering and Lab.)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3-3-0

3-2-2

3-3-0

2-0-4

일선 6986022 인턴십(Internship) 3-0-4주

2

전필

전선

6986018

6986019

6986020

6986021

친환경농업(Eco-friendly Agriculture)

생물소재공학(Biomaterial Engineering Technology)

특용식물자원론(Industrial Crop Resources)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3-3-0

3-3-0

3-2-2

3-3-0

필수 12 과목 36 학점

전공 선택 27 과목 75 학점

계 39 과목 111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979003

6900001

6900002

6900003

유전학(Genetics)

농업교육론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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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식물학전공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3 2 전필 6986007 특용식물효능론 6984010 웰빙자원학

3 2 전선 6986009 기기분석 6986006 식물성분분석 및 실험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수학 : 3-3-0

일반화학및실험I : 3-3-0

일반생물학및실험I : 3-3-0

심화교양 : 3-3-0

응용생명공학개론 : 1-0-2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II : 3-3-0

일반화학및실험II : 3-2-2

일반생물학및실험II: 3-3-0

유기화학 : 3-3-0

미생물학 : 3-3-0

기초교양 24

심화교양  3

전공선택  1

전공필수  6

-------------

합계 34학점

2

재배학원론 3-3-0

생화학 3-3-0

웰빙자원학 3-3-0

특용식물학개론 2-2-0

심화교양 3-3-0

기초교양 3-3-0

실험통계학 3-3-0

분자생물학 3-3-0

천연물화학 3-2-2

식물생리학 3-3-0

토양비료학 3-3-0

심화교양 3-3-0

전필 12

전선 14

심화교양 6

기초교양 3

-------------

합계 35학점

3

유전육종학 3-3-0

유전자원학 3-3-0

특용식물재배 및 실습 3-2-2

약용식물학 3-3-0

식물성분분석3-3-0

연초재배 및 실습 3-2-2

특용식물효능론 3-3-0

특용식물종자학 3-3-0

기기분석 3-2-2

약용식물가공론 3-3-0

본초학 3-3-0

특용식물 발효학 3-3-0

전필 12

전선 24

-------------

합계 36학점

4

특용식물연구개발 3-3-0

인삼학 3-2-2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 3-3-0

인체생리학 3-3-0

캡스톤디자인 2-0-4

특성교양 3-3-0

인턴쉽 3-0-4

친환경농업 3-3-0

생물소재공학 3-3-0

특용식물자원론 3-2-2

기능성식품학 3-3-0

심화교양 3-3-0

전필  6

전선 20

일선  3

특성교양 3

심화교양 3

-------------

합계 3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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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유전육종학(Genetic Breeding)

  식물 육종의 의의, 육종 이론의 기초가 되는 유전학과 각종 육종 방법, 육종 기술, 육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특성 및 생산성 검정 방법을 강의한다.

유전자원학(Genetic Resources) 

  작물의 개량에 필수적인 식물유전자의 중요성, 유전자원의 수집과 평가,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함.

특용식물재배 및 실습(Industrial Crop Cultivation and Practice)

  특용식물의 종자관리, 종묘관리, 생약재료관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한다.

약용식물학(Pharmaceutical Botany)

  약물요법의 출발점인 약용식물에 대해 강의한다. 약용식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이해하

기 위해 식물분류학과 식물형태학에 기초하여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식물을 주로 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의 분류, 형태, 생산, 약효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대체의학에

서의 약용식물 기여에 대해서도 강의함.

식물성분분석(Plant Chemical Analysis)

  재배식물의 영양진단과 수확물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분석 화학적 이론을 

배우고 이해하도록 강의함.

연초재배 및 실습(Tobacco Culture and Practice)

  연초학의 기간과목인 연료엽의 생산방법을 생산이론과 재배실제를 익힘으로써 연초학 연

구에 기초를 확립하도록한다.

특용식물효능론(Pharmacological Effect of Industrial Crop)

  특용식물의 약리기능을 알아봄으로써 신약품 창출에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시킴.

특용식물종자학(Industiral Crop Seed Science)

  특용식물의 유전자원의 근본인 종자의 발달 및 생성과정, 형태, 화학적 조성, 그리고 종

자의 발아력 및 퇴화 등을 유전적 환경적인 면에서 종자의 생산 및 보존관리 기술과 이

용기술을 습득함.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물질의 화학적 분석을 위한 기기들에 관한 기초 원리와 방법이 이루어지며, 광학이론을 

응용한 자외선 및 가기광석흡광분석법, 적외선 문 광광도법, 원자흡광분석법, 크로마토그

래피법에 관하여 강의함. 

약용식물가공론(Medicinal Plant Processing)

 약용식물의 기능성 식품화 이용과 유효성분 활용에 대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초학(Herbal Medicine)

  한약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전통약학의 기본이론을 숙지하

여, 향후 약용식물 등 관련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음양오행이론과 기혈정진이론 등 기본이론과 인체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본초학의 정의 본초의 효능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약자원의 

개발과 보급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특용식물발효학(Fermentation of Industrial Crops)

  약용식물 등을 포함한 특용식물을 활용한 발효의 원리와 전통주, 와인, 약술, 발효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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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괄적으로 연계하여 제조 방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특용식물의 다양한 이용성에 관

한 지식을 학습시킴

특용식물연구개발(Industrial-Plants Research and Development)

  특용식물의 총론적 이해를 통한 종류별 특성과 생산 및 소비 등을 이해

인삼학(Ginseng Science)

  인삼 생산, 가공 유통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인삼 산업화에 일조 할수 있

는 우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강의한다.

작물학(Crops)

  특용식물 재배와 관련되는 작물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Plant Genetic Engineering and Lab.)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농업에서의 이용을 학습함으로서 생명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강의함.

인채생리학(Human Physiology)

  특용식물학 및 농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리학에 이용되는 기초단위와 성분, 

물리학적 기초이론,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수준에서부터 조직, 기관, 기관계의 구조, 

항상성 유지와 조절 매커니즘, 혈액의 조성과 기능, 임상병리검사의 의미, 그리고 고혈합, 

당뇨병, 동맥경화, 노인성 치매, 동맥경화 등 만성 퇴행성 질환들의 증상과 진단, 예방과 

치료 등의 기초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특용식물 분야의 임의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계획

서 작성부터 보고서 작성 및 발표까지 연구과제를 수행.

인턴쉽(Internship)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특용식물에 관련한 기초 지식을 산업화 현장에 적용

친환경농업(Eco-frienddly Agriculture)

  소득이 증가하고 웰빙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농산

물 등의 생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농업기법들을 소개하고 교육함

생물소재공학(Biomaterial Engineering Technology)

  생물소재는 생물학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 특수기능을 갖는다. 인체치료와 관련

된 기능성, 미생물 관련된 기능성, 농작물과 관련된 기능성, 친환경성 등 그 기능성은 용

도에 따라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기능성 소재의 활성 탐색과 유용물질의 탐색 및 생물공

학을 이용한 생산, 나아가 시장전망 등에 대해 강의함. 

특용식물자원론(Industrial Crop Resources)

  연초, 인삼, 특용식물 전반에 따른 기초분야의 학과목에 대한 실험 실습의 총 이해와 연

구방법 및 연구 결과의 발표와 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강의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한약재가 갖고 있는 기능성을 건강과 관련하여 교육하고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시장가치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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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과학 전공 Horticultural Science

원예과학전공은 채소, 과수, 화훼 및 조경식물의 생리와 생태, 재배, 유전, 육종,

저장, 이용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새로운 재배기술 및 원예작물의 개발을 

통하여 고품질의 원예산물을 주로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WTO체계 하에서 원예분야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농과대학 중 원예분야로는 유일하게 한국과학재단과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는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업계 대학 특성화 분야로 포

도가 선정되어 있다.

현재 교육과정은 채소원예학, 과수원예학, 화훼원예학, 조경학 외에 여러 전공과목

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통하여 첨단원예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킴으로써 경력 있는 원예기술자, 지도자, 경영자 및 연구가를 

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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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과학전공(Horticultural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7001

6987002

채소원예학및실습(Vegetable Science and Practice)

조경학(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3-2-2

3-3-0

전선

6987003

6987004

6987023

6987006

°원예연구및실습Ⅰ(Reserch & Practices in HorticultureⅠ)

원예번식학및실습(Plant Propagation & Practices)

조경식물학(Landscape Plant)

*유전학(Genetics)

3-1-4

3-2-2

3-3-0

3-3-0

2

전필
6987024

6987008

화훼원예학및실습(캡스톤디자인)(Floricultural Science and Practice)

원예식물육종학(Breeding of Horticultural Crops)

3-2-2

3-3-0

전선

6987009

6987010

6987011

6987005

°원예연구및실습Ⅱ(Reserch & Practices in HorticultureⅡ)

시설원예학(Controlled Horticulture)

환경원예학(Environmental Horticulture)

조경시공관리학(Landscape Construction & Management)

3-1-4

3-3-0

3-3-0

3-3-0

4

1

전필
6987013

6987025

과수원예학및실습(Pomology and Practice)

가든디자인(캡스톤디자인)(Garden Design)

3-2-2

3-2-2

전선

6987015

6987016

6987017

°수경재배와식물공장(Hydroponics and Plant Factory)

자원식물학(Resources Botany)

식물생명공학(Plants Biotechnology)

3-3-0

3-3-0

3-3-0

일선 6987018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2

전필

전선

6987019

6987020

6987021

생태복원학(Ecological Restoration)

논문작성및연습(캡스톤디자인)(Paper Preparation and Practice)

원예 수확 후 생리 및 저장론(Postharvest Physiology and

Storage of Horticultural Products)

3-3-0

2-2-0

3-3-0

일선 6987022 인턴십Ⅱ (InternshipⅡ) 3-0-4주

필수 12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23 과목 68 학점

계 35 과목 107 학점



타학과(부,전공)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6900001

6900002

6900003

농업교육론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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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과학전공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3 1 전필 6987001 채소원예학 및 실습 6984015 식물생리학

3 1 전선 6987003 원예연구 및 실습Ⅰ 6984004 식물형태분류학

3 2 전필 6987008 원예식물육종학 6987006 유전학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3-3-0

수학: 3-3-0

일반화학및실험Ⅰ: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Ⅰ: 3-2-2

심화교양영역: 3-3-0

응용생명공학개론: 1-1-0

국어와작문: 3-3-0

외국어Ⅱ: 3-3-0

일반화학및실험Ⅱ: 3-2-2

일반생물학및실험Ⅱ: 3-2-2

#미생물학: 3-3-0

#유기화학: 3-3-0

기초교양 24

심화교양 3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

-------------

합계 34학점

2

#생화학: 3-3-0

#재배학원론: 3-3-0

토양비료학: 3-3-0

*원예학개론: 3-3-0

심화교양: 3-3-0

특성교양: 3-3-0

#분자생물학: 3-3-0

#실험통계학: 3-3-0

*식물생리학: 3-3-0

식물병리학: 3-3-0

천연물화학: 3-3-0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5

-------------

합계 36학점

3

#채소원예학및실습: 3-2-2

#조경학: 3-3-0

*원예연구및실습Ⅰ: 3-1-4

원예번식학및실습: 3-2-2

조경식물학: 3-3-0

*유전학: 3-3-0

#화훼원예학및실습(캡스톤디자인): 3-2-2

#원예식물육종학: 3-3-0

*원예연구및실습Ⅱ: 3-1-4

시설원예학: 3-3-0

환경원예학: 3-3-0

조경시공관리학: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4

-------------

합계 36학점

4

#과수원예학및실습: 3-2-2

#가든디자인(캡스톤디자인):: 3-1-4

*수경재배와식물공: 3-3-0

자원식물학 : 3-3-0

식물생명공학 : 3-3-0

생태복원학: 3-3-0

논문작성및연습 : 2-2-0

원예수확후생리및저장론: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7

일반선택 6

-------------

합계 2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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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채소원예학 및 실습(Vegetable Science and Practice)

채소와 채소원예의 뜻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채소에 관한 기초적이고 공통된 이론과 기

술을 익힌다. 또한 주요채소의 종자 발아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채소의 영양, 기상환경, 토양환경 등을 환경조절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조경학(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계획 및 설계, 생태조경의 역사, 이론, 기술, 재료 및 방법 등의 기초적 이론을 터득하도록 한다.

원예연구 및 실습Ⅰ(Research & Practices in HorticultureⅠ)

원예 분야의 연구논문 작성을 위해 논문의 설계, 수행, 작성, 및 발표에 대해 강의하며,

원예실험을 위한 식물체와 포장을 다루고 활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원예번식학 및 실습(Plant Propagation & Practices)

원예작물의 유성 및 영양번식의 이론과 실제를 특정 작물별로 번식방법을 중심으로 가르

친다.

조경식물학(Landscape Plant)

조경식물의 종류와 특성, 재배관리, 번식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 특히 식물의 조경적 이용

에 대한 방법을 학습한다.

조경시공관리학(Landscape Construction & Management)

조경시공을 위한 재료, 시공계획과정, 방법과 각종 조경식물,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방법

에 대해서 이해한다.

유전학(Genetics)

고전적 유전학에서 현대 유전학으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기본

이 되는 유전의 논리를 파악하여 육종학, 분자생물학 및 화훼, 과수, 채소 등의 유전․육

종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유전적 이론을 확립하고 농작물 개량, 가축개량, 산림개량

에 필요한 기초원리인 형질의 유전과 변이, 유전물질에 관한 이론을 배운다.

화훼원예학 및 실습(Floricultural Science and Practice)

본 과목은 화훼식물의 분류, 재배, 육종, 개화조절 등 화훼학의 전반적인 이론과 국내외 

화훼류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하고, 온실에서 실제 재배와 개화조절 등을 실습함으로서 화

훼원예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원예식물육종학(Breedin of Horticultural Crops)

유전학의 기초와 육종이론을 배우면, 원예작물의 육종방법과 기술을 실험과 병행하여 터득시킨다.

원예연구 및 실습Ⅱ(Reserch & Practices in HorticultureⅡ)

원예 분야의 연구논문 작성을 위해 논문의 설계, 수행, 작성, 및 발표에 대해 강의하며,

원예실험을 위한 식물체와 포장을 다루고 활용하는 고급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시설원예학(Controlled Horticulture)

경제의 발달에 따라 식생활의 다양화와 고급화되는 농산물의 소비면에서 시설원예의 기

반을 확고히 하며 원예작물의 주년 공급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제반 문제를 다룬다.

환경원예학(Environmental Horticulture)

해외 선진농업국들의 환경농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농업의 수준을 알아보고 

진단하며, 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수원예학 및 실습 (Pomology and Practice)

과수의 생장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의 종류와 영향을 포함한 과수의 생리적, 유전적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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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이해하여 발아에서 휴면에 이르는 과종별 특수한 생장특성을 습득하도록 한다. 강의

로 통해 얻어진 지식과 과수원 관리에 관한 실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품질 과수생산

을 가능하도록 한다.

가든디자인(Garden Design)

가든디자인의 개념, 역사, 디자인 원리, 공간의 미적 요소, 식물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

고 실제 디자인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수경재배와 식물공장(Hydroponics and Plant Factory)

수경재배의 정의와 원리를 이해하고, 수경재배 시스템 종류별 필요한 구성요소와 양액 관

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식물공장의 정의와 식물공장 성립을 위한 구성요소를 알아보

고 최근 식물공장의 기술동향 및 연구동향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원식물학(Resource Botany)

유망한 자원식물 특히 자생하는 자원식물의 종류, 특성, 분류, 생태, 생리, 재배, 육종, 이

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자원식물의 수집, 보존 및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동향

을 분석하며 국내 유망 자원식물의 개발방안을 모색한다.

식물생명공학(Plants Biotechnology)

생명공학의 정의 및 관련지식을 이해하고 생명공학과 관련된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

를 습득한다. 또한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여러 학문들과의 연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개

념의 생명공학을 숙지하도록 하며 이 학문의 응용 및 관련 산업과의 관계를 익혀 이 분

야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십Ⅰ,Ⅱ(InternshipⅠ,Ⅱ)

본 과목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실제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것이다.

4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정된 기업체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게 된다.

생태복원학(Ecological Restoration)

생태복원학의 개념, 최근 동향, 역사, 기술, 윤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생물학의 연

관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조경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논문작성 및 연습(캡스톤디자인)(Paper Preparation and Practice)

본 과목은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과정, 데이터 분석, 초록 및 포스터 작성요령에 

대해서 강의하고 실제로 졸업논문 포스터와 졸업논문을 작성해 본다.

원예 수확 후 생리 및 저장론(Postharvest Physiology and Storage of Horticultural Products)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수확된 원예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의 과정이 보다 중

요해 지고 있다. 원예산물의 종류에 따른 수확후의 생리 변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보

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저장, 유통될 수 있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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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학전공 Plant Medicine

식물의학과(Department of Plant Medicine)는 식물의 치료 연구를 하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농생물학과와 유사하나,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전문화시킨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식물의학과에는 응용곤충분야와 식물병리분야가 있으며, 그 중심내용은 미생물 

및 해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의 병충해를 원인규명하고 치료하며 

이를 친환경·생태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의학적 연구와 실습을 하는 것이다. 특히 우

리 식물의학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일보된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해충 등 곤충의 

신속 정확한 분류동정, 병충해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방법 연구, 병해충의 병리적 

기작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제방안 연구, 그리고 국내 최초의 충북대학교 식물종합

병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실습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특성화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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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의학전공(Plant Medicin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3

1

전필
6985001

6985002

곤충분류학 및 실험/연습림실습(Insect Taxonomy & Lab)

식물진균병학및실험(Fungal Pant Pathology & Lab)

3-2-2

3-2-2

전선

6985003

6985004

6985005

◦식물해충학및실험(Plant Insect Pests & Lab)

◦곤충생리학및실험(Insect Physiology & Lab)

수목병리학및실험(Tree Pathology & Lab.)

3-2-2

3-2-2

3-2-2

2

전필

6985006

6985007

6985008

곤충생태학(Insect Ecology)

곤충병리학및실험(Insect Pathology & Lab)

식물세균병학및실험(Bacterial Plant Pathology Lab)

3-3-0

3-2-2

3-2-2

전선

6985009

6985010

6985011

환경곤충독성학및실험(Environment Toxicology Of Insect Pests & Lab.)

곤충생명공학및실험(Insect Biotechnology & Lab)

자원곤충학(캡스톤디자인)(Resources Entomology)

3-2-2

3-2-2

3-3-0

4

1

전필
6985012

6985013

환경이상과식물장애(Abnormal Environment & Plant Disorders)

유충분류학 및 실험(Immature Taxonomy & Lab)

3-3-0

3-2-2

전선

6985014

6985015

6985016

6985017

6985025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식물병 진단 및 방제학(Plant Disease Diagnosis and Management)

해충방제학(Insect Pest Control)

위생곤충학및실험(Medical Entomology & Lab.)

식물의학세미나(Plant Medicine Seminar)

3-3-0

3-3-0

3-3-0

3-2-2

1-1-0

2

전필

전선

6985018

6985019

6985020

6985021

6985022

6985023

6985024

◦식물바이러스병학(Plant Virology)

잡초방제학 및 실습(Principles of Weed Control & Practice)

양봉학(Apiculture)

곤충행동학(Insect Behavior)

진화계통분류학(Evolutionary Systematics of Insects)

유전자조작(Gene Manipulation)

생물적 방제학(Biological control)

3-3-0

3-2-2

3-3-0

3-3-0

3-3-0

3-3-0

3-3-0

필수 13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0 학점

계 42 과목 119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900021

6900022

6900023

6979016

6980005

6987006

6979003

5965010

6984015

6979020

5966040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생물과교재연구및지도법

생물과교육론

농약학

농약학

유전학

유전학

유전학

식물생리학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식물분류학 및 실험

2-2-0

2-2-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4-3-2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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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학전공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3 1 전필 6985001 곤충분류학 및 실험/연습림실습 6984011 일반곤충과학

3 1 전필 6985002 식물진균병학 및 실험 6984009 식물의학개론

4 1 전필 6985012 환경이상과 식물장애 6984016 식물병리학

● 교과목 개요

곤충분류학 및 실험/연습림실습(Insect Taxonomy & Lab.)

곤충의 소속을 결정하고 종명을 동정하며 곤충 상호간의 유연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서 분류의 목적, 절족동물 중 곤충간의 특징, 목의 특징, 과의 특징을 강의하고 주요 농림

해충이 속한 과의 특징을 중점 강의함

식물진균병학 및 실험(Fungal Pant Pathology & Lab )

본 과목에서는 식물에서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며, 실험을 통하여 병원균을 직접 진단하고 동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물병을 동

정하는 육안에 의한 진단과 현미경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분자생물학적으로 유전

자를 진단하는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식물종합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진단에 대한 경험을 쌓고자 한다. 결국 본 강의의 최종 

목표는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식물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자 한다.

식물해충학및실험(Plant Insect Pests & Lab.)

농림수산물의 안정적 위한 농산물 및 산림을 대상으로 주요 해충들의 분포 형태 생활사,

가해양상 및 간단한 방제법을 강의함

곤충생리학및실험(Insect Physiology & Lab.)

곤충의 소화, 순환, 호흡, 생식, 변태, 감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

로 표피, 소화, 영양, 호흡, 혈액과 순환, 근육의 작용, 체온 신경계 등에 대하여 강의함

수목병리학 및 실험(Tree Pathology & LAb.)

산림을 이루는 임목 생활공간의 조경수, 관상수들에 나타나는 이상의 원인을 나무의 특성

에 맞추어 유형별로 구분하여 강의함으로써, 식물병리  전공 학생들이 나무에 대한 연구

를 할 수 있고, 수목의사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곤충생태학(Insect Ecology)

곤충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이 곤충의 집단,

환경과 결부된 곤충의 진화 등에 대하여 이론 강의함.

곤충병리학및실험(Insect Pathology & Lab.)

곤충에 기생하는 균류를 분류하고 곤충 질병원인을 구명하여 익충은 보호하고 해충은 균

류에 의한 질병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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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세균병학 및 실험(Bacterial Plant Pathology & Lab)

식물병원세균 및 식물병원세균에 의한 식물병의 전반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을 통해 기초

적인 기술을 익힌다. 식물병원세균의 특징, 분류, 병원성과 식물세균병 발생과정, 발병환

경, 방제, 주요 식물세균병 등에 대해 강의 및 실험함

환경곤충독성학및실험(Environment Toxicology Of Insect Pests & Lab.)

곤충은 전 동물군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120만종이 존재하고 최근 환경문제가 강조

되면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이나 환경보존형(친화형) 농업경영 등이 강조되고 있보존다양한 

서식환경을 갖고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개발연구의 필요성을 중점 강의함

곤충생명공학및실험(Insect Biotechnology & Lab)

생명공학 및 분자생물학 기술의 기반을 이루는 유전공학 및 유전자조작의 기본 원리를 이해

하고 곤충생명공학 중심의 응용성을 학습하며, 실험 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기술을 익힌다.

교과학습목표는 곤충생명공학기술의 기본 원리 및 실질적인 응용 분야를 이해하고 관련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원곤충학(Resources Entomology)

산업화 할 수 있는 곤충을 발굴하여 이들을 분류하고 생리 , 상태를 강의하고 실험함

환경이상과식물장애(Abnormal Environment & Plant Disorders)

식물에 나타나는 이상 중 기생성 병원체에 의한 이상 이외의 비정상적인 상태, 특히 환경

오염물질에 의한 이상과 생리적 장애 등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식물병에 대

하여 넓은 지식을 습득시킨다.

유충분류학 및 실험(Immature Taxonomy & Lab)

곤충의 유충 역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형태는 분류군별 특성을 갖는 편이

다. 따라서 특히 유충시기에 해충으로 활동하는 곤충의 경우 유충의 형태적 동정 및 분류

는 해충 방제를 위한 기본이 된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유충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분

류학적,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생물학의 한 분야로 생물체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세포의 구조, 세포소기관의 기능과 더

불어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 세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등에 대

해 강의한다.

식물병 진단 및 방제학(Plant disease diagnosis and management)

식물에서 발생하는 병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현장에

서 식물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를 바탕으로 식물병을 방제하

는 법적, 경종적,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강의한다.

해충방제학(Insect Pest Control)

경제 작물에 대한 주요 해충의 피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각종 약제방제의 기초 및 응

용연구를 강의한다.

위생곤충학및실험(Medical Entomology & Lab.)

곤충이 의학, 보건학, 위생학에 미치는 원인과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구제에 작용하는 

생리 생태적인 문제와 역학적인 면을 다루고 살충제 및 살서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룬다.

식물의학세미나(Plant Medicine Seminar)

식물병리분야의 학과목과 해충분야의 학과목에 대한 실험실습의 총 이해와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발표와 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강의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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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바이러스병학(Pant Virology)

식물바이러스의 분류동정, 충매전염, 순환혈청학 및 바이러스병의 병징과 진단법, 그리고 

방제법 등을 강의함.

잡초방제학 및 실습(Principles of Weed Control & Practice)

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의 특성을 알고, 이들이 작물에 주는 피해를 판별하며, 제초제화학

을 이해하여 효율적인 잡초 방제 체계를 숙지한다.

양봉학(Apiculture)

양봉학의 일반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꿀벌의 특성, 영양과 사양, 그리고, 봉군의 특수관리

에 대해 강의하고, 꿀벌 생산물의 성상과 이용, 꿀벌에 발생하는 질병과 해적에 대해 알

아본다.

곤충행동학(Insect Behavior)

곤충의 이동, 통신, 섭식, 번식, 방어와 사회행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곤충의 종내, 종

간의 화학교신 및 화학교신물질의 응용을 강의함

진화계통분류학(Evolutionary Systematics of Insects)

지구상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그룹인 곤충을 대상으로, 진화의 메카

니즘을 파악하고, 진화 형질들을 바탕으로 곤충이 어떻게 다양화되고 또 분류가 되는지를 

형태 계통학적인 측면과 분자진화학적인 측면에서 알아본다.

유전자 조작(Gene Manipulation)

분자생물학 기술의 기반을 이루는 유전자조작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식물의학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학습한다.

생물적 방제학(Biological control)

살아있는 생물과 생물의 대사산물을 가지고 식물병을 방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의하고자 

한다. 생물적 방제의 필요성, 장점, 다양한 방법 등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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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학과 Department of Forest Science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산림생산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
하여 국토 보존에 필요한 산림의 조성 및 보호관리, 경영, 산림이용개발, 녹지의 경
관조성과 조경의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이론과 실질적 기술을 교수함으로써 임업
기술자, 연구자 및 지도자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문
제와 목재부족, 종이수요 증가, 산림휴양수요증가 등을 고려할 때, 산림과학전공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진출 방향은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각 도의 산림환경연구소,

도․시․군청의 산림행정직 및 연구직 공무원과 해외 임업개발회사, 조경회사, 자연
휴양림,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공사기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양묘사업, 조경사업 등
의 자영사업이 있다. 21세기 웰빙시대를 맞아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분야라 할 수 있다.

전문 학문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
도록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산림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23

영어읽기와 토론을 포함한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생물학 및 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Ⅰ, 맛보기

물리학 및 실험 이수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생물산업과 자연환경,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중 1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3과목

포함하여 10학점 이상 이수

10

특성교양 3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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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학과(Department of Forest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6968055 산림과학의 이해(Introduction to Forest Science) 3-3-0

2
전필

전선 6968011 산림생태학 및 실험(Forest Ecology & Lab.) 3-2-2

2

1

전필 6968001 *∘수목학 및 실습(Dendrology & Practice) 3-2-2

전선

6968040

6968006

6968007

6968016

6968018

컴퓨터 활용 및 CAD(Computer Practical Use & CAD)

산림토양학(Forest Soil Science)

산림통계학 및 실습(Forest Statistics & Practice)

산림병해충학 및 실험(Forest PathologyㆍEntomology & Lab)

산림측량학 및 GIS(Forest Survey & GIS)

3-1-4

3-3-0

3-2-2

3-2-2

3-2-2

2

전필

6968052

6968063

*∘산림치유학(Forest Therapy)

산림보호·복원학 및 실습(Forest Protection·Restoration

Science & Practice)

3-2-2

3-2-2

전선

6968009

6968043

6968056

6968041

수목해부학 및 실험(Dendroanatomy & Lab.)

환경임업론(Environmental Forestry)

산림수문학 및 실습(Forest Hydrology AND Practice)

산림분자유전생리학(Tree Physiology & Molecular Genetics)

3-2-2

3-3-0

3-2-2

3-3-0

3

1
전필

6968014

6968042

6968053

6968029

6968060

*조림학 및 실습(Silviculture & Practice)

산림경제학(Forest Economics)

산림측정 및 경영학(Forest Measurement & Management)

산림토목학 및 임업기계학 실습

(Forest Engineering & Forest Machinery Practice)

산림전공영어 및 실습(Forestry Professional English and Practice)

3-2-2

3-3-0

3-2-2

3-2-2

3-2-2

전선 6968020 야생동물관리학(Wildlife Management) 3-3-0

2

전필

6968044

6968023

6968024

6968030

임목육종학 및 조직배양 실험

(Tree Breeding & Tissue Culture & Lab)

사방공학 및 실습(Erosion Control & Practice)

산림정책학(Forest Policy)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

3-2-2

3-2-2

3-3-0

3-3-0

전선

6968054

6968057

6968045

산림휴양 및 공원관리학

(Forest Recreation & Park Management)

웰빙버섯학 및 실습(Well-Being Mushroom Science and Practice)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Wood Based Materials & Lab)

3-3-0

3-2-2

3-2-2

일선 6968051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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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968061

6968047

논문연구 및 산림세미나Ⅰ(캡스톤디자인)(Forest SeminarⅠ)

학술림 현장실습(Forest Field Practice)

1-0-2

1-0-4

전선

6968034

6968035

6968037

산림학 논리 및 논술(Logic Statement of Forest Science)

임목생물공학 및 실험(Forest Tree Biotechnology & Lab)

조경설계(Landscape Design)

3-3-0

3-2-2

3-1-4

일선 6968050 인턴십(Internship) 3-0-4주

2

전필 6968062 논문연구 및 산림세미나Ⅱ(캡스톤디자인)(Forest SeminarⅡ) 1-0-2

전선

6968026

6968038

6968059

특용수재배학 및 실습(Special Tree Cultivation & Practice)

해외임업론(International Forestry)

유용산림식물학 및 실습(Forest Botany & Pratice)

3-2-2

3-3-0

3-2-2

필수 15과목 39학점

전공 선택 21과목 63학점

계 36과목 102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6900001

6900002

6900003

목재종이과학과 개설 모든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농업교육론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

농업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3-3-0

● 교과목 개요

산림과학의 이해(Introduction to Forest Science)

산림은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 과목은 산림의 조성, 산림의 관리 및 

보호, 목재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여 산림과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산림과학의 기초분야와 응용분야를 포괄적으로 학습하여 산림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산림생태학 및 실험(Forest Ecology & Lab.)

산림과 임목의 생장, 번식 및 환경에 대한 적응 등 산림이 발달해 가는 자연법칙을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에 응용하도록 한다.

수목학 및 실습(Dendrology & Practice)

산림과학분야의 일반 지식을 교수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며, 자연을 사랑하

고 자연의 사계를 통한 숲의 문화를 우리 생활에 정착시킬 수 있는 자세를 고양한다.

컴퓨터 활용 및 CAD(Computer Practical use & CAD)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업에 대한 각종 문제를 계획․분석․평가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산림토양학(Forest Soil Science)

산림토양의 생성원리 및 산림토양의 성질, 양분의 흡수, 양분의 동태, 양분의 순환, 임지

비배관리, 방법 등을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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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통계학 및 실습(Forest Statistics & Practice)

표본과 정규분포곡선, 대푯값과 분산도, x2검정, 상관 및 회귀, 검정 분산분석, 실험설계,

완전임의배치법, 난괴법, 요인실험, 분할구시험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산림병해충학 및 실험(Forest PathologyㆍEntomology & Lab)

곤충학과 병리학을 통합하여 한 강좌로 강의함

산림측량학 및 GIS(Forest Survey & GIS)

산림경제의 확정, 산림면적의 측정, 임도, 사방공사의 계획, 기타 조사연구 상 필요한 자

료 등을 얻기 위한 측량기술의 체득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치유학(Forest Therapy)

산림의 건강 기능을 이해하고 치유의 숲 조성과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산림보호·복원학 및 실습(Forest Protection·Restoration  Science & Pratice)

산림의 인위적 피해, 기상적 피해 및 동물적 피해 등의 원인, 성질, 증상과 이를 응용한 

진단, 예방 및 방제 대책에 대하여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다.

수목해부학 및 실험(Dendroanatomy & Lab.)

목재를 구성하는 각종 세포의 육안적, 현미경적 구조를 연구하고 목재조직의 생리적, 형

태적 변이를 이해하여 목재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초를 연마한다.

환경임업론(Environmental Forestry)

기후변화협약과 청정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임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종의 선정과 산림의 조성ㆍ관리ㆍ이용을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산림수문학 및 실습(Forest Hydrology & Practice)

신림과 물의 각 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 및 그 관계를 이해하여 물자원의 효율

적인 개발 및 관리의 기본원리를 습득한다.

산림분자유전생리학(Tree Physiology & Molecular Genetics)

수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 즉 광합성, 호흡, 물질대사, 개화, 종자, 스트레스에 대

한 현상과 분자유전학적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조림학 및 실습(Silviculture & Practice)

인공조림과 천연조림으로 구분, 종자의 취급, 파종, 육모, 무성번식, 천연갱신, 육종의 이

론과 실습에 중점을 둔다.

산림경제학(Forest Economics)

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임업투자와 임산물시장을 분석한다.

산림측정 및 경영학 (Forest Measurement & Management)

산림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방법과 산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이론및 기술을 강의한다.

산림토목학 및 임업기계학 실습(Forest Engineering & Forest Machinery Practice)

산림토목에서 사용되는 각종재료와 시공법 및 임도가공색도 등의 반출시설에 관한 분야

를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임업기계화의 필요성, 경영상의 특징, 주요 임업기계의 구조의 

개량과 성능, 이용법 등을 강의한다.

산림전공 영어 및 실습(Forestry Professional English and Practice) - 신설

산림학 및 임업관련 전공 영어를 익혀서 국제정보를 잘 파악하고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도록 실습을 겸한다.

야생동물관리학(Wildlife Management)

점차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강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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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육종학 및 조직배양 실험(Tree Breeding & Tissue Culture & Lab)

여러 목적에 부합하는 우량임목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이를 위한 조직배양 방

법에 대하여 원리와 실험을 학습한다.

대의 휴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 한다.

사방공학 및 실습(Erosion Control & Practice)

황폐임야를 합리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초이론과 사용재료, 설계 및 시공

에 관한 지식과 각종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관한 토목적 조림적 방법을 습득시키며 자연

환경의 개선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정책학(Forest Policy)

산림자원과 산림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산림휴양 및 공원관리학(Forest Recreation & Park Management)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

조경미의 이론과 조경수목 배식 등 국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경예

술의 능력을 기른다.

산림의 휴양 기능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익히고 공원 관리의 기법을 익힌다.

웰빙버섯학 및 실습(Well-Being Mushroom & Practice)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사, 버섯의 분류, 형태적 특징, 영양과 번식, 생물환경과 각론으로

서 주요 버섯의 재배법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고, 실습을 통하여 버섯식별, 버섯균사 분리 

및 배양, 종균생산 및 버섯재배 연습을 한다.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Wood Based Materials & Lab.)

합판가공, 섬유판, 절삭판, 접성재 등의 바이오재료로서 건조에서 오는 응력, 접착성능, 각

종 재료의 수분이동 경로(건조 시) 등을 탐지하여 재료적 특성과 특수가공처리 방법을 강

의한다.

학술림 현장실습(Forest Field Practice)

강의와 실험, 실습을 통하여 얻은 학문의 이론과 지식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산지식과 경

험을 쌓게 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한 유능한 임업인이 되게 한다.

산림학 논리 및 논술(Logic & Statement of Forest Science)

논리적 사고와 논술 방법 등을 강의하며, 논문의 계획, 수행, 작성 및 발표.

임목생물공학 및 실험(Forest Tree Biotechnology & Lab)

식물에 관한 기초분야와 임목에 대해 강의하여 생물공학의 이론적인 체계를 확립시킨 후,

생물공학기술이 이용되는 산업계의 전 분야에 대해 폭넓고 깊게 다룸으로써 졸업 후 관

련 산업계에 쉽게 적응이 되도록 강의한다.

조경설계(Landscape Design)

각종 정원의 설계 및 방법을 연구하며 조경의 이론과 조경수목 배식 등 국민의 휴양과 

정서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경예술의 능력을 기른다.

인턴십(Internship)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림청 및 산하기관, 조합, 산업체 경험을 얻고자 하

는 학생을 위하여 지정된 업체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배우며, 경험을 통하여 이론만으로 부족한 내용을 습득하기위함.

논문연구 및 산림세미나Ⅰ,Ⅱ(캡스톤디자인) (Forest SeminarⅠ,Ⅱ) - 변경

교수와 학생에게 지속적인 인격적 접촉과 학문적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인 학습활동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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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수재배학 및 실습(Special Tree Cultivation & Practice)

특용수 종자의 생산, 발아촉진과 특용 수묘목의 생장생리 및 번식 방법을 학습한다.

해외임업론(International Forestry)

해외 산림자원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파악하고, 해외 임업투자환경과 수익성을 분석한다.

유용산림식물학 및 실습(Forest Botany & Practice)

산림식물 중 초본식물의 분류, 동정의 원리와 실제적 활용 능력을 키우며 실습을 통해 재

배, 활용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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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공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우리의 국토에서 대부분은 농촌지역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는 이 농촌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숨쉬고, 일하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연이 있으며, 많
은 생태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야하는 터전
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공간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입니
다. 지역건설공학과는 먼저 이 아름다운 공간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
록 하는 즉,  삶의 질을 높이는 학문을 하며,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생산공간을 조성
하는데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공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친환경 마을개발과, 농촌의 생태와 환경, 농촌지역
의 첨단 생산을 지원하는 건설공학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지역건설공학과는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첨단 

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웰빙 먹거리 개발을 지원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

촌마을 개발기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 지역건설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9영어 읽기와 토론(영어Ⅰ)을 포함한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6학점 이상 이수 6

*심화교양 1․2․3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2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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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공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6970067 농업농촌창의공학입문

(Introduction of Creative Engineering for Agricultural & Rural)

3-2-2

2
전필

전선 6970010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3-3-0

2

1

전필 6970001 측량학 및 실습(Surveying & Practice) 3-1-4

전선

6970004

6970005

6970003

6970007

컴퓨터제도학(Computer Aided Drafting)

공업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정역학 및 연습(Statics & Practice)

건설지질학(Construction Geology)

3-2-2

3-3-0

3-2-2

3-3-0

2

전필
6970002

6970009

유체역학(Fluid Mechanics)

토질역학 및 실험(Soil Mechanics & Lab.)

3-3-0

3-2-2

전선

6970061

6970068

6970012

지형정보공학세미나

(Seminar in Topographical Information Engineering)

재료역학 및 실험(Mechanics of Materials & Lab)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Computer Programming & Practice)

3-3-0

3-2-2

3-2-2

3

1

전필

6970014

6970015

6970016

6970017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 Drainage Engineering and Practice)

수리학 및 실험(Hydraulics & Lab.)

농업환경수문학 및 실습

(Agricultural & Environmental Hydrology and Practice)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 Design)

3-2-2

3-2-2

3-2-2

3-2-2

전선
6970055

6970069

농업지리학세미나(Agricultural Geography Seminar)

지반환경공학 및 실험(Geo-environmental Engineering & Lab.)

3-3-0

3-2-2

일선 6970044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

주

2

전필

6970022

6970062

6970021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설계

(RC Structural Engineering & Design)

농촌계획학세미나(Rural Planning Seminar)

지역환경공학 및 실험(Regional Environmental Engineering & Lab.)

3-2-2

3-3-0

3-2-2

전선

6970023

6970025

건설시공학 및 실습(Construction Engineering & Practice)

농업수리구조학 및 설계

(Agricultural Hydraulics Structures & Design)

3-2-2

3-2-2

일선 6970045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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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970034 농지공학 및 설계

(Agricultural L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Design)

3-2-2

전선

6970064

6970040

6970041

6970059

6970037

6970057

시설환경제어세미나(Facility Environmental Control Seminar)

지역방재공학

(Preventive Disaster of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재배학원론(Principles of Cultivation)

농촌환경설계(캡스톤디자인)

(Design of Rural Environment(Capstone Design))

하천생태 및 수자원공학

(River Ecosystem & Water Resources Engineering)

산학특강Ⅰ(Cooperation Seminar Between Industry and AcademyⅠ)

3-3-0

3-3-0

3-3-0

3-0-6

3-3-0

1-0-2

2

전필

6970060

6970066

농업토목설계(캡스톤디자인)

(Design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

(Design of Agricultural Facility and Rural Buildings and

Regional resources)

3-1-4

3-0-6

전선

6970030

6970049

6970038

6970058

농촌도로공학 및 설계(Rural Road Engineering & Design)

농촌개발종합설계(Design of Rural Development)

농업생태학(Agricultural Ecology)

산학특강Ⅱ(Cooperation Seminar Between Industry and AcademyⅡ)

3-2-2

3-0-6

3-3-0

1-0-2

필수 13 과목 39 학점

전공 선택 23 과목 65 학점

계 36 과목 104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900011

6900012

6900013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과 논리 및 논술(Writing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Principle of Teaching, Research and Extention in Agriculture)

＊교직이수 시 기본이수분야에 한하여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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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영어Ⅰ)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특성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선택 : 3-2-2

외국어Ⅱ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2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선택 : 3-3-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6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선택 6

-------------

합계 33점

2

*측량학 및 실습 : 3-2-2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3-0

*유체역학 : 3-3-0

*토질역학 및 실험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2-2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1

-------------

합계 30학점

3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 3-2-2

*수리학 및 실험 : 3-2-2

*농업환경수문학 및 실습: 3-2-2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2-2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설계 : 3-2-2

*농촌계획학세미나 : 3-3-0

*지역환경공학 및 실험 : 3-2-2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2-2

전공필수 21

전공선택 12

-------------

합계 33학점

4

*농지공학 및 설계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0-6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1-0-2

*농업토목설계 : 3-1-4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 : 3-0-6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0-6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1-0-2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6

-------------

합계 3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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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공학과 선수과목 현황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선수과목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1

1 전필

2 전선 6970010 실험통계학 0621001 수학

2

1 전선 6970005 공업수학 0621001 수학

2

전필 6970009 토질역학 및 실험 6970007 건설지질학

전선

6970061 지형정보공학세미나 6970001 측량학 및 실습

6970012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 6970004 컴퓨터제도학

3

1

전필

6970014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6970005 공업수학

6970015 수리학 및 실험 6970002 유체역학

6970017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 6970068 재료역학 및 실험

전선 6970069 지반환경공학 및 실험 6970009 토질역학 및 실험

2 전선

6970022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설계 6970017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

6970023 건설시공학 및 실습 6970069 지반환경공학 및 실험

4

1 전선 6970040 지역방재공학 6970016 농업환경수문학 및 실습

2 전선 6970030 농촌도로공학 및 설계 6970034 농지공학 및 설계



57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 교과목 개요

농업농촌창의공학입문(Introduction of Creative Engineering for Agricultural & Rural)

농업농촌공학의 총체적 모습과 본질을 소개하고 역사적 발전과정과 학문적 체계를 정리

하여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내용을 이해한다. 또한 연구, 경험, 실습을 통해 체계적

이고 공학적 사고 능력을 갖게 한다. 수강자들은 정보기술, 녹색설계와 창의설계의 개념,

공학도구의 사용법을 배우고 이해한다.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통계학의 기초이론과 이를 응용한 실험설계 및 통계분석법을 이해시킨다.

측량학 및 실습(Surveying & Practice)

측량에 필요한 기초적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측량용 기구의 

조작실습 ②측량결과의 계산제도(내업) ③야외에서의 측량방법 및 작업(외업) ④오차에 

관한 연구

컴퓨터제도학(Computer Aided Drafting)

CAD를 이용하여 도식적인 언어의 이해, 도면 작성법 및 설계도와 측량도 작성 등을 실

습을 통해 익힌다.

공업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미적분응용, 미분방정

식, 변환의 연산, 급수에 의한 해법 및 행렬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역학 및 연습(Statics & Practice)

물체의 평형을 다루는 기초역학으로 2차원과 3차원의 역계와 평형 및 구조물의 기본적인 

역학 원리, 분포력을 다룸으로써 각종 구조물의 역학적인 분석 및 응용 설계에 중점을 둔다.

건설지질학(Construction Geology)

건설공사에 필요한 지질학의 개념과 흙과 암석의 생성과정을 공부한다.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유체역학은 자연계 유체 현상을 수량적으로 다루며, 폭넓은 영역의 유체 운동해석에 필요

한 수리적 기초와 응용이 되는 중요한 학문이다.

토질역학 및 실험(Soil Mechanics & Lab.)

토목 및 건축구조물은 대개 흙을 기초로 함으로 그 흙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초공학의 기초로서 토목 및 건축공사에 관계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형정보공학세미나(Seminnar in Topographical Information Engineering)

기본 측량의 현장 배양능력을 배양하고, 지도의 제작 과정과 사진측량 GPS, GIS 측량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재료역학 및 실험(Mechanics of Materials & Lab)

농공구조물에 이용되는 각종 재료의  강도계산과 역할을 배우고 익히며 각 재료의 형상,

치수, 강도 및 내구성 등의 품질과 특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시켜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다.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Computer Programming & Practice)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공학 전반에 대한 문제를 계획,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Irrigation & Drainage Engineering and Practice)

관개 및 배수가 농업에서 행하여지는 역할과 관개배수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키고, 관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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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배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킨다.

수리학 및 실험(Hydraulics & Lab.)

물의 물리적 성질, 정수 및 동수의 역학적 이해, 관수로와 개수로의 수리 계산법, 유수의 

측정과 응용 수리 실험 방법에 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농업환경수문학 및 실습(Agricultural & Environmental Hydrology and Practice)

물의 생성과정, 순환, 분포 등을 다루고 나아가 수문기상, 강수의 분석, 유출과정, 홍수추

적, 수문모의모형 및 모의발생기법 등을 중심으로 교수하여 농업수리구조물의 수문학적 

설계기준과 관리방법 등의 실제적인 응용에 기여토록 한다.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 Design)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등의 구조물 설계를 위한 기초과목으로 골조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 원리와 역학에 관해 배우며, 부정정구조물에 관한 기초이론과 해석법에 관해 익힌다.

농업지리학 세미나(Agricultural Geography Seminar)

농촌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영향요소를 살펴보고, 농업 활동과 지리의 유기적인 관계로

부터 농촌개발의 기본적인 인식을 정립하도록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반환경공학 및 실험(Geo-Environmental Engineering & Lab.)

토질역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건설에 필요한 지반환경공학(흙과 암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설계(RC Structural Engineering & Design)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이론적 해석과 설계법을 강의하고 설계의 실습을 하며, 정역학, 재

료역학,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의 기초를 요한다.

지역환경공학 및 실험(Regional Environmental Engineering & Lab.)

농업용수의 오염과 관련된 수질에 대한 기초지식, 생태학, 하천, 호소에서의 수질관리, 수

질오염, 방지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건설시공학 및 실습(Construction Engineering & Practice)

토목구조물의 시공 방법과 건설기계의 합리적 이용 및 공정관리 기법을 습득시킨다.

농업수리구조학 및 설계(Agricultural Hydraulics Structures & Design)

저수지와 각종 댐 및 부대 구조물, 취수보 및 그 부대 수리구조물에 관한 계획과 설계방

법 및 시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로구조물을 설계한다.

농지공학 및 설계(Agricultural L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 Design)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확장, 농지확대 및 국토의 효율적인 보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공학 및 실습은 이들 학문분야인 개간, 농지보전, 경지정리 등의 이론과 실

제를 습득 이해시키는데 있다.

시설환경제어세미나(Facility Environmental Control Seminar)

인간에게 유용한 생물을 생산하고 가공, 저장하는 생물산업인 농업의 환경을 시설을 통해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해본다.

지역방재공학(Preventire Engineering of Disaster)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공학적 이론을 학습한다.

재배학원론(Principles of Cultivation)

각종 작물의 재배를 위한 기초이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작물의 유전성, 작물의 재배 환

경, 작물의 재배기술을 총괄적으로 강의한다.

농촌도로공학 및 설계(Rural Road Engineering & Design)

생산과 생활활동을 연계시키는 농촌도로의 기본개념과 시공․설계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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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환경설계(캡스톤디자인)(Design of Rural Environment (Capstone Design))

국가균형 발전에 근간이 되는 지역건설 방법에 대한 개념 및 법시행령에 대한 폭넓은 이

해와 친환경 지역건설 종합개발 실무사례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역건설 및 문화 계승에 

대한 사명의식을 고취시킨다.

하천생태 및 수자원공학(River Ecosystem & Water Resources Engineering)

하천의 물리적인 특성화 규명과 함께 홍수재해 방지공법, 하천수 이용계획 및 계획 하천

공사와 제방, 호안, 수제 및 보상공과 같은 공작물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관해 중점적으

로 다룬다.

산학특강Ⅰ(Cooperation Seminar Between Industry and AcademyⅠ)

지역건설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농업토목설계(캡스톤디자인)(Design of Agricultur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철근콘크리트공학과 부정정구조물해석 및 설계를 기초로 하여 농업시설구조와 토목구조

물의 설계를 한다.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Design of Agricultural Facility and Rural Buildings and Regional

resources)

농촌개발에 필요한 지역의 자원에 대한 이해와 자원발굴, 보존가치, 자원조사 방법을 배

우고 농업시설물과 농촌건축의 구조설계를 위한 기본이론, 구조해석, 구조설계 등의 방법 

등을 설계 연습을 중심적으로 습득한다.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Principle of Teaching, Research and Extention in Agriculture)

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새롭게 개발되는 농업기술들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하여 농업교재

연구 및 교안작성에 이용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식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기술을 습득한다.

농업과 논리 및 논술(Writing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업을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농

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논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며, 이

를 바탕으로 농업교육의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대하여 지도한다.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농업문제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습

득하며, 농업교육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농업교육의 현황을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관련 교과목 담당 교사로서의 능력

을 기른다.

농업생태학(Agricultural Ecology)

농업생산에 따른 물질순환을 이해하여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을 추구한다.

산학특강Ⅱ(Cooperation Seminar Between Industry and AcademyⅡ)

지역건설공학에 있어서 최근 연구 및 발전되는 여러 가지 세부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동

향을 연구발표를 통하여 발표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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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 

Department of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major of

Rural Development & Green Tourism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식량생산, 생활공간제공, 자연보전, 위락제공 등 여러 가지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촌라온(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과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농업관광과 농촌관광, 휴양 등을 제공하는 녹색관광 지식

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적 개발

과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조사, 설계,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영어 읽기와 

토론(영어Ⅰ),

중국어Ⅰ이수권장

9

자연

이공계

기초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이수권장
6

*심화교양

한자와한문,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이수권장

주택과사회 이수권장 9

특성교양 정보처리실무 이수권장 3

계 27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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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야간) (Rural Development &

Green Tourism)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1

1

전필

전선

6970649

6970650

6970603

산림자원활용세미나(Seminar in Application of Forest Resource)

농작물이용세미나(Seminar i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e)

농촌관광개발학입문세미나

(Seminar in Introduction to Rural Tourism Development)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70651

6970652

6970639

가축활용세미나(Seminar in Application of Domestic Animals)

특용작물이용세미나(Seminar in Utilization of Special Crop)

생태문화세미나(Seminar in Ecological Culture)

3-3-0

3-3-0

3-3-0

2

1

전필

전선

6970607

6970609

6970653

6970642

6970627

농업농촌지리학세미나(Seminar in Agricultural & Rural Geography)

마을경관관리세미나(Seminar in Landscape & Environment Management)

라온자원관리활용세미나

(Seminar in Management & Applications of Amenity Resources)

농촌관광문학세미나(Seminar in Literature of Rural Tourism.)

홍보시장관리세미나(Seminar in Marketing Management)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70612

6970613

6970614

6970654

6970616

농촌지도자학세미나(Seminar in Rural Leadership)

농촌계획학세미나(Seminar in Rural Planning)

농산물전자상거래세미나(Seminar in E-commerce of Agricultural Produce)

농촌관광법규정책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Code & Legislation )

체험관광계획세미나(Seminar in Experiential Tourism Planning)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전선

6970617

6970655

6970656

6970628

6970657

경관환경계획세미나(Seminar in Landscape & Environment Planning)

생태환경세미나(Seminar in Ecological Environment)

주민역량강화세미나(Seminar in Strengthening of Residents Abilities)

체험서비스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Service)

유기농업세미나(Seminar in Organic Farming)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70644

6970646

6970658

6970659

6970660

산림휴양세미나(Seminar in Forest Recreation)

지역방재세미나(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농촌관광경영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개발세미나(Seminar in Rural Development)

녹색관광개발세미나(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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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6970661

6970662

6970663

6970664

6970665

지역방재관광현장세미나

(Field Study 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Tour)

농촌관광경영현장세미나

(Field Study 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개발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Rural Development)

녹색관광개발현장세미나

(Field Study 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산림휴양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Forest Recreatio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6970666

6970700

6970667

6970668

6970669

지역방재관광국외사례연구세미나

(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Tour)

농촌관광경영국외사례연구세미나

(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개발국외사례연구세미나

(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Rural Development)

녹색관광개발국외사례연구세미나

(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산림휴양국외사례연구세미나

(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Forest Recreation)

3-3-0

3-3-0

3-3-0

3-3-0

3-3-0

필수 과목 학점

전공 선택 36 과목 108 학점

계 36 과목 108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농촌관광개발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

○ 산림과학의 이해(6968055), 산림생태학 및 실험(6968011),

산림휴양 및 공원관리학(6968054),

식품생명·축산과학개론(6981001), 자원식물학(6987016),

농식품유통론(6903054), 자원경제학(6903058),

농촌관광경영론 및 세미나(6903068), 지역방재공학(6970040),

농촌개발종합설계(69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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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세계문화유산의이해 : 3-3-0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영어 읽기와 토론
(영어Ⅰ) : 3-3-1
주택과 사회 : 3-3-0
정보처리실무 : 3-2-2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 3-3-0
전공선택 : 3-3-0

공통기초 6
자연이공계기초 6
심화교양 6
특성교양 3
전공선택 9
-------------
합계 30학점

2

한자와 한문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중국어Ⅰ: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공통기초 3
심화교양 3
전공선택 24
-------------
합계 30학점

3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30
-------------
합계 30학점

4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30
-------------
합계 30학점

● 교과목 개요

산림자원활용 세미나(Seminar in Application of Forest Resource) 

  산림과 임목의 생장, 번식 및 환경에 대한 적응 등 산림이 발달해 가는 자연법칙을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으로 이해하고 산림과 목재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여 농촌

관광개발에 응용하도록 한다.

농작물이용세미나(Seminar in Ut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e)

  주식작물과 약용작물의 특성과 환경변화원리를 이해하며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자연농

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농촌관광개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관광개발학입문세미나(Seminar in Introduction to Rural Tourism Development)

  농촌관광개발에 필요한 학문의 범위와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한 후 세부 분야에 대하

여 조사하고 발표토론 한다.

가축활용세미나(Seminar in Application of Domestic Animals)

  가축사육의 원리와 환경원리를 이해하며 친환경축산의 기본원리와 방법을 습득하고 농촌

관광개발에 응용하도록 한다.

특용작물이용세미나(Seminar in Utilization of Special Crop)

  자생하는 자원식물의 종류, 특성, 분류, 재배, 육종, 이용 등을 습득하게 하여 농촌관광개

발에 응용하도록 한다.

생태문화세미나(Seminar in Ecological Culture)

  농업과 생태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며 농업과 생태, 농업과 문화, 생태와 문화 차이를 습득

하게 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교육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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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지리학세미나(Seminar in Agricultural & Rural Geography)

  농촌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와 영향 요소를 살펴보고, 농업활동과 지리의 유기적인 관계로 

정립하도록 발표토론 한다.

마을경관관리세미나(Seminar in Landscape & Environment Management)

  마을의 공간구성, 주택과 농업시설 배치, 건물형태, 지붕형태, 색채 등이 경관에 미치는 

형태를 교육하여 마을경관관리 방법을 발표토론 한다.

라온자원관리활용세미나 (Seminar in Management & Applications of Amenity Resources)

  농촌에 있는 라온(Amenity)자원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방법과 자원을 유지·관리하고 구축

된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농촌관광문학세미나(Seminar in Literature of Rural Tourism)

  농업농촌과 연관되는 문학을 농촌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홍보시장관리세미나(Seminar in Marketing Management)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관리(marketing)방법에 대한 논리를 

발표 토론한다.

농촌지도자학세미나(Seminar in Rural Leadership)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업 농촌 지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습득하고 발표토론

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지도자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농촌계획학세미나(Seminar in Rural Planning)

  아름다운 농촌을 생태 환경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계획 방법, 설계 기법을 습

득하여 발표토론 한다.

농산물전자상거래세미나(Seminar in E-commerce of Agricultural Produce)

  농산물 직거래에 필요한 전자상거래 방법과 기술을 조사하여 발표토론 한다.

농촌관광법규정책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Code & Legislation)

  농촌관광과 관련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법규 등을 조사하고 발표 토론하여 

농촌관광 관련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를 높인다.

체험관광계획세미나(Seminar in Experiential Tourism Planning)

  녹색관광체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관광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을 발표 토론한다.

경관환경계획세미나(Seminar in Landscape & Environment Planning)

  경관환경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게하고 경관을 고려한 농촌공간의 환경계획을 발표토론 한다.

생태환경세미나(Seminar in Ecological Environment)

  농촌마을공간의 경관조성에 필요한 조경을 생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원리 및 요소, 과

정, 식재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주민역량강화세미나(Seminar in Strengthening of Residents Abilities)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농촌개발의 기본 지식을 배경으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토론 한다.

체험서비스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Service)

  체험활동에 따른 농촌주민의 봉사정신과 역할에 대하여 발표토론 한다.

유기농업세미나(Seminar in Organic Farming)

  농촌관광의 필수 요건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의 원리와 이론을 익히고, 현장 체험과 토

론을 통해 학습한다. 

산림휴양세미나(Seminar in Forest Recreation)

  산림의 휴양기능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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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재세미나(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농촌개발공학 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농촌관광경영세미나(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관광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개념과 유형, 농촌관광수요변화와 농촌관광개발정책 

등)을 살펴보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표토론 한다.  

농촌개발세미나(Seminar in Rural Development)

  농어촌마을계획의 과정을 이해하고 농촌마을의 현장조사, 분석, 계획, 설계 등의 방법을 

발표 토론하여 종합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녹색관광개발세미나(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녹색관광개발 사례를 학습하고 발표 토론하여 녹색

관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재관광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Tour)

  국내의 자연재해 사례지역이나 재해대책 및 재난방재 현장을 방문하고 발표 토론하여 자

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농촌개발공학 이론을 습득한다.  

농촌관광경영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관광을 운영하는 국내 사례지를 현장견학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표 토

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한 전략적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농촌개발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Rural Development)

  국내 농촌개발 사례지를 현장 견학하여 농어촌마을계획에 대해 이해하게하고, 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직접 조사, 분석, 계획, 설계 등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농어촌마을계획의 과정

을 이해하도록 한다.

녹색관광개발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국내 녹색관광개발 사례지를 현장견학하고 발표 토론하여 국내 녹색관광 현황과 발전방

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산림휴양현장세미나(Field Study Seminar in Forest Recreation)

  국내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산촌, 자연공원, 도시숲, 생태숲 등의 현장을 견학하고 발표 

토론함으로써 산림의 휴양적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지역방재관광국외사례연구세미나(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Local Disaster Prevention Tour)

  국외의 자연피해 지역이나 재해대책 및 재난방재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 토론하여 자연재

해에 대처할 수 있는 농촌개발공학 이론을 습득한다.  

농촌관광경영국외사례세미나(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관광을 운영하는 국외 사례지를 조사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표 토론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한 전략적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농촌개발국외사례세미나(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Rural Development)

  다양한 국외 농촌개발 사례지를 조사하고 발표 토론하여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특성을 이해하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논리적 사고 체계를 구축 한다.

녹색관광개발귝외현장세미나(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Green Tourism Development)

  국외 녹색관광개발 사례지를 조사하고 발표 토론하여 국외 녹색관광 현황과 발전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산림휴양국외사례세미나(Overseas Case Study Seminar in Forest Recreation)

  국외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산촌, 자연공원, 도시 숲, 생태 숲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발

표 토론함으로써 산림의 휴양적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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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스템공학과 Biosystems Engineering

국내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는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고,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압력은 농업의 구조 개선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

산성을 극대화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이오 관련 작업의 첨단기

계화가 필요하다. 본 학과는 바이오 관련 작업의 첨단화에 관련된 학술적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 개발하여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 환경에 알맞은 농업생산, 가

공, 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다. 또한 과학기

술의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학을 위한 기초 과학과 바이오시스

템공학의 첨단과학 기술과 관련된 교과목을 설강하고 있다.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9
영어읽기와 토론을 포함한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외국인은 한국어 6학점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맛보기 물리학 및 실험 이수, 기초통계학 및 실습 이수,

생물산업과 자연환경 이수

생물학 및 실험 · 화학 및 실험 중 택1

14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 2.역사와 철학 · 3.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9학점 이상 이수
9

특성교양
3. 진로와 선택, 4. 실용외국어, 5. 여가와 취미 분야 중

3학점 부여과목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5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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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스템공학과(Major in Biosystems Engineering)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2

1

전필

6967001

6967002

6967003

바이오열역학(Bio-thermodynamics)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연습(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3-3-0

3-3-0

3-2-2

전선

6967004

6967005

6967006

◦공업역학Ⅰ(Engineering MechanicsⅠ)

◦응용수학Ⅰ(Applied MathematicsⅠ)

CAD(Computer Aided Design)

3-3-0

3-3-0

3-1-4

2

전필
6967007

6967008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생물재료역학Ⅰ(Material Engineering for Biological ApplicationⅠ)

3-2-2

3-3-0

전선

6967009

6967010

6967011

6967012

공업역학(Engineering MechanicsⅡ)

바이오시스템소재공학(Biosystems Material Engineering)

응용수학Ⅱ(Applied MathematicsⅡ)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

(Electrical/Electronics Engineering Experiments)

4-3-2

3-3-0

3-3-0

3-2-2

3

1

전필

6967013

6967014

6967015

농업기계설계Ⅰ(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ryⅠ)

농작업기계학 및 실습 (Field Machinery and Practice)

농기계공작 및 실습 (Farm Shop and Practice)

3-2-2

3-2-2

3-2-3

전선

6967016

6967017

6967018

기구학(Mechanisms)

유체기계(Fluid Machinery)

생물재료역학Ⅱ(Material Engineering for Biological ApplicationⅡ)

3-3-0

3-3-0

3-3-0

2

전필

6967019

6967020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

(Agricultural Process Machinery and Practice)

생체열전달(Transport Phenomena in Bioproducts)

3-2-2

3-3-0

전선

6967041

6967021

6967022

6967023

6967024

◦바이오시스템공학 세미나Ⅰ(캡스톤디자인)

(Biosystems engineering seminarⅠ-Capstone Design)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s)

농업기계설계 II(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ry II)

생물환경시스템공학(Bioenvironment System Engineering)

바이오시스템제어(Biosystems Control)

3-2-2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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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967025

6967026

6967042

트랙터공학 및 실습(Tractor Engineering and Practice)

시설환경제어공학

(Protected Facilities Environment Control Engineering)

바이오시스템공학 세미나Ⅱ(캡스톤디자인)

(Biosystems engineering seminarⅡ-Capstone Design)

3-2-2

3-3-0

3-2-2

전선 6967040 정밀농업시스템공학(Precision agriculture system engineering) 3-3-0

일선
6967036

6967037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15-0-16주

2

전필

전선

6967027

6967029

6967030

바이오에너지공학(Bio-energy Engineering)

바이오 계측 및 실습(Bio-instrumentation and Experiments)

농업기계경영학(Farm Machinery Management)

3-3-0

3-2-2

3-3-0

일선
6967038

6967039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필수 16 과목 48 학점(전공기초 9학점)

전 공 선택 16 과목 49 학점

계 32 과목 97 학점



타 학 과

설강요구

교 과 목

0622017 생물산업과자연환경(Bio-Industry and Natural Environment) 3-3-0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재배학원론(6978002, 6984005) 

실험통계학(6978001, 6970010, 6984012, 6981005)

농촌지도론(6816031), 작물생리학(6805014), 작물보호학(6806020), 

육종학(6805012), 농업교육론(6900011), 농업과 논리 및 논술

(6900012),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6900013)

교직이수시 기본이수분야에 한하여 지역건설공학과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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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Ⅱ : 3-3-0

맛보기물리학및실험 : 4-3-2

자연이공계기초 : 4-3-2

심화교양 : 3-3-0

영어읽기와 토론Ⅰ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 3-2-2

생물산업과자연환경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4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

합계 35학점

2

#바이오열역학 : 3-3-0

#유체역학 : 3-3-0

#컴퓨터프로그래밍및연습 : 3-2-2

*공업역학Ⅰ : 3-3-0

*응용수학Ⅰ : 3-3-0

전공선택 : 3-1-4

#수치해석 : 3-2-2

#생물재료역학Ⅰ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5

전공기초 6

전공선택 15

-------------

합계 36학점

3

#농업기계설계Ⅰ : 3-2-2

#농작업기계학및실습 : 3-2-2

#농기계공작및실습 : 3-2-3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농산가공기계학및실습 : 3-2-2

#생체열전달 : 3-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Ⅰ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5

전공기초  3

전공선택 18

-------------

합계 36학점

4

#트랙터공학및실습 : 3-2-2

#시설환경제어공학 : 3-3-0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Ⅱ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15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바이오열역학(Bio-thermodynamics)

열과 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칙을 이해하여 실제 응용분야에 대한 원리를 파악

하도록 한다. 이로서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열기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체역학(Fluid Mechanics)

공기나 물 또는 그 밖의 유체가 정지해 있거나 운동 상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아

래에서의 역학적 관계를 다루며, 유체가 놓인 場을 지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배방정식

을 검사체적(control volume)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공학분야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 문

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해와 응용력을 습득한다.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연습(Computer Programming and Practice)

매트랩프로그램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램작성법을 배우기 위해 매트랩환경 프로그램 제어,

함수, 구조체자료형, 파일 입출력, 플롯 등을 강의하고 실습함

공업역학Ⅰ(Engineering MechanicsⅠ)

힘의 작용 하에서 물체의 평형에 관하여 고찰하는 정역학을 다루며, 구조물, 분포력, 기

계, 마찰 등의 분석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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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Ⅰ(Applied MathematicsⅠ)

공학의 기초학문인 수학을 다짐으로써 모든 역학적인 학문과 해석적 학문들을 이해하고 

설계적인 학문을 계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CAD(Computer Aided Design)

기계제도는 기계부품 및 장치를 개발 제작하기 위하여 설계자와 제작자 사이에 사용하는 

표준 도식언어이다. 컴퓨터응용 농업기계제도는 컴퓨터를 이용한 제도 즉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사용하여 설계자가 개발 제작하고자 하는 장치나 부품을 도면으로 표현

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작성, 편집, 수정이 편리한 Auto CAD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방법

을 습득시킨다.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공학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서 컴퓨터를 이용

하는 기초적 수치해석 방법을 배운다.

생물재료역학Ⅰ(Material Engineering for Biological ApplicationⅠ)

각종 기계요소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토크, 모멘트, 온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

과 변형에 대한 거동을 해석하고, 기계요소 및 구조물에 대한 경제적인 재료와 재질을 결

정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이와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기계요소 및 구조물을 설계하

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공업역학Ⅱ(Engineering MechanicsⅡ)

동역학은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분석하고 힘과 일을 계산하고 이를 응용해서 기계적 요

소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이므로 많은 계산 및 연습을 병행하게 된다.

바이오시스템소재공학(Biosystems Material Engineering)

최근 산업기계의 자동화와 에너지 절약화 및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소재의 개

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효율적 교육이 필수적 요건으로 부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계재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급속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

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우수하고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재료 분야에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기계를 설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강도상의 안전성을 확

보함과 동시에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가공성, 경제성 등을 구비한 최적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재료에 대한 풍부한 기초지식과 경험을 겸비할 필요

가 있다.

본 강좌에서는 기계기술자가 알아야할 “기계 재료학 기초”, “철강재료 열처리”, “재료시

험과 검사”, “철강재료”, “비철금속재료” 등을 강의함으로써 기계재료에 대한 기초지식과 

간접적 경험을 쌓고자 한다.

응용수학Ⅱ(Applied MathematicsⅡ)

공학의 기초학문적인 수학을 다짐으로써 모든 역학적인 학문과 해석적 학문들을 이해하

고 설계적인 학문을 계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Electrical/Electronics Engineering Experiments)

전기 및 전자회로 분석과 부품들의 이해를 통한 전기, 전자공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하여 농업기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장비의 특성과 조작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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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설계Ⅰ(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ryⅠ)

각종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요소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역학분석 및 설계연습을 

통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며,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기능요소로 분해하여 이들에 대한 응력해석 및 기능의 이해를 통하여 기계구조의 이해와 

농기계의 설계 이론을 배운다.

농작업기계학 및 실습(Field Machinery and Practice)

포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들의 그 종류와 역할 및 사용방법, 고장수리 등과 작업기의 조

작, 운전 방법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익힌다.

농기계공작 및 실습(Farm Shop and Practice)

기계의 각 부분의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분적인 품목들을 익힘으로써 실기를 다

듬고, 각종 공작기구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실기를 다듬는다.

기구학(Mechanisms)

기계 또는 기구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종 기계, 예컨대 강절연진, 감아걸기 기구캠, 기어 

등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그 구성요소의 여러 가지 상대적인 운동 분석 방법을 익힌다.

유체기계(Fluid Machinery)

유체의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와의 변환을 하는 유체기계 중 수력기계를 중심으로 유체

역학과 기계설계에서 배운 기본지식을 이용하여 설계연습을 한다. 또한 산업기계로 이용

도가 높은 공작기계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생물재료역학Ⅱ(Material Engineering for Biological ApplicationⅡ)

기계 재료의 거동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해결능

력의 개발 및 기본원리를 이해시킨다. 그리고 기계 구조물과 기계요소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응력 분석을 통하여 기계구조물에 요구되는 강도 산출 및 경제적인 재료를 결정하

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기계설계의 기초를 배양시킨다. 주요강의 내용은 보와 축의 강도,

설계, 처침 구하는 법, 모멘트 면적법에 의한 보의 처침, 응역과 하중 하에서 에너지, 기

둥에 작용하는 응력 등을 강의한다.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Agricultural Process Machinery and Practice)

수확한 농산물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하는 단위 기계

의 원리와 설계방법의 이해 및 공장의 조직화, 체계화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습

득한다.

생체열전달(Transport Phenomena in Bioproducts)

열에너지의 전도, 대류, 복사의 전달 과정과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열기관이나 열에너지 

발생, 저장, 및 교환 장치에서의 열에너지 이동 형태와 열전달 과정을 알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는 기법을 습득하여 일반 기계 및 농업에 관련된 기계의 열전달 문제를 분석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세미나Ⅰ(Biosystems engineering seminarⅠ)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학문적 접촉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인 학습활동을 유도한다.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s)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역학 등 기초지식을 응용하여 연소를 주체로 한 내연기관의 원리,

성능 등을 배운다.

농업기계설계Ⅱ(Design of Agricultural MachineryⅡ)

각종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요소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역학분석 및 설계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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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를 실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며,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기능요소로 분해하여 이들에 대한 응력해석 및 기능의 이해를 통하여 기계구조의 이해와 

농기계의 설계 이론을 배운다.

생물환경시스템공학(Bioenvironment System Engineering)

목표 : 소득증대를 위한 생물 환경 조절 시스템의 이용 및 자동화

주요내용 : 공기성질, 유체, 작물, 열전달, 온실난방, 온실환경제어 및 계측

바이오시스템제어(Biosystems Control)

강의목표는 생물산업과 농업의 자동화에 필요한 제어공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주요내용은 

메카트로닉스 기본, 기구, 센서, 엑츄에이터, 파우어 엘렉트로닉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제

어기술, Matlab 사용방법, 제어의 기본, 제어계의 표현 응답 안정성 등을 강의한다.

트랙터공학 및 실습(Tractor Engineering and Practice)

농기계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농용트랙터의 운전조작 및 구조, 기능, 각 부분의 역할을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설환경제어공학(Protected Facilities Environment Control Engineering)

강의목표는 시설원예 자동화 등 농업생산 자동화와 관련하여 로봇을 이용한 자동제어 방

법을 익힌다.

주요내용은 온실 자동화, 생물생산 자동화, 로봇 등이 포함된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세미나Ⅱ(Biosystems engineering seminarⅡ)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지속적인 학문적 접촉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인 학습활동을 유도한다.

정밀농업시스템공학(Precision agriculture system engineering)

본 교과목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바이오시스템공학의 정밀농업과 자동화분야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지구측위시스템(GPS), 지리정보시스템(GIS), 변량제어기술(VRA) 등의 다양한 정

보기술과 수집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회귀법, 분산분석 등의 공학자를 위한 통

계기법을 다룬다.

바이오에너지공학(Bio-energy Engineering)

목표 : 에너지의 이론 및 원리를 알도록 하며, 화석에너지, 자연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응용하도록 하며, 중점적으로 열펌프의 원리및 설계이론을 알도록 한다.

주요내용 : 열에너지 이론, 화석에너지, 자연에너지, 열에너지 응용, 농업에너지 

바이오 계측 및 실습(Bio-instrumentation and Experiments)

기초계측공학의 이론을 강의하며, 발표를 통해 생물산업과 농업관련 분야의 계측에 필요

한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농업기계경영학(Farm Machinery Management)

농업기계의 경제적인 활용 및 경영이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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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종이과학과 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u 교육 목적: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목질 바이오매스 재료의 이용 및 가공 분야
에 필요한 학문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다.

u 교육 목표: 교육목표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며 재생 가능한 목재 및 종이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자 및 전문가로서의 능력 배양
과, 기능성 첨단 소재인 목질 바이오재료 이용 및 가공분야의 전문인재를 육성
하는 것이다.

u 학습 성과 지표: 목재와 종이는 Eco-Bio material로 21세기 신 성장 동력사업의 
주체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지속가능 생물재료이다. 목재․종이과학과의 주된 학
문 영역은 수목의 조직 및 수종식별, 목재의 물리․역학적 특성 구명, 목재의 물
리․화학적 개질 처리, 종이 원료 및 제품 생산, 종이의 물리적․구조적 특성 분
석을 통한 품질 향상, 기능성 한지 제조 및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등 목질 
바이오매스 전 영역을 포함한다. 특성화분야로 목질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에
너지 및 친환경 신에너지 자원개발, 목재 탄화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 개발, 미
생물을 이용한 임산 바이오테크놀로지, 전통한지의 고품질화 및 천연염색을 통
한 기능화, 고기능성 종이 물성 개발 및 공정효율 향상, 목재 및 지류 문화재의 
보존․복원처리, 연륜연대 등이 있다.

◎ 목재․종이과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Action English

화학 및 실험

웰빙시대와 생물 산업

영어 읽기와 토론

생물학 및 실험 20

*심화교양
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9

특성교양 진로 탐색과 진로 설정 3

계 3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590_ 2017학년도 교육과정

◎ 목재․종이과학과(Department of Wood and Paper Science)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청대학 식품영양외식학부 및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신재생에

너지과』와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969003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2

1

전필
6969014

6969015

*목재물리학 및 실험(Wood Physics & Lab.)

목재화학 및 실험(Wood Chemistry & Lab.)

3-2-2

3-2-2

전선

6969001

6969005

6969007

6969010

수목학 및 실습(Dendrology & Practice)

목재역학(Wood Mechanics)

산림통계학 및 실습(Forest Statistics & Practice)

목질생화학(Biochemistry of Wood)

3-2-2

3-3-0

3-2-2

3-3-0

2

전필
6969008

6969009

*산림측정․생산학 및 실습(Forest Measurement & Practice)

*수목해부학 및 실험(Dendroanatomy & Lab.)

3-2-2

3-2-2

전선

6969034

6969012

6969047

6969045

조림학 및 실습(Silviculture & Practice)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임업경영학 및 실습(Forest Management & Practice)

바이오매스당화학(Biomass Hydrolysis)

3-2-2

3-3-0

3-2-2

3-3-0

3

1

전필
6969016

6969017

펄프학 및 실험(Pulp Technology & Lab.)

목재접착 및 도장학(Adhesive Bonding & Finishing of Wood)

3-2-2

3-2-2

전선

6969018

6969020

6969021

6969022

6969029

목재화학가공학 및 실험(Chemical Processing of Wood & Lab.)

목재절삭학 및 실험(Wood Machining & Lab.)

지료화학(Wet End Chemistry)

목재 및 섬유식별학(Wood & Fiber Identification)

임산공업단위조작(Unit Operation in Forest Products)

3-2-2

3-2-2

3-3-0

3-2-2

3-3-0

2

전필

6969023

6969044

6969025

6969026

목재건조학 및 실험(Wood Drying & Lab.)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Wood Based Materials & Lab.)

제지공학 및 실험(Paper Technology & Lab.)

종이물성학 및 실험(Paper Properties & Lab.)

3-2-2

3-2-2

3-2-2

3-2-2

전선

6969027

6969030

6969031

연륜연대학및목재문화재 (Dendrochronology & Wood Cultural Heritage)

목가구학 및 실습(Wood Furniture &.Lab.)

임산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in Forest Products)

3-3-0

3-2-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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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969032

6969033

지류가공학 및 실험(Paper Converting & Lab.)

목재보존학 및 실험(Wood Preservation & Lab.)

3-2-2

3-2-2

전선

6969035

6969046

6969037

특수임산학(Special Forest Products)

바이오에너지학(Biomass Energy)

연습림임산실습(Practice in Forest Products)

3-3-0

3-3-0

1-0-2

일선 6969050 인턴십(Internship) 3-0-4주

2

전필

전선

6969039

6969040

6969041

6969053

특수제지학(Special Paper Making)

한지제조 및 지류보존학(Korean Paper Manufacturing & Paper Conservation)

목재공업기계학(Wood Industry Machinery)

창의적 종합 목재 종이 설계(캡스톤디자인)

(Wood and Paper Capstone Design)

3-3-0

3-3-0

3-3-0

3-2-2

필수 12 과목 36 학점(전공기초 3학점)

전공 선택 24 과목 70 학점

계 36 과목 106 학점



타학과(부,전공)

전공선택인정 교과목

· 산림학과 개설 모든 전공 교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

· 6900001농업교육론, 6900003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6900002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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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0
심화교양I : 3-3-0
화학 및 실험 : 4-3-2
웰빙시대와 생물산업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Ⅱ : 3-3-0
심화교양Ⅲ : 3-3-0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 2-2-0
생물학 및 실험 : 4-3-2
유기화학: 3-3-0

기초교양 20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선택  3
-------------
합계 35학점

2

*목재물리학 및 실험 : 3-2-2
*목재화학 및 실험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산림측정·생산학 및 실습 : 3-2-2
*수목해부학 및 실습 : 3-2-2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8
특성교양  6
-------------
합계 36학점

3

*펄프학 및 실험  : 3-2-2
*목재접착 및 도장학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특성교양 : 3-3-0

*목재건조학 및 실험 : 3-2-2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 : 3-2-2
*제지공학 및 실험 : 3-2-2
*종이물성학 및 실험 : 3-2-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21
특성교양  2
-------------
합계 41학점

4

*지류가공학 및 실험 : 3-2-2
*목재보존학 및 실험 : 3-2-2
연습림임산실습 :1-0-2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특성교양: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0
특성교양  2
-------------
합계 18학점

● 교과목 개요

목재물리학 및 실험(Wood Physics & Lab.)
목재의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학문으로 목재의 밀도, 비중, 목재의 열적성질,
목재의 기계적 성질 및 전기적 성질 등에 관한 특성을 다룬다.

목재화학 및 실험(Wood Chemistry & Lab.)
목재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분류, 목재의 성분 분포, 고분자의 구조 및 유도체, 목재 성분
의 분석 및 단리방법 용도개발을 다룬다.

수목학 및 실습(Dendrology & Practice)
조림수종의 개발을 위한 목본식물의 식별, 용도 및 지역에 따른 생육 상에 대하여 탐구하
고, 수종의 식별에 중점을 둔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구조론, 명명법, 합성 및 기본반응과 유기화합물의 구조결정에 이용되는 기
본 이론을 다룬다.

목재역학(Wood Mechanics)
목질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재료역학의 기초, 목재의 탄성, 점탄성, 강도,
경도 및 기타 역학적 성질을 습득한다.

산림통계학 및 실습(Forest Statistics & Practice)
표본과 정규분포곡선, 대푯값과 분산도, x2검정, 상관 및 회귀, 검정, 분산분석, 실험설계,
완전임의배치법, 난괴법, 요인실험, 분할구시험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목질생화학(Biochemistry of Wood)
생체고분자인 탄수화물, 특히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생화합을 비롯하여 세포벽
을 이루고 있는 리그닌의 형성을 포함한 수목의 생성현상을 생화학적 측면에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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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측정․생산학 및 실습(Forest Measurement & Practice)

산림과 산림 생산물에 관한 여러 가지 양의 측정, 추정 및 계산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
하여 강의한다.

수목해부학 및 실험(Dendroanatomy & Lab.)

목재를 구성하는 각종 세포의 육안적, 현미경적 구조를 연구하고 목재조직의 생리적, 형
태적 변이를 이해하여 목재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초를 연마한다.

조림학 및 실습(Silviculture & Practice)

인공조림과 천연조림으로 구분, 종자의 취급, 파종, 육묘, 무성번식, 천연갱신, 육종의 이
론과 실습에 중점을 둔다.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고분자의 중합반응에 관련되는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고분자체의 열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물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임업경영학 및 실습 (Forest Management & Practice)

산림생산을 경영주체의 경영목표에 맞도록 조직화하는 이른바 산림 경리업무를 연구대상
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산림의 경영계획을 편성, 실행, 검증하는 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바이오매스당화학(Biomass Hydrolysis)

목재를 비롯한 바이오매스를 식량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목재 재료
를 기질로 한 산에 의한 목재당화, 효소에 의한 목재당화, 기타 기계적 처리에 의한 사료
화 등에 관한 이론적 확립하며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룬다.

펄프학 및 실험(Pulp Technology & Lab.)

펄프제조를 위한 원목의 조목, 각종 펄프제조 방법과 그 반응, 약액 및 에너지의 회수, 새
로운 펄프화법, 폐수,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 방지 처리 등을 다룬다.

목재접착 및 도장학(Adhesive Bonding & Finishing of Wood)

목재의 접착 및 도장 이론과 각종 접착제의 종류, 접착제의 생성기구 및 제조법을 연구하
고 이들이 목재에 응용되어 목재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을 다룬다.

목재화학가공학 및 실험(Chemical Processing of Wood & Lab.)

목재의 단점을 개선하고, 목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화학적 처리방법을 
이해하고, 처리재의 성능 발현 메카니즘 및 성능 평가에 대하여 실험과 강의를 진행한다.

목재절삭학 및 실험(Wood Machining & Lab.)

목재가공을 중심으로 한 절삭가공법과 용도, 그리고 이용가치를 높이고 품질가공 정도가 
우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절삭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며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룬다.

지료화학(Wet End Chemistry)

종이생산,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료조성의 원료 특성과 처리공정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공정최적화 및 공정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목재 및 섬유식별학(Wood & Fiber Identification)

목재 및 펄프섬유의 해부학적 분류, 유물목재와 섬유의 식별, 국산 및 외국산 유용목재와 
펄프섬유의 식별 등을 현미경적 관찰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임산공업단위조작(Unit Operation in Forest Products)

유체역학, 열전도, 물질전도, 분체공학에서 취급되는 기본이론 등을 이해시키고 각 공정에
서 취급되는 기초적인 장치의 조작과 운전방법을 습득시킨다.

목재건조학 및 실험(Wood Drying & Lab.)

목재 열기건조실의 설계, 특수건조법 등을 이론과 실제적 응용이 되도록 하고 건조 스케
줄 개선 및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Wood Based Materials & Lab.)

합판가공, 섬유판, 절삭판, 집성재 등의 바이오재료로서 건조에서 오는 응력, 접착성능, 각
종 재료의 수분이동 경로(건조 시) 등을 탐지하여 재료적 특성과 특수가공처리 방법을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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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학 및 실험(Paper Technology & Lab.)
제지공정을 다루는 학문분야로서, 제시 공정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처리공
정을 비롯하여 초지에 필요한 조작, 원리, 기계 등을 다룬다.

종이물성학 및 실험(Paper Properties & Lab.)
제조된 종이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과 점탄성적 성질을 포함하며 특수지, 기능지 등의 제
조와 관련된 인쇄적성, 불투명성, 백색도, 투기도, 통기성 등 종이 물성 전반을 강의한다.

연륜연대학 및 목재문화재(Dendrochronology & Wood Cultural Heritage)
연륜연대학의 원리와 분석법을 강의하고 임산공학과 임학을 위한 응용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목재 건축물, 공예품, 발굴수침목재 등 목재문화재에 대한 조사방법 및 목재의 과학
적 응용분야를 고찰한다.

목가구학 및 실습(Wood Furniture &.Lab.)
가구의 발전과정을 다루며, 특히 현대가구에 대한 상업성 및 디자인 관계, 내구성, 치수 
안정성 등을 연구한다.

임산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in Forest Products)
임산학과 관련되는 수목 Biotechnology 및 목재성분의 생물학적 변환을 위한 Biotechnology를 
소개하며 펄프학 및 제지학과 관련된 Biopulping과 Biobleaching, 폐수처리를 강의한다.

지류가공학 및 실험(Paper Converting & Lab.)
제지공정 가운데 표면도공을 중심으로 하는 안료도공, 플라스틱, 수성 및 용제도공, 압축
도공, 골판지제조, 특수지 제조 등과 관련된 도공방법 및 화학적, 물리적 이론을 강의함.

목재보존학 및 실험(Wood Preservation & Lab.)
목재의 열화원인 등을 규명하여 이들의 가해에 의한 목재의 화학적 및 물리적 변형법을 
조사하며 각종 열화를 사전에 방지, 사후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다룬다

특수임산학(Special Forest Products)
목재 부성분의 화학과 이용, 임산부산물의 생산, 가공, 이용과 관련된 특용 임산물 전반을 
소개하며, 부산물 유기질비료, 칠류, 목재건류, 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바이오에너지학(Biomass Energy)
바이오재료로부터 연료유 및 각종 유도체의 제조, 유용 화학약품의 제조를 비롯한 임산물 
에너지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학술림임산실습(Practice in Forest Products)
실험실 및 학술림에서 목재생산, 제탄, 특수임산물(코르크, 송지, 유지, 버섯, 수액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한다.

인턴십(Internship)
인턴십 프로그램은 취업과 관련하여 산림청 및 산하기관, 조합, 산업체 경험을 얻고자 하
는 학생을 위하여 지정된 업체를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배우며, 경험을 통하여 이론만으로 부족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특수제지학(Special Paper Making)
특수한 성질을 가진 여러 가지 특수지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을 
이해함으로써 기본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개선해서 특이한 성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지제조 및 지류보존학(Korean Paper Manufacturing & Paper Conservation )
인피섬유를 중심으로 한 한지원료의 제조법, 정제법, 한지제조, 그리고 한지원료로서 
상용되는 첨가제, 부원료 등의 물성과 특성을 다룬다. 새로운 한지제조 기술의 개발 및 
대체 자원에 대한 강의 및 지류의 화학적·물리적 변형법을 조사하며 각종 변형을 사전에 
방지, 사후에 대처하는 방안 등을 다룬다.

목재공업기계학(Wood Industry Machinery)
임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가공할 수 있는 기계의 구조 및 개선에 관한 이론과 응
용방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창의적 종합 목재 종이 설계(캡스톤디자인)(Creative Wood and Paper Capstone Design)
목재종이과학 전공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창의적인 응용 분야를 개발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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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학과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학은 경제학이론을 기초로 한 응용경제학 분야이다. 농업경제학과에서는 

농업경제전반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적용능력과 분석기법을 학습케 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과 농촌복지 증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입학 후 1년간은 교양과정으로 교양에 필요한 필수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에 필요

한 과목을 수강하게 한다. 전공과정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경제학 기초과

목을 비롯하여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생산경제학, 계량경제학, 농식품정책학, 자원

경제학, 농업금융론,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 농업회계학, 농업경제통계, 농산물선물시

장론, 농식품유통론, 환경경제학 등을 수강하게 된다. 전공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14

과목, 전공선택 21과목으로 농산물유통에 대한 교직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총 35개과

목이 설강되어있다.

농업경제학과는 졸업 후 경제학사를 취득하게 되며, 유통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

사, 전산회계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취업분야는 농협, 축협,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농촌진흥청, 행정직공무

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중소기업, 농장경

영, 컨설팅업체, 해외농업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 농업경제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하되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 권장

*심화교양
생활과 경제 이수 쉽고 재미있는 회계 이수

18

4분야 5분야 각각 1과목 이수

특성교양 3분야 4분야 각각 1과목 이수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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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학과(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903001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3-3-0

2

1

전필
6903008

6903002

생산경제학(Production Economics)

경제수학(Mathematical Economics)

3-3-0

3-2-2

전선

6903051

6903006

6903052

해외농업개발·원조론

(International Agriculture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농업회계학(Agricultural Accounting)

농식품산업경제학(Agriculture and Food industrial Economics)

3-2-2

3-3-0

3-3-0

2

전필
6903009

6903010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3-3-0

3-2-2

전선

6903004

6903053

6903041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농업경제통계(Statistics for Agricultural Economists)

농업협상론(Bargaining Theory in Agriculture)

3-3-0

3-2-2

3-2-2

3

1

전필

6903014

6903054

6903055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농식품유통론(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농식품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for Agriculture and Food)

3-3-0

3-2-2

3-3-0

전선
6903017

6903018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농업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in Agriculture)

3-3-0

3-3-0

2
전필

6903056

6903057

6903058

6903059

6903060

농식품정책학(Agricultural and Food Policy)

농식품가격론(Agricultural and Food Price Theory)

자원경제학(Resource Economics)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Agriculture and Food)

농업경제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Research Methodology for

Agricultural Economics(Capstone Design))

3-3-0

3-3-0

3-3-0

3-3-0

3-3-0

전선
6903024

6903047

농장경영계획학(Farm Business Management Programming)

협동조합론(Theory of Cooperatives)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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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6903026 농업금융론(Agricultural Finance) 3-2-2

전선

6903069

6903029

6903061

6903048

6903043

6903044

6903050

농업농촌발전론(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촌복지론(Rural Welfare Economics)

농식품기술경영학(Agrifood technology & management)

농산물선물시장론(Agricultural Futures Market)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Agriculture)

농업과 논리 및 논술

(Logics and Writings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관련산학특강(Agribusiness-linked Seminar)

3-3-0

3-2-2

3-3-0

3-3-0

2-2-0

3-3-0

1-0-2

일선

6903032

6903033

6903063

6903064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해외인턴십Ⅰ(International InternshipⅠ)

해외인턴십Ⅱ(International InternshipⅡ)

3-0-4주

15-0-16주

3-0-4주

15-0-16주

2

전필 6903062 농식품산업경영전략론(Agribusiness Strategy) 3-3-0

전선
6903070

6903036

농촌관광경영론(Rural Tourism Management)

농산물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of Agricultural Products)

3-2-2

3-2-2

일선

6903038

6903039

6903065

6903066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해외인턴십Ⅲ(International InternshipⅢ)

해외인턴십Ⅳ(International InternshipⅣ)

3-0-4주

15-0-16주

3-0-4주

15-0-16주

필수 14 과목 42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57 학점

계 34 과목 99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6900011 농업교육론(Theory of Agricultural Education)

농업생명환경대학 내 모든 학과 교과교육학 영역 유사과목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농업과 논리 및 논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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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농업경제학

2

경제수학*

생산경제학*

해외농업개발·원조론

농업회계학

농식품산업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경제통계

농업협상론

 * : 전공필수

3

계량경제학*

농식품유통론* 

농식품정보경제학* 

환경경제학

농업공공경제학

농식품정책학*

자원경제학*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

농식품가격론*

농업경제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

농장경영계획학

협동조합론

 * : 전공필수

4

 농업금융론*

농업농촌발전론

농촌복지론

농식품기술경영학

농산물선물시장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농업과 논리 및 논술

농관련산학특강

인턴십 Ⅰ․Ⅱ
해외인턴십 Ⅰ․Ⅱ

농식품산업경영전략론*

농산물무역론

농촌관광경영론

인턴십 Ⅲ․Ⅳ
해외인턴십 Ⅲ․Ⅳ

 * : 전공필수

 인턴십 Ⅰ,Ⅱ,Ⅲ,Ⅳ

해외인턴십 Ⅰ,Ⅱ,

Ⅲ,Ⅳ

  : 일반선택

● 교과목 개요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농업, 농촌의 특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

며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 예측한다.

생산경제학(Production Economics)

총수익 극대화를 위해 농가가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고 결합하는 이론 즉, 생산과 비용함

수 및 이론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이론을 습득케 함으로써 현장적응능력을 강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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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학(Mathematical Economics)

현대경제현상과 문제분석의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수학적 기법들의 기초이론과 

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여 제반 경제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형성해서 실증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해외농업개발·원조론(International Agriculture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해외농업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및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누어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

고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원조 및 해외농장개발, 농관련산업의 농업기술 수출을 통한 우

리나라 농업의 해외진출전략에 대하여 강의한다.

농업회계학(Agricultural Accounting)

일반회계의 기본원리와 회계실무를 적용하여 농가경제의 회계처리 및 그 응용방법을 습

득시킨다.

농식품산업경제학(Agriculture and Food industrial Economics)

농업경제학의 새로운 학문 트렌드인 소비자 영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행

동경제학적 관점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식품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행동에 대한 다

양한 이론과 사례도 제시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농업경제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미시경제이론, 즉 가격이론과 자원배분에 관한 체

계적인 지식을 습득시켜 농업문제를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 이해,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을 기른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소득, 실업 및 인플레이션, 총수요 및 공급 등 장단기적인 경제문제와 거시경제정책

의 원리, 개방경제 거시경제학, 경제성장에 대한 개념 및 이론과 변동을 이해시키며 거시

경제 모델의 이론적 틀을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원예농장경영의 합리적인 방법을 강의하며 전반적인 농업현실 및 

농업경영 구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량책을 연구한다.

농업경제통계(Statistics for Agricultural Economists)

경제학 이론을 실제 경제문제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계량경제학의 선행학습

으로 학부 수준의 기초통계학을 다루며, 크게 1)기술통계학, 2)확률이론, 3)추론통계학의 3

부분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MS-EXCEL, SAS, R 등 통계패키지의 기본 활용법을 숙련하여 

농업 및 응용경제 분야의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농업협상론(Bargaining Theory in Agriculture)

협조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농업에서 단체 간, 개인 간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며, 어떠한 

전략이 이용될 수 있는가를 학습한다.

계량경제학(Econometrics)

농업제반 문제와 현상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추정하여 경제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다.

농식품유통론(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농산물 및 식품 유통의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농식품 유통구조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소

개한다.

농식품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for Agriculture and Food)

비협조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경영 전략으로써의 정보의 이용과 정보 비대칭성하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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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하여 농업 및 식품분야에 적용하여 본다.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이론과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학습케 한다. 주요 과제는 환경과 경

제활동,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의 역할과 실패, 외부성과 재산권, 환경정책대안의 경제이

론, 편익비용분석과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평가 등이다.

농업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 In Agriculture)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부이론 및 정책을 분석하고,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행위를 기초로 정

부의 조세와 지출정책의 효과를 예측,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정책수단과 분석구조를 이해

시키며 공공지출, 조세, 지방재정, 소득분배, 사회보장,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 및 조세이론과 정책을 분석한다.

농식품정책학(Agricultural and Food Policy)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의 기초개념에 기초하여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시

키며 농업구조, 농지, 토지, 농산물 가격·유통, 농업금융, 농산물무역, 농업·농촌 환경, 농

촌복지 및 농식품산업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농식품가격론(Agricultural and Food Price Theory)

농산물 및 식품 유통과정에서 가격의 생성 요인과 과정에 대해 강의하며 이를 통해 일반

적인 농식품 가격의 변동요인과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토록 

한다.

자원경제학(Resource Economics)

각종 천연/자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1)

석유, 석탄, 가스, 기타 지하자원 등을 포함하는 ‘재생불가능(non-renewable)자원’, 그리고 

2)산림, 수(水), 수산, 농업 및 식량 등 ‘재생가능(renewable)자원‘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미

시경제이론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한다. 강의의 전반부는 정태최적화 이론, 후

반부는 동태최적화 이론 및 그 응용사례에 초점을 맞춘다.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 Agriculture and Food)

농업 및 식품분야에서 정보의 역할과 정보이용 전략에 대하여 경영학적 관점에서 학습하

여, 점차 중요해지는 농업 및 식품에서의 정보경영전략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농업경제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Research Methodology for Agricultural Economics

(Capstone Design))

사회과학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관찰, 분석․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토대로 직접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농장경영계획학(Farm Business Management Programming)

농업경영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대안을 발표 농가소

득을 최대화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론(Theory of Cooperatives)

협동조합론에서는 협동조합의 발생배경과 변천과정, 그리고 운영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또

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 경제사업체와는 다른 형태의 가격결정원리와 사업 및 조직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학습한다.

농업금융론(Agricultural Finance)

농업금융의 원리 및 농업금융시장과 관련된 제도적 특징을 배운다. 그리고 농업금융의 핵

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원리와 역할 및 농가부채문제 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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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발전론(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지역으로서의 농촌을 농업인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론과 방향

을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강의한다.

농촌복지론(Rural Welfare Economics)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 및 농촌복지와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농촌지역

개발, 교육, 보건의료, 여성 및 노인복지, 재해보험, 농촌빈곤 등 영역별로 복지정책의 현

실과 문제점을 검토하며, 복지지표, 사회방법에 기초하여 복지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농식품기술경영학(Agrifood technology & management)

농식품기술의 산업화와 같은 농관련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술과 경영

의 융합적 관계를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기술경영학을 농식품분야에 적용하고자 개설된 

강의이다.

농산물선물시장론(Agricultural Futures Market)

농산물 선물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우고, 선물(futures) 및 옵션(options)을 이용하

여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직면하는 가격변동의 위험을 헤징(hedging)하는 방법을 배운다.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f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Agriculture)

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새롭게 개발되는 농업기술들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하여 농업교재

연구 및 교안작성에 이용하는 기술을 학습하고 학생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식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학습지도기술을 습득한다.

농업과 논리 및 논술(Logics and Writings for Agricultural Publications)

농업을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농

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논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며, 이

를 바탕으로 농업교육의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대하여 지도한다.

농관련산학특강(Agribusiness-linked Seminar)

농관련산학특강에서는 재학생들의 향후 취업 및 진로선택을 위해 농관련산업 종사자를 초

청하여 농관련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농식품산업경영전략론(Agribusiness Strategy)

농식품산업 경영체들이 갈수록 기업화됨에 따라 경영효율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기법의 필요성이 높아 경영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강의하고 우리 농식품산업

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기법을 토론한다.

농촌관광경영론(Rural Tourism Management)

농촌발전의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는 관광에 대해 경쟁력을 갖춘 농촌관광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과 해결책 등을 모색해 본다.

농산물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of Agricultural Products)

농산물무역에 대한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무역에서 농산물의 비중과 역할, 무역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소개한다.





사 범 대 학 (7400)
(College of Education)

본 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여 중등교육에 이바지하는데 그 설립 목적

이 있다.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 좌우하며,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지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전공

분야의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학문지식을 가져야 하며, 인격적인 면에

서 사표가 될 수 있는 행동과 덕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치관과 교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본 대학은 이와

같이 지덕을 겸비하고, 진실한 교사적 양심과 사명을 가진 자질 높은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폭 넓은 교양과정, 순수한 학문

전공과정, 교사전문직을 위한 기초 교직과정과 교과교육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대학은 1학부(4전공) 및 9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폭 넓은 학문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강점

이 있다.

또한 본 대학은 우리나라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청북도를 비

롯한 전국 각 지역의 중등교원 수급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본 대학 졸업생들은 충북, 서울, 경기도, 강원도

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등교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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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과 Education

교육학과는 1979년에 개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충북 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학과는 학문적 대상인 교육현상 또는 교육행위를 다학문적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접근방식을 통하여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교육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며, 교육실제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효율

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시켜 준다.

교육학과 졸업생은 대학원(교육사 및 교육철학, 교육심리 및 상담, 교육과정·교육

평가·교육공학, 교육사회 및 사회교육, 교육행정) 및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전공, 학

교상담 전공, 초등교육 전공)에서 교육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중등교육계에서 

주전공으로 교육학 교사, 복수전공으로 해당 전공 교사로서 봉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학과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문적인 풍토조성과 탐구정신이 중시되며, 교

수 동료간, 선-후배간의 유대감과 참여정신이 강조된다.

◎ 교육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9
영어와 제2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이수

*심화교양
1, 2분야에서 9학점 이상 이수,

4, 5분야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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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이후 교육학과 입학자로서 2013학년도 제1학기 이후에 재학하는(2015학년도 편입학자 포

함) 모든 학생은 교직과목에 해당하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 교과목을 아래 표에 따라 전공과목에

서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구분

사범대학 계열 공통 교과목 교육학과 전공과목

비고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교과목

번 호
교과목 명

교직이론

74005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7405037

교육학 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7400502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7405017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7400503
교육사회

(Educational Sociology)
7405007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7400504

교육철학 및 교육사

(Philosophy of Education

and History of Education)

7405012

7405030

교육철학

(Philosophy of Education)

한국교육사

(History of Korean

Education)

7400508
교육과정

(Curriculum in Education)
7405005

교육과정론

(Theories of Curriculum)

7400509

교육평가

(Evaluation in Education) 7405009

교육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ducation)

74005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7405006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740050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7405015
교육행정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7400515
생활지도 및 상담

(Guidance and Counselling)
7405025

상담심리학

(Theories of Counselling)

교 직

소 양

7400516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7405049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7400511
교직실무

(Teaching Practice affairs)
7405054

교사론과 교직실무

(Theory of Teacher and

Teaching Practic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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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405012 *교육철학(Philosophy of Education) 3-3-0

전선 7405037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3-3-0

2

전필

전선
7405027

7405008

서양교육사(History of Western Education)

교육과문화(Education and Culture)

3-3-0

3-3-0

2

1

전필

7405007

7405017

7405030

*교육사회학(Educational Sociology)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한국교육사(History of Korean Education)

3-3-0

3-3-0

3-3-0

전선
7405026

7405220

평생교육론(Theories in Life-long Education)

교육통계(Educational Statistics)

3-3-0

3-3-0

2

전필 7405015 교육행정학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0

전선

7405020

7405028

7405235

7405047

인성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ity)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평생교육방법론(Teaching Methodology of Nonformal Education)

3-3-0

3-3-0

3-3-0

3-3-0

3

1

전필 7405005 *교육과정론(Theories of Curriculum) 3-3-0

전선

7405003

7405051

7405025

7405229

7405001

7405230

교육고전(Classics in Education)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Theory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상담심리학(Theories of Counselling)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Education)

교육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

세계화교육(Global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7405009 교육측정 및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ducation) 3-3-0

전선

7405231

7405052

7405006

7405041

7405010

7405031

교육학교육론(Teaching Theory in Education)

평생교육경영론(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교육연구법(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현대교육사조(Contemporary Educational Thoughts)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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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405049

7405054

7405045

7405225

7405048

특수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교사론과 교직실무(Theory of Teacher and Teaching Practice Affairs)

교육조직론(Theories of Educational Organization)

심리검사론(Theory of Psychological Testing)

평생교육실습(Practice of Life-Long Education)

3-3-0

3-3-0

3-3-0

3-3-0

3-0-4(주)

2

전필

전선

7405233

7405234

7405232

교육정책론(Theories of Educational Policy)

교육학논술(Essay Writing on Education)

고등교육론(Theories and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3-3-0

3-3-0

3-3-0

필수 7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28 과목 84 학점

계 35 과목 10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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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교육학개론 : 3-3-0

교육철학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서양교육사 : 3-3-0

교육과문화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9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8

특성교양  3

-------------

합계 42학점

2

교육사회학 : 3-3-0

발달심리학 : 3-3-0

한국교육사 : 3-3-0

교육통계 : 3-3-0

평생교육론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교육행정학 : 3-3-0

평생교육방법론 : 3-3-0

인성심리학 : 3-3-0

학습심리학 : 3-3-0

교수설계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8

특성교양 12

-------------

합계 42학점

3

교육과정론 : 3-3-0

교육경제학 : 3-3-0

상담심리학 : 3-3-0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교육고전 : 3-3-0

세계화교육 : 3-3-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3-3-0

교육공학 : 3-3-0

교육측정 및 평가: 3-3-0

교육조직론 : 3-3-0

집단상담 : 3-3-0

교육학교육론 : 3-3-0

교육연구법 : 3-3-0

현대교육사조 : 3-3-0

평생교육경영론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9

-------------

합계 45학점

4

특수교육학개론 : 3-3-0

교사론과 교직실무 : 3-3-0

교육조직론 : 3-3-0

심리검사론 : 3-3-0

교육봉사 : 2-0-4

교육실습 : 3-1-5

교육정책론 : 3-3-0

고등교육론 : 3-3-0

교육학논술 : 3-3-0

전공선택 21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

합계 26학점

● 교과목 개요

교육철학(Philosophy of Education)

각종 교육철학에 대한 강의로 교육의 기본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동향을 강의한다.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학이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 이해하도록 교육학의 여러 영역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내

용을 소개한다.

서양교육사(History of Western Education)

서양의 고대, 중세 문예부흥, 종교개혁 및 현대의 교육실제와 교육사상가의 견해를 역사

적 발전단계로 고찰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동양교육사, 한국교육사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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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문화(Education and Culture)

문화를 교육학적 안목으로 관찰 이해하며 한국 교육의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 전

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교육사회학(Educational Sociology)

교육현상을 사회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분석한다. 교육의 기능, 교육체제, 교육내용과 관련

된 사회학자들의 모형, 개념 등을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

임신으로부터 노년기까지의 발달상의 제 문제를 다루고, 특히 교육, 문화와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한국교육사(History of Korean Education)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교육민주화에의 예지를 찾음과 동시에 한국 

현대 교육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평생교육론(Theories in Life-long Education)

성인과 평생교육의 주요개념, 이념 및 목표, 역사적 발달추세,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수학

습과정 및 성인학습 이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특성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교육통계(Educational Statistics)

교육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통계학의 기초개념과 방법을 강의한다. 기술통

계와 통계적 추리방법의 기초를 다룬다.

교육행정학(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의 개념, 원리, 이론의 이해를 목적으로 교육행정의 발달, 행정학과 교육행정학의 

관계, 행정적 행위의 의사결정과정, 교육행정의 조직과 기능,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을 강

의한다.

인성심리학(Psychology of Personality)

인성이론의 역사적 변천과정, 현존 여러 인성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 인성이론을 

기초로 한 활용 등의 제 문제를 연구한다.

학습심리학(Psychology of Learning)

학습의 심리적 과정과 조건에 관한 제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다룬다.

교수설계(Instructional Design)

교수학습과정의 제반이론, 원리, 특성 및 전략 등을 분석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후 교수학습과정에서의 효율적인 교수방법을 설계한다.

평생교육방법론(Teaching Methodology of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 원리에 따른 프로그램 작성이론을 배우고, 그에 따른 실제 프로그램을 고안해 

본다.

교육과정론(Theories of Curriculum)

한국교육이념, 학교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이론, 교육과정의 변천, 지식의 분류, 교과목 편

제, 교육과정내용의 선정과 편성, 새로운 학습이론, 학습을 위한 조직, 학습성과의 평가 

등을 다룬다.

교육고전(Classics in Education)

현대 교육철학의 이론을 익히고 아울러 그 이론에 결정적 영행을 미친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고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고전을 읽고 음미하며, 또 그 이론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확인하면서 교육철학의 과제에 대한 교육사상적 기초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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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Theory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이론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한 이념과 목적을 

가진 기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전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프로그램 개발자로

서 핵심역량과 관점을 확립한다.

상담심리학(Theories of Counselling)

상담이론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이론에서의 상담의 목표, 과정, 기술을 이해하여 이

의 적용능력을 갖춘다.

교육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Education)

교육학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

험을 쌓게 한다.

교육경제학(Economics of Education)

교육자원의 배분 및 분배를 통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거두는 과정을 이론

적으로 분석하여 강의한다. 교육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그 집행, 회계, 감사 등

의 과정을 강의한다.

세계화교육(Global Education)

여러나라의 교육 성취 수준, 교육 시스템, 학생 교사, 평가 등의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한다. 본 과목은 각국의 교육을 비교분석

하는 전문가 양성 및 한국의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적개발지원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된다.

교육측정 및 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Education)

학력검사의 제작, 표준화 검사의 선정과 사용 및 검사 결과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한다.

교육학교육론 세미나(Seminar on Teaching Theory in Education)

교육과 수업의 개념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학 교육의 성격을 탐색하고, 교육학 교육

의 실제 사태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평생교육 경영론(Life-long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평생교육기관 경영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평생교육기관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인사, 재

정, 자원 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적인 마케팅기법과 기관운영 기법을 학습한다.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공학의 원리와 실제를 개관하고 기술공학, 통신공학, 자동화체제 등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적 수단이 교육의 전 과정을 향상하고 인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연구한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다양한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우고, 집단상담의 과정과 집단상담자의 자질, 기

술 및 윤리를 이해하며, 집단상담 실습 경험을 한다.

교육연구법(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교육 연구의 철학적 기초와 개념에 대한 경험적인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문제의 설정과 계

획수립,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다.

현대교육사조(Contemporary Educational Thoughts)

2차 세계대전이후 교육의 제 발전을 개관하고 현대 교육사조에 크게 미친 영향력과 새로

운 학설, 새로운 방법의 실시를 알아본다.

특수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특수아의 유형 및 특징을 이해하며, 특수아 판별 방법 및 



61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교육적 방안을 논의한다.

교사론과 교직실무(Theories of Teacher and Teaching Practice Affairs)

좋은 교사의 특성, 교과 및 학생지도 방법, 교사의 역할과 지위, 권리와 의무, 교직발달과

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관하

여 토론하며, 교사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향상 방안을 탐색한다.

교육조직론(Theories of Educational Organization)

교육조직의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조직의 원리와 실제 및 실증적

인 연구를 분석 검토한다.

심리검사론(Theory on Psychological Testing)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도우며 교육연구를 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심리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제 검사 활용법을 습득한다.

교육정책론(Theories of Educational Policy)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정책수행과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분석하면서 교육정책의 기본이론

을 실제에 적용한다. 특히 정책의 수립, 개혁 및 분석평가 대안의 모형 작성을 연구한다.

교육학논술(Essay Writing on Education)

교육학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고등교육론(Theories and Policies of Higher Education)

중등교육의 실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고등 교육 관련 제 이론, 실제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과학적인 분석기

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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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교육과 Korean Education

1. 교육목적

  전문적인 지식과 교사로서의 품성을 갖춘 국어교원 양성  

2. 교육목표

  (1)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국어 교사 양성  

  (2) 건전한 직업의식과 교직 인성을 함양한 국어 교사 양성

  (3)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열린 국어 교사 양성 

3. 학습성과지표

  (1) 전문교양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3)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4) 현실적 제한조건에 맞추어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5) 실제 국어사용과 관련 문제들을 인식하며,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6) 국어사용, 활용과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7)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8)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9) 평생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10) 국어교육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11) 세계 언어 사용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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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12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글쓰기와 소통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1,2분야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하고

4,5분야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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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교육과(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2
전필

7406008

7406054

*국문학개론(Outline of Korean Literature)

국어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in Korean Education)

3-3-0

3-3-0

전선

2

1

전필

7406013

7406045

*국어학개론(Outline of Korean Philology)

*현대시론 및 시교육론

(Modern Korean Poetry & Teaching Poetry)

3-3-0

3-3-0

전선
7406057

7406023

구비문학교육론(Teaching Oral Literature)

한문강독(Reading in Chinese Classics)

3-3-0

3-3-0

2

전필
7406010

7406073

*국어과교육론(Theories of Korean Education)

*고전문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3-3-0

3-3-0

전선

7406058

7406072

7406059

국어음운지도론(Korean Phonology Teaching Skills)

현대소설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Novel)

문학연구방법교육론(Teaching Methods of Literary Research)

3-3-0

3-3-0

3-3-0

3

1

전필
7406009

7406053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의사소통교육론(Educ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3-3-0

3-3-0

전선

7406061

7406062

7406040

7406063

현대문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희곡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Drama)

중세국어문법교육론(Teaching Mediaeval Korean Grammar)

고전시가교육론Ⅰ(Teaching Classic Korean Poems and EducationⅠ)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06056

7406060

7406064

7406065

7406066

7406046

국어교수법 특강(Topic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s)

고전시가교육론Ⅱ(Teaching Classic Korean Poems and EducationⅡ)

고소설교육론(Teaching Classical Korean Romans)

국어문법교육론(Teaching Korean Grammar)

현대작가론 및 교육(Modern Korean Authors and Education)

국어학자료교육론(Teaching Korean Philology)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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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7406055 국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Skills) 3-3-0

전선

7406015

7406067

7406068

7406069

7406041

국어학특강(Topics in Korean Philology)

문예사조교육론(Teaching Thoughts of Literary Arts)

국어의미지도론(Korean Semantics Teaching Skills)

현대비평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Literary Criticism)

고전산문강독(Reading of Classical Prose)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06070

7406071

7406028

7406052

국어방언교육론(Teaching Korean Dialectology)

국어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Korean Philology)

현대문학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고전문학교재연구(Resource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3-3-0

3-3-0

3-3-0

3-3-0

필수 9 과목 27 학점

전공 선택 24 과목 72 학점

계 33 과목 99 학점



※ 7406049 문학교육론은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만 수강을 허용함

국어교육과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기초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국문학개론 : 3-3-0
#국어과 논리 및 논술 : 3-3-0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18
특성교양 3
전공필수 6
-------------
합계 학점 : 39

2

*#국어학개론 : 3-3-0
*#현대시론 및 시교육론  : 3-3-0
구비문학교육론 : 3-3-0
한문강독 : 3-3-0
교육학(교직) : 2-2-0
교육학(교직) : 2-2-0
교육학(교직) : 2-2-0
교육학(교직) : 2-2-0

*#국어과교육론 : 3-3-0
*#고전문학사교육론 : 3-3-0
국어음운지도론 : 3-3-0
현대소설교육론 : 3-3-0
문학연구방법교육론 : 3-3-0
교육학(교직) : 2-2-0
교육학(교직) : 2-2-0
교육학(교직) : 2-2-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5
교육학(교직) 14
-------------
합계 41학점

3

*#국어사 : 3-3-0
*#의사소통교육론 : 3-3-0
현대문학사교육론 : 3-3-0
현대희곡교육론 : 3-3-0
중세국어문법교육론 : 3-3-0
고전시가교육론Ⅰ : 3-3-0
교육학(교직) : 2-2-0

국어교수법특강 : 3-3-0
고전시가교육론Ⅱ :　3-3-0
고소설교육론 : 3-3-0
국어문법교육론 : 3-3-0
현대작가론 및 교육 : 3-3-0
국어학자료교육론 : 3-3-0
교육학(교직) :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0
교육학(교직) 4
-------------
합계 40학점

4

*#국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국어학특강 : 3-3-0
문예사조교육론 : 3-3-0
국어의미지도론 : 3-3-0
현대비평교육론 : 3-3-0
고전산문강독 : 3-3-0
교육실습 : 3-1-5

국어방언교육론 : 3-3-0
국어학사교육론 : 3-3-0
현대문학특강 : 3-3-0
고전문학교재연구 : 3-3-0
교육봉사 2-0-6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7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
합계 3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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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국문학개론(Outline of Korean Literature)

국문학 및 국어교육 입문자를 위한 과목이다.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국문학 전반에 

걸친 기본 지식을 공부하며, 특히 한국문학의 갈래와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세계문학 속 한국문학의 위상을 점검한다. 고소설의 일반적 특징, 작가 및 작품의 

보편적 성격, 사적 전개양상 등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의 소설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국어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in Korean Education)

국어과 논리 및 논술은 국어교사의 기본적인 능력인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이다. 국어과를 중심으로 통합교과적이고 창의적인 논술의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논

술교육의 방법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국어학개론 (Outline of Korean Philology)

국어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이론을 체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로, 모든 국

어과 과목에 앞서 이수될 선수과목이다.

현대시론 및 시교육론(Modern Korean Poetry & Teaching Poetry)

현대시론을 검토하여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 시 이론을 작품 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함

으로써 시 이해를 심화한다. 아울러 중등학교에서 현대시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구비문학교육론(Teaching Oral Literature)

전통 구비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는 과목이다. 說話, 民謠, 巫歌, 판소리, 民俗劇, 속

담, 수수께끼 등 갈래의 구비문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보고, 각 갈래의 작품들에 대해 때

로는 전통적 시각에서 때로는 현대적 문제 의식 하에 읽으면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

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한문강독(Readings in Chinese Classics)

한국과 중국의 명문과 사서류의 중요한 문장을 뽑아서 강의한다. 특히 우리 선조들의 문

집 속에서 오늘에 되살릴 가치가 있는 글을 중심적으로 다루며 선인들의 사상을 밝힌다.

국어과교육론(Theories of Korean Education)

국어과교육론은 국어활동을 교육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익

히게 한다. 국어활동의 원리에 관한 지식은 물론 국어교육의 방법적 원리에 관한 지식도 

이해하게 한다. 우수한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국어교육의 전반에 관한 

개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정책,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재, 국어과 교수-학

습, 국어과 평가 등을 습득하게 한다.

고전문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대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에 걸쳐, 거기에 깃든 사상과 주체의식 및 

미의식에 대하여 연구하며, 덧붙여서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국어음운지도론(Korean Phonology Teaching Skills)

음성과 음소의 구별에서 시작하여 음운론적 대립, 음운체계, 음운규칙 등에 대한 이론과 

사실 양면에 걸친 지식을 습득케 하고 국어음운론을 지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현대소설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Novel)

동서의 소설론이 한국현대소설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며, 아울러 그 특성,

발달과정 등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현대소설의 지향점까지 설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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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연구방법교육론(Teaching Methods of Literary Research)

문학적 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ž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 문학 

논의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아울러 문학연구방법론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

게 알아본다.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사의 연구방법, 국어의 계통, 국어의 형성, 문자체계를 이해하고, 고대국어로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국어사의 제 단계별 자료와 표기법, 음운과 문법, 어휘 등을 개괄한다.

의사소통교육론(Educ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능력”은 문장단위의 전통적인 “문법지식” 뿐 아니라, 문장을 연결하여 응집력 

있는 담화를 만들어내고, 일련의 담화에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담화능력”,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화용론적인 능력”,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전략” 등을 포함한다.

  본 과목은 언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의 하위 개념들을 소개하고, 수동

적인 암기나 관찰활동을 통한 “언어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의사소

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실질적인 “언어사용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현대문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의 사적 흐름을 조망하고 개별 장르사의 특징 및 개별 작가 작품의 전반에 

관해서 살펴본다. 특히 문예사조적, 연대기적 문학사 연구방법론을 지향하며, 정신사적 사

상사적 민족문학사의 연구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단절론을 극복하고 영ž정조 이후 

현재까지의 진정한 한국 현대문학사가 되도록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아울러 현대문학

사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본다.

현대희곡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Drama)

희곡의 장르적 특성과 희곡이론 일반, 그리고 개화 계몽기 이후의 한국근대 희곡발달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설, 시, 비평 등 다른 장르와의 연계성도 상호영향사적 측면에서 논

하며, 작가 작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아울러 현대희곡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

아본다.

중세국어문법교육론(Teaching Mediaeval Korean Grammar)

훈민정음 창제 이후 임진왜란까지의 중세국어 자료를 검토하여 표기법, 음운, 문법, 및 어

휘 등 국어학 제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고전시가교육론Ⅰ(Teaching Classic Korean Poems and Education Ⅰ - Hyangga & Yeoyo)

고전시가 중 향가의 해독과 감상 및 고려 가요의 해석과 감상을 위주로 가르친다. 아울러 

향가와 고려 가요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다룬다.

국어교수법 특강(Topic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s)

중등학교 국어교사로서, 국어과의 전공내용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지

식을 이해하게 한다. 국어과 교육의 학습과제를 선정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며,

각 과제에 적절한 교수법을 익히도록 한다.

고전시가교육론Ⅱ(Teaching Classic Korean Poems and Education Ⅱ - Sijo & Kasa)

국문학의 대표적 고전시가 갈래인 시조와 가사 문학의 특성과 전개 양상을 규명하고, 대

표적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연구를 겸한다. 아울러 시조와 가사 갈래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다각도로 다룬다.



사범대학 _619

고소설교육론(Teaching Classical Korean Romans)

고전문학 분야 중 대표적인 갈래인 고소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강의이다. 유형별로 나

누어 고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관한 후, 고소설사를 염두에 둔 깊이 있는 개별 

작품 이해에 이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스

스로 조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국어문법교육론(Teaching Korean Grammar)

국어문법 연구의 의의와 가치를 소개하고, 문법연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시키며,

국어문법 서술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어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다각

도로 모색한다.

현대작가론 및 교육(Modern Korean Authors and Education)

작가론의 존재근거와 방법론을 검토하고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적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작가의 정신 구조와 문학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문학 이해를 확대․심화한다. 아울러 한국현대작가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다

양하게 알아본다.

국어학자료교육론(Teaching Korean Philology)

고대, 중세 및 근대의 국어자료를 원전으로 학습하고, 나아가 언어학 이론 습득을 위한 

원서강독을 통하여 국어학 연구의 이론과 방법 및 태도를 익히게 한다.

국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Skills)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과 교재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 검토하여 

교수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한

다. 또한 교재의 내용을 교육환경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다양한 학습상황에 따라 적

절한 교재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국어학특강(Topics in Koran Philology)

국어에 관한 중요하고도 문제되는 가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여 국어의 구조 

및 그 변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문예사조교육론(Teaching Thoughts of Literary Arts)

문예부흥이후의 서구 문예사조의 변천과정을 사적으로 더듬고 그러한 사조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또는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 등을 작가 및 작품과 연결시켜 규명한다.

아울러 문예사조를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본다.

국어의미지도론(Korean Semantics Teaching Skills)

순수 및 일반의미론의 연구사, 연구방법론 등을 소개하고 문헌 자료를 가지고 현대국어와 

비교하여 그 의미 변화를 검토하고 문법론과 연결시켜 실제의 국어 의미 문제를 분석한

다. 아울러 국어의미론을 지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현대비평교육론(Teaching Modern Korean Literary Criticism)

문학에 있어서의 비평의 역사와 한계와 절차, 방법, 기준과 유형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사적 변천 양상은 물론, 실제 작품과의 관련 하에 문학에 대한 비평안목과 식견을 기른

다. 아울러 비평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본다.

고전산문강독(Reading of Classical Prose)

한국문학사상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고전산문 작품들을 선정하여 강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해 보는 강의이다. 작품의 작자 의식, 구조와 의미, 서사 기법, 문학사적 위상, 현대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해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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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방언교육론(Teaching Korean Dialectology)

일반방언론의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제로 현지방언조사연구를 행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며 방언사 방언구획 등의 기술을 통하여 국어사에 기여한다. 아울러 국어방언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국어학사교육론(Teaching History of Korean Philology)

국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개관하는 과목인데 지난날의 연구의 이해

와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국어학의 지표를 모색한다. 아울러 국어학의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본다.

현대문학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 현대문학에 대한 제 문제를 연구주제로 연구사, 작가, 작품론 등으로 확대·심화시키

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현대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교

육의 교육적 의의와 지도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고전문학교재연구(Resource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한국 고전문학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인 시대 순을 따라 이해시킨다. 고전문학 작품을 직접 

읽어나감으로써 독해력을 길러 나가면서 시대적인 특징을 파악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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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과 English Education

u 학과 연혁

  영어교육과는 1970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많은 영어교육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대부분 충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자

로서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맡은 바 교직에 전념하고 있다. 

u 교육목적 및 목표

  현재 총 100여 명의 재학생들은 우수한 교수들의 가르침 아래 교사로서의 품성을 

기르고 실력 있는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을 중․고
등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천적인 면은 적절하게 조화시킨 현행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여,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익히는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영미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영문학․영어학 등의 교과목을 골고루 학습하여 균형된 문화인으로서의 교

사적 인품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 학습을 통해 세계화

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학생활동으로는 해마다 개최하는 학과 축제의 학술발표회, 영어연극공연, 초청강

연회가 있어 대학문화 창달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공부와 자치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으로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수업시연을 통하여 영어교사

로서의 수업능력을 함양한다. 졸업 후에는 충북교육계는 물론 이 나라 교육의 주역

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영어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
9

*심화교양
1,2분야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하고 4,5분야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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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과(English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407050 *영어발음(English Pronunciation) 3-3-0

전선

7407610

7407070

7407623

영어회화(English Conversation)

영어작문(English Composition )

전공기초영어(Basic English for English Major)

3-3-0

3-3-0

3-3-0

2

전필
7407078

7407049

*영문학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영어문법(English Grammar)

3-3-0

3-3-0

전선

7407064

7407065

7407622

7407624

영어청해(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독해(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영어교육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Education)

영어학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Language)

3-3-0

3-3-0

3-3-0

2

1

전필
7407061

7407025

*영어교육론(Introduction to English Education)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

3-3-0

전선

7407058

7407067

7407612

7407625

영어회화교육론(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영어청해교육(Teaching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영국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Literature)

현대영미문학(Contemporary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3-3-0

3-3-0

3-3-0

2

전필 7407611 *영미문화세미나(Seminar i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3-3-0

전선

7407613

7407615

7407626

7407022

7407627

7407071

미국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American Literature)

영어교육세미나(Seminar in English Education)

영어어휘형태론(English Vocabulary and Mophology)

영어음운론(English Phonology)

영미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영어작문교육(Teaching English Composition)

3-3-0

3-3-0

3-3-0

3-3-0

3-3-0

3-3-0

3

1

전필

7407066

7407076

*영어독해교육(Teaching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영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English Teaching)

3-3-0

3-3-0

전선

7407041

7407023

7407075

7407621

영미시강독(Reading in English Poetry)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영어의미이해(Understanding of English Semantics)

예비교사를 위한 회화작문

(English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for Pre-service Teachers)

3-3-0

3-3-0

3-3-0

3-3-0

2

전필 7407077 영어과논리및논술지도(Logic & Writing of English) 3-3-0

전선

7407042

7407618

7407072

7407619

7407628

7407620

영미희곡강독(Reading in English Plays)

고급영문법(Advanced English Grammar)

영어과평가법(English Language Testing)

영어화용론(English Pragmatics)

멀티미디어영문학(Multimedia and English Literature)

고급회화작문(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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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407617

7407629

7407630

7407631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in English Education)

영어구문의 이해(English Sentence Structure)

영어학세미나(Seminar on English Language)

영문학교육론(Theories in Teaching English Literature)

3-3-0

3-3-0

3-3-0

3-3-0

2 전선 7407632 영어교사수업의 실제(Practice in Classes for English Teachers) 3-3-0

필수 9 과목 27 학점

전공 선택 32 과목 96 학점

계 41 과목 123 학점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Action English : 3-3-1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영어회화 : 3-3-0
영어작문 : 3-3-0
전공기초영어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1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 영어문법 : 3-3-0
* 영문학입문 : 3-3-0

영어독해 : 3-3-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5
전공필수 6
전공선택 9
-------------
합계 39학점

2

*#영어교육론 : 3-3-0
* 영어학개론 : 3-3-0
영국문학의 이해 : 3-3-0
영어회화교육론 : 3-3-0
영어독해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 영어발음: 3-3-0
* 영미문화세미나 : 3-3-0

영어교육세미나 : 3-3-0
영미소설의 이해: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5
교육학 12
-------------
합계 39학점

3

* 영어독해교육 : 3-3-0
*#영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영어통사론 : 3-3-0
영어음운론 : 3-3-0
영미시강독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 #영어과논리및논술지도  : 3-3-0
고급회화작문 : 3-3-0
영어작문교육 : 3-3-0
영어과평가법 : 3-3-0
영어어휘형태론: 3-3-0
영어화용론: 3-3-0
교육학 : 2-2-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교육학 6
-------------
합계 36학점

4

고급영문법 : 3-3-0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 3-3-0
영어학세미나: 3-3-0
영문학세미나: 3-3-0
교육실습 : 3-1-5
교육봉사 : 2-0-6

영어교사수업의 실제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선택 15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
합계 2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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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영어발음(English Pronunciation)

영어 발음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일반음성학의 토대 위에서 영어의 분절음소와 초분절

음소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발음연습을 통하여 영어의 발음을 익힌다.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Guided practice in interactive communication for beginners for a variety of every

language functions

영어작문(English Composition)

Basic writing practice in narration, description of people and places, critical evaluation,

etc.

전공기초영어(Basic English for English Major)

교과목 학습목표는 1) 영어전공에 관한 소양을 기르고 2) 영어전공자에게 필요한 기본영

어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영문학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영미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개론적 고찰과 더불어 기본적인 문학용어들과 신화, 성서적 

지식 등의 습득을 통하여 영미문학의 이해와 연구를 위한 배경적 지식과 방법을 갖추도

록 한다.

영어문법(English Grammar)

영어의 의사소통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현대영어의 

올바른 어법을 터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청해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기초에서 중급에 이르는 영어의 청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아울러 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청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전공원서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영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아울러 중등학

교 학생들의 영어해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영어교육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Education)

이 과목은 미래의 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예비영어교사들에게 필요한 영

어교육 분야의 기본 과목으로서 영어교육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교과목의 학습목표로서, 예비영어교사들은 1) 영어교

육 분야의 기본 용어와 개념 등에 관하여 폭넓게 익힌다. 2) 모국어와 외국어의 습득과 

학습 등에 관한 배경 이론과 개념에 대하여 폭넓게 익힌다.

영어학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Language)

문법적인 측면 이외에 영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룬다. 본 교과목 학습목표는 1)언어

와 뇌, 2) 언어와 사고, 3)언어와 사회, 4) 영어의 역사, 5) 문자의 역사 등을 이해하는 것

이다.

영어교육론(Introduction to English Education)

모국어습득이론, 외국어습득이론, 영미문화 개요, 인지발달과 정의적 요인들의 중요성,

testing의 개요 등을 강의한다.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학의 각 분야(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영어사)에 대한 기초적이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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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내용을 다룬다. 어학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하여 영어의 특질을 파악하

도록 한다.

영어회화교육론(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Demonstrations of effective English teaching, focusing on structure, pronunciation and

idiomatic usage appropriate in given language contexts and social situations.

영어청해교육(Teaching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청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아울러 고

급영어을 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영국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Literature)

영문학의 전개를 시대별로 검토하며 그 대표적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 내지 감상함으로써 

문학사의 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별 작가와 작품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현대영미문학(Contemporary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21세기에 출간된 영국과 미국의 문학 작품들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최근 영미문학이 고민

하고 고찰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예비 영어교사로서 갖추어

야 할 문학 독해력과 문화 이해력의 함양을 돕는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최근영미문학 

작품 독해, 2) 구문, 어휘, 맥락 이해 중심의 분석, 3) 작품과 관련된 최근 영미권의 정치

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문제들의 이해, 4) 글쓰기 능력 향상, 5) 발표와 토론 능력 향상의 

기회를 통해 관련 능력들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영미문화세미나(Seminar i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한국 문화와 영미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이해하고 통시적ž공시적 접근을 

통하여 영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영어 학습 및 교수에 도움을 준다.

미국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American Literature)

미국문학의 초창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학사의 흐름을 개관함으로써 대표

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기른다.

영어교육세미나(Seminar in English Education)

외국어 학습 및 습득과 관련하여 심리학, 철학, 사회학, 언어학 등에 근거한 주요이론과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 교수 및 학습 원리를 고찰한다. 또한 외국어습득

에 있어서의 아동과 성인의 신경생리학적, 인지적, 심리학적, 정의적, 언어학적인 측면에

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제 이론과 개념들에 대한 학습을 통

해 언어습득과정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고취한다.

영어어휘형태론(English Vocabulary & Morphology)

이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1) 영어어휘의 어원을 이해시키고, 2) 영어어휘의 어근, 접사의 

내부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통하여 어휘력을 늘리고 파생되는 어휘를 만들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영어음운론(English Phonology)

영어의 음성학적 기초를 토대로 하여 변별적 자질, 음소론, 음운현상, 음운과정, 음운규칙 

등을 다룬다.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어의 운운체계와 기능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도록 한다.

영미소설의 이해(Understanding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영국과 미국의 저명한 작가들의 소설 작품들을 읽고 존재와 세계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들이 영어로 표현된 방식과 내용을 면밀하게 이해함으로써 예비 영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실력, 교양지식, 및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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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는 1) 영미 명작 소설들의 독해와 이해, 2) 영미 소설의 주제들에 관한 분석과 

통찰, 3) 관련 교양지식 및 삶의 통찰력 함양, 4) 글쓰기 능력 향상 5) 발표와 토론 능력 

향상의 기회를 통해 관련 능력들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영어작문교육(Teaching English Composition)

Demonstration of effective English teaching , focusing on basic writing practice in

narration description of people and places, critical evaluation, etc.

영어독해교육(Teaching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중등학교 학생들의 영어독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아울러 고

급영문을 해독하는데 필요한 영어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영어과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of English Teaching)

영어교재의 분석과 개발을 통하여 교재의 실질적 활용과 교재평가의 근거 및 방법을 ㅇ

연구하고 영어과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영미시강독(Reading in English Poetry)

영시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미시를 개관

하고 강독함으로써 시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영어의 구문이 어떻게 조직되며 운용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으로 특히 1980

년대 이후의 변형통사론에 관하여 공부한다.

영어의미이해(Understanding of English Semantics)

언어의 기호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어휘 의미, 문장 의미, 발화 사용, 다양한 화맥과 관련

된 의미 추론, 담화분석 등 영어 의미와 관련된 기본 현상을 이해한다.

예비교사를 위한 회화작문(English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for Pre-service Teachers)

The purpose of this class is to help students develop skills that they will need for

both the Korean National Teacher’s Exam and as future English teachers. Points of

focus will include improving students’ fluency in both spoken and written form, as

well as useful expressions for classroom management. There will also be some focus

on how to use keywords (spoken and written) in ways that will enable you to

achieve better results on the National Teacher’s Exam.

영어과논리및논술지도(Logic & Writing of English)

본 강의는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등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기술

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 논리의 기본 법칙, 장르별 텍스트 구

조의 특성 등이 소개된다.

영미희곡강독(Reading in English Plays)

영미희곡의 대표작품을 강독함으로써 영미희곡 내용과 형식을 이해하게 하고 아울러 연

극을 활용한 영어교육방법을 연구한다.

고급영문법(Advanced English Grammar)

문법이란 광의적으로는 언어학을, 협의적으로는 교육학적인 문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강의는 일반적인 언어학을 전통적인 학교문법에 대한 지식을 심도있게 탐구하기 위하여 

학교문법교육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영어과평가법(English Language Testing)

영어의 4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르게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범대학 _627

영어화용론(English Pragmatics)

강의 목적은 현대 언어학에서 주요 분야이자,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화용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하는 것이다. 화용론은 언어사용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

로, 추론된 의미, 전제, 발화행위, 직시사 등을 포함한다.

멀티미디어영문학(Multimedia and English Literature)

다양한 영문학 작품들을 관련된 멀티미디어적 재현물들(영화, 연극, 미술, 음악, 무용, 조

각, 건축, 뮤지컬 등)과 함께 감상하고 이해함으로써 영문학의 문화적 이해와 학습의 효

과를 체험하고 예비 영어교사로서 멀티미디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한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영문학과 멀티미디어적 재편 작품들의 관계와 

영향의 종합적 이해, 2) 각 작품의 장르적, 매체적 특징들의 분석, 3) 원작과 개작 간의 

연관성 분석, 4) 멀티미디어 활용과 발표와 토론 능력 향상 5) 융복합적 창의력과 사고력 

배양의 기회를 통해 관련 능력들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고급회화작문(Advanced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An extension of the 1st year conversation and composition class. Guided activities in

speaking will be used to practice conversational skills and pronunciation. The 5 essay

paragraph will be further looked at and practiced. Through various texts and small

group/whole class discussions,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in

order to develop the different styles of essays.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in English Education)

이 강좌의 목적은 영어교육 현장에서 당면하게 되는 이슈나 문제들을 영어교육 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 현

장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여러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론적 관점에서 자

료 검토 및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영어구문의 이해 (English Sentence Structures)

이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1) 문장 내에서의 단어들의 조합원리를 이해시키고, 2) 단락 내

에서의 문장들이 어떠한 원리로 조합되는 가를 이해시킴으로써 개별적인 영어문장과 단

락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영어학세미나(Seminar on English Language)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교육현장에서 영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제들을 토론한다.

본 교과목 학습목표는 1) 제2외국어 학습이 어려운 이유, 2)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지, 3)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 4) 영어의 주권문제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문학교육론(Theories in Teaching English Literature)

예비 영어교사로서 수업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영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

으로써 영문학 교육의 다양한 교수법과 그에 따른 학습효과들을 이해하고 실제 교육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교과목학습목표는 1) 영문학 작품의 다양한 교수법 

이해, 2) 영문학 작품의 교육적 기능과 효과 이해, 3) 실제 교육현장에서 영문학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학습, 4) 영문학과 영어교육의 상관관계 이해 5) 영문학을 통한 

영어교육 교수법 개발과 적용의 기회를 통해 관련 능력들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영어교사수업의 실제(Practice in Classes for English Teachers)

이 과목의 수강을 통하여 예비영어교사들은 영어 수업의 도입과 전개, 정리 시간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활동과 절차를 배우고, 이에 따른 교안의 작성과 실제 수업을 연습해 봄으

로서, 훌륭한 영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 교과목의 학습목표로서 예비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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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1) 중등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운영방법과 다양한 교수기술을 배우

고 익힌다. 2) 중등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준별 교안을 작성할 수 있다. 3) 교안 

작성에 따른 수업을 실제 연습해보며, 다양한 수업활동 등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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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 History Education

1977년도에 창설되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학과는 중등교육기관에

서 필요한 역사과(국사, 세계사)교사의 양성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며, 인접학문과 협

력하여 공통사회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양성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역사학의 제 분야(역사교육론, 한국사, 동양사, 서양

사)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연구방법론을 습득시키는 한편, 역사교재 및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학문의 균형 있는 

취득은 물론 교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인접분야의 

제 학문(지리, 정치, 경제)도 배우고 있다. 특히 주입식 강의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토론, 문헌조사, 사료교육, 역사현장답사교육 등을 통한 역사적 탐구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교육과정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 역사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생명),5분야(기술과문명)를 포함하여

6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특성교양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

여도 한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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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7437075

7437085

7437086

*한국사개론(Introduction of Korean History)

동양사개론(Introduction of Asian History)

서양사개론(Introduction of European History)

3-3-0

3-3-0

3-3-0

전선

2 전필 7437088 *한국근대사(Modern History of Korea Ⅱ) 3-3-0

전선 7437087 역사와 역사교육(History and Education of History) 3-3-0

2

1

전필 7437043 *한국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Korean History) 3-3-0

전선

7437021

7437004

7437009

7437042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동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Asia)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Europe)

역사학개론(Introduction to History)

3-3-0

3-3-0

3-3-0

3-3-0

2

전필 7437028 *한국중세사(Medieval History of Korea) 3-3-0

전선

7437078

7437044

7437045

7437060

한국사상·문화사(Histor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동양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Asian History)

서양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European History)

아메리카사(History of America)

3-3-0

3-3-0

3-3-0

3-3-0

3

1

전필 7437022 *역사교육론(Theories in History Teaching) 3-3-0

전선

7437023

7437053

7437005

7437016

7437080

한국근세사(Modern History of Korea Ⅰ)

한국사학사(History of Korean Historical Studies)

동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Asia)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Europe)

서남아시아사․아프리카사

(History of Southwest Asia and Africa)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7437046

7437047

*동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Asia)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Europe)

3-3-0

3-3-0

전선

7437054

7437079

7437081

7437082

한국사회경제사(History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인도․동남아시아사(History of India and Southeast Asia)

*역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Materials and Theories in History Teaching)

현대세계와 한국(Contemporary World and Korea)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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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7437052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

전선

7437034

7437059

7437057

7437083

동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Asia)

동서교류사

(History of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서양사학사(History of European Historical Studies)

*역사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History Subject)

3-3-0

3-3-0

3-3-0

3-3-0

2

전필 7437061 역사현장답사교육(Exploration of Historic Remains) 3-3-0

전선

7437055

7437056

7437018

7437084

한국대외교류사

(History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동양사학사(History of Asian Historical Studies)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20세기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20th Century)

3-3-0

3-3-0

3-3-0

3-3-0

◎ 역사현장답사교육(7437061) 교과목은 교육과정상에는 제4학년 2학기에만 설강되었으나,

동교과목의 수업진행은 전학년(2～4)의 매 학기에 분산하여 수업을 진행한 후, 성적은

제4학년 2학기에 종합하여 산출한다.

필수 11 과목 33 학점

전공 선택 26 과목 78 학점

계 37 과목 111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지리교육과 및 사회교육과의 전공과목

전 공 간

중 복

학점인정

교 과 목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의 한국사개론(7437075),

동양사개론(7437085), 서양사개론(7437086)

동양근대사(7437046), 서양근대사(7437047),

역사학개론(7437042), 한국사회경제사(743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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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고

1학년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한국사개론 : 3-3-0

동양사개론 : 3-3-0

서양사개론 : 3-3-0

외국어Ⅱ : 3-3-0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한국근대사 : 3-3-0

역사와 역사교육 : 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9

특성교양    6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3

-------------

합계 학점 39

2학년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한국사사료교육 : 3-3-0

역사학개론 : 3-3-0

한국고대사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한국 중세사 : 3-3-0

동양사사료교육 : 3-3-0

서양사사료교육 : 3-3-0

한국사상문화사 : 3-3-0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5

교육학     8

-------------

합계 학점 41

3학년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봉사 : 2-0-4

*역사교육론 : 3-3-0

동양중세사 : 3-3-0

한국근세사 : 3-3-0

서양중세사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역사과교재연구지도법 : 3-3-0

*동양근대사 : 3-3-0

*서양근대사 : 3-3-0

*한국사회경제사: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15

교육학    12

교육봉사   2

-------------

합계 학점 38

4학년

교육실습 : 3-3-0

*한국현대사 : 3-3-0

역사과논리및논술 : 3-3-0

동서교류사 : 3-3-0

서양사학사 : 3-3-0

역사현장답사교육 : 3-3-0

한국대외교류사 : 3-3-0

동양사학사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5

교육실습    3

-------------

합계 학점  24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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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한국사개론(Introduction of Korean History)

우리나라의 각 시대별 역사를 개관함으로써 한국사의 흐름과 세계사와의 연계성을 파악

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심화하는데 필요한 선수과목이다.

동양사개론(Introduction of Asian History)

과거 세계 문명의 주요 구성단위로서 오늘날에도 세계 역사상 중요 역할을 연출하고 있

는 아시아 각 지역의 사회․문화의 전개과정을 개관하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양사의 보

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서양사개론(Introduction of European History)

서양사의 전개, 발전과정을 총괄적으로 이해하여 서양사의 특징과 사회경제적 구조를 심화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근대사(Modern History of Korea Ⅱ)

조선후기에서 근대까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근대 한국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역사와 역사교육(History and Education of History)

역사와 역사교육의 이해를 위하여 역사의 본질과 역사연구방법, 역사적 사고력 등을 연구하

며, 역사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교육의 학문적 기초를 닦는다.

한국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Korean History)

한국사의 원류를 이르는 고대사의 원전을 통하여 문화ž사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고, 그들의 사유에 따른 문화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고조선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서 대륙문화와의 교류에 유의하면서 민족 및 민족문

화 형성의 특징과 변천,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천을 살핀다.

동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Asia)

중국문명 성립이래 후한 말까지 중국사 전개가 갖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측면을 

분석ž비판하고, 이 시기에 동아세계의 상호관련 및 기타 아시아 세계와의 대비를 통한 제 

특성을 파악한다.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Europe)

그리스와 로마사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을 개관하여 오늘날의 서양문화에 

따른 문화형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학개론(Introduction to History)

역사학 연구의 방법론 및 현대역사학의 추세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역사의 의미를 통찰

하고 현실에 대처할 역사관을 확립할 기틀을 마련케 한다.

한국중세사(Medieval History of Korea)

고려시대를 개간하되 특히 앞 시대와의 대비에 유의하면서, 사회, 정치, 사상들의 각 분야

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중세사회의 발전적 양상을 파악하여 중세의 특징을 조감한다.

한국사상문화사(Histor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한국 사상과 문화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 문화 발전의 내재적 

본질을 이해하고, 중등학교 한국문화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한다.

동양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Asian History)

한자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ž연구하는데 필요한 학문으로 각종 사료 및 문헌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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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분석,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서양사사료교육(Documents Teaching in European History)

서양사의 기본 사료를 외국어로 해독케 함으로써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메리카사(History of America)

고대에서 현대까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역사의 전개과정을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침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파악하고, 아메리카의 현재와 관련지어 아메리카 역사의 특성

을 이해한다.

역사교육론(Theories in History Teaching)

역사교육의 의미와 성격, 역사교육의 목적, 역사과 내용선정과 조직의 원리, 역사적 사고

의 특성, 역사교육의 구조화 등의 문제들을 고찰함으로써 역사교육의 학문적ž철학적 기초

를 정립하도록 한다.

한국근세사(Modern History of Korea Ⅰ)

조선왕조의 건군으로부터 철종때까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 및 특성을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파악ž이해케 한다.

한국사학사(History of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국 역사학이 발전되어온 과정을 지성과 사사의 변천에 비추어 조명함으로서 역사학발

전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재의 역사학이 가지는 시대성을 고려하여 역사의 새로운 가치관

을 정립케 한다.

동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Asia)

삼국 이래 당말까지의 중국사회가 갖는 구조적 특질을 동아 각 지역의 사회와 유럽의 중

세사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하고, 나아가 동양근대사를 전망한다.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Europe)

서양 중세 사회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되 특히 봉건제도와 기독교에 관한 문제들을 근대

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서남아시아사․아프리카사(History of Southwest Asia and Africa)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사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동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Asia)

송대 이래 19세기까지의 전개과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제 사회ž문

화의 내용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를 규명한다.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Europe)

르네상스기로부터 독일 통일까지의 제 문제를 파악하되, 특히 시민혁명을 통한 자유주의

의 대두와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문제를 이해한다.

한국사회경제사(History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한국의 사회사 및 경제사의 내재적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사회경제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인도․동남아시아사(History of India and Southeast Asia)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도와 동남아시아 역사의 전개과정을 지역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파

악하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역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Theories in History Teaching)

역사교재의 종류와 특징, 역사교육의 이론적 기반, 역사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역사교육의 학문적, 실제적 기초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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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세계와 한국(Contemporary World and Korea)

현대 세계의 형성과정과 특성 및 과제를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현대 세계 

속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위치와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대원군 집권으로부터 광복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아울러 민족의 수난과 독립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동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Asia)

19세기 이후 현대에 이르는 아시아사회의 제 변화의 성격과 이 시기에 있어서의 중국사 

전개과정을 분석, 파악하고 나아가 현대 아시아 사회가 갖는 문제를 전망한다.

동서교류사(History of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양과 서양 간의 접촉과 교류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동서교류가 세계사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이해한다.

서양사학사(History of European Historical Studies)

고대에서 현대까지 서양의 각 시대별로 역사학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서양의 역사학이 세계 역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이해한다.

역사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History Subject)

역사과 논리 및 논술의 원리와 실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중등학교에서 역사과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역사현장답사교육(Exploration of Historic Remains)

문화 유적과 역사적 현장을 직접 답사, 조사하여 이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답사에 따

른 인솔, 지도능력을 배양한다.

한국대외교류사(History of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교류가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역사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이해한다.

동양사학사(History of Asian Historical Studies)

고대에서 현대까지 동양의 각 시대별로 역사학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고, 동양의 역사학이 세계 역사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이해한다.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제 분야의 변화를 이해시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0세기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20th Century)

20세기 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현대 세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특성과 과제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갖는다.





사범대학 _637

◇ 지리교육과 Geography Education

본과는 1980년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로 신설된 이래 605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어 

교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현재 64여명의 재학생이 4명의 교수님 

지도아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본과는 장래 중등 사회과 교육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지리교사의 양성

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교수요원, 교육행정요원, 국토계획요원, 도시계획요원 등 지

리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지형학, 기후학, 토양지리학 등의 자연지리학분야와 도시지리학, 정치지

리학, 경제지리학 등의 인문지리학분야, 지리교육론, 지리과 논리 및 논술, 지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의 교과교육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를 통한 이론과 함

께 실습실과 지형분석실, 제도실, GIS실 및 각종 실습도구를 이용한 실험적 학습을 

병행하고, 야외답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역이해의 소양과 실제적 탐구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 지리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1,2분야에서 9학점 이상 이수하고

4,5분야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5개 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로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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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교육과(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7438020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3-3-0

2 전필

전선 7438044 자연지리학 및 실습(Physical Geography and Field Survey) 3-2-2

2

1

전필
7438045

7438027

*지형학 및 실습(Geomorphology and Field Survey)

*지리교육론(Study of Geographic Education)

3-2-2

3-3-0

전선

7438033

7438058

7438030

아시아지리(Regional Geography of Asia)

환경지리학(Environmental Geography)

촌락지리학(Rural Geography)

3-3-0

3-3-0

3-3-0

2

전필
7438002

7438008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기후학(Climatology)

3-3-0

3-3-0

전선

7438021

7438035

7438046

7438059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아메리카지리(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구조지형학 및 실습(Structural Geomorphology and Field Survey)

지리교육과정론(Introduction to Geography curriculum)

3-3-0

3-3-0

3-2-2

3-3-0

3

1

전필

7438005

7438013

7438028

7438052

*도시지리학(Urban Geography)

인구지리학(Population Geography)

*한국지리(Regional Geography of Korea)

*지도학교육 및 실습(Cartography Education and Practice)

3-3-0

3-3-0

3-3-0

3-2-2

전선

7438036

7438034

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frica and Oceania)

유럽지리(Regional Geography of Europe)

3-3-0

3-3-0

2

전필 7438061
지리과 논리 및 논술

(The Logic and Statement in Geography Education)
3-3-0

전선

7438012

7438014

7438018

7438053

7438056

사회지리학(Social Geography)

생산지리학(Geography of Production)

응용지리학(Applied Geography)

토양․생태지리 및 실습

(Study on Practice of Soil and Ecologic Geographic)

역사․문화지리학(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3-3-0

3-3-0

3-3-0

3-2-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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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7438062 지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 in Geography Education)

3-3-0

전선

7438037

7438054

7438055

유통․정보지리학(Geography of Circulation and Information)

자연지리조사 및 실습(Research and Practice of Physical Geography)

인문지리조사 및 실습(Research and Practice of Human Geography)

3-3-0

3-2-2

3-2-2

2

전필

전선

7438024

7438057

7438060

지역개발론(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지리학사(History of Geography)

지리정보체계및원격탐사론(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and Remote Sensing)

3-3-0

3-3-0

3-2-2

필수 10 과목 30 학점

전공 선택 22 과목 66 학점

계 32 과목 96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회교육과 및 역사교육과의 전공과정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공통사회연계전공의 인문지리학(7438020), 자연지리학 및 실습

(7438044), 한국지리(7438028), 지도학교육 및 실습(7438052),

경제지리학(7438002)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인문지리학 : 3-3-0

외국어Ⅱ : 3-3-0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자연지리학 및 실습 : 3-2-2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8
특성교양 9
전공선택 6
-------------
합계 42학점

2

*#지형학 및 실습 : 3-2-2
*#지리교육론 : 3-3-0
아시아지리 : 3-3-0
환경지리학 : 3-3-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경제지리학 : 3-3-0
*#기후학 : 3-3-0

아메리카지리  : 3-3-0
지리교육과정론  : 3-3-0
정치지리학  : 3-3-0
구조지형학 및 실습 : 3-2-2
일반교육학 : 2-2-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8
일반교육학   8
일반선택 3
-------------
합계 41학점

3

*#도시지리학 : 3-3-0
#인구지리학 : 3-3-0

* 한국지리 : 3-3-0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리 : 3-3-0
유럽지리 : 3-3-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교직소양 : 2-2-0

*#지도학교육 및 실습 : 3-2-2
#지리과 논리 및 논술 : 3-3-0
생산지리학 : 3-3-0
역사·문화지리학 : 3-3-0
사회지리학 : 3-3-0
토양·생태지리 및 실습 : 3-3-0
교직소양 : 2-2-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24
일반교육학 4
교직소양 4
-------------
합계 41학점

4

#지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유통·정보지리학 : 3-3-0
자연지리조사 및 실습 : 3-2-2
인문지리조사 및 실습 : 3-2-2
교직소양 : 2-2-0
교육실습 : 3-0-6
교육봉사 : 2-0-4

지역개발론 : 3-3-0
지리학사 : 3-3-0
지리정보체계 및 원격 탐사론 : 3-2-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8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
합계 2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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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4개 측면을 지리적 내지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본교에 설정된 것을 지리학개론과 지리학 각 전문분야 사이의 중간정도 수준의 과목이다.

자연지리학 및 실습(Physical Geography and Field Survey)

지리학 중 자연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을 연구한다.

지형학 및 실습(Geomorphology and Field Survey)

지구표면의 기복상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 성인, 발달사 등을 이해, 구명하고 관

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지리교육론(Study of Geographic Education)

지리교사에 필요한 교과로서 지리의 성격, 그의 교수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지리교육의 

역사를 강의하도록 만들어진 과목이다. 교육학 일반과 지리학 양쪽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교 일선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교과 교육론이다.

아시아지리(Regional Geography of Asia)

아세아 대륙 및 각국의 자연, 인문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성을 고찰한다.

환경지리학(Environmental Geography)

환경지리학은 환경문제, 지구환경의 질 및 인간 생활 환경상태와 연관된 쟁점을 다루며,

내용 구성은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 경제지리 등과 관련된 학제간 학문이다. 주로 

환경, 인구, 토지이용, 기후 지형, 등 그 밖의 토픽과 상호연관되어 있으므로 크게 환경,

유기체,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 등을 중점으로 교수된다.

촌락지리학(Rural Geography)

촌락의 입지요인, 발달과정, 분포, 규모, 기능 등이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이해하여 그것의 

지리적 성격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경제현상의 지리적 배치를 설명하고 경제지역의 성립, 구조, 기능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기후학(Climatology)

기후의 생성, 대기의 순환, 기단, 전선, 기후변화 등의 요인을 구명하고 이들과 인간생활

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아메리카지리(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아메리카 및 각국의 자연, 인문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성을 고찰한다.

구조지형학 및 실습(Structural Geomorphology and Field Survey)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 중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 형성된 구조지형의 분포와 

발달 및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지리교육과정론(Introduction to Geography curriculum)

인류의 지리적 지식 및 사고에 관한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고찰하여, 전체적인 

과학사의 흐름속에서 지리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지리학(Urban Geography)

도시를 지역적 관점에서 형태, 입지, 기능, 배치 등을 파악하여 그 지역의 지리적 성격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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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지리학(Population Geography)

인구현상에 대한 지역적 분포나 이동을 밝히고, 그 분포 및 이동을 각 지역의 구조와 관

련지어 고찰한다.

한국지리(Regional Geography of Korea)

자연 및 인문현상에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지역성을 고찰한다.

아프리카․오세아니아지리(Regional Geography of Africa and Oceania)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성격을 밝히고 각국의 지역적 성격을 

파악한다.

유럽지리(Regional Geography of Europe)

자연 및 인문현상에서 유럽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지역성을 고찰한다.

지도학교육 및 실습(Cartography Education and Practice)

지도투영법, 자료의 평가, 도시의 경정 등 지리학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이해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리과 논리 및 논술(The Logic and Statement in Geography Education)

본 강좌에서는 지리과 교수내용지식을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과 

교수내용지식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며 논술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한다.

사회지리학(Social Geography)

지표상에 표출되는 인간 삶의 형태와 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배경 기술정도의 차이 등에 있다고 보고 그 관계를 고찰한다.

생산지리학(Geography of Production)

경제활동 중 농업, 공업 등의 생산에 관한 지리적 분포 및 여러 입지론에 관한 내용을 고

찰한다.

응용지리학(Applied Geography)

지리학의 응용면에서 기여한 이론을 살피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학의 응용방향

을 모색한다.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자연적 구조와 정치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 공간적 패턴을 역사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계량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토양․생태지리 및 실습(Study on Practice of Soil and Ecologic Geographic)

토양의 생성, 생성인자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토양의 분포현상을 파악함과 동시

에 이들 위에 존재하는 인간, 동 식물의 분포요인을 밝힌다.

역사․문화지리학(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역사․문화적인 요소들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 민족, 종교, 의식주, 민속 

등을 탐구한다.

지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f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 in Geography

Education)

본 강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지리과 교실 수업을 위해서 교재를 선택하고 구성하며 교

수내용을 계획하고, 교수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함양한다.

유통․정보지리학(Geography of Circulation and Information)

경제활동 중 상업, 서비스업, 교통, 정보 등에 관한 지리적 분포 및 입지론, 그래프 이론,

쇄신 등의 지역구조에 대하여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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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조사 및 실습(Research and Practice of Physical Geography)

자연현상에 관한 자료의 수집, 분석, 평가 및 표현능력과 야외답사를 통하여 지역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인문지리조사 및 실습(Research and Practice of Human Geography)

인문현상에 관한 자료 등을 비판, 평가하여 인문지리학의 학문을 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지역개발론(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지역의 분류방법, 경제지역, 경제발전과 지역격차, 지역개발의 여러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지리학사(History of Geography)

지리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학자들의 사상과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현대지리학의 

접근방법과 연구동향을 고찰한다.

지리정보체계 및 원격탐사론(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and Remote Sensing)

다양한 자료 원천에서 자료를 모아 이를 지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관한 강의로서, 컴퓨터와 항공사진 등의 기재 사용 및 활용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리적 정보의 축적,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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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 Socials Studies Education

사회교육과는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과이다.

사회교육과의 목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회 여러 분야 지식과 탐구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을 익혀,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고 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사회과의 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문화인

류학, 윤리철학 등 종합적인 사회과학 분야와 이를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

과교육학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인격함양을 위하여 ‘곰’의 지혜를 상징으로 선·후배가 

모여 사회교육제, 야외학술세미나 사회조사, 추계답사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본과의 졸업생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담당할 교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과

학 전문분야에 진출하여 성숙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생명),5분야(기술과문명)를 포함하여 

6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3
‘특성교양’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기준학점으로

인정.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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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7439056 *인간과 행정(Mankind and Administration) 3-3-0

2

전필 7439065 *법학통론(Introduction to Law) 3-3-0

전선 7439057 *시민교육과 사회윤리(Cit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ethics) 3-3-0

2

1

전필

7439043

7439066

7439039

*일반사회교육론(Social Studies Education)

*시장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the market economy)

*사회와 정치(Society and Politics)

3-3-0

3-3-0

3-3-0

전선
7439041

7439029

사회사상론(Social Thoughts)

사회조사방법론(Methodology of Social Survey)

3-3-0

3-3-0

2

전필 7439014 *사회학원론(Principles of Sociology) 3-3-0

전선

7439067

7439026

7439031

7439054

국가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the National Economy)

한국헌법(Korean Constitutional Law)

한국정치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Politics)

사회과교육과정론(Social Studies Curriculum)

3-3-0

3-3-0

3-3-0

3-3-0

3

1

전필
7439059 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ies on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3-3-0

전선

7439049

7439068

7439035

7439062

현대사회와 사상(Modern Society and Thoughts)

경제원리와 시민생활(An economic principal and civic life)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사적생활과 법(Law of Private Life)

3-3-0

3-3-0

3-3-0

3-3-0

2

전필
7439030

7439045

*문화인류학원론(Principles of Cultural Anthropology)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3-3-0

3-3-0

전선

7439040

7439069

7439032

7439070

시민과 국가론(Theories of Citizenship and State)

시장경제와 정부(The market economy and government)

사회․문화교재연구

(Teaching Materials in Society & Culture)

공적생활과 법(Law of Public Life)

3-3-0

3-3-0

3-3-0

3-3-0



사범대학 _645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7439004

7439064

7439037

7439051

7439063

7439058

경제학특강(Seminar in Economics)

근대사상(Modern Thoughts)

정치교재연구(Teaching Materials in Politics)

법교재연구(Teaching Materials in Law)

법생활문제 연구(Case Studies in Law)

사회과 평가론(The studies on social studies assessment)

3-3-0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39072

7439071

7439052

7439060

경제교육 세미나(Seminar in Economics Education)

사회․문화교육세미나(Seminar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Education)

정치교육세미나(Seminar in Politics Education)

사회과 논리 및 논술

(The writing and logics in Social Studies)

3-3-0

3-3-0

3-3-0

3-3-0

필수 8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26 과목 78 학점

계 34 과목 102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범대학의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법과대학의 법학부의 전공과목

※ 다만, 본 학과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타 학과 학생은

사회교육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전 공 간

중 복

학점인정

교 과 목

공통사회교육연계전공의 사회와 정치(7439039),

시장경제의 이해(7439066), 사회학원론(7439014), 법학통론(7439065),

문화인류학원론(743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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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인간과 행정 : 3-3-0

18학점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법학통론 : 3-3-0

*시민교육과 사회윤리 : 3-3-0

교육학 : 2-2-0

20학점

공통기초  9

심화교양 18

전공필수  3

전공선택  6

교육학    2

-------------

합계 38학점

2

*#일반사회교육론 : 3-0-0

*#시장경제의 이해 : 3-0-0

*#사회와 정치 : 3-0-0

사회사상론 : 3-0-0

특성교양 : 3-0-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19학점

*#사회학원론 : 3-3-0

국가경제의 이해 : 3-3-0

한국헌법 : 3-3-0

한국정치의 이해 : 3-3-0

사회과교육과정론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19학점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5

교육학 8

특성교양 3

-------------

합계 38학점

3

#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현대사회와 사상 : 3-3-0

경제원리와 시민생활 : 3-3-0

사적생활과 법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18학점

*#문화인류학원론 : 3-3-0

*#사회과학방법론 : 3-3-0

시장경제와 정부 : 3-3-0

사회·문화교재연구 : 3-3-0

공적생활과 법 : : 3-3-0

교육학 : 2-2-0

교육봉사 : 2-0-6

19학점

전공필수 9

전공선택 18

교육학 8

교육봉사 2

-------------

합계 37학점

4

근대사상 : 3-3-0

정치교재연구 : 3-3-0

사회과평가론 : 3-3-0

경제학특강 : 3-3-0

법교재연구 : 3-3-0

교육실습 : 3-0-6

18학점

경제교육 세미나 : 3-3-0

사회·문화교육 세미나 : 3-3-0

정치교육세미나 : 3-3-0

사회과 논리 및 논술 : 3-3-0

12학점

전공선택 27

교육실습 3

-------------

합계 30학점

*표시는 기본이수과목

#표시는 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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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인간과 행정(Mankind and Administration)

본 강좌에서는 행정학의 개념을 포함한 행정학 기초를 탐구한다. 본 강좌를 통해 행정학

의 기초와 과제를 이해하여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법학통론(Introduction to Law)

법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와 사회과의 기초가 마련되도록 한다

시민교육과 사회윤리(Citizenship Education and Social ethics)

본 강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 윤리에 대하여 탐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

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본 강좌를 통해 사회윤리의 기초와 쟁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미래

의 교사가 될 학생들이 사회과교육의 실재와 관련될 철학적 관점을 갖도록 도모한다.

일반사회교육론(Social Studies Education)

중ž고등학교 사회교사에게 필요한 사회과교육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으로 사회과교육의 개념, 성격, 목표, 역사, 내용, 방법, 평가, 교사, 사회과교육과 사

회과교육학의 구조 등을 다룬다.

시장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the market economy)

경제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와 정치(Society and Politics)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주적인 정치적 시민성 함양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계발한다.

사회사상론(Social Thoughts)

서양의 근대 및 현대 사회의 변화과정에 대응하는 제 사회상의 상호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전근대ž근대ž탈근대가 서로 뒤엉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한다.

사회조사방법론(Methodology of Social Survey)

사회학 방법론 중 하나로서, 사회조사의 이론적, 경험적 바탕이 되는 과목이다. 사회 조사

의 이론적 논리, 통계 처리, 자료의 처리ž분석 등의 학습을 통해 실제적 능력을 기른다.

사회학원론(Principles of Sociology)

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한국사회의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시

각과 관점을 비교 고찰한다.

국가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the national economy)

거시분야의 기본적 경제원리를 학습하고 경제적 사고력을 함양함으로써 합리적 경제생활

을 영위하도록 한다

한국헌법(Korean Constitutional Law)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 개념과 그 법적 성격을 살피고 우리나라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

기까지의 시행과 운영 과정을 다루어간다.

한국정치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Politics)

한국의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이르는 정치과정을 

이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과교육과정론(Social Studies Curriculum)

사회과교육의 실천적 노력의 결과물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과교육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갖게 하고, 실천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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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on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본 강좌를 통하여 사회과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좋은 사회과 교재의 특성이 무엇인지

를 이해하고 사회과교육의 핵심적 교수법을 이해한다. 본 강좌는 사회과 교재와 교수법

을 깊이있게 탐구하도록 강조한다. 중등 사회과 교사의 핵심 자질을 배양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와 사상 (Modern Society and Thoughts)

현대사회사상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현대사회의 특성과 관련시켜 탐구한다.

경제원리와 시민생활(An economic principal and civic life)

가계와 기업의 행동정리, 시장구조와 원리 및 일반균형의 이론을 이해하고 미시경제대책

을 터득케 하여 미시적 경제생활에 기여케 한다.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한 국가의 구성원인 민주적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제사회의 정보를 분석하여 국제관계론적 

학문들을 탐구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사적생활과 법(Law of Private Life)

개인적, 사익적, 경제적, 자율적, 비권력적, 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영역을 일상

생활과 관련해 탐구하여 기초를 다진다.

문화인류학원론(Principles of Cultural Anthropology)

중ž고등학교 사회과와 관련된 문화인류학을 교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인류학의 내용과 연구방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회과학방법론(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 어떤 종류의 이론적 관점이나 연구방법들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생산적인가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 사이에 전개된 

논쟁들을 검토해봄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확대된 시야와 세련된 분석능력을 기른다.

시민과 국가론(Theories of Citizenship and State)

시민과 국가의 개념 및 상호관계에 관련된 고대ž중세ž근대의 정치사상을 토의한 후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적합한 시민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시장경제와 정부(The market economy and government)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소득수준, 고용수준, 물가수준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제변동 및 개발

의 원리, 거시경제 대책을 터득케 한다.

사회․문화교제연구(Teaching Materials in society & Culture)

중ž고등학교 사회과의 사회 문화 내용 영역의 구조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공적생활과 법(Law in Public Life)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공법 영역을 일

상생활과 관련해 탐구하여 기초를 다진다.

경제학특강(Seminar in Economics)

경제학과 경제교육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탐구한다.

근대사상(Modern Thoughts)

서양근대는 인류의 문명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시대이다. 전면적인 문명의 변화 중에는 사

상의 변화도 포함된다.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어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사상도 크게 변화되었다. 사회과학도 이 시기에 성

립·발전되었다. 사회과학의 성립·발전과 관련된 사상의 성립·변화를 고찰하여 사회과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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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를 다진다.

정치교제연구(Teaching Materials in Politics)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과 중ž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정치 교육적 방법론을 논의한다.

법교재연구(Teaching Materials in Law)

사회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제 문제와 이론을 고찰․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중․고등학

교 법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탐구한다.

법생활문제 연구(Case Studies in Law)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법 영역의 탐구를 

지향한다.

사회과 평가론(The studies on social studies assessment)

본 강좌는 일반 평가론의 기초를 바탕으로 사회과의 평가관을 이해하고 교과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평가를 실현할 수 있다. 사회과 평가의 개념과 쟁점을 이해하고 의미있는 사

회과 평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경제교육 세미나(Seminar in Economics Education)

  중·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있어 경제 교육 및 경제 현상과 관련한 시대별 이슈를 중심

으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사로서 실질적인 지식과 교사로서의 

기술·태도를 습득한다.

사회․문화교육 세미나(Seminar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Education)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탐

구한다.

정치교육세미나(Seminar in Politics Education)

정치교육세미나는 중․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의 정치교육과 관련된 정치현상 및 정치

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발표와 보충강의, 토론의 복합적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

들은 이 교과를 통해 사회과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현상 및 정치교육과 관련된 실질

적인 지식과 교사로서의 자질 및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사회과 논리 및 논술(The writing and logics in Social Studies)

사회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논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과 사회과의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범대학 _651

◇ 윤리교육과 Ethics Education

1981년에 설치된 윤리교육과는 유능한 중․고등학교 도덕 및 윤리 교사의 양성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학과는 우선 학생들

로 하여금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윤리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

목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학과는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 철학, 

사회과학, 종교학 등의 폭 넓고도 심도 깊은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러한 강좌들을 통해 중등학교 도덕․윤리 교사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회와 국가 구성

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인간관과 사회관을 갖출 수 

있다. 

  한편, 유능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

과교육학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본 학과에서는 도덕․윤리 교육론, 도덕․
윤리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과 같은 강좌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교육학적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교육과는 위와 같은 학과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명의 성실하고 우수

한 교수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본 학과는 전국의 윤리 교육 관

련 학과 중에서 최고 수준의 교원임용고시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본 학과에서 습득한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개인,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윤리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12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글쓰기와 소통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생명),5분야(기술과문명), 

인문학 과목 9학점(문학·사학·철학분야, 13쪽)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1과목 이상 이수 3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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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교육과(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7440053

7440005

*윤리학개론(Introduction to Ethics)

*윤리과 논리 및 논술(Ethics and Essay Writing)

3-3-0

3-3-0

전선 7440010 기초사회과학개론(Introduction to Basic Social Sciences) 3-3-0

2

전필

전선

7440081

7440078

7440222

도덕적 상상력과 공공윤리(Moral Imagination & Public-common ethics)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정치사회사상개론(The introduction to socio-political thoughts)

3-3-0

3-3-0

3-3-0

2

1

전필 7440063 사회윤리연구(Studies Social Ethics) 3-3-0

전선

7440072

7440009

7440074

7440212

서양윤리사상Ⅰ(History of Western Ethical Thought Ⅰ)

국가론(Theories of State)

도덕심리학(Moral Psychology)

북한연구(Studies on North-Korea)

3-3-0

3-3-0

3-3-0

3-3-0

2

전필 7440016 *민주주의론(Theories of Democracy) 3-3-0

전선

7440038

7440073

7440075

7440221

현대윤리학(Modern Ethics)

동양윤리사상Ⅰ(History of Eastern Ethical ThoughtⅠ)

서양윤리사상Ⅱ(History of Western Ethical ThoughtⅡ)

인격과 양심(Personality and human conscience)

3-3-0

3-3-0

3-3-0

3-3-0

3

1

전필

7440054

7440044

*도덕·윤리과 교육론

(Theories & Approaches of Moral & Ethics Education)

*통일교육(Education of Unification)

3-3-0

3-3-0

전선

7440061

7440076

7440071

7440084

종교윤리교육론(Studies on Religious Ethical Education)

동양윤리사상Ⅱ(History of Eastern Ethical ThoughtⅡ)

국가와 정의(The State and Justice)

현대윤리사상(Contemporary Ethical Thoughts)

3-3-0

3-3-0

3-3-0

3-3-0

2

전필 7440001 *윤리고전강독(Readings in Ethics Great Books) 3-3-0

전선

7440090

7440088

7440077

7440223

국제문제와 윤리(International Problems and Ethics)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

한국윤리사상(History of Korean Ethical Thoughts)

도덕과 교육과정론(Studies in Moral Subject Curriculum)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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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7440080

7440004

7440003

*한국윤리사상교육론(Korean Ethical Thoughts Education)

*시민교육론(Theories of citizenship education)

도덕․윤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ies on ethic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3-3-0

3-3-0

3-3-0

전선

2

전필

전선
7440079

7440085

세계윤리교육론(Global Ethics Education)

서양윤리사상연습(Seminar in Western Ethical Thoughts)

3-3-0

3-3-0

필수 10 과목 30 학점

전공 선택 22 과목 66 학점

계 32 과목 9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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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글쓰기와 소통 : 3-3-0

 기초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윤리학개론 : 3-3-0

*윤리과 논리 및 논술 : 3-3-0

 기초사회과학개론 : 3-3-0

 국어와 작문 : 3-3-0

 기초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도덕적 상상력과 공공윤리:3-3-0

 인권과 평화 : 3-3-0

 정시사회사상개론 : 3-3-0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12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2

---------

합계 42학점

2

*사회윤리연구 : 3-3-0 

 북한연구 : 3-3-0

 서양윤리사상Ⅰ : 3-3-0

 국가론 : 3-3-0

 도덕심리학 : 3-3-0

 특성교양 : 3-3-0

 교직이론 : 2-2-0

*민주주의론 : 3-3-0

 현대윤리학 : 3-3-0

 동양윤리사상Ⅰ: 3-3-0

 서양윤리사상Ⅱ : 3-3-0

 인격과 양심 : 3-3-0

 교직소양 : 2-2-0

 교직소양 :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24

교직소양 6

특성교양 3

교직이론 2

---------

합계 39학점

3

*도덕·윤리과 교육론 : 3-3-0

*통일교육 : 3-3-0

 종교윤리교육론 : 3-3-0

 동양윤리사상Ⅱ : 3-3-0

 현대윤리사상 : 3-3-0

 국가와 정의 : 3-3-0

 교직이론 : 2-2-0

*윤리고전강독 : 3-3-0

응용윤리학 : 3-3-0

 한국윤리사상 : 3-3-0 

 국제문제와 윤리 : 3-3-0

 도덕과 교육과정론 : 3-3-0

 교직이론 : 2-2-0

 교직소양 : 2-2-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교육이론 4

교직소양 2

---------

합계 39학점

4

*한국윤리사상교육론 : 3-3-0

*시민교육론 : 3-3-0

*도덕·윤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교육실습 : 3-0-6 

 심화교양 : 3-3-0

 교직이론 : 2-2-0

 세계윤리교육론 : 3-3-0

 서양윤리사상연습 : 3-3-0

 심화교양 : 3-3-0

 교직이론 : 2-2-0

 교직이론 : 2-2-0

 교직이론 : 2-2-0

 교직이론 : 2-2-0

 교육봉사 : 2-0-4

전공필수 9

전공선택 6

심화교양 6

교직이론 10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

합계 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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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윤리학 개론(Introduction to Ethics)

윤리학의 기본개념을 이해를 통하여 윤리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배양과 윤

리적 판단력을 기르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윤리과논리 및 논술(Ethics and Essay Writing) 

  논술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이다.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는 힘과 

생각하는 힘 그리고 표현하는 힘이 종합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스

스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논술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윤리교육과에서 연구해온 

모든 이론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현안과 그 대안에 대해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입으로 말하며, 나의 손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려고 한다.

기초사회과학개론(Introduction to Basic Social Sciences)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적․실천적 흐름을 살피고, 사회현상들의 총체적 연관성을 규명하고, 문명

사적 전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사회를 전망하려고 한다.

도덕적 상상력과 공공윤리(Moral Imagination &  Public-common ethics)

  자신과 타자 사이의 공감대를 넓히 위해서 도덕적 상상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한다. 

도덕적 상상력을 넓히기 위한 창의적 활동을 병행하여, 의사소통, 감성상통, 영성회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공공윤리를 통해 편견에서 벗어나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방안

을 정립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세대 간의 도덕적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규칙적인 명상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오라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배려한다.

인권과 평화(Human Rights and Peace)

현대윤리학의 실천적 쟁점인 인권과 평화문제를 다루면서, 타자의 권리보장에 요구되는 

현대 책임윤리의 성격을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타자의 의미, 현대윤리학에서 요구되는 

책임윤리,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 정립의 문제를 다룬다. 

정치사회사상개론(The introduction to socio-political thoughts)

이 강좌는 도덕과 교육에 필요한 정치사회 사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목표로 한

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영역은 국가론, 정의론, 민주주의론, 국제관계론 등이

며, 이러한 영역에서 활동한 주요 사회정치사상가들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사회윤리연구(Studies Social Ethics)

  사회윤리는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를 단순히 양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윤리의 문제를 사회구조라는 거시적인 틀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 강좌는 사회윤리의 쟁점

인 임신중절․안락사, 자살문제와 성(性) 윤리, 그리고 사회․정치적인 쟁점들인 인종적․사회

적․성적인 편견과 차별, 법과 시민 불복종, 범죄와 처벌, 전쟁과 폭력, 공권력과 개인의 자

유 등을 다루려고 한다.

도덕심리학(Moral Psychology)

  도덕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앎이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행위를 

촉발시키는 인간내면의 이해가 도덕교육에 중요하며, 이를 돕는 도덕심리학이 도덕교육의 

필수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강좌는 변화된 도덕교육의 흐름을 고려하여, 도덕심리학

에 기초한 제반 도덕교육이론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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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Theories of State)

  모든 인간의 활동은 국가와 관계를 지워 이루어지며 현대에 올수록 국가의 중요성과 함

께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이 강조된다. 본 교과는 국가현상 및 국가 자체를 철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의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국가이론의 정립을 모색한다.

서양윤리사상Ⅰ(History of Western Ethical ThoughtⅠ)

  인간존재의 기반과 형성 및 그 본질에 관한 철학적 이해를 통하여 윤리학의 중심개념에 

접근, 인간이해의 문화의존성 해명을 통하여 윤리의 상대성 및 절대성에 관하여 탐구, 인

간의 역사와 사회의 윤리학적 역동성 이해.

북한연구(Studies on North-Korea)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등의 구조 및 그 실상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당면한 과제를 이

해하며 이에 따른 북한 관계의 제 변화를 예측하고,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보다 적

극적이며 긍정적인 남북한간 RP의 노력을 탐구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론(Theories of Democracy)

  이 강좌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 원리 및 역사의 이해 및 세기적 전환기에 논의되고 있

는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로서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 세계화와 거버넌스

(governance), 대안적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등을 살펴본다.

현대윤리학(Modern Ethics)

  현대윤리의 제 문제를 이해하고 의무의 윤리에서 응용 윤리에 이르는 일련의 경향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 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해당하는 분석 철학, 현상학의 

흐름을 살펴본 다음 현대 윤리학설 가운데 중심적인 이론들을 비판적 안목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동양윤리사상Ⅰ(History of Eastern Etical Thought I)

  동양적 사유의 특성에 관한 성찰, 동양고전의 세계와 그 독법, 동양적 삶의 양식과 문화

문법에 관한 이해.

인격과 양심(Personality and human conscience)

  동서 고금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인간의 양심과 수양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윤리적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격함양과 양심을 기르기 위한 윤리학적 훈련의 기회를 갖

는다.

서양윤리사상Ⅱ(History of Western Ethical ThoughtⅡ)

  현대철학의 주요 흐름과 특성들을 개관함으로써 현대의 철학사상 일반에 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현대사회가 지닌 윤리적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접근법들을 알아본다.

도덕․윤리과 교육론(Theories & Approaches of Moral & Ethics Education)

  교과교육의 중핵과목으로 중등학교 도덕, 윤리과 교사로서 학생의 학습지도 및 현장연구

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도덕, 윤리과 교육의 이론적 기

초와 목표, 내용 및 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통일교육(Education of Unification)

  분단 반세기 동안, 우리는 국가통일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도 국가통일

이 이룩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 

이질화된 민족을 통일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중등학교 교사가 될 학생들에

게 통일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학습지도방법을 연구한다.

종교윤리교육론(Studies on Religious Ethical Education)

  중등학교 종교윤리의 학습지도에 요청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종교상황에서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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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지도방법, 종교윤리의 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동양윤리사상Ⅱ(History of Eastern Etical ThoughtⅡ)

  유학, 불교, 도가의 윤리사상 개관, 선진유학과 신유학의 윤리사상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이해, 현대사회의 윤리적 과제에 있어 동양은 서양을 도울 수 있는가를 살핀다.

국가와 정의(The State and Justice)

  정의는 정치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정당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준거들 중의 하

나이다. 플라톤이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학자

들이 활발하게 정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강의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한 

영역중의 하나인 정의론을 광범위하게 개관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국가의 목적과 

정의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모

색한다. 

현대윤리사상(Contemporary Ethical Thoughts)  

  현대 윤리 사상의 주요 흐름과 사상적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현대 윤리 사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주요한 현대 윤리 사상의 목적, 형식, 구조 

등을 비교·논의한다. 

윤리고전강독(Readings in Ethics Great Books)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윤리 고전 강독을 통해 동서양 윤리사상에 대한 

토대를 닦고 심화된 이해능력을 기른다.

한국윤리사상(History of Korean Ethical Thoughts)

  한국 윤리사상의 연원, 발전과정과 쟁점 등을 살피고, 그것이 현대한국사회에서 갖는 의

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윤리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국제문제와 윤리(International Problems and Ethics)

본 과목은 현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과목은 정의로

운 국제 관계, 국제 구호, 사해동포주의, 다문화주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포함한다.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  

  본 과목은 응용윤리학의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도덕 이론, 도덕 원리 등을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과목은 응용윤리의 주

요 주제들 중 환경윤리, 생명의료윤리 등에 중점을 둔다. 

도덕과 교육과정론(Studies in Moral Subject Curriculum)

본 과목은 도덕 과목 커리큘럼과 도덕 교과서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과목에서는 도덕 교육 분야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윤리사상교육론(Korean Ethical Thoughts Education)  

한국윤리의 역사, 민족혼의 간주체성, 겨레얼 살리기 운동을 파악하고 한국인의 사유세계

와 생활양식의 윤리교육 토대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와 전통윤리의 연계를 모색

하고 한국사상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논의를 한다.

시민교육론(Theories of citizenship education)

  정보사회에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정보사회

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자질과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강

좌에서는 현대 정보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을 탐구하고, 그러한 시민을 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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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이론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을 탐색한다.

도덕·윤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on ethic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본 강좌는 윤리과 교사전문성에 요구되는 윤리과 교재의 구성 원리 이해, 교재분석능력 

함양, 학습 자료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 능력을 기른다.

세계윤리교육론(Global Ethics Education)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현대사회의 세계윤리 상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세계윤리의 통섭

성격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 파악한다. 도덕 판단과 윤리적 사고에 관하여 연구하며 공공

시민성 함양과 깊은 시민성 함양에 대한 윤리과제 및 그 대응에 관하여 함께 고찰한다.

서양윤리사상연습(Seminar in Western Ethical Thoughts)  

  서양 윤리 사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상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주요 

서양 윤리 사상에 관한 저서를 읽고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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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교육과 Physics Education

물리교육과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의 유능한 물리교사로 양성되는데 필요

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물리학이론, 물리학 실험, 물리교육이론, 물리교육 수

행과 평가 및 지도법과 같은 영역을 골고루 이수하게 된다. 물리학 이론 영역은 1

학년부터 4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내용을 조직하여 일반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기초부

터 시작해서,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등의 고급 개념까지 확장되어 간다. 물리

학 실험 영역은 기초물리학 실험부터 시작해서 중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재

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 물리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제작 실습, 역학, 전자기

학, 광학, 전자학 등의 전공 실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물리교육 이론 영역은 

물리교육과정, 물리교육평가, 과학사 및 과학철학, 과학학습이론 등의 물리교육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물리교육 수행과 평가 및 지도법 영역은 물리교재 연구 및 지도

법 과학과 논리 및 논술, 물리실험실 관리 그리고 물리교육지도실습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학과의 자랑인 수요세미나는 예비교사로서 학생지도에 도움

이 되도록 발표훈련을 위하여 실제 중등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와 소재를 중

심으로 자발적 참여형식으로 매주 수행되고 있고, 그밖에도 과학의 날 기념 물리체

험 행사외에 다양한 교육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본 물리교육과는 이러한 교육을 수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시간 원격 강의가 가능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전공강의

실, 컴퓨터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된 MBL 실험실, 각종 최신 실험기자재, 전공교육

을 위한 서버와 무선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제작용 시청각 장비 등을 두

루 갖추고 있다. 또한 전공 교수들이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고 있다.

u 교육목적

-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중등학교 물리(과학)교사 양성

- 현대 물리학에 기초한 과학 기술 이해 및 활용 능력 습득

- 실제 중등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리(과학) 교수 능력 배양

u 교육목표 

- 전공 및 교직에서 습득한 이론과 지식을 중등학교 과학(물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협동심과 책임감 함양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함은 물론 타인의 생각과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

- 지도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인성 향상을 위한 자

기관리 능력 함양

- 물리(과학)교육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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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학습성과지표

- 물리학 및 물리교육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 물리학 및 물리교육 전공기초실험 및 응용실험 능력

- 물리학 및 물리교육 전공 심화지식 습득

- 물리교육 관련 실천적 현장 실무 능력

◎ 물리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일반물리학의 이해 I 일반물리학의 이해 II

16
일반화학의 이해 I 일반화학의 이해 II

심화교양

제1분야(문학과 문화), 제2분야(역사와 철학),

제3분야(인간과 사회)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 9

제4분야(자연과 생명)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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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교육과(Physics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445003 물리교육 자료제작Ⅰ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in Physics EducationⅠ)

1-0-2

전선 7445002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General Physics & Lab.Ⅰ) 4-3-2

2
전필

7445009 물리교육 자료제작Ⅱ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in Physics EducationⅡ)

1-0-2

전선 7445057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General Physics & Lab.Ⅱ) 4-3-2

2

1

전필 7445007 #역학 및 역학교육Ⅰ(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Ⅰ) 3-3-0

전선

7445055

7445048

7445011

7445058

중등물리실험Ⅰ(Middle & High School Physics ExperimentⅠ)

물리학연습Ⅰ(Physics PracticeⅠ)

수리물리학Ⅰ(Mathematical PhysicsⅠ)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Ⅰ(Teaching Methods of ScienceⅠ)

1-0-2

3-2-2

3-3-0

2-2-0

2

전필 7445059 역학 및 역학교육Ⅱ (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Ⅱ) 3-3-0

전선

7445056

7445049

7445060

중등물리실험Ⅱ(Middle & High School Physics ExperimentⅡ)

물리학연습Ⅱ(Physics PracticeⅡ)

수리물리학Ⅱ(Mathematical PhysicsⅡ)

1-0-2

3-2-2

3-3-0

3

1

전필

7445054

7445043

7445044

7445028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Ⅰ

(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Ⅰ)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Ⅰ

(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Ⅰ)

물리학 실험 Ⅰ(Physics Experiment Ⅰ)

3-3-0

3-3-0

3-3-0

1-0-2

전선

7445015

7445030

7445061

역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echanics)

과학교육과 컴퓨터(Computer Education in Science)

역학 및 역학교육(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

3-3-0

3-3-0

3-3-0

2

전필

7445045

7445046

7445029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Ⅱ

(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Ⅱ)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Ⅱ

(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Ⅱ)

물리학 실험Ⅱ(Physics ExperimentⅡ)

3-3-0

3-3-0

1-0-2

전선

7445036

7445062

7445027

7445050

7445063

#파동 및 광학교육(Waves & Optics Education)

물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Physics)

전자학 및 실험(Electronics and Lab)

전통과학탐구지도(Investigation and Teaching of Traditional Science)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

(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

3-3-0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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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445051

7445019

7445014

7445025

7445016

7445020

7445052

7445064

#양자역학 Ⅰ(Quantum MechanicsⅠ)

#열 및 통계물리학(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전자기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Electromagnetism)

현대물리학 세미나(Seminar in Modern Physics)

고급물리학 실험Ⅰ(Advanced Physics ExperimentⅠ)

원자핵 물리학(Nuclear Physics)

나노물리학 및 나노물리학교육

(Nano Physics & Nano Physics Education)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

3-3-0

3-3-0

3-3-0

3-3-0

1-0-2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45037

7445024

7445021

7445022

7445023

7445026

7445053

7445017

7445065

물리학 특강(Topics in Physics)

과학교육 특강(Topics in Science Education)

광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Optics)

고급물리학 실험 Ⅱ(Advanced Physics ExperimentⅡ)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양자역학Ⅱ(Quantum MechanicsⅡ)

과학사(History of Science)

과학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Logical Writing in Science)

3-3-0

3-3-0

3-3-0

1-0-2

3-3-0

3-3-0

3-3-0

3-3-0

3-3-0

필수 11 과목 25 학점

전공 선택 34 과목 95 학점

계 45 과목 120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자연과학대학 각 학과(부), 공과대학 각 학과(부),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의 전공과목.

#표시되어 있는 과목은 교원자격 기본이수 교과목임.

※ 경과조치

2009년도 학부분리 이전 입학자중 전공 선택을 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학과선택 후 해당

학과 2009년 교육과정이나 졸업년도 교육과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단 

교육과정상 중복이수금지사항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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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일반물리학의 이해Ⅰ : 4-3-2
일반화학의 이해Ⅰ: 4-3-2
물리교육 자료제작Ⅰ: 1-0-2
----------------------------------------------------
공통기초(6) + 심화교양(6) +
자연이공계기초(8) + 전공필수(1) = 21

영어읽기와 토론 : 3-3-1
심화교양 : 3-3-0
교직과목 : 2-2-0
특성교양 : 3-3-0
일반물리학의 이해Ⅱ: 4-3-2
일반화학의 이해Ⅱ: 4-3-2
물리교육 자료제작Ⅱ: 1-0-2
----------------------------------------------------
공통기초(3) + 심화교양(3) +
특성교양(3) + 교직과목(2) +
자연이공계기초(8) + 전공필수(1) = 2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6
심화교양        9
특성교양        3
전공필수        2
교직과목        2
--------------------------------

41

2

역학 및 역학교육Ⅰ: 3-3-0
수리물리학Ⅰ: 3-3-0
중등물리실험Ⅰ: 1-0-2
물리학 연습Ⅰ: 3-2-2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4-3-2
지구과학 및 실험Ⅰ: 4-3-2
교직과목 : 2-2-0
----------------------------------------------------
전공필수(3) + 전공선택(15)
+ 교직과목(2) = 20

역학 및 역학교육Ⅱ: 3-3-0
수리물리학Ⅱ: 3-3-0
중등물리실험Ⅱ: 1-0-2
물리학 연습Ⅱ: 3-2-2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4-3-2
지구과학 및 실험Ⅱ: 4-3-2
교직과목 : 2-2-0
----------------------------------------------------
전공필수(3) + 전공선택(15)
+ 교직과목(2) = 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30
교직과목      4

--------------------------------
40

3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Ⅰ: 3-3-0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Ⅰ: 3-3-0
과학교육론 : 3-3-0
물리학 실험Ⅰ: 1-0-2
교직과목 : 2-2-0
교직과목 : 2-2-0
교직과목 : 2-2-0
교직과목 : 2-2-0
----------------------------------------------------
전공필수(10) + 교직과목(8) = 18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Ⅱ: 3-3-0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Ⅱ: 3-3-0
물리학 실험Ⅱ: 1-0-2
물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파동 및 광학교육 : 3-3-0
전자학 및 실험 : 3-2-2
교직과목 : 2-2-0
교직과목 : 2-2-0
----------------------------------------------------
전공필수(7) + 전공선택(9) +
교직과목(4) = 20

전공필수    17
전공선택     9
교직과목    12

-------------------------------
38

4

양자역학Ⅰ: 3-3-0
열 및 통계물리학 : 3-3-0
현대물리학 세미나 : 3-3-0
교육실습 : 3-0-6
교육봉사 : 2-0-4
진로개발 및 상담
----------------------------------------------------
전공선택(9) + 교직과목(5) = 14

과학교육 특강 : 3-3-0
과학과 논리 및 논술 : 3-3-0
----------------------------------------------------
전공선택(6)

전공선택    15
교직과목     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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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중등물리실험Ⅰ(Middle & High School Physics ExperimentⅠ)

중등학교 과학 및 물리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제반 실험 내용 및 실험 지도 방법을 습득

한다.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General Physics & Lab.Ⅰ)

뉴턴역학과 열역학을 기초로 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

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전공에 기초를 다지게 한다. 열과 에너지, 열 및 열역학 제 

1․2법칙을 정리하고, 역학적인 파동론, 전자기학, 빛의 특성과 전파, 상대론적 역학, 현대물

리학 기초분야를 다룬다.

중등물리실험 Ⅱ(Middle & High School Physics ExperimentⅡ)

중등학교 과학 및 물리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제반 실험 내용 및 실험 지도 방법을 습득

한다.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General Physics & Lab.Ⅱ)

뉴턴역학과 열역학을 기초로 하여, 자연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

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열과 에너지, 열 및 열역학 제 1․2법칙을 

정리하고, 역학적인 파동론, 전자기학, 빛의 특성과 전파, 상대론적 역학, 현대물리학 기초분

야를 다룬다.

물리교육자료제작 Ⅰ(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in Physics EducationⅠ)

중등학교 과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학

습자료를 스스로 제작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물리학실험Ⅰ(Physics ExperimentⅠ)

역학, 열역학, 광학 및 전자기학 기초분야의 실험․실습을 실시하여 이론을 구체화 하며 

교육현장에 맞는 실험 도구의 개발, 물리교육 자료의 구성을 실습하여 물리교육현장에 이

용하도록 한다.

역학 및 역학교육Ⅰ(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Ⅰ)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현상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운동방정식), 이를 풀어 그 의미

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본적이면서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본개념을 습득케 한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s and Logical Writing in Science)

중·고등학교 일선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과학과 논리 및 논술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중·고

등학교 논리 및 논술교육의 방법을 습득한다.

물리학연습 Ⅰ(Physics PracticeⅠ)

역학, 열역학, 광학 및 전자기학 기초분야의 실험․실습을 실시하여 이론을 구체화 하며 

교육현장에 맞는 실험 도구의 개발, 물리교육 자료의 구성을 실습하여 물리교육현장에 이

용하도록 한다.

수리물리학Ⅰ(Mathematical PhysicsⅠ)

물리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론을 배우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그 이론의 실제 응용

을 배운다.

물리교육자료제작 Ⅱ(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in Physics EducationⅡ)

중등학교 과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학

습 자료를 스스로 제작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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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실험Ⅱ(Physics ExperimentⅡ)

역학, 열역학, 광학 및 전자기학 기초분야의 실험․ 실습을 실시하여 이론을 구체화 하며 

교육현장에 맞는 실험 도구의 개발, 물리교육 자료의 구성을 실습하여 물리교육현장에 이

용하도록 한다

파동 및 광학교육(Wave & Optics Education)

파동(빛)의 반사, 굴절, 간섭, 회절, 원자구조의 이해 등으로 이루어지는 물리광학과 양자

광학의 기본 개념과 현상을 다루고 그 응용으로 광속의 측정, 간섭계, 분광계, 양광결정체 

등을 다루며, 레이저 광학의 기초를 배운다.

역학 및 역학교육Ⅱ(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Ⅱ)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현상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운동방정식), 이를 풀어 그 의미

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본적이면서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본개념을 습득케 한다.

물리학연습 Ⅱ(Physics PracticsⅡ)

전공과정에 있어 일반물리에 대한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 혹은 복학하여 일반물리에 대

한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고 앞

으로의 전공에 기초를 다진다.

수리물리학 Ⅱ(Mathematical PhysicsⅡ)

물리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이론을 배우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그 이론의 실제 응용을 배운다.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물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학습하며 물리학사, 물리교육과정, 물리교육평가 등

을 포함한다.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Ⅰ(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Ⅰ)

현대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현대물리학의 중심개념들을 중고등학

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Ⅰ(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Ⅰ)

전기장의 기본 성질을 습득시켜 전류의 개념적 그림을 그리게 하여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자기장으로서의 변환 및 자기적 특성을 이해시킨다.

역학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echanics)

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

집 방법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내용 구성 및 지도방법을 배운다.

과학교육과 컴퓨터(Computer Education in Science)

물리학의 전 분야의 문제들을 mathmatica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체득케 한다.

역학 및 역학교육(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

공통과학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물리현상들을 수

식으로 표현하고 (운동방정식), 이를 풀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며 기본적이면

서도 오류를 범하기 쉬운 기본개념을 습득케 한다.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Ⅱ(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Ⅱ)

현대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현대물리학의 중심개념들을 중고등학

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Ⅱ(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Ⅱ)

전기장의 기본 성질을 습득시켜 전류의 개념적 그림을 그리게 하여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자기장으로서의 변환 및 자기적 특성을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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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Physics)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물리과 교재 내용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현장학습

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전자학 및 실험(Electronics and Lab)

원자 물리학과 전자기학의 기본 개념을 응용하여 각종 소자의 특성과 회로의 개념을 실

험을 통하여 익히게 하며 물리학 전문실험에 활용케 한다.

전통과학탐구지도(Investigation and Teaching of Traditional Science)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담겨있는 과학정신을 탐구하고 전통 문화재들 속에 들어있는 과

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통하여 과학개념

을 규정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Electromagnetism & Electromagnetism Education)

공통과학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전기장의 기본 성질을 습득시켜 전류의 

개념적 그림을 그리게 하여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여 자기장으로서의 변환 및 자기적 

특성을 이해시킨다.

양자역학Ⅰ(Quantum MechanicsⅠ)

현대물리학 특히 원자핵물리학, 고체물리학, 광학에 기초가 되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과 

기본 이론체계를 이해하여 실제의 물리적인 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익히고자 한다.

열 및 통계물리학(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열역학계의 정의, 열역학의 기본원리를 강의하며 많은 입자로 구성된 거시세계의 행위를 

입자개개의 행동으로부터 유추하는 통계적 방법을 강의한다.

전자기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Electromagnetism)

전자기학과 관련된 내용을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자

료 수집방법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내용 구성 및 지도방법을 배운다.

현대물리학세미나(Seminar in Modern Physics)

현대 물리학의 기초 이론이나 토픽을 발췌하여 학생 교수 사이에 발표, 토의, 평가하게 

한다.

고급물리학 실험Ⅰ(Advanced Physics ExperimentⅠ)

개인 과학 작품의 설계와 제작을 습득시키며 정밀 실험기구의 조립 및 측정을 하여 물리

학 이론을 검증한다.

원자핵 물리학(Nuclear Physics)

원자 물리학 및 양자 역학을 기초로 하여 원자핵의 모형, 핵분열 현상, 핵융합 현상, 핵에

너지의 개발을 다루며 가속기의 현황 및 입자의 기초이론을 다룬다.

나노물리학 및 나노물리학교육(Nano Physics & Nano Physics Education)

나노세계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최신의 물리학 이론과 그 응용을 소개하고 이를 실생활

과 관련시켜 중등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

공통과학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현대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현대물리학의 중심개념들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물리학특강(Topics in Physics)

현재 물리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정리하여 이를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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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과학교육특강(Topics in Science Education)

과학 철학, 과학사, 과학 학습 심리, 과학평가 등 과학교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며 발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광학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Optics)

간섭, 회절, 반사, 양자광학 등 물리광학의 기본현상을 다루고 그 응용으로 광속의 측정,

간섭계, 분광계, 양광결정체 등을 소개하며 Laser 광학의 기초를 배운다.

고급물리학 실험Ⅱ(Advanced Physics ExperimentⅡ)

개인 과학 작품의 설계와 제작을 습득시키며 정밀 실험기구의 조립 및 측정을 하여 물리

학 이론을 검증한다.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원리의 기본개념을 로렌츠 도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실제의 물리학 경우를 상

대론적으로 논의하게끔 하고자 한다.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고체의 성질에 대한 현상론적인 것으로부터 응용에 필요한 수준까지 취급하고, 결정구조,

Photon, Energy band, 전자대 이론, Fermi 통계 등을 다룬다.

양자역학Ⅱ(Quantum MechanicsⅡ)

현대물리학 특히 원자핵물리학, 고체물리학, 광학에 기초가 되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과 

기본 이론체계를 이해하여 실제의 물리적인 계에 적용하는 능력을 익히고자 한다.

과학사(History of Science)

과학적 개념들의 "발견의 맥락", 즉 주요 과학 개념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과학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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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교육과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1970년 과학교육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화학교육과는 과학기술사회에 대비한 전

문적인 중등학교 화학교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로 하여금 유기화학, 물리화학 무

기화학, 분석화학 등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화학 탐구 및 실험, 연구 방법을 익히

도록 한다. 그리고 제반 화학 분야의 내용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능력을 기른다. 또한 화학 세미나를 통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며, 과학관 방문을 

통해 탐구적 태도를 함양한다.

특히 본 학과에서는 중등교원 양성을 목표로 우수한 교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 좌우한다는 신념하에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학문지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인격적인 면에서 교직자로서의 올바른 사명감과 가치

관을 갖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졸업생들은 충북,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중등교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 화학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컴퓨터 실무 활용

이수
5

ACTION ENGLISH

이수

영어 읽기와 토론

이수
6

일반화학의 이해Ⅰ,Ⅱ

일반물리학의 이해Ⅰ,Ⅱ

이수

16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2. 역사와 철학·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상,

4. 자연과 생명에서 1과목 이상 이수 

9

특성교양 실용외국어 분야에서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9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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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교육과(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7446004 일반화학 및 실험Ⅰ(General Chemistry & labⅠ) 4-3-2

2 전필

전선 7446016 일반화학 및 실험Ⅱ(General Chemistry & labⅡ) 4-3-2

2

1

전필

7446010

7446075

7446077

*유기화학 및 탐구실험Ⅰ(Organic Chemical & Inquiry StudyⅠ)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Ⅰ(Physical Chemistry & Inquiry StudyⅠ)

*물리화학탐구실험Ⅰ(Physical Chemistry & Inquiry LabⅠ)

4-3-2

3-3-0

1-0-2

전선
7446007

7446065

화학수학(Mathematics for Chemistry)

유기화학탐구학습(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3-3-0

3-3-0

2

전필

전선

7446062

7446022

7446076

7446078

7446066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Ⅱ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ScienceⅡ)

유기화학 및 탐구실험Ⅱ(Organic Chemical & Inquiry StudyⅡ)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Ⅱ(Physical Chemistry & Inquiry StudyⅡ)

물리화학탐구실험Ⅱ(Physical Chemistry & Inquiry LabⅡ)

물리화학탐구학습(Physical Chmistry Inquiry Study)

2-2-0

4-3-2

3-3-0

1-0-2

3-3-0

3

1

전필

7446061

7446045

7446046

7446055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Ⅰ

(Inorganic Chemical & Inquiry StudyⅠ)

*분석화학 및 탐구학습Ⅰ

(Analytical Chemistry & Inquiry studyⅠ)

*분석화학탐구실험Ⅰ(Analytical Chemistry & Inquiry LabⅠ)

3-3-0

3-3-0

3-3-0

1-0-2

전선

7446047

7446024

7446067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Ⅲ(Physical Chemistry & Inquiry StudyⅢ)

생화학(Biochemistry)

분석화학탐구학습(Analytical Chemistry Inquiry Study)

3-3-0

3-3-0

3-3-0

2

전필
7446048

7446053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Ⅱ(Inorganic Chemical & Inquiry StudyⅡ)

*무기화학탐구실험(Inorganic Chemistry & Inquiry Lab)

3-3-0

1-0-2

전선

7446063

7446028

7446070

7446029

7446049

7446068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Science)

분석화학탐구실험Ⅱ(Analytical Chemistry & Inquiry LabⅡ)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

물리유기화학(Physical Organic Chemistry)

분석화학 및 탐구학습Ⅱ(Analytical Chemistry & Inquiry StudyⅡ)

무기화학탐구학습(In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3-3-0

1-0-2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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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446023

7446064

7446031

7446043

7446025

화학교육세미나(Seminar in Chemistry Education)

화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Teaching Methods in

Integrated Chemical Education)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화학교육특강Ⅰ(Topics in Chemistry EducationⅠ)

유기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of Organic Chemistry)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46054

7446051

7446044

7446069

7446059

물리화학연습(Problem Solving in Physical Chemistry)

환경화학교육(Environment Chemistry Education)

화학교육특강Ⅱ(Topics in Chemistry EducationⅡ)

고급무기화학(Advanced Inorganic Chemistry)

분자분광학(Molecular Spectroscopy)

3-3-0

3-3-0

3-3-0

3-3-0

3-3-0

필수 10 과목 22 학점

전공 선택 29 과목 82 학점

계 39 과목 104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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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영어읽기와토론 : 3-3-1

일반화학의이해Ⅰ : 4-3-2

일반물리학의이해Ⅰ : 4-3-2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컴퓨터 실무 활용 : 2-1-2

ACTION ENGLISH : 3-3-1

일반화학의이해Ⅱ : 4-3-2

일반물리학의이해Ⅱ : 4-3-2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교육학 : 2-2-0

공통기초 → 11

자연이공계기초 → 16

심화교양 → 9

특성교양 → 3

교육학 → 2

-------------

합계 41학점

2

*유기화학및탐구실험Ⅰ : 4-3-2

*물리화학및탐구학습Ⅰ : 3-3-0

*물리화학탐구실험Ⅰ : 1-0-2

화학수학 : 3-3-0

일반생물학및실험Ⅰ : 4-3-2

지구과학및실험Ⅰ : 4-3-2

교육학 : 2-2-0

유기화학및탐구실험Ⅱ : 4-3-2

물리화학및탐구학습Ⅱ : 3-3-0

물리화학탐구실험Ⅱ : 1-0-2

일반생물학및실험Ⅱ : 4-3-2

지구과학및실험Ⅱ : 4-3-2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 8

전공선택 → 27

교육학 → 4

일반선택 → 3

-------------

합계 42학점

3

*과학교육론 : 3-3-0

*무기화학및탐구학습Ⅰ : 3-3-0

*분석화학및탐구학습Ⅰ : 3-3-0

*분석화학및탐구실험Ⅰ : 1-0-2

물리화학및탐구학습Ⅲ : 3-3-0

교육학 : 2-2-0

교직소양과목 : 2-2-0

일반선택 : 3-3-0

*무기화학및탐구학습Ⅱ : 3-3-0

*무기화학탐구실험 : 1-0-2

과학과논리및논술 : 3-3-0

분석화학및탐구학습Ⅱ : 3-3-0

화학반응속도론 : 3-3-0

교육학 : 2-2-0

교육봉사 : 2-0-6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 14

전공선택 → 12

교육학 → 4

교육봉사 → 2

교직소양과목 → 2

일반선택 → 6

-------------

합계 40학점

4

화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화학교육세미나 : 3-3-0

교육실습 : 3-0-6

교육학 : 2-2-0

교직소양과목 : 2-2-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 6

교육학 → 4

교직소양과목 → 2

교육실습 → 3

일반선택 → 15

-------------

합계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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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일반화학 및 실험Ⅰ(General Chemistry and Lab.Ⅰ)

이 교과목은 공통과학 전공 교사 양성과정에서 제시된 기본이수 과목으로서, 공통과학 교

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과학인 일반화학 전반에 걸친 강의와 실험으로 진행된다.

기체 액체 고체이론, 화학반응과 에너지와의 관계, 산화와 환원, 전기화학, 원자의  전자

구조, 화학결합의 기초 등 일반화학에 대한 기본개념을 익히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실험 

기술을 습득하여 실험을 통한 화학의 개념과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일반화학 및 실험Ⅱ(General Chemistry and Lab.Ⅱ)

이 교과목은 공통과학 전공 교사 양성과정에서 제시된 기본이수 과목으로서, <일반화학 

및 실험 1> 강좌의 연속 교과목이다. 공통과학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초과학인 

일반화학 전반에 걸친 강의와 실험으로 진행된다. 반응속도론, 화학평형, 분자운동론, 금

속과 비금속의 화학, 배위화합물, 유기화학과 생화학의 기초, 간단한 기기의 조작 및 실험 

데이터 처리와 통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등의 관련 연구에

도 반드시 필요한 화학적 지식과 실험기술의 훌륭한 밑거름을 제공한다.

유기화학 및 탐구실험Ⅰ(Organic Chemical & Inquiry LAb.Ⅰ)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분리, 정제, 검출 등의 유기화학실험에 관한 기본 조작법을 습득하고 기본

적인 공유 결합 화합물의 성질과 특징, 반응을 조작, 관찰, 확인하는 실험 절차를 통하여 유기화

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습득한 실험 조작법을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물

질을 합성, 분리, 정제하고 이들을 분광학적 방법으로 확인하는 법을 익힌다.

물리화학및탐구실험Ⅰ(Physical Chemistry & Inquiry Lab.Ⅰ)

<물리화학> 이론강의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화학, 분광학, 통계열역학, 열역학, 그리고 화학

반응을 강의와 병행하여 이들 영역의 화학적 개념을 실험을 통하여 보다 직접 경험하여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물리화학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체득하게 되고 또 물리화학적 

지식을 이용한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그 원리를 분석하는 과정을 겪으며 화학 연구도구의 

원리를 이해하여 연구 방법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수학(Mathematics for Chemistry)

이 강좌는 물리화학 및 양자화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방법 등을 다룬다.

유기화학탐구학습(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간단한 유기화합물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과 특징, 반응을 통하여 유기화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Ⅱ(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ScienceⅡ)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교재 내용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현장학습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유기화학 및 탐구실험Ⅱ(Organic Chemical & Inquiry LAb.Ⅱ)

<유기화학 1>의 계속 강의로서 방향족 화합물, 천연물의 구조, 성질, 반응 및 합성에 관

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물리화학탐구학습(Physical Chmistry Inquiry Study)

양자화학, 분광학, 통계열역학, 열역학, 그리고 화학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강의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을 기른다.

과학교육론(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효과적인 과학학습을 위해 학문적 특성에 따라 교재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 및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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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개발과 그 교재를 학습지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Ⅰ(Inorganic Chemical&Inquiry StudyⅠ)

무기화합물의 구조와 결합, 입체화학, 무기반응의 열역학 및 속도론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다룬다.

분석화학 및 탐구학습Ⅰ(Analytical Chemistry&Inquiry studyⅠ)

화학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가지 화학반응 평형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다룬다. 그리고 농도, 활동도, 무게와 부피 분석법, 침전물의 생성반응을 이용한 적정법,

산 염기 중화반응과 이에 따른 적정법, 킬레이트 착화합물 생성반응과 이를 이용한 금속

이온의 정량과 적정법을 다룬다. 이런 기본적인 화학반응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미지시료

의 화학적 성분과 조성, 함량,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와 방법을 강의한다.

분석화학탐구실험Ⅰ(Analytical Chemistry &Inquiry LabⅠ)

부피분석법의 기초가 되는 침전이 생성되는 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킬레이트 금속착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한 다양한 적정법에 의해 미지시료 용액 

속에 존재하는 분석물질의 성분을 검출하고 정량한다. 또한 금속이온의 분광학적 측정,

비타민의 요오드 적정법, 구리의 전기무게분석법, 카보네이트와 바이카보네이트 혼합물의 

분석, 표준첨가물 분석법 등에 대해 실험이 진행될 것이다.

생화학(Biochemistry)

이 강좌는 생체 고분자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에너지론, 중간 대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이화학 작용과 생합성을 다룬다.

분석화학탐구학습(Analytical Chemistry Inquiry Study)

화학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가지 화학반응 평형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

정량, 적정법을 다룬다. 이런 기본적인 화학반응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미지시료의 화학

적 성분과 조성, 함량,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와 방법을 강의한다.

무기화학 및 탐구학습Ⅱ(Inorganic Chemical&Inquiry StudyⅡ)

배위화합물의 결합이론, 구조 및 반응성, 유기금속 화합물의 특성 및 촉매로서의 응용, 거

대 무기분자 화합물 등을 다룬다.

무기화학탐구실험(Inorganic Chemical Chemistry& Inquiry Lab)

무기화합물의 합성, 분리 및 분석방법, 무기반응의 속도결정, 크로마토그라피와 이온교환 

반응에 의한 금속이온 및 무기화합물의 분리 기술 등을 습득한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Science)

중·고등학교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과학과 논리 및 논술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논술지도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강좌이다.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

기체 및 액체상에서의 분자의 운동과 반응속도 등을 다루고 화학 반응에 있어서 분자 수

준의 변화와 반응속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하여 공부한다.

물리유기화학(Physical Organic Chemistry)

분자오비탈이론의 적용, 오비탈 symmetry, 열화학, linear free energy 관계, isotope 효과 

등을 다룬다. 또한, 광화학, 라디컬 화학 등도 소개된다.

분석화학 및 탐구학습Ⅱ(Analytical Chemistry&Inquiry StudyⅡ)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성분만 분리하고 추출하는 여러가

지 종류의 크로마토그래피법의 원리와 카운트커런트 분배법, 물질의 산화 환원반응과 이

를 이용한 산화환원 적정법, 기초적인 전기화학반응, 전위, 전류, 전기량의 측정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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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전기화학적인 성분확인과 정량분석법, 빛의 세기나 흡광도의 변화를 이용하는 분

광분석법의 기초와 원리, 전기분해반응과 전기무게분석법, 전위차법에 대해 강의한다.

무기화학탐구학습(In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무기화합물의 구조와 결합, 입체화학, 무기반응의 열역학 및 속도론, 전이금속의 결합이론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룬다

화학교육세미나(Seminar in Chemistry Education)

이 강좌는 화학교육 및 화학(분석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중 한 분야를 필요

에 따라 선택하여, 학기마다 부제목을 정하고 개설한다. 해당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

석하고, 각 연구의 특징과 유용성을 논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논의된 아이

디어를 통해 연구과제를 포착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소규모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

를 분석하고 소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화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Chemistry)

과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우리나라 과학 교육과정을 학습한 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화학 

교재 및 중학교 과학 교재의 내용을 분석한다. 중등학교 화학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이론을 학습하고, 주요이론의 적용을 위한 실습을 한다. 또한, 과학-기술-사회를 강조한 

교수방법과 교수자료들을 익히고, 교사의 자기 평가도 다룬다.

유기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of Organic Chemistry)

이 강좌는 화학반응 및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성질을 확인한다.

고급무기화학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무기화학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무기화합물의 구조와 결합, 무기반응의 열역학 및 속도론,

배위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의 구조/반응 및 메커니즘 등 무기화학 전반적인 내용을 보

다 심층적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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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교육과 Biology Education

u 교육목적: 21세기 생명과학 발전에 대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생

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증등 교원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 

이바지한다.

u 교육목표: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함양한다. 생명과학 

지식에 대한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준수하

는 인재를 양성한다.

u 학습성과지표: 생물과 예비교사들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생태학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생물 각 분야의 실험 및 실습 등을 통하여 교수 

및 연구방법을 포괄적이며 심도 있게 익힌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물학 분야의 

내용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우수한 교수 능력을 기른다. 또한 임해실

습 등을 통한 생태계 현장에 대한 체험학습 및 세미나를 통한 발표능력을 향상

시킨다.

◎ 생물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3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6

자연 이공계 기초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6

*심화교양
1. 2. 3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2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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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교육과(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1

1

전필

전선 7447001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General Biology & Lab.Ⅰ) 4-3-2

2

전필

전선
7447002

7447083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General Biology & Lab.Ⅱ)

임해실습Ⅰ(Marine Surveys Ⅰ)

4-3-2

1-0-2

2

1

전필
7447012

7447033

*세포학 및 실험(Cell Biology & Lab)

*식물계통분류학 및 실험(Plant Systematics & Lab)

4-3-2

4-3-2

전선 7447071 *생명과학교육론(Theory of Life Science Education) 3-3-0

2

전필

전선

7447006

7447020

7447074

7447075

7447079

7447084

*생화학(Biochemistry)

동물의 다양성(Diversity of Animals)

생명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Life

Science)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Ⅲ(Teaching Methods of ScienceⅢ)

식물형태학(Plant Morphology)

임해실습Ⅱ(Marine Surveys Ⅱ)

3-3-0

3-3-0

3-3-0

2-2-0

3-3-0

1-0-2

3

1

전필
7447003

7447081

*동물생리학(Animal Physiology)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3-3-0

3-3-0

전선

7447005

7447034

7447047

7447048

7447065

7447082

*생태학(Ecology)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동물생리학 탐구실험(Searching Experiments of Animal Physiology)

생태학 탐구실험(Searching Experiments of Ecology)

진화생물학교육(Evolutionary Biology Education)

면역학(Immunology)

3-3-0

3-3-0

1-0-2

1-0-2

3-3-0

3-3-0

2

전필 7447053 중등생물실험교육론(Lab. Teaching of Secondary School Biology) 2-1-2

전선

7447017

7447018

7447076

7447080

7447085

*동물발생학(Animal Embryology)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동물조직형태학(Animal Histology and Morphology)

식물발생학(Plant Embryology)

임해실습Ⅲ(Marine Surveys Ⅲ)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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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4

1

전필
7447067

7447073

*미생물학(Microbiology)

*유전학 및 실험(Genetics & Lab)

3-3-0

4-3-2

전선

7447026

7447027

7447069

생물교육세미나(Seminar of Biology Education)

야외실습(Practices of Outdoor Biology)

생물공학(Biotechnology)

1-0-2

1-0-2

3-3-0

2

전필

전선

7447062

7447070

7447077

7447078

보전생물학과환경영향(Conservation Biology and Environmental Impact)

생명공학의 기술(Skills of Biotechnology)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writing of Life Science)

과학교육과 컴퓨터(Computer in Science Education)

3-3-0

3-3-0

3-3-0

3-2-2

필수 7 과목 23 학점

전 공 선택 28 과목 71 학점

계 35 과목 94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자연대학 생물과학전공,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전공과목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중등생물실험교육론, 세포학 및 실험, 생태학, 분자생물학, 동물

의 다양성은 공통과학교육전공과 상호 중복학점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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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 4-3-2

외국어Ⅱ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 4-3-2

임해실습Ⅰ : 1-0-2

교직소양과목 : 2-2-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9

자연이공계기초 6

전공선택 9

특성교양 3

교육학   2

-------------

합계 38학점

2

식물계통분류학 및 실험 : 4-3-2

세포학 및 실험 : 4-3-2

생명과학교육론 : 3-3-0

교직소양과목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동물의 다양성 : 3-3-0

생화학 : 3-3-0

식물형태학 : 3-3-0

생명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3-3-0

임해실습Ⅱ : 1-0-2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전공필수 8

전공선택 16

교육학 10

일반선택 6

-------------

합계 40학점

3

동물생리학 : 3-3-0

생태학 : 3-3-0

면역학 : 3-3-0

식물생리학 :3-3-0

교직소양과목 : 2-2-0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식물발생학  : 3-3-0

중등생물실험교육론 : 2-1-2

동물발생학 : 3-3-0

분자생물학 : 3-3-0

동물조직형태학 : 3-3-0

임해실습Ⅲ : 1-0-2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8

전공선택 19

교육학 4

일반선택 9

-------------

합계 40학점

4

미생물학 : 3-3-0

유전학 및 실험 : 4-3-2

교육실습 : 3-0-6

교육봉사 : 2-0-4

일반선택 : 3-3-0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7

전공선택 3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일반선택 9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임해실습Ⅰ(Marine SurveysⅠ)

  실제 현장실습을 통한 해양생물의 관찰 및 채집법을 터득하고 분류 및 표본 제작법을 습득한다.

세포학 및 실험(Cell Biology & Lab.)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시키고, 세포내에서 진행되는 제반 현상을 생리학적, 생화학,

미세 구조적으로 고찰하고 실험한다.

식물계통분류학 및 실험(Plant Systematics & Lab.)

식물분류의 원리, 체계, 방법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 고등식물을 대상으로 형태적 관찰 등 

실험을 통해 식물들의 우연관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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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교육론(Theory of Life Science Education)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생물교육을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생물교육, 생물학습활동, 학습

평가, 교수방법 등을 포함한다.

생화학(Biochemistry)

생명 현상의 화학적 이해를 목표로 생물을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이해

하고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생명 현상의 이해를 요구한다. 단백질, 핵산, 지방 및 탄수화

물의 구성, 구조, 생물학적 기능 및 생물학적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생명현상은 

대사과정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사과정의 조절과 유형들을 살펴본다.

동물의 다양성(Diversity of Animals)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계통발생, 분류, 형태, 생리 등을 고찰하고 진화적 의미를 추구한다.

생명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Life Science)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생물교육에 사용되는 학습교재에 대한 분석 및 효과적인 학습지

도를 위한 지도법에 대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식물형태학(Plant Morphology)

식물의 외부 형태 및 해부학적 특징을 고찰한다.

임해실습Ⅱ(Marine SurveysⅡ)

  실제 현장실습을 통한 해양생물의 관찰 및 채집법을 터득하고 분류 및 표본 제작법을 습득한다.

동물생리학(Animal Physiology)

동물의 생리현상 즉 물질대사 호흡, 순환, 영양, 배설, 자극의 감수 및 조절과정에 대하여 강의한다.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식물의 생리현상, 즉 광합성, 영양, 생장, 분화 및 기타 생물의 조절과 반응에 대하여 이

해한다.

생태학(Ecology)

생물집단의 구조와 기능 및 생물과 자연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알아본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물질의 분류, 명명법 및 유기물질의 구조, 성질과 기타 생명을 이루는 물질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다룬다.

동물생리학 탐구실험(Searching Experiments of Animal Physiology)

동물의 생리현상 즉 물질대사 호흡, 순환, 영양, 배설, 자극의 감수 및 조절과정에 대하여 실험한다.

생태학 탐구실험(Searching Experiments of Ecology)

생물집단의 구조와 기능 및 생물과 자연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실험을 통해 이해한다.

진화생물학교육(Evolutionary Biology Education)

생물계의 역사적 현상의 내용을 그 원인과 과정에 입각하여 생물의 원인과 진화기작을 

집단 유전학적 입장에서 다룬다.

면역학(Immunology)

생체방어시스템인 면역계 (immune system)의 기초를 이해하고, 인체를 중심으로 면역 기

관 (organ) 및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백혈구 (leukocyte)에 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과목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물세포 면역학의 실험 방법 및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하여 강의

한다.

중등생물실험교육론(Teaching Theory of Secondary School Biology)

고등학교 생물 교과에서 다루어질 실험의 원리와 수행 및 평가방법을 실험과 토론을 통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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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발생학(Animal Embryology)

동물의 배우자 형성으로부터 수정, 난할, 기관의 형태 형성에 이르는 배 발생 과정과 성

장, 변태, 재생 등의 배후발생까지 발생의 원리를 알아본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생물의 분자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를 강의를 통해 알아본다.

동물조직형태학(Animal Histology and Morphology)

동물의 형태, 구조 그리고 미세 해부학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서로 다른 그룹 동물의 조

직학 및 해부학적 유사성, 구조적 유사성, 다양성을 지니며 진화되었는지를 학습 하고 관

련 과목인 세포생물 및 동물생리 분야의 이해도를 높인다.

식물발생학(Plant Embryology)

식물발생학의 역사를 비롯해 소포자낭, 대포자낭, 자성 배우자체, 수분, 수정, 배유, 무수정

생식, 실험발생학과 응용발생학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다.

임해실습Ⅲ(Marine SurveysⅢ)

 실제 현장실습을 통한 해양생물의 관찰 및 채집법을 터득하고 분류 및 표본 제작법을 습득한다.

미생물학(Microbiology)

원핵생물 특히, 세균의 구조적 특성과 물질대사, 생장, 유전현상 등 기능적 특성을 연구한다.

유전학 및 실험(Genetics and Lab.)

멘델의 유전 법칙을 시작으로 분자 유전학에 이르기까지 생명현상에 미치는 유전자와 유

전자에 의한 생명 현상의 총체적 현상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멘델의 유전 법칙과 그 외 

유전법칙, 유전자의 분자적 이해, 유전자의 조절, 유전자의 생화학적 특징, 유전병과 유전

자 조작 기술 및 유전자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관련 전 분야를 다루게 된다.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Writing of Life Science)

생명현상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읽기, 말하기 및 글쓰기에 기반을 둔 

생명과학자 사이 또는 교사와 학생사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매개체를 계발

하기 위한 강좌이다.

생물교육세미나(Seminar of Biology Education)

탐구 과정으로서의 생물학 교육과정과 그에 바탕을 둔 지도법을 체득케 하고 생물 교육

의 최근 경향 및 실제 현장문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의한다.

야외실습(Practices of Outdoor Biology)

야외학습을 통해 식물에 관한 현장실험 방법, 조사 및 관찰, 채집, 표본 제작방법 등을 터득한다.

생물공학(Biotechnology)

효소, 세포, 조직, 미생물 등의 각종 유기체를 이용한 화학공정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공학적인 면을 기초부터 강의한다.

보전생물학과 환경영향(Conservation Biology and Environmental Impact)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의 유지가 절대적이다.

생물의 터전인 자연의 구조, 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이 실천해야할 구체적인 행동목

표, 행동 지침 및 실천 강령에 대하여 강의한다.

생명공학의 기술(Skills of Biotechnology)

생물의 출생, 성장, 사망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역할이 기대되는 현실에서 최신 생명공학

의 기술을 심도 있게 강의 한다.

과학교육과 컴퓨터(Computer in Science Education)

컴퓨터의 이용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생물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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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교육과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는 과학기술사회에 대비한 전문적인 중등학

교 지구과학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구과학과 예비 교사들은 천문학, 지질학, 기

상학, 해양학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제반 지구과학분야의 내용을 중학교, 고등학교

에서 가르치기 위한 능력을 기른다.

1970년 중등학교 과학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교육학과가 설립된 이래, 1971

년 모집인원이 40명으로 증원되었고, 1977년 60명으로 증원되었다. 1978년 충북대학

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지구과학전공이 신설되었다. 1998

년 과학교육과에서 과학교육학부로 개편하였으며, 1999년 국내 최초로 공통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55명정원의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로 운영되다  

2009년부터 과학교육학부는 다시 각과로 분리되어 15명정원의 지구과학교육과로 개

편 되었다.

지구과학교육과는 국내 대학의 최대 광학 망원경을 보유한 충북대 천문대를 비롯

한 다양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내실 있는 중등교사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야

외지질조사 등의 현장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구와 우주에 대한 탐구능력 배양

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구과학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15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기초
수학 및 기초과학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2. 역사와 철학·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2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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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과학교육과(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1

1
전필

전선 7448001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Ⅰ(General Earth Science & LaboratoryⅠ) 3-2-2

2

전필

전선
7448015

7448005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Ⅱ(General Earth Science & LaboratoryⅡ)

광물학(Mineralogy)

3-2-2

3-3-0

2

1

전필 7448090 천문학 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Astronomy and Practice) 3-2-2

전선

7448055

7448074

7448065

7448079

지사고생물학 지도(Teaching In Paleontology)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Ⅳ(Teaching Methods of ScienceⅣ)

기상관측 교육실습(Meteorology Observation Teaching and Practice)

지구과학 및 실험Ⅰ(Earth Science & LaboratoryⅠ)

3-3-0

2-2-0

3-3-0

4-3-2

2

전필 7448030 *암석학(Petrology) 3-3-0

전선

7448013

7448087

7448080

7448003

7448077

천문관측교육실습(Astronomical Observation Teaching & Practice)

*해양학서론(Introduction to Oceanography)

지구과학 및 실험Ⅱ(Earth Science & LaboratoryⅡ)

구조지질학(Structural Geology)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 Logical Writing in Science)

3-2-2

3-3-0

4-3-2

3-3-0

3-3-0

3

1

전필 7448071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3-3-0

전선

7448066

7448081

7448056

층서퇴적학(Stratigraphy & Sedimentology)

천체 역학(Astronomical Mechanics)

기상역학 탐구지도(Inquiry Teaching in Dynamic Meteorology)

3-3-0

3-3-0

3-3-0

2
전필

7448012

7448016

7448093

*천문학 및 실험(Astronomy & Laboratory)

*지구물리학(Geophysics)

*대기과학 및 실험(Atmospheric Science & Laboratory)

3-2-2

3-3-0

3-2-2

전선 7448092 지구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of Earth Scienc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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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4

1

전필

전선

7448094

7448068

7448083

*지구환경과학 세미나(Earth and Environment Science Seminar)

성운과 외부은하(Gaseous Nebula and Extra-galaxy)

해양물리학(Physical Oceanography)

3-3-0

3-3-0

3-3-0

2

전필 7448059 천문학특론(Advanced Astronomy) 3-3-0

전선 7448088 *자연재해와 에너지(Natural Disaster and Energy) 3-3-0

필수 7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61 학점

계 27 과목 82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및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

과학과, 천문우주학과의 전공 교과목

※ 타 학과 부전공 및 연계전공 선택자는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Ⅰ,Ⅱ를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 교원자격증 표시 관련 교과목(*)에 해당하는 과학교육론, 일반기상학 및 실험, 지구물리학, 천문학 

및 실험, 암석학, 해양학서론, 지구와 환경, 자연재해와 에너지 중 7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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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이공계기초 : 3-3-0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 3-2-2

일반선택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이공계기초 : 3-3-0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 3-2-2

광물학 : 3-3-0

특성교양 : 3-3-0

일반선택 : 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9

이공계기초 6

특성교양 3

전공선택 9

일반선택 6

-------------

합계 42학점

2

#천문학서론 및 실습 : 3-3-0

지사고생물학 지도 : 3-3-0

기상관측교육실습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직소양 : 2-2-0

일반선택 : 3-3-0

*#암석학 : 3-3-0

*해양학서론 : 3-3-0

천문관측교육실습 : 3-2-2

구조지질학 : 3-3-0

과학과논리및논술 : 3-3-0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교직소양: 2-2-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8

교육학 10

교직소양 4

일반선택 6

-------------

합계 41학점

3

*#과학교육론 : 3-3-0

층서퇴적학 : 3-3-0

천체역학 : 3-3-0

기상역학탐구지도: 3-3-0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천문학및실험 : 3-2-2

*#지구물리학 : 3-3-0

*#대기과학및실험 : 3-2-2

지구과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교육학 : 2-2-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2

교육학 4

일반선택 12

-------------

합계 40학점

4

*지구환경과학 세미나 : 3-3-0

성운과 외부은하 : 3-3-0

해양물리학 : 3-3-0

교육실습 : 3-0-6

교육봉사 : 2-0-4

일반선택 : 3-3-0

#천문학특론 : 3-3-0

*자연재해와 에너지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2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일반선택 9

-------------

합계 29학점

총1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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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광물학(Mineralogy)

결정형태와 내부구조, 광물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및 광물의 생성조건 등을 학습한다.

천문학 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Astronomy and Practice)

천체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천체의 성질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태양계의 행

성의 운동에 관한 천문지식을 습득하며, 자료 분석 및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다.

지사고생물학 지도(Teaching In Paleontology)

식물화석과 동물화석을 근거로 과거 지질시대에 살았던 고생물의 생태, 분류, 진화 등을 

공부하고 화석의 분류, 기재 및 상태에 관한 실험을 한다.

기상관측 교육실습(Meteorology Observation Teaching and Practice)

계속해서 변하는 기상/날씨의 예측과 예보를 위해서는 대기역학, 대기물리학, 구름물리

학, 대기열역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상관측과 분석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기상관

측법을 습득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상관측을 바탕으로 분석된 일기도에 대한 해석기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기상변화, 즉 날씨변화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구과학 및 실험Ⅰ(Earth Science & LaboratoryⅠ)

천문학부분: 천문학사(서양, 동양), 달, 태양, 태양계, 천체의 운동과 물리적, 별의 물리 및 

진화에관한 현대 천문학의 지식을 학습한다.

기상학부분: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대기 과학적 자연현상을 물리적 이론과 법칙을 적용하

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여러 대기 과학적 현상에 정역학 평형방정

식, 복사법칙, 열역학법칙, 운동방정식 등을 적용하여 상층대기의 성질, 구름형성과정, 파

동의 전파, 난류와 대기 순환 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치모델링 방법을 습득시킨다. 고등

학교 지구과학교과서 의 내용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과제물

의 해결과정을 통해 물리적 개념의 적용능력을 평가한다.

암석학(Petrology)

모암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광화 현상을 공부하고 광석광물 및 맥석 광물의 안정조건을 

상호 비교한다.

천문관측교육 실습(Observational Astronomy Teaching & Laboratory)

천체관측의 원리를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천체관측 기기의 사용법을 숙달하여 관측자료 

처리의 합리적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 항성시, 계절별 별자

리,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 망원경을 이용한 별의 관찰, CCD 및 천문관측기기에 대한 원

리를 공부하고 실습한다.

해양학 서론(Introduction to Oceanography)

해양학의 역사를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습하고, 바다를 이루고 있는 해수의 물리적 성

질, 해류, 조석 및 파동 등 해양의 물리학적인 특성을 수식 없이 이해한다. 또한, 화학적

인 특성으로서의 해수의 원소, 조성, 용존 기체와 영양염류의 분포 특성, 생화학적인 과정

과 해양유기물질의 기원을 학습한다. 해양의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즉 해양 생태학도 학

습한다.

지구과학 및 실험Ⅱ(Earth Science & LaboratoryⅡ)

지구과학 중 지질학 분야를 학습한다. 암석, 화석, 광물을 관찰하고, 지구내부, 지구구조운

동, 지구의 개관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며 야외 지질조사를 통하여 현장 학습 능력을 배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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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지질학(Structural Geology)

암석의 역학적 성질을 살피고 최근 발전되고 있는 범세계적 지체구조론을 교수하며, 특히 

아시아지역과 한국의 지구조를 해석한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Logical Writing in Science)

중·고등학교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과학과 논리 및 논술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논술지도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강좌이다.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지구과학교육에서는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구과학교육, 학습이론, 학습

활동, 학습평가, 교수방법 등을 포함한다.

층서퇴적학(Stratigraphy & Sedimentology)

층서, 퇴적화 및 고생물학적인 자료의 수집처리 방법을 익히고 퇴적암의 조직, 광물성분,

퇴적구조 등으로 퇴적암을 분류하며 그 원인 및 퇴적환경을 익힌다.

천체역학(Astronomical Mechanics )

빛의 성질, 별의 밝기와 크기 질량, 별까지의 거리 등 천문학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

한다.

기상역학 탐구지도(Inquiry Teaching in Dynamic Meteorology)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을 역학적 운동이론으로 설명하고 실제 적용

해 본다.

천문학 및 실험(General Astronomy & Laboratory)

우리은하 및 모든 은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의 물리학적 특성, 항성대기, 성간물질 등 

천문학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지구물리학(Geophysics)

지구의 기원과 내부구조를 논하고 이를 위한 지구물리학적 현상을 탐구한다.

대기과학 및 실험 (Atmospheric Science & Laboratory)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및 물리과정, 그리고 대

기환경과 연관된 이론에 대하여 강의하고, 일기도 작성, 일기예보 등에 관한 실습을 한다.

지구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of Earth Science)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 및 지구과학 교육에 사용되는 학습교재 분석 및 효과적인 

학습지도법에 대한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지구환경과학 세미나(Earth and Environment Science Seminar)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변화와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지구 환경 변

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

성운과 외부은하(Gaseous Nebula and Extra-galaxy)

별과 별사이 또는 은하사이에 있는 성간물질 및 은하간 물질 등 가스상태의 물질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공부하고, 이러한 물질로 구성된 성운과 우리은하를 학습하고, 외부은하와 

우주의 진화에 대한 천문학 내용을 학습한다.

해양물리학(Physical Oceanography)

지구 자전효과, 열염분포, 해파의 특성, 조석 및 지진 해일 등 연안해역과 해양에서 일어

난 현상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기본지식과 이론을 학습한다.

천문학특론(Advanced Astronomy)

천문학 전반에 관한 내용, 즉 천문관측, 별의 물리적 특성, 별의 진화, 우리은하, 외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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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주론에 관한 천문지식을 심화적으로 익힌다.

자연재해와 에너지(Natural Disaster and Energy)

지구생명의 근원인 에너지원을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학습하고, 급격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환경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화석연료의 사용

에 따른 지구의 변화와 대체에너지의 개념을 물리 및 수학적인 관점에서 학습한다. 에너

지 변환 및 에너지 공급, 오염, 기후변화, 제한적인 화석연료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구물

리 및 환경적인 관점에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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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육과 Mathematics Education

◆ 교육목적: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 사회의 수학의 발달과 응용 확대에 대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수학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중등 수학교사

를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경쟁력 향상

에 이바지한다.

◆ 교육목표

수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 창의적인 중등 수학교사를 

양성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투철한 

중등 수학교사를 양성한다.

◆ 학습성과지표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 위상수학, 확률과 통계 등의 학문적 수학을 연구하고 이를 

학교수학과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는 수학교사를 위한 수학 내용 지식을 익힌다. 수

학내용 지식을 기반으로 수학교육학 관련 이론을 연구하여 수학 교수법적 지식을 익

힌다. 수학을 기반으로 한 타 학문과의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킨다.

◎ 수학교육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수학I
국어와 작문

수학II
15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9

특성교양 3

계 2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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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교육과(Mathematics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7412066 *조합 및 그래프이론(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3-3-0

2

전필
7412067 수학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Mathematics Education)

3-3-0

전선
7412054 기초해석학과 학교수학

(Introduction to Analysis and Mathematics Education)
3-3-0

2

1

전필
7412029

7412015

*해석학I(AnalysisⅠ)

*수학과교육론 (Mathematics Education)

3-3-0

3-3-0

전선

7412068

7412074

7412027

7412037

*선형대수와학교수학Ⅰ(Linear Algebra and Mathematics EducationⅠ)

*교사를 위한 기하학Ⅰ(Geometry for TeacherⅠ)

집합론 (Set Theory)

*수론과 학교수학(Number Theory and School Mathematics)

3-3-0

3-3-0

3-3-0

3-3-0

2

전필

7412070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s Education)

3-3-0

전선

7412061

7412022

7412063

7412069

7412075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해석학Ⅱ(AnalysisⅡ)

수학교육공학(Mathematics Education Technology)

선형대수와 학교수학Ⅱ(Linear Algebra and Mathematics EducationⅡ)

교사를 위한 기하학Ⅱ(Geometry for TeacherⅡ)

3-3-0

3-3-0

3-2-2

3-3-0

3-3-0

3

1

전필

7412038

7412005

7412010

7412016

*대수학과 학교수학I(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Ⅰ)

*미분기하학Ⅰ(Differential GeometryⅠ)

*복소수해석학Ⅰ(Complex AnalysisⅠ)

*일반위상수학Ⅰ(General TopologyⅠ)

3-3-0

3-3-0

3-3-0

3-3-0

전선 7412065

7412072

다변수함수론(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수학교수법특강(Topics in Mathematics Teaching Methods)

3-3-0

3-3-0

2

전필 7412039 *확률과 통계Ⅰ(Probability & StatisticsⅠ) 3-3-0

전선

7412040

7412006

7412007

7412023

7412073

대수학과 학교수학Ⅱ(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Ⅱ)

미분기하학Ⅱ(Differential GeometryⅡ)

복소수해석학Ⅱ(Complex AnalysisⅡ)

일반위상수학Ⅱ(General TopologyⅡ)

수학교육론특강(Topics in Theory Teaching Methods)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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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412041

7412042

7412071

7412076

실해석과 학교수학(Real Analysis and School Mathematics)

확률과 통계Ⅱ(Probability & StatisticsⅡ)

수학사(History of Mathematics)

교사를 위한 대수학(Algebra for Teacher)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12058

7412060

7412062

7412077

대수학과 교육(Algebra and Education)

해석학과 교육(Analysis and Education)

기하학과 교육(Geometry and Education)

위상수학과 교육(Topology and Education)

3-3-0

3-3-0

3-3-0

3-3-0

필수 9 과목 27 학점

전공 선택 26 과목 78 학점

계 35 과목 105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자연대학 수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으로 본과의 전공필수가

아닌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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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수학I: 3-3-1

외국어I: 3-3-0

심화교양: 3-3-0

심화교양: 3-3-0

특성교양: 3-3-0

*조합및그래프이론: 3-3-0

국어와 작문: 3-3-0

수학II: 3-3-1

외국어II: 3-3-0

심화교양: 3-3-0

특성교양: 3-3-0

#수학과논리및논술: 3-3-0

전공선택: 3-3-0

기초교양 15

심화교양 9

특성교양 6

전공필수 3

전공선택 6

-------------

합계 39학점

2

교육학: 2-2-0

교육학: 2-2-0

*#해석학I: 3-3-0

*#수학과교육론: 3-3-0

*선형대수와학교수학I: 3-3-0

*교사를위한기하학I: 3-3-0

*수론과학교수학: 3-3-0

일반선택: 3-3-0

교육학: 2-2-0

교육학: 2-2-0

교육학: 2-2-0

#수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일반선택 3

교육학 1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18

-------------

합계 40학점

3

교육학: 2-2-0

교육학: 2-2-0

*#대수학과학교수학I: 3-3-0

*#미분기하학I: 3-3-0

*#복소수해석학I: 3-3-0

*#일반위상수학I: 3-3-0

교육학: 2-2-0

교육학: 2-2-0

교육봉사: 2-0-4

*#확률과통계I :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교육학    8

교육봉사  2

전공필수 15

전공선택  9

-------------

합계  34 학점

4

교육실습: 3-0-6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전공선택: 3-3-0

교육실습  3

전공선택 24

-------------

합계 27학점

● 교과목 개요

조합 및 그래프이론(Combinatorics and Graph Theory)

이산수학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 조합 및 그래프이론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효율적 지도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주된 교육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교육을 살펴보면, 여

러 가지 세기의 방법, 이항정리와 다항정리, 포함배제의 원리, Fibonacci 수열과 그 응용

에 관한 이론, 모함수 이론, 그래프 이론, 암호 이론에 관한 기초적 이론과 응용을 학습하

고, 학교수학에서 지도하는 조합론 및 그래프 이론의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특히, 현대 수

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응용을 갖고 있는 이산수학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고 효율

적인 지도방법을 탐구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수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Writing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통합교과적이고 창의적인 논술 능력을 신장하는 한편 논술교

육의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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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해석학과 학교수학(Introduction to Analysis and Mathematics Education)

기본적인 epsilon-delta 논법과 수열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수체계 및 실함수의 여러 성질

에 관한 엄밀한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중등학교 수학교과 내용 중의 해석학 영역의 기초

적인 이론과 응용을 학습한다. 특히 해석학의 다양한 개념과 정리를 중등학교 학교수학의 

내용으로 교재화와 초등화에 유의하여 학습지도 하며, 동시에 고급해석학과 실변수함수론 

등의 기초를 익히는데 강의의 중점을 둔다.

해석학Ⅰ(AnalysisⅠ)

기초해석학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epsilon-delta 논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열의 방법을 학습

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함수의 continuity, differentiability, integrability에 관하여 연구

함으로써 고급해석학, 실변수함수론 등의 기초를 익힘과 동시에 다양한 해석학의 내용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수학과교육론(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수학습론, 수학문제해결, 수학교육평가에 관련된 이론과 응용을 중심으로 수학교육

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수학교수학습론에서는 Piaget의 구성주의 

이론, Dienes의 활동주의 이론, Freudenthal 현실주의 수학교육론, 수학문제해결에서는 

Polya의 문제해결론을 중심으로 이론의 이해와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 수학교육 평가에서

는 평가의 기능,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와 대안 탐색을 중심으로 다룬다.

선형대수와 학교수학Ⅰ(Linear 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Ⅰ)

행렬 및 1차 연립방정식, 역행렬 및 행렬식, 벡터공간 및 선형변환, 고유값과 고유벡터 및 

응용 등을 중심으로 선형대수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하며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들을 소개함과 아울러 계산력과 직관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이를 토대로 7차 교육과정의 중ž고등학교 수

학교과에 망라되어 있는 선형대수부분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법과 지도

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는데 교육의 중심을 둔다.

교사를 위한 기하학Ⅰ(Geometry for TeacherⅠ)

중등학교 수학교육과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좌표기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평면과 입체 

해석기하학에 관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강의한다.

집합론(Set Theory)

수학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집합의 개념 및 연산, 함수와 동차관계, 유한ž무한집합,

기수의 개념, 칸토르정리, 선택의 공리 등 다양하고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응용을 학습

함으로써, 중등 수학교사가 갖추어야 할 탄탄한 수학적 논리를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아울러 직관적인 접근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의 중ž고등학교 수학교과에 망라되어 있

는 집합과 논리 부분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연습한다.

수론과 학교수학(Number Theory and School Mathematics)

학교수학의 정수론 관련 내용들을 조사 분석하여 체계화하고 이것을 토대로 함수의 개념

을 포함하는 기약잉여류의 성질, 다항식의 합동관계 및 이차잉여류, 연분수의 성질과 응

용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수의 성질, 합동식, Fermat의 

정리와 Euler의 정리, 합동식의 해와 원시근, 이차잉여, 연분수, 부정방정식 등을 다룬다.

수론은 전산학, 정보과학, 부호이론, 암호학의 통신이론에 널리 응용되는 학문으로 수론의 

기본성질과 함께 수론의 응용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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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Mathematics Education)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 수업안 작성, 교수방법을 연구한다.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

자연현상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형식화하고 이를 해결하

여 현상을 분석하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특히 이공

학계와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의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

는 방법과 그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는 것을 주된 강의 내용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일계 상미분방정식, 일, 이계 및 고계의 선형 상미분방정식,

Laplace변환의 방법, 미분연산자 및 Fourier 변환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해법 등을 학습

한다.

해석학Ⅱ(AnalysisⅡ)

기초해석학, 해석학Ⅰ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epsilon-delta 논법과 수열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함수의 differentiability, integrability에 관하여 살펴보고 함수열의 극한으로 표시되

는 함수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고급해석학, 실변수함수론 등의 기본을 익힘과 동시에 다

양한 해석학의 내용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수학교육공학(Mathematics Education Technology)

수학교육공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중등수학교육에서 컴퓨터의 최신 

교육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

선형대수와 학교수학Ⅱ(Linear 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Ⅱ)

선형대수와 학교수학Ⅰ의 연속과정으로서, 행렬과 선형사상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내적공

간, Gram - Schmidt 직교화과정, Cayely - Hamilton 정리, 최소다항식 등을 학습한다.

교사를 위한 기하학Ⅱ(Geometry for TeacherⅡ)

기하학 개설, 유클리드 기하에서 위상기하까지의 발전사, 유클리드 기하에서 삼각형의 기

본정리, 다각형의 기본정리, 원의 기본정리, 공리계, 유클리드 공리계 및 기본정리, 비유

클리드 기하의 도입과 기본정리 소개, 사영기하 공리계 및 간단한 기본정리의 소개한다.

대수학과 학교수학Ⅰ(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Ⅰ)

군구조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동형관계, 치환군, 순환군 등을 학습한다. 또, 환구조

의 개념을 이해하고 ideal 및 다항식환의 성질을 학습하는 등 기본적인 대수적 구조에 대

하여 학습한다. 이는 중등학교 학교수학에서 지도되고 있는 다양한 대수학 교육과정의 이

론적 기초로서 중등학교 학교수학에 나타나는 군환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론의 계통성과 다양성, 활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중등학교에서 바람직한 군환에 관

련된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미분기하학Ⅰ(Differential GeometryⅠ)

고등학교 수학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벡터공간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다루고, 공간의 형

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인 곡선론과 곡면론의 기초개념을 알아본다.

복소수해석학Ⅰ(Complex AnalysisⅠ)

해석학에서 습득한 함수에 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복소수평면에서 정의된 함수에 관

한 여러 성질과 응용을 학습하는 것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복소수의 여러 성질과 기본함수들에 관한 성질을 학습한 후에 복소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함수에 관하여 미분성과 그 응용, 다양한 복소적분 등에 관하여 연구함

으로써 고급 함수 해석학 등의 기초를 익힘과 동시에 다양한 복소해석학의 내용을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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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점을 둔다.

일반위상수학Ⅰ(General TopologyⅠ)

실수의 위상적 성질을 일반화한 위상공간을 소개하고, 기저, 연속함수, 적공간, 거리공간,

컴펙트 공간, 분리공간 등 위상공간의 주요한 성질들과 연속함수의 성질을 익힌다.

다변수함수론(Functions of Several Variables)

미적분과 선형대수학을 배운 다음 과정으로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취급하며, 그 

주요 내용에는 최대최소, 연쇄법칙, 음함수의 정리, 다중적분, 발산, Strokes의 정리 등이 

있다.

수학교수법 특강(Topics in Mathematics Teaching Methods)

수학, 수학 교수법, 학생의 수학 학습을 연구하고, 가치 있는 수학 과제의 선정, 의미 있

는 학습 담론 촉진을 포함한 교수학습 활동을 실습하고 분석한다.

확률과 통계 I(Probability & Statistics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확률 및 통계 단원의 이론적 배경인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가르

친다. 확률변수의 분포함수, 조건부 확률과 독립, 이항분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포함수

의 성질 및 특성, 극한분포함수를 다룬다.

대수학과 학교수학Ⅱ(Algebra and School MathematicsⅡ)

대수학과 학교수학Ⅰ에 이어서 더욱 복잡한 가군 구조, 벡터공간, 체 구조와 Galois이론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된 응용이론을 학습하는 등 추상적인 대수적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는 중등학교 학교수학에서 지도되고 있는 다양한 대수학 교과내용의 이론적 

기초로서 중등학교 학교수학에 나타나는 벡터공간의 이론, 가군과 체의 이론에 관련된 내

용을 분석하여 연구하여, 이론의 계통성과 다양성, 활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중등학

교에서 바람직한 벡터공간과 체에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

고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미분기하학Ⅰ(Differential GeometryⅡ)

미분기하학I의 후속 강의로서 주로 곡면의 제1 및 제2 기본형과 곡면의 모양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곡면의 여러 가지 곡률의 정의, 측지선 등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공

간의 개념을 이해한다.

복소수해석학Ⅱ(Complex AnalysisⅡ)

복소수해석학I에서 습득한 복소함수에 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복소수함수론에서 중

요한 이론인 Cauchy적분정리와 그의 다양한 응용들을 학습하는 것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auchy부등식, maximum modulus 정리, argument정

리, residue정리 등 다양한 Cauchy적분정리의 응용, 조화함수론, Poisson적분정리,

meromorphic 함수, analytic continuation 등을 학습하며, Riemann의 가설 등에 관한 내

용도 소개한다. 복소적분 이론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고급 함수해석학 등의 기초를 

익힘과 동시에 다양한 복소해석학의 내용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일반위상수학Ⅱ(General TopologyⅡ)

일반위상수학I 내용을 토대로 컴펙트공간, 연결공간, 완비거리공간, 함수공간을 학습한다.

수학교육론 특강(Topics in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이론과 실제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수학 학습의 심리학적․철학적 기초, 문제해결, 수학

교육평가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다.

실해석과 학교수학(Real Analysis and School Mathematics)

일반화된 측도론과 Lebesgue적분이론을 현재 중등학교에서 지도되고 있는 다양한 측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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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이만 적분이론과 연관하여 학습하고, 고급해석학의 여러 성질과 응용을 학습하는 것

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측집합, 가측함수, 유계함수 등의 Lebesgue적분, Lp

공간, Holder, Minkowskii부등식, Riesz-Fisher정리 등 실해석학의 고급이론을 학습함으로

써 적분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교육현장에서의 적분이론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확률과 통계Ⅱ(Probability & StatisticsⅡ)

확률통계 I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확률 및 분포의 성질과 정리를 연구하고 통계학에 

응용되는 여러 문제를 다룬다.

수학사(History of Mathematics)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수학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수학 교육적 의미를 연구한다.

교사를 위한 대수학(Algebra for Teacher)

중등학교 수학과정에서 취급하는 대수영역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정수론, 선형대수 및 대수학과 관계를 각각의 주제로 나누어 강의한다.

대수학과 교육(Algebra and Education)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제까지 학습한 대수학영역의 다양한 내용들, 특히 선형

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등의 다양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중등학교 학교수학에서 

지도되고 있는 대수학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내용의 개발 등 대수학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특히, 학교수학에서 대수학영역의 여러 내용을 재조명하여, 이론의 계통

성과 다양성, 활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중등학교에서 바람직한 대수학교육을 구현하

는 방법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해석학과 교육(Analysis and Education)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제까지 학습한 해석학영역의 다양한 내용들, 특히 미분

적분학, 해석학, 미분방정식, 복소수해석학, 실해석학 등의 다양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중등학교 학교수학에서 지도되고 있는 해석학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교육내용의 개발 

등 해석학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특히, 학교수학에서 해석학 영역의 여러 내용

을 재조명하여, 이론의 계통성과 다양성, 활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중등학교에서 바

람직한 해석학교육을 구현하는 방법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교육의 중점

을 둔다.

기하학과 교육(Geometry and Education)

중등학교 도형 단원 중 유클리드의 논증기하 관련부분을 원론과 비교하여 고찰하고, 공리

적 종합기하와의 관계를 파악한 후, 고등학교 과정의 1차 변환 단원과 변환기하를 체계도

를 중심으로, 벡터공간과 벡터기하를 연계하여 다루고, 미분기하학의 핵심이 되는 공간의 

개념을 통하여 비유클리드 기하를 이해함으로써 중등학교 기하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위상수학과 교육(Topology and Education)

이제까지 학습한 위상수학 영역의 다양한 내용들을 심화하여 이해하고, 수학적문제의 해

결능력 배양 및 해결과정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중등학교에서 바람직한 수학교육을 구현

하는 방법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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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교육과 Computer Education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컴퓨터 활용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유비쿼터스와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시

대가 열리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는 교육 현장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컴퓨터 이론 및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컨텐츠 제작과 같은 

컴퓨터 응용 교육을 통해 21세기 IT 컨버전스 시대의 전문적인 교원인력과 연구인

력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정하고 1994년 설립되었다. 주요 자격증 취득 분야는 정보처

리기사,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전자상거

래 관리사 등이다. 또한 컴퓨터교육과는 투철한 사명감과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우

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범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라 미래의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전문적인 교원인력 양성을 위하여 컴퓨터 교과교육학 분야의 컴퓨터교육

개론, 컴퓨터 교육론, 컴퓨터 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회로, 컴퓨터 구조, 교육용 컨

텐츠개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인터넷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컴퓨터 알고리즘, 데

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언어론, 번역기 구성론,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 운영체계, 컴퓨터 그래픽스, 이산수학, 수치해석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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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교육과(Department of Computer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1

1

전필

전선
7417075

7417074

컴퓨터교육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Education)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3-3-0

3-3-0

2

전필 7417085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3-3-0

전선
7417073

7417003

*논리회로(Logic Circuit)

선형대수학개론(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3-3-0

3-3-0

2

1

전필
7417076

7417060

*자료구조Ⅰ(Data StructureⅠ)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3-3-0

3-3-0

전선

7417077

7417065

7417071

교육용컨텐츠개발(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3-3-0

3-2-2

3-2-2

2

전필
7417010

7417083

컴퓨터교육론(Study of Computer Education)

자료구조Ⅱ(Data StructureⅡ)

3-3-0

3-3-0

전선

7417081

7417064

7417019

소프트웨어공학론(Software Engineering)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s Programming)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3-3-0

3-3-0

3-3-0

3

1

전필 7417078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3-3-0

전선

7417068

7417008

7417079

7417072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수치해석학(Numerical Analysis)

인터넷프로그래밍(Internet Programming)

컴퓨터알고리즘(Computer Algorithms)

3-3-0

3-3-0

3-2-2

3-3-0

2

전필

7417092 컴퓨터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Computer)

3-3-0

전선

7417080

7417063

7417091

7417086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컴파일러구성론(Compiler Design)

UNIX 및 OS 프로그래밍(UNIX OS Programming)

3-2-2

3-3-0

3-3-0

3-3-0

*는 기본이수과목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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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4

1

전필
7417093 컴퓨터교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in Computer Education)

3-3-0

전선

7417062

7417082

7417067

7417087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디지털회로설계(Digital Circuit Design)

컴퓨터교육특강Ⅰ(Computer Education Special Topics inⅠ)

교육용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17070

7417088

7417089

7417090

컴퓨터교육특강Ⅱ(Computer Education Special Topics inⅡ)

이러닝(e-Learning)

저작도구활용 및 컨텐츠제작

(Educational Authoring Tool Usage and Contents Development)

교육학습관리 시스템 활용

(Educational Learning Management System)

3-3-0

3-3-0

3-3-0

3-3-0

필수 8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26 과목 78 학점

계 34 과목 102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전자정보대학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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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컴퓨터교육개론 : 3-3-0

이산수학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자연이공계기초 : 3-3-0

컴퓨터시스템개론 : 3-3-0

논리회로 : 3-3-0

공통기초 9

심화교양 12

자연이공계기초 9

전공필수 3

전공선택 9

-------------

합계 42학점

2

자료구조Ⅰ : 3-3-0

컴퓨터구조 : 3-3-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컴퓨터교육론 : 3-3-0

자료구조Ⅱ : 3-3-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일반교육학 : 2-2-0

시스템프로그래밍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필수 12

전공선택 12

일반교육학 12

-------------

합계 36학점

3

프로그래밍언어론 : 3-3-0

운영체제 : 3-3-0

일반교육학 : 2-2-0

교직소양 : 2-2-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 : 3-3-0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3-3-0

교직소양 : 2-2-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2

일반교육학 2

교직소양 4

일반선택 15

-------------

합계 42학점

4

컴퓨터교과논리및논술 : 3-3-0

교육실습 : 3-1-5

교육봉사 : 2-0-6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전공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일반선택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9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일반선택 12

-------------

합계 29학점

● 교과목 개요

컴퓨터교육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Education)

현대 사회와 컴퓨터의 역할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컴퓨터 과학의 

여러 개념들을 습득한다. 향후 전문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컴퓨터 교육 용어들과 컴퓨터 

과학의 기초 용어 및 알고리즘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사상, 관계를 포함한 집단연산, 군, 환, 체를 포함한 대수학적 구조, 그래프 이론, 집합론,

Bool대수와 면에 논리 등의 이론에 대한 컴퓨터 분야의 적용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

산학의 기본 이론이 되는 응용수학의 도입을 통해 자료 구조, 오토마타 등의 이해 및 응

용능력을 배양한다.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 및 다양한 분야들을 소개하여, 컴퓨터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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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각 분야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알고

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구조,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인공

지능, 계산이론 등의 기본 개념들을 학습한다.

논리회로(Logic Circuit)

공업계고등학교 전자계산기 구조과목의 기초가 되는 조합논리회로와 순차논리회로를 설

계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회로의 설계 및 응용설계를 다룸으로써 컴퓨터 하

드웨어의 기초를 익힌다. 통신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 회로의 해석 및 구조 설계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논리회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

에서는 수의 진법과 이진연산, Bool대수, 조합논리, 플립플롭, 간단화, 회로의 동기와 비동

기구조, 레지스터 및 카운터구조 디지털 논리회로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선형대수학개론(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공학의 기초가 되는 선형대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전

공에 응용함에 있어 용이하게 한다. 행렬의 기호와 행렬곱 및 직교행렬은 물론 행렬식,

고유값과 고유벡터 등의 기초적인 선형대수 이론을 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공

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형대수의 응용 등을 소개한다.

자료구조Ⅰ(Data StructureⅠ)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개념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구조의 

배열, 후입선출, 선입선출 및 연결리스트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를 응용하여 목구조처리,

그래프 이론, 자료 정렬 및 검색과 명칭표 작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 

데이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 구조와 정렬/탐색 방법을 다룬다. 논의될 자료구조로

는 배열, 구조, 스택,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 힙이다.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공업계고등학교 전자계산기 구조과목의 주 내용인 연산 및 제어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구

조를 학습하고 마이크로컴퓨터의 구성을 이해하며 실제로 PC의 분해와 조립실습을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정보 관련 교과목에 주로 언급되는 PC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컴퓨

터시스템의 핵심인 프로세서의 구조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산술논리 처리부분과 제어방법 특히 마이크로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실습을 통한 이해를 

넓히고, 캐쉬 메모리의 구조, 여러 계산 알고리즘, 입출력 구조의 학습도 겸한다.

교육용컨텐츠개발(Educational Contents Development)

정보통신 기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의 개발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배운다. 교육용 콘텐츠 개발의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개발전과 개발 중, 개발후의 단계로 

나누어 원리에 관한 학습과 툴을 이용한 실습을 하게 된다. 수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 및 

교육내용의 수집 및 정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다루기, 프로그래밍, 콘텐츠의 운영 및 

유지보수의 단계별 산출물을 개발하게 된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친숙한 일상생활에서 사물(객체 : object) 개념을 프로그래

밍에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과

목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설계방법을 살펴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의 특징인 클래스, 상속, 다형 등의 개념 및 구현 방법을 C++언어를 중심으로 배운다. 특

히, 각 단계별 예제와 실습을 통해 C++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익힘으로써 수강 후 실제적

인 프로그램 작성에 능통하도록 진행한다. 컴퓨터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한 프로

그래밍의 이론 및 실습과정으로 C++언어 등의 객체지향 언어들을 이용한 구조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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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밍 기법을 익혀 알고리즘 분석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실습을 한다.

컴퓨터교육론(Study of Computer Education)

컴퓨터 교육의 뿌리인 컴퓨터에 관한 교육과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

습한다. 컴퓨터기초교육의 기초, 컴퓨터교과교육학(초,중학교에서 다루는 컴퓨터 교육과정 

및 내용, 교재, 교육방법론, 컴퓨터교육 평가), 컴퓨터활용교육( CAI & CMI, 인공지능 

CAI, 컴퓨터통합교육시스템 멀티미디어와 인터넷 활용), 컴퓨터교육의 환경 구축 (멀티미

디어 기자재와 교실망 구축, 교육정보화 정책), 컴퓨터교육의 이슈(범죄와 윤리, 미래 기

술과 교육)를 다룬다.

자료구조Ⅱ(Data StructureⅡ)

기본적인 자료구조(배열, 리스트, 스택, 큐)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자료구조를 

C++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배우고 그 이외의 자료구조인 트리, Multiway트리, 균형

트리, 그래프 응용, 해싱 기법, 메모리 관리 기법, 압축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소프트웨어공학론(Software Engineering)

우수한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 중 전통적인 개발 방법

론과 객체지향개발 방법론을 이겨 주어진 예산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 강좌에서는 편의상 전통적인 개발 방법론을 익힌다. 소프트웨

어 제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의 관리기법과 구조적 분석, 설계 및 구현 그

리고 시험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방법, 기법, 도구에 대하여 학습하며, 능률적인 학습

을 위하여 응용과제의 실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s Programming)

시스템프로그래밍 과목의 주 내용인 계산기와 기계어의 구조, 어셈블리언어의 프로그래밍

을 배우고 어셈블리, 링커, 적재기의 기능 및 설계에 대해 학습한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공업계고등학교의 정보통신 과목의 주 내용인 데이터통신과 컴퓨터네트워크의 기본개념을 이

해한다. 현재 사용 중인 여러 가지의 LAN기술들을 학습하고 프로토콜의 계층적 구조에 대하

여 논의한다. ISDN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의 활용가능성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연구한다.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프로

그래밍 언어들을 프로그램 작성의 편리성, 구현의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추어야할 기능들에 대해 학습한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운영체제를 이루는 프로세스관리, 메모리관리, 디바이스관리 등을 학습하고 교착상태의 예

방 및 방지방법을 논의한다. 동시처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 동기문제들

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한다. 또한 UNIX, Mach 등 현대 운영체제의 구조를 학습한다.

수치해석학(Numerical Analysis)

직접 및 중복의 방법에 의한 선형 방정식의 해, 보간법 및 근사법의 정리 수치적 미적분 

및 적분, 상미분 방정식의 초기치 문제에 대한 수치해석, 수혐결정 및 오차해석 등 각종 

문제를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계산 방법을 강의하며, 내용

으로는 근사값 계산, 방정식의 해 구하기, 선형대수의 방정식 구하기, 최적화 기법, 곡선 

적합, 수치 미적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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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그래밍(Internet Programm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음성, 이미지, 그래픽,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로 표현된 정보

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각 미디어의 요소 기술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각 매체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특성을 습득하며, 이들을 통합

하는 통합 기술을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해를 넓힌다.

컴퓨터알고리즘(Computer Algorithms)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을 학습한다. 상업계고등학

교 멀티미디어 교과목에 나오는 각종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코딩 및 압축 알고리즘의 학

습을 통하여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Study on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in Computer)

현재 중등학교에서 사용중인 다양한 컴퓨터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멀티미디

어 수업자료개발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이론과 실습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수방법을 익힌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스키마의 개념을 확립하고 데이터의 여러 가지 모델을 특히 관계모델, 계층적 모델, 네트

워크 모델, 객체지향 모델들을 이해하며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자료검색에 필수

적인 기술인 B-tree을 이해하고 트랜잭션의 개념 및 처리에 대한 학습을 함양한다.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상업계고등학교 컴퓨터그래픽의 주요내용인 그래픽의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창과 절단의 

개념, 세그먼트의 개념을 공부하고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의 구현 기법을 연구한다. 컴퓨

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강의하며, 내용으로는 3차원 그래픽스 시스템

개요, 입출력 장치, 객체 변형, 렌더링 기법, 애니메이션 기법을 공부한다.

컴파일러구성론(Compiler Design)

번역기(컴파일러)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바꾸

어 주는 프로그램으로, 컴파일의 각 단계인, 어휘분석, 구문분석, 코드생성 등에 대해 학

습하며 각 단계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해 컴파일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UNIX 및 OS 프로그래밍(UNIX OS Programming)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UNIX

운영체제 적용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UNIX 운영체제의 분석 및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한다.

컴퓨터교과논리및논술(Logic and Essay Writing in Computer Education)

컴퓨터교과내의 여러 가지 주제와 컴퓨터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서술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다.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컴퓨터 네트웨크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배움으로써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 등에 대한 지

식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과 네트워크의 구조, 프로토콜 구현, 직

접링크 네트워크, 패킷 교환, 근거리 네트워크, 인터네트워킹(인터넷) 등에 관한 구현 기

술 및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

정보검색시스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역화일, 어휘분석기법, 순위부여 알고리즘, 시소러스 등을 학습하며,

기타 정보검색 기법의 활용 분야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디지털회로설계(Digital Circuit Design)

공업계고등학교 컴퓨터 설계제도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IC, 인쇄회로 설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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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을 공부하며 IC를 이용한 디지털시계제작 실습을 통하여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경

진대회나 특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컴퓨터 구성 및 동작 원리를 이해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디지털 논리를 익히는데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많이 요구될 인

터페이스 구성능력 배양과 설계에 있어서의 기초를 습득한다.

컴퓨터교육특강Ⅰ(Computer Education Special TopicsⅠ)

컴퓨터 교육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 C언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및 데이터베이스

에 관한 전반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특히 중ž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한내

용을 분석하고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비교 검토한다.

교육용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과 인지 기능을 흉내 낼 수 있는 정보처리 모델을 연구하는 컴퓨

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경험적 탐색, 추론, 학습, 지식표현 

방법에 관한 이론과 근본적인 계산학적 문제들을 다룬다. 논리 기반의 정리증명, 게임이

론, 지능형 에이전트 등에 관해 다루며 신경망, 진화연산, 베이지안망의 기본 원리를 학

습하고 이의 응용 사례로서 전문가시스템, 컴퓨터비전, 자연언어처리, 데이터마이닝, 정보

검색, 바이오정보학 등의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컴퓨터교육특강Ⅱ(Computer Education Special TopicsⅡ)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서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발표를 통해 자료구조, 알고리즘, 컴파일러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복습한다. 그리고 컴퓨터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최신의 이론과 동향, 현장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시사성 있는 이론과 실제를 수집 분석 연구한다.

이러닝(e-Learning)

분산시스템 환경에서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성의 원리와 방법, 설

계, 개발, 활용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적용한 사이버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수ž지도 유형, 유형별 사이버 교육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의 선택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들을 습득한다.

저작도구활용 및 컨텐츠제작 (Educational Authoring Tool Usage and Contents Development)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교육용 

컨텐츠화를 다룬다.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저작도구들의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그 활

용에 관한 실습을 하게 된다. 교육용 컨텐츠 제작의 기술적인 교육을 배우게 되는 본 과

목은 교육용 컨텐츠 개발의 후속 과목으로 제공된다.

교육학습관리 시스템 활용(Educational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 활동의 전달·평가·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의 전반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의 이론 및 실제를 다룬다. 온라인 학습의 특성을 활용하여 온

라인 학습의 삼주체인 학생들과 교수자, 그리고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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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전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유능한 체육교사 및 교육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체육

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적 지식과 함께 체육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기 교과

목들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시

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교사 이외의 체육관련 분야에서 한국 

및 세계를 대표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교

육 과정에서는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및 운동학습, 스포츠 사회학, 체육 원리,

운동처방, 체육사, 체육지도법, 체육교육과정, 체육학연구법, 트레이닝 방법론 등 체

육의 이해를 돕는 이론 교과목과 체육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육상, 체조, 축구, 배

구, 농구, 테니스, 스키, 야구 등 다양한 실기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체육관련학과의 

교수, 체육관련 연구원, 운동건강전문가, 생활체육지도자, 스포츠과학자등 다양한 체

육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이상을 이수

*심화교양 18학점(4ㆍ5ㆍ6분야 각각 1과목 포함) 18

특성교양 2～3과목 이상 이수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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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교육과(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7419037

7419604

7419019

7419071

*체조Ⅰ(GymnasticsⅠ)

*체육원리(Principle of P.E)

*육상Ⅰ(Track and FieldⅠ)

수영Ⅰ(SwimmingⅠ)

1-0-2

3-3-0

1-0-2

1-0-2

전선
7419107

7419096

핸드볼Ⅰ(HandballⅠ)

레져스포츠Ⅰ(Leisure SportsⅠ)

1-0-2

1-0-2

2

전필

전선

7419058

7419068

7419072

7419097

7419098

골프(Golf)

평생체육론(Theory of Life-time Sports)

스키(Ski)

배드민턴Ⅰ(BadmintonⅠ)

핸드볼Ⅱ(Handball Ⅱ)

1-0-2

3-3-0

1-0-2

1-0-2

1-0-2

2

1

전필

7419009

7419043

7419034

7419091

*배구Ⅰ(VolleyballⅠ)

*축구Ⅰ(SoccerⅠ)

체조Ⅱ(GymnasticsⅡ)

운동심리학(Sports Psychology)

1-0-2

1-0-2

1-0-2

3-3-0

전선

7419076

7419077

7419099

7419100

7419080

무용학개론(Introduction to Dance)

스포츠 사회학(Sports Sociology)

수상스포츠(Water Sports)

레져스포츠Ⅱ(Leisure SportsⅡ)

체육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Physical Education)

3-3-0

3-3-0

1-0-2

3-3-0

2-2-0

2

전필

7419020

7419075

7419101

*육상Ⅱ(Track and FieldⅡ)

수영Ⅱ(SwimmingⅡ)

배드민턴Ⅱ(BadmintonⅡ)

1-0-2

1-0-2

1-0-2

전선

7419032

7419081

7419108

7419060

7419010

7419638

7419029

체육통계학(Statistics in P.E)

신체 컨디셔닝과 훈련법(Physical Conditioning and Training)

운동생리학(Physiology of P.E.)

민속무용(Folk Dance)

배구Ⅱ(VolleyballⅡ)

축구Ⅱ(SoccerⅡ)

체육교육론(Theory of Physical Education)

3-3-0

3-3-0

3-3-0

1-0-2

1-0-2

1-0-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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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7419003 *농구Ⅰ(BasketballⅠ) 1-0-2

전선

7419024

7419090

7419017

7419044

7419103

7419102

7419039

7419021

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운동영양학(Exercise Nutrition)

운동역학(Biomechanics)

투기(Martial Art)

수영Ⅲ(SwimmingⅢ)

레져스포츠 Ⅲ(Leisure SportsⅢ)

체조Ⅲ(GymnasticsⅢ)

육상Ⅲ(Track and FieldⅢ)

3-3-0

3-3-0

3-3-0

1-0-2

1-0-2

1-0-2

1-0-2

1-0-2

2

전필
7419085

7419040

*건강과 운동처방(Health and Exercise Prescription)

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E)

3-2-2

3-3-0

전선

7419051

7419004

7419088

7419063

7419047

7419095

학교보건(School Health)

농구Ⅱ(BasketballⅡ)

야구(Baseball)

창작무용(Creative Dance)

테니스Ⅰ(TennisⅠ)

체육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Physical Education)

3-3-0

1-0-2

1-0-2

1-0-2

1-0-2

3-3-0

4

1

전필

전선

7419109

7419042

7419104

7419105

7419110

운동발달과 노화(Motor development and Aging)

테니스Ⅱ(TennisⅡ)

레져스포츠Ⅳ(Leisure SportsⅣ)

종합실기Ⅰ(Extra SportsⅠ)

체육이론전공심화Ⅰ(Intensive course of physical education theoryⅠ)

3-3-0

1-0-2

1-0-2

1-0-2

3-3-0

2
전필

전선

7419065

7419094

7419045

7419106

스포츠 경영관리(Sport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

탁구(Table tennis)

종합실기Ⅱ(Extra SportsⅡ)

3-3-0

3-3-0

1-0-2

1-0-2

필수 14 과목 22 학점

전공 선택 42 과목 75 학점

계 56 과목 97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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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 국 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체조Ⅰ: 1-0-2
체육원리 : 3-3-0
육상Ⅰ: 1-0-2
수영Ⅰ : 1-0-2
핸드볼Ⅰ : 1-0-2
레져스포츠Ⅰ : 1-0-2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골프 : 1-0-2
평생체육론 : 3-3-0
스키 : 1-0-2
배드민턴Ⅰ : 1-0-2
핸드볼 Ⅱ : 1-0-2

공통기초  9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2
전공필수  6
전공선택  9
-------------
합계 38학점

2

배구Ⅰ: 1-0-2
축구Ⅰ: 1-0-2
체조Ⅱ: 1-0-2
운동심리학 : 3-3-0
체육과 논리 및 논술: 2-2-0
스포츠 사회학 : 3-3-0
레져스포츠 Ⅱ :1-0-2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심화교양 : 3-0-3
『무용학개론 3-3-0

수상스포츠 1-0-2』

중 선택 3학점

육상Ⅱ: 1-0-2
수영Ⅱ: 1-0-2

배드민턴Ⅱ1-0-2
운동생리학 3-3-0
배구 Ⅱ 1-0-2

체육교육론 : 3-3-0

축구 Ⅱ 1-0-2
교육학 : 2-2-0
특성교양 : 2-0-2
『체육통계학 3-3-0

신체 컨디셔닝과 훈련법 3-3-0

민속무용 1-0-2 』

중 선택 4학점

심화교양  3
특성교양  2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4
교육학    6
-------------
합계 44학점

3

농구Ⅰ: 1-0-2

체육사 : 3-3-0
레져스포츠 Ⅲ : 1-0-2
수영Ⅲ : 1-0-2
체조Ⅲ : 1-0-2
육상Ⅲ : 1-0-2

투기     1-0-2
교육학 (교직소양) : 2-2-0
심화교양 : 3-3-0
『운동영양학 3-3-0

운동역학 3-3-0』

중 선택 3 학점

건강과 운동처방 : 3-2-2

측정평가 : 3-3-0
체육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농구Ⅱ : 1-0-2
학교보건 3-3-0
야구 1-0-2

테니스Ⅰ: 1-0-2

창작무용 1-0-2

교육학 : 2-2-0
교육학 : 2-2-0
특성교양 : 2-0-2

심화교양  3
특성교양  2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8
교육학    6
-------------
합계 40학점

4

체육이론전공심화 Ⅰ: 3-3-0
레져스포츠 Ⅳ : 1-0-2
종합실기 : 1-0-2
교직소양 : 2-2-0
교육학 : 2-2-0
교육실습 : 3-1-5
교육봉사 : 2-0-6
운동발달과 노화 3-3-0

테니스 Ⅱ 1-0-2

종합실기 : 1-0-2
스포츠 경영관리 3-3-0

특수체육 3-3-0

탁구 1-0-2
교육학 : 2-2-0

전공선택 17
교육실습  3
교육봉사  2
교직소양  2
교육학    4
-------------
합계 2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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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체조Ⅰ(GymnasticsⅠ)

신체의 조직적인 발달을 도모하면서 근력과 유연성을 양성하여 그것을 잘 활용하는 신체

를 만들고 조정력을 높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도력 향상에 역점을 둔다. 마루운동은 공중돌기 동작과 힘, 균형, 유연성, 물구나

무서기 및 조화로운 리듬의 동작을 조합하여 행하는 안무운동이다.

체육원리(Principle of P.E)

인간행위의 본질과 Sport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육교육의 목표와 원리에 관한 사상적 체계

를 이해한다.

육상Ⅰ(Track and FieldⅠ)

올바른 단거리 달리기 방법과 스타트 방법 및 허들경기 방법을 단계적으로 지도하여 육

상의 트랙 종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기능력을 갖도록 한다.

수영Ⅰ(SwimmingⅠ)

수영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익히고, 각종영법 및 수상 안전법을 익혀 자신의 안전 및 타

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영능력과 기술을 연마한다.

핸드볼Ⅰ(HandballⅠ)

핸드볼의 기본이 되는 기초체력과 다양한 응용기술을 습득하여 핸드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핸드볼 경기를 통한 경기능력과 지도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레져스포츠Ⅰ(Leisure SportsⅠ)

레져스포츠의 개념과 종목을 이해, 인식하고 필요성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인 레져스포츠 

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과 실력, 협동심, 인간관계 등을 고양하여 지성인을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골프(Golf)

스윙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 매너를 습득하여 실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

록 한다.

평생체육론(Theory of Life-time Sports)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라는 명제 아래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

면서여성의 건강이나 운동능력에 대한 정보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에

서는 남녀간의 차이와 유사성, 운동과 월경기능, 운동과 무월경, 영양과 체중조절 등의 주

제로 운동에 대한여성의 생리학적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스키(Ski)

현대인의 여가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기 

위하여충분한 이론과 함께 기본동작을 연습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현장 실습

을 통하여 여러 가지 스키와 스노우보드 기술을 습득하게 함.

배드민턴Ⅰ(BadmintonⅠ)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경기를 위한 전술 등을 학습하여 보다 숙달된 기술과 지도법을 갖

추는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서브 및 리시브방법,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

트로크 등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핸드볼Ⅱ(HandballⅡ)

심화된 개인 기초기술 익히며, 연습경기를 통하여 경기전술의 분석 및 대처능력, 팀플레

이, 코칭법, 심판법을 숙지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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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Ⅰ(VolleyballⅠ)

배구의 기초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축구Ⅰ(SoccerⅠ)

축구경기의 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과 축구경기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

여 축구 경기력과 지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체조Ⅱ(GymnasticsⅡ)

1) 체조에 대한 이론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이고 구조적으로 구성된 각 기술들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2) 기계체조의 각 종목별 기술을 습득하여 다양한 스포츠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기른다. 뜀틀은 뛰어서(도움닫기) 두 다리를 모아 발구름하여 몸을 띄워(발구름 

직전 도움 짚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양손을 말 위에 놓고 간단하게 

버티는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정확한 착지가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무용학개론(Introduction to Dance)

무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사회문화로서의 가치와 학교교육으로서의 가

치 및평생교육으로서의 가치 등을 관련분야의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여러 종류의 

무용 감상을 통하여 무용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스포츠 사회학(Sports Sociology)

본 교과목은 게임현상 및 제도화된 게임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제

도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하는 것을 강의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참여 형태로서의 스포츠를 

이해하며, 사회현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상스포츠(Water Sports)

수상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인 수상스키, 레프팅 등의 수상스포츠 종목에 대한 현

장실습을 통해 종목별 기술을 익히고 질 높은 훈련을 하여 수상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

도자적 자질을 배양한다.

운동심리학(Sports Psychology)

운동수행학습 및 운동기능 지도와 관련된 심리적인 메카니즘과 스트레스 해소를 이해한다.

레져스포츠Ⅱ(Leisure SportsⅡ)

레져스포츠의 개념과 종목을 이해, 인식하고 필요성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인 레져스포츠 

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과 실력, 협동심, 인간관계 등을 고양하여 지성인을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육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Physical Education)

체육학의 원리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논

리적인 사고력 및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육상Ⅱ(Track and FieldⅡ)

높이뛰기와 포환던지기 종목을 실습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하여 육상의 필드종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기능력을 갖도록 한다.

수영Ⅱ(SwimmingⅡ)

수영에 대한 기초이론 즉 수영의 역사, 원리, 역학, 동작, 상해에 대한 구급 및 대처방법

을 이론수업을 통해 학습하게 되며, 실습을 통해서 각종영법을 정확히 소화 할 수 능력을 

학습한다. 그리고 유아․아동들을 위한 수영지도법의 기초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체육통계학(Statistics in P.E)

스포츠 및 체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스포츠 현장의 자료를 수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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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분석하여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토록 한다.

신체 컨디셔닝과 훈련법(Physical Conditioning and Training)

신체 컨디셔닝과 훈련법은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체적 컨디션과 체력훈련 방법

을 강의하는 과목으로써 훈련법의 원리, 구조 및 체계, 나아가서 세부적인 목적에 따라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기 내용을 강의함.

운동생리학(Physiology of P.E)

운동생리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운동에 의하여 인체가 경험하게 되는 생리적, 해

부적 반응 및 적응현상과 운동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기본적

으로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트레이닝이나 운동처방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도록 한다.

민속무용(Folk Dance)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무용(Folk Dance)을 익혀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갖도록 한다.

배구Ⅱ(VolleyballⅡ)

배구의 기초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응용이론과 기술을 연구하여 지도자로서의 수준을 갖

추고 나아가 배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여 생활체육의 도구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한다.

축구Ⅱ(SoccerⅡ)

축구경기의 지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과 축구경기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

여 보다높은 수준의 축구 경기력과 지도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체육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and study on Teaching Materials in

Physical Education)

체육교육의 본질과 의미, 지도-학습방법, 평가 및 체육교육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

여 체육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현장연구능력을 함양한다.

배드민턴Ⅱ(BadmintonⅡ)

심화된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등을 익히며, 연습게임을 통하여 경기전술의 분석 및 상대

편의플레이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른다. 또한 대중화된 생활체육의 종목으

로 전문화된지도법과 심판법을 숙지시켜 생활체육전문가를 양성한다.

농구Ⅰ(BasketballⅠ)

농구경기의 지도능력을 배양키 위해 기초실기 기능숙달과 지도 방법 등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습득한다.

체육과 지도방법론(Teaching Methodology in P.E)

체육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체육활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체육교사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태도를 함양 한다.

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다양한 민족사회와 각 시대에 걸쳐 잠재하여 그 시대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온 

여러 사상들을 분석 연구하고 이러한 사상과 스포츠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스포츠의 

사상적 확산에 그 영향력이 있는 민족과 사회의 스포츠 문화사상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 분석하여 체육 교사나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체육 및 스포츠의 문화사상사

를 이해한다.

운동영양학(Exercise Nutrition)

건강, 체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섭취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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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역학(Biomechanics)

움직임(운동)에 관련된 물리적 원리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스포츠 기능 수행에서 어떤 

동작이안전하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동작인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특히 이들 이론

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스포츠 기능을 선택하여 실제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투기(Martial Arts)

레슬링, 복싱, 태권도, 유도 등 투기 종목의 기본동작 및 경기방법을 이해시키고, 실제 경

기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실기능력을 배양하여 지도자적 자질을 기르도록 강의한다.

수영Ⅲ(SwimmingⅢ)

중등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영영역의 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요령을 익히고, 연습을 통

하여 기초기술 습득은 물론 신체 보조 요령과 숙련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함양한다.

레져스포츠Ⅲ(Leisure SportsⅢ)

레져스포츠의 개념과 종목을 이해, 인식하고 필요성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인 레져스포츠 

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과 실력, 협동심, 인간관계 등을 고양하여 지성인을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조Ⅲ(GymnasticsⅡ)

중등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체조영역의 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요령을 익히고, 연습을 

통하여 기초 기술 습득은 물론 신체 보조 요령과 숙련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함양

한다.

육상Ⅲ(Track and FieldⅢ)

중등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육상영역의 전반에 대한 안전지도 요령을 익히고, 연습을 

통하여 기초 기술 습득은 물론 신체 보조 요령과 숙련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을 함양

한다.

건강과 운동처방(Health and Exercise Prescription)

건강과 운동처방은 운동 목적에(개인의 체력 및 건강증진, 성인병 예방) 따라 처방하는 

이론과 실습을 익히는 교과목임. 본 강의내용은 운동처방의 개요, 인체 해부 및 생리학적 

기초, 인체의생리적/심리적 변화와 운동의 효과, 올바른 운동검사 및 처방, 각종 성인병

과 운동법, 운동처방전작성 실습으로 구성됨.

테니스Ⅰ(TennisⅠ)

테니스의 기초기술, 그립, 준비자세, 그라운드 스트로크, 발리, 스매쉬, 서브 등을 익히고 

실제게임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운다.

학교보건(School Health)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 교육,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이해시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E)

체육학의 학문 속성이 되는 체육의 효과와, 그 효과가 존재하는 모든 인자를 측정하는 방

법과평가 및 해석하는 방법을 강의함. 강의 주된 내용은 형태적 인체 측정(형태적 측정,

기능적 측정), 운동 능력 측정(기초운동기능, 전문운동기능), 사회적 적응 측정(성격 유형 

& 특성, 집단 특성, 태도 검사), 그리고 체육전문/교양에 관한 측정으로 구성됨.

농구Ⅱ(BasketballⅡ)

농구경기의 지도능력 및 경기 운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실기 기능의 숙달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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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하여 집중 지도한다.

야구(Baseball)

야구의 기초적인 이론과 실기를 통해 실전 경험을 익히며 지도자적 자질을 숙달할 수 있도

록 강의 한다.

체육교육론(Theory of Physical Education)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체육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체육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함양한다.

창작무용(Creative Dance)

즉흥 및 창작학습을 통해 표현력 및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며 교육현장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세미나Ⅰ(SeminarⅠ)

국제화시대의 지도자로서 전공에 관련된 외국 논문 및 잡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을배양한다. 특히 일본어를 중심으로 쓰기, 말하기 위주로 지도하여 일본어 기초회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운동발달과 노화(Motor development and Aging)

인간의 발육발달과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규칙적인 운동과 관련지어 학습

하고, 운동이 인간의 질적인 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이해하게 함. 강의내용은 노화의 개요,

신체적 구조, 능력의 변화, 운동조절 능력의 변화, 신체-심리적 관계와 변화, 노인의 신체

적 능력과 성취 등으로 구성됨.

테니스Ⅱ(TennisⅡ)

테니스의 기초기술 학습 후에 경기기술 위주로 심화학습을 한다.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으

로서 차후 테니스 실기지도와의 입장에서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각종 기초 기술 및 경기 

전략의 원리를 이해한다. 경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티켓과 스포츠맨쉽을 함양한다.

레져스포츠 Ⅳ(Leisure Sports Ⅳ)

레져스포츠의 개념과 종목을 이해, 인식하고 필요성을 고취시키며, 자발적인 레져스포츠 

참여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과 실력, 협동심, 인간관계 등을 고양하여 지성인을 양성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합실기Ⅰ(Extra SportsⅠ)

체조, 육상, 수영 등 개인종목의 실기능력을 심화시켜 정확한 자세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습하

여 중둥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시키다.

체육전공이론심화 Ⅰ(Intensive course of physical education theory Ⅰ)

체육임용고사에 대비하여 체육이론교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정리와 기본이론을 재정

립하고 종합적으로 심화 학습한다.

스포츠경영관리(Sports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급변하는 스포츠와 스포츠경영학 분야에서 기대되는 발전과 흥미로운 각종 이슈들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조직경영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본 강좌는 그 목적을 두

며 나아가 스포츠경영관리 전문가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나 체육 및 스포츠관련 지도자들

이 경영관리철학, 비즈니스, 이론, 관련분야에 적합한 경영관리 능력과 지도력을 배양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Activity)

특수체육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역사, 관련법령, 통합체육, 각종 장애인 스포츠 등의 개

론적인내용을 강의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분류 및 행동특성을 파악하여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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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탁구(Table tennis)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경기를 위한 전술 등을 학습하여 보다 숙달된 기술과 지도법을 갖

추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서브 및 리시브방법, 포핸드 스트로크와 백핸드 스트

로크 등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종합실기Ⅱ(Extra SportsⅡ)

배구, 축구, 농구, 핸드볼 등 구기 종목의 실기능력을 심화시켜 정확한 자세와 능력을 종합적으

로 연습하여 중둥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시키다.



생활과학대학(7700)
(College of Human Ecology)

생활과학대학은 1991년 설립인가 되어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

활과학의 중요 학문분야인 식품영양학과, 아동복지학과, 패션디자인정

보학과, 주거환경학과, 소비자학과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과

학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

적 탐구와 실천적인 응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사회

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대학은 삶의 질 향상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생활과학 전반의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실습과 현장교육을 확

대해가고 있다. 또한. 산업체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생활

과학연구소와 부설기관으로서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 운영을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본 대학은 5개 학과

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복수전공, 연계전공(노인복지전공), 부

전공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전공 교육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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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학과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식품학과 영양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

인 식생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은 물론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기여

할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식품영양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식품영양 인력 양성

2. 식생활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토대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식품

영양학적 전략 수립 능력을 가진 인력 양성

3. 조직에 대한 이해심, 사회적 책임감,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지

역의 식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을 갖춘 인력 양성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인 핵심역량은 전

문성(Expertise), 응용성(Appicability), 리더쉽(Leadership)으로 정하고 본 학과에서는 

핵심역량 달성도를 매학기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분야로 영양학, 임상영양학, 응용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급식경영학, 기능성식품학 등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출분야는 영양사 (병원·산업체·보건소·사회복지시설 등), 임상영양사(병

원, 사회복지시설 등), 영양교사 (초·중·고등학교), 연구원 (국가기관·기업체 등), 공

무원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영양상담원 (병원·건강증진센터 등), 식품업체 및 급식

관련업체의 경영자, 관리자, 마케팅 등의 분야 종사자, Food Coordinator (식품광고·

테이블 코디네이션 등), 식품영양 관련 분야 전문기자, 음식평론가 등이 있으며 또

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수 있

고 위의 전문영역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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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15
외국어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Ⅰ’을 포함하여

수학, 기초과학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심화교양
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
12

특성교양

다른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기준학점으로 인정)

6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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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양학과(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718024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3-3-0

전선

2

전필 7718022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전선 7718101 조리원리(Principles of Cookery) 3-3-0

2

1

전필

7718051

7718009

7718104

*기초영양학(Basic Nutrition)

영양생화학(Nutritional Biochemistry)

조리원리실습(Practices in Cookery Principles)

3-3-0

3-3-0

3-0-6

전선

7718045

7718060

7718073

식품유통 및 구매관리(Food Distribution & Purchase Management)

식생활과 문화(Food & Culture)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3-3-0

3-3-0

3-3-0

2

전필
7718063

7718102

* 급식경영학(Food Service Management)

∘식품영양분석실험Ⅰ(Food and Nutritional Analysis Lab.Ⅰ)

3-3-0

3-1-4

전선

7718017

7718055

7718097

7718098

지역사회영양학(Community Nutrition)

고급영양학(Advanced Nutrition)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Food Microbiology & Lab.)

분자식품영양학(Molecular Food and Nutrition)

3-3-0

3-3-0

3-2-2

3-3-0

3

1

전필
7718058

7718106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식품화학Ⅰ(Food ChemistryⅠ)

3-3-0

3-3-0

전선

7718013

7718057

7718120

7718107

영양학실험(Nutrition Lab.)

*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식생활관리(Meal Management)

식품영양분석실험Ⅱ(Food and Nutritional Analysis Lab.Ⅱ)

3-1-4

3-3-0

3-3-0

3-1-4

2

전필
7718067

7718108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Institutional Food Service Practice)

* 영양판정(Nutritional Assessment)

3-2-2

3-3-0

전선

7718105

7718109

7718115

7718116

영양생화학실험(Nutritional Biochemistry Lab.)

* 식품화학Ⅱ(Food ChemistryⅡ)

식사요법실습(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Diet Therapy Practice)

식품가공저장학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 Food Processing · Preservation and Practice)

3-1-4

3-3-0

3-1-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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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718112

7718117

7718118

7718119

7718075

영양교육 및 상담(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식품생리활성(Food Bioactivity)

식품영양연구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 Food and Nutrition Research & Practice)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Experimental Cookery & Food Evaluation)

식품영양진로탐색(Job Search in Food & Nutrition)

3-3-0

3-3-0

3-1-4

3-1-4

1-0-2

일선
7718092

7718093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15-0-16주

2

전필 7718085 영양사 현장실습(Dietetic Internship) 2-0-4

전선
7718076

7718086

생애주기영양학(Nutrition in life Cycle)

외식마케팅전략(Marketing Strategy for Restaurant Operations)

3-3-0

3-3-0

일선
7718094

7718095

인턴십Ⅲ(Internship Ⅲ)

인턴십Ⅳ(Internship Ⅳ)

3-0-4주

15-0-16주

필수 12 과목 35 학점(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3 과목 67 학점

계 35과목 10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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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기초교양-국어와 작문 : 3-3-0

기초교양-외국어Ⅰ : 3-3-0

기초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인체생리학 : 3-3-0

기초교양-외국어Ⅱ : 3-3-0

기초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유기화학 : 3-3-0

조리원리 : 3-3-0

기초교양 : 15

심화교양 : 12

특성교양 : 6

전공필수 : 6

전공선택 : 3

-----------------

합계 42

2

기초영양학 : 3-3-0

영양생화학 : 3-3-0

조리원리실습 : 3-0-6

식품유통 및 구매관리 : 3-3-0

식생활과 문화 :　3-3-0

공중보건학 : 3-3-0

특성교양 : 3-3-0

급식경영학  : 3-3-0

식품영양분석실험Ⅰ : 3-1-4

지역사회영양학 : 3-3-0

고급영양학 : 3-3-0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3-2-2

분자식품영양학 : 3-3-0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 15

전공선택 : 21

특성교양 : 6

------------------------

합계 42학점

3

식품화학Ⅰ : 3-3-0

임상영양학 : 3-3-0

영양학실험 : 3-1-4

식품위생학 : 3-3-0

식생활관리 : 3-3-0

식품영양분석실험Ⅱ : 3-1-4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3-2-2

영양판정 : 3-3-0

영양생화학실험 : 3-1-4

식품화학Ⅱ : 3-3-0

식사요법실습(캡스톤디자인) : 3-1-4

식품가공저장학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 3-2-2

전공필수 : 12

전공선택 : 24

---------------------

합계 36

4

영양교육 및 상담 : 3-3-0

식품생리활성 : 3-3-0

식품영양연구 및 실습(캡스톤디자인) : 3-1-4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 3-1-4

식품영양진로탐색 : 1-0-2

영양사 현장실습 : 2-0-4

생애주기 영양학 : 3-3-0

외식마케팅 전략 : 3-3-0

전공필수 : 2

전공선택 : 19

--------------------

합계 21

● 교과목 개요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조직·기관·기관계의 구조 및 역할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체의 생명현

상을 이해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구조와 성질 그리고 화학반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조리원리(Principles of Cookery)

한국음식 및 외국음식에 대한 조리원리, 상차림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기초영양학(Basic Nutrition)

영양소 중 에너지를 제공하는 3대 영양소의 특성 및 체내기능․결핍증․과잉증․함유식

품 그리고 1일 요구량 및 건강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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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생화학(Nutritional Biochemistry)

생명현상에 관한 것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화학의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 및 

생체성분의 특성과 대사과정, 영양과 유전, 호르몬 등 영양생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

습한다.

조리원리실습(Practices in Cookery Principles)

한국음식 및 외국음식에 대한 조리원리, 상차림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하여 이해를 돕는다.

식품유통 및 구매관리(Food Distribution & Purchase Management)

식품의 유통구조를 익히고 효과적인 구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식품시장․유통단계․재고관

리․식품의 규격 및 감별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구매와 유통관리를 체계적

으로 할 수 있는 급식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식생활과 문화(Food & Culture)

인류 초기의 식문화 및 환경과 인간의 식생활 그리고 신앙과 사상에 따른 세계의 식생활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식사공간과 식사체계에 따른 Table Setting과 Coordination에 대하여 연구한다.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중보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급식위생시스

템 확립 및 실행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급식경영학(Food Service Management)

급식운영에 필요한 총괄적인 업무내용을 경영학적 ž 시스템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제 급식소에서의 적용 능력 배양을 위해 다양한 경영지식 및 현장학

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식품영양분석실험Ⅰ(Food and Nutritional Analysis Lab.Ⅰ)

식품영양학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는 화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대표적인 화학적 분석법의 

기본 원리 및 실험법을 학습한다.

지역사회영양학(Community Nutrition)

영양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영양문제를 이해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영양사업을 학습한다.

고급영양학(Advanced Nutrition)

기본 영양원리를 토대로 하여 영양소 상호간의 균형 및 3대 영양소와 무기질·비타민의 생

리작용 및 대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신 영양문제의 대사상의 기전을 학습한다.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Food Microbiology & Lab.)

식품가공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특성 및 식품 속에서의 생리적·생화학적 대사작용, 미생물

에 의한 부패 및 발효에 대한 이론 및 실험을 하며, 미생물에 의한 식품기인성 질병 및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 예방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요 실험을 수행한다.

분자식품영양학(Molecular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학에서 필요한 분자생물학적 기본 지식, 연구 방법 및 기술, 응용 분야에 대하여 

다룬다.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영양과 질병과의 관계, 특히 질병의 원인·발생·진행·회복·재발시 영양의 역할 및 대사과정을 

연구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관리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식품화학Ⅰ(Food ChemistryⅠ)

식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화학적인 기초지식과 여러 가지 식품의 화학적인 특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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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실험(Nutrition Lab.)

실험동물(rat)을 대상으로 사육실험을 하여, 영양소의 역할 등 영양학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

들을 확인하고 연구한다.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식품의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의 식중독 사고 ž 기생충과 전염병 ž 환경오염물질 등과 같은 위생

문제에 관계된 이론 및 이에 따르는 관련법규를 학습한다.

식생활관리(Meal Management)

식생활관리의 중요성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식단관리시 고려해

야 하는 요인 및 계획에 대해 학습한다.

식품영양분석실험Ⅱ(Food and Nutritional Analysis Lab.Ⅱ)

일반화학, 식품영양분석실험1, 식품화학 등에서 습득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식품성분을 분

석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성분의 대표적 분석법을 습득한다.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Institutional Food Service Practice)

대규모 급식의 목표를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구매관리 ž 생산관리 ž 판매관리 ž 재무관리 ž 

인사관리 등의 직능별 경영 관리의 개념을 학습하고, 급식경영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현장실

습에서 단체급식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영양판정(Nutritional Assessment)

개인과 집단의 영양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섭취조사, 신체계측조사, 생화학적 

검사, 임상조사 등의 장·단점과 방법을 학습한다.

영양생화학실험(Nutritional Biochemistry Lab.)

인체생리학, 기초영양학, 영양생화학 등에서 습득한 기초지식을 토대로 생화학적 분석법

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대표적 분석 방법을 습득하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고찰하는 

과정 또한 학습한다.

식품화학Ⅱ(Food ChemistryⅡ)

식품화학Ⅰ에 이어 식품의 특수성분에 대한 화학적인 특성 및 식품학적 가치 그리고 수

확 후의 저장·유통·조리가공 중에 일어나는 변화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식사요법실습(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Diet Therapy Practice)

임상영양학의 기초이론을 응용한 식사요법의 기본원리 및 각종 질환에 따른 식사의 처방기준

과 식단작성법을 학습하고, 소화기질환·순환기계통질환·신장병 등의 식단 작성을 기초로 하여 

환자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가공저장학 및 실습(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and Practice)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공 ž 저장식품의 중요성 및 여러 가지 가공 ž 저장식품의 특성과 이용방

법을 연구하고, 각 식품의 특성별 저장과 가공기술을 응용하여 실질적인 기술 및 방법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영양교육 및 상담(Nutri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영양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식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행동변화 이론, 교육 및 상담의 과정,

그리고 다양한 방법 등을 학습한다.

식품생리활성(Food Bioactivity)

기능성식품 소재의 화학적 특징 및 관련 기능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식품의 기능성/안전

성 평가 방법론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를 학습한다. 또한 기능성 평가를 위한 실험법

의 예로서 기본적인 세포 실험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실험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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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연구 및 실습(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 Food and Nutrition Research &

Practice)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방법 

결과를 검토하고 설계된 연구방법에 따라 실제 논문 작성을 실습 한 후 발표한다.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Experimental Cookery & Food Evaluation)

음식의 색・질・향미와 관련된 식품의 성분 및 조직, 조리가공에 의한 변화 등을 연구하

고, 식품학 및 영양학의 기본 요소를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일에 연결시킴으로써 식생활

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높인다.

식품영양진로탐색(Job Search in Food & Nutrition)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초청하여 직업에 대한 소개 및 준비

과정,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식품영양

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진로 및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영양사 현장실습(Ditetic Internship)

학교, 병원, 산업체 등 단체급식소에서의 실습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실

무에 관한 이론과 실습 및 영양사의 역할을 배우고 익힌다.

생애주기영양학(Nutrition in life Cycle)

인생의 주기별 특성 즉 임신기, 수유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 노인기 등의 각 생애주

기에 따른 생리적 특성과 영양문제 및 영양관리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외식 마케팅 전략(Marketing Strategy for Restaurant Operations)

급식경영전문인으로서 급식조직에서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

는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방법 및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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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학과 Child Welfare

본 학과는 아동학과 사회복지학이 학제적으로 결합된 전공이다. 아동학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제반 지식과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과 가족에 관

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동

복지학은 아동학의 학문적 바탕에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보육,

아동빈곤,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 학교사회복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본 학과는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대한 제반 지식과 아동

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기술,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

는 아동과 가정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아동복지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외국어 6학점 이수

*심화교양

4분야(자연과 생명), 5분야(기술과 문명)에서 각 

분야별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3분야인 “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 이수

18

특성교양 “사회봉사와 장애 이해”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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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학과(Department of Child Welfa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707113 *영유아발달(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3-0

전선 7707032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2
전필 7707086 *유아교육론(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전선
7707102

7707036

유아발달(Early Child Development)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3-3-0

3-3-0

2

1

전필 7707004 *가족관계(Family Relations) 3-3-0

전선

7707076

7707078

7707103

7707104

학교사회사업론(School Social Work)

의료사회사업(Medical Social Work)

유아음악교육(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미술교육(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3-0

3-3-0

3-2-2

3-2-2

2

전필
7707058

7707066

*아동복지(Child Welfare)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in Social Welfare)

3-3-0

3-2-2

전선

7707007

7707064

7707081

7707088

7707114

유아교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Problem)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Observation & Research Of Child Behavior)

가족정책론(Family Policy)

아동안전관리(Managing Safety in Child Care)

3-2-2

3-3-0

3-2-2

3-3-0

3-2-2

3

1

전필

7707005

7707060

7707067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3-2-2

3-3-0

3-3-0

전선

7707068

7707087

7707090

7707095

7707096

7707106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건강가정론(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유아수학교육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교육과 교육론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언어교육(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3-0

3-3-0

3-2-2

3-3-0

3-3-0

3-2-2

2

전필

전선

7707047

7707061

7707063

7707069

7707072

7707105

7707115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유아놀이지도(Play in Early Childhood)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3-2-2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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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707070

7707071

7707089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Field Practicum)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 Law)

보육실습(Field Practice in Child Care Centers)

3-1-4

3-3-0

3-1-4

일선 7707111 인턴십Ⅲ(InternshipⅢ) 3-0-4주

2

전필

전선
7707091

7707109

가족복지론(Family Social Welfare)

보육교사론(Study on Teachers for Young Children)

3-3-0

3-3-0

일선 7707112 인턴십Ⅳ(Internship Ⅳ) 3-0-4주

필수 8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31 과목 93 학점

계 39 과목 117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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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영유아발달 : 3-3-0

사회복지개론 : 3-3-0

외국어Ⅱ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유아교육론 :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3-3-0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3

전공필수 6

전공선택 6

-------------

합계 36학점

2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가족관계 : 3-3-0

의료사회사업론 : 3-3-0

유아음악교육 :3-2-2

유아미술교육 :3-2-2

#아동복지 : 3-3-0

#사회복지조사론 : 3-3-0

유아교육과정 : 3-2-2

정신건강론 : 3-3-0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3-2-2

아동안전관리 : 3-2-2

심화교양 6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1

-------------

합계 36학점

3

#아동상담 : 3-3-0

#사회복지실천론 : 3-3-0

#사회복지정책론 : 3-3-0

노인복지론 : 3-3-0

건강가정론 : 3-3-0

유아언어교육 : 3-2-2

가족상담 및 치료 : 3-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3-3-0

장애인복지론 : 3-3-0

지역사회복지론 : 3-3-0

유아놀이지도 : 3-2-2

영유아교수방법론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7

-------------

합계 36학점

4

심화교양 : 3-3-0

사회복지현장실습 : 3-1-4

사회복지법제 : 3-3-0

보육실습 : 3-1-4

인턴십Ⅲ : 3-0-4주

특성교양 : 3-3-0

가족복지론 : 3-3-0

보육교사론 : 3-3-0

심화교양 3

특성교양 3

일반선택 3

전공선택 15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영유아발달(Infant and Child Development)

영유아발달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형

성하는 교과목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과 영아의 발달특성 및 유아의 발달특

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영유아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발달사, 방법론 및 방향을 학습하고, 이들이 실천적인 영역인 아동

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현 상황에서 파악하고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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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조망한다.

영아발달(Infant Development)

인간발달의 과정 중 영아기의 발달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인간발달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영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외부환경요인에 대해 알

아본다.

유아교육론(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이념 및 목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 등에 관한 기초이론과 관련되는 

지식을 학습한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인간과 사회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형태를 사회체계 패러다임에 의하여 연구,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적 및 대인적 서비스에 활동될 수 있는 주거 틀을 습득한다.

유아발달(Early Child Development)

인간발달의 과정 중 유아기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발달영역별로 유

아기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사회발달에 대한 제반 지식을 학습한다.

가족관계(Family Relations)

가족 내의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달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생활주기에 따른 

가족간 상호작용의 가정 및 적응과 문제점 해결을 다룬다.

학교사회사업론(School Social Work)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교육과 교육환경 및 학생에 대한 이

해와 학교사회복지의 실천관점,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교육과 

학교현장,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전문적인 가치, 실천기술, 이론과 모델들을 습득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

로서의 전문적인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의료사회사업(Medical Social Work)

의료사회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목적, 역할 등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

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의료사회사업의 전문적 지

식과 실천기술을 연구한다.

유아음악교육(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음악이 아동의 지능․정서․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하고, 음악을 통한 

아동의 창조적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

도록 음악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아동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유아미술교육(Ar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미술 및 공작활동을 통하여 아동의 사고나 감정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케 하며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미술교육의 

올바른 지도방법을 연구하여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미술을 지도한다.

아동복지(Child Welfare)

아동복지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분석탐구하고 복지사업에 따르는 모든 기구와 시설 운

영관리를 견학하여 아동복지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in Social Welfare)

사회조사방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사회조사의 방법, 절차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과학적 접근법의 활용성과 한계를 고

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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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정의 성격 및 구성체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고 현장 적용을 위한 유아교

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방법, 일과운영, 환경구성,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학

습한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Problem)

1.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2. 정신건강에 대한 이론과 부적응의 결과 나타나는 주요 심리장애에 대해 이해한다.

3.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스트레스관리법을 모색해본다.

가족정책론(Family Policy)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원인 및 사회적 영향을 인구-가족-노동의 커다란 틀에서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영역에서 제외되기 쉬운, 양육ㆍ간호ㆍ수발 등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

는 주요한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유급노동과의 연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

한다. 가족이 수행해 온 돌봄노동을 공공정책으로 사회화하는 논리 및 이인양육자 사회로

의 전환에서 요청되는 사회적 변화와 정책대응을 조망하고,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

내외 예를 비교분석한다.

아동안전관리(Managing Safety in Child Care)

아동안전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시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데 필요로 하는 안전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기르고 안전관리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의 특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및 안전교육 관

련한 내용을 학습한다.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아동의 주 적응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상담이론을 학습하고 이의 적

용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습득한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기초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의 역사ㆍ이데올로기 등을 기초로 하여, 노동시장 및 인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복

지정책의 배경요소를 이해한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주요한 특성을 대상, 자격, 전달,

재정 등의 영역별로 살펴보고, 한국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 및 사회가치의 영향 등을 비교분

석 한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노인집단이 지니고 있는 광범위한 욕구, 위험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건강가정론(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하여 건강가정사로서의 기본 마인드를 갖게 한다.

유아수학교육(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 수학교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최근의 연구동향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교

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학교육활동을 창의적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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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교육론(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교직과목 이수자를 위한 심화 과목으로, 유아교육의 기초이론 뿐

만 아니라, 음악, 동작, 언어, 사회성, 과학, 수, 미술 등 영역별 지식을 학습한다.

유아교육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기 교육의 특수성을 익히고, 유아기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선정ㆍ개발하는 기준을 습

득하며, 유아지도방법의 기초와 사례를 학습한다.

유아언어교육(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발달단계별 언어교육의 실제를 학습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인간발달, 가족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가족단위, 체계 내에서 발생되는 가족 상호작용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기법을 학습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

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례연구와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 기법, 지

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조직과 관리체계를 연구하고 실천적 영역에서 사회복

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각종 심신 장애의 요인과 한국의 장애인 실태 및 재활 서비스에 관한 방안을 연구한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의 개념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개념에 대

한 이해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조

직의 모델들과 원칙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개입 역할 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지역개발,

사회계획, 기능적 개입 등의 모델들을 한국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

유아놀이지도(Play in Early Childhood)

아동의 놀이에 대한 제반이론을 학습하고 놀이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신체발달과 관련시켜 놀이를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영유아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영유아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수학습과 관련된 제반 원리, 방법, 운

영, 평가 방법을 탐색하고,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교수학습 실제를 계획하고 적용해본다.

보육실습(Field Practice in Educare Center)

아동보육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실제에 응용해 볼 수 있게 하며, 현장에 관한 이해

를 넓힌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elfare Field Practicum)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사회복지의 기술을 매주 하루 직접 사회복지 기관 및 관련 실

습지에 나가 훈련을 쌓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 Law)

사회복지법의 개요, 이념, 역사적 전개 및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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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위시하여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의 입

법배경과 형성과정, 법조문의 해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가족복지론(Family Social Welfare)

건전한 가족의 육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회제도 및 프로그램을 다루며, 가족의 구조, 기능,

가족 생활주기를 이해시키고 이에 관련되는 제반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가족유형별 복

지욕구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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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정보학과 Fashion Design Information

패션디자인정보학과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서 패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

하여 21세기 한국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패션 전문인재 양성

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의류환경, 의류소재, 패션디자인, 패션마케

팅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적용하고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을 함양하기 위해 이론뿐 아니라 실습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전문가 

특강, 패션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인턴쉽)의 산업현장 지향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매년 학생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일러스

트, 패션브랜드상품기획, 텍스타일넥타이 공모전, 재활용패션쇼 등) 많은 수상실적으

로 실무역량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사회 패션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패션정보 인프라 구축 및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4대 핵심역량 :ABLE

패션디자인정보학과는 패션산업에 필요한 디자인 및 상품기획, 생산, 판매 및 마케

팅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응용성/적용성(Applicability): 종합적 판단능력을 토대로 전문지식을 패션현장에 응

용,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글로컬화(Broad Neighbor-orientation):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문인재 양성

리더쉽(Leadership):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의식과 자질 함양

전문성(Expertise): 패션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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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공통기초

국어와 작문 이수 3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 6

자연계

이공계기초

기초통계학 및 실습 이수 및

기초 과학분야 1과목 이수 권장
6

*심화교양

1·2·3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9학점

이상 이수하되, 서양문화사, 매스컴과 현대사회,

일상생활의 심리학 과목에서 권장

9

특성교양
6학점 이상 이수하되, 개신중점강좌분야과목,

패션과 창업 이수 권장
6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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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디자인정보학과(Departmen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충청대학 패션디자인과』와 연계교육 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719001

7719038

의류소재의 이해(Introduction to Textiles)

인체와 의복(Human Body & Clothing)

3-3-0

3-3-0

전선

2

전필

전선

7719005

7719079

7719075

패션 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

패션소비자심리(Consumer Psychology of Fashion)

패션소재기획실습(Textile Planning Practice)

3-2-2

3-3-0

3-2-2

2

1

전필
7719054

7719006

패션마케팅(Fashion Marketing)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

3-3-0

3-2-2

전선

7719080

7719035

7719069

디지털 패션경영(Digital Fashion Management)

패션과 염색(Fashion & Dyeing)

의복구성학(Clothing Construction)

3-3-0

3-2-2

3-2-2

2

전필 7719053 패션문화(Fashion & Culture) 3-3-0

전선

7719007

7719037

7719088

7719089

7719056

패션정보분석(Fashion Information Analysis)

패션제품생산공정(Fashion Product Processing)

텍스타일 CADⅠ(Computer Aided Textile DesignⅠ)

텍스타일 CADⅡ(Computer Aided Textile DesignⅡ)

패션웹사이트기획(Fashion Website Planning)

3-3-0

3-3-0

1-1-0

2-0-4

3-2-2

3

1

전필
7719090

7719071

의복환경학(Clothing Comfort)

패션상품기획 및 실습(Fashion Merchandising & Practice)

3-3-0

3-1-4

전선

7719091

7719092

7719087

7719061

7719084

패션 CAD Ⅰ(Computer Aided Fashion Design Ⅰ)

패션 CAD Ⅱ(Computer Aided Fashion Design Ⅱ)

테일러링(Tailoring)

의류교육론(Clothing & Textiles Education)

패턴 캐드(Pattern CAD)

1-1-0

2-0-4

3-2-2

3-3-0

3-2-2

2

전필 7719025 패션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 in Clothing & Textiles) 3-3-0

전선

7719070

7719020

7719082

7719064

7719086

패션신소재정보(Hightech Fabric Information)

패션상품유통론(Fashion Retailing)

드레이핑 및 캡스톤디자인Ⅰ(Draping & Capstone DesignⅠ)

의류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of Clothing & Textiles)

컬러와 패션스타일링(Color & Fashion Styling)

3-3-0

3-3-0

3-2-2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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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7719044 의류제품평가(Apparel Quality Evaluation) 3-2-2

전선

7719085

7719049

7719093

7719094

7719039

7719073

7719065

패션산업실무(Fashion Industry Application)

테크니컬웨어(Technical Wear)

창작의상기획및캡스톤디자인Ⅱ(Creative Costume Planning&Capstone DesignⅡ)

창작의상실습및캡스톤디자인Ⅱ(Creative Costume Plractice & Capstone DesignⅡ)

글로벌패션산업(Global Fashion Industry)

패션연구 및 세미나Ⅰ(Fashion Research & SeminarⅠ)

의류교과 논리 및 논술(Topics on Clothing & Textiles)

3-2-2

3-3-0

1-1-0

2-0-4

3-3-0

2-2-0

2-2-0

2

전필

전선

7719050

7719032

7719074

패션매장관리 및 실습(Visual Merchandising)

패션제품관리(Fashion Product Management)

패션연구 및 세미나Ⅱ(Fashion Research & SeminarⅡ)

3-2-2

3-3-0

2-2-0

필수 9과목 27학점

전공 선택 31과목 81학점

계 40과목 10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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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영어읽기와 토론 : 3-3-0

심화교양 : 3-3-0

기초통계학및실습 : 3-3-0

*의류소재의 이해 : 3-3-0

*인체와 의복 : 3-3-0

Action English : 3-3-0

심화교양 : 3-3-0

자연 이공계 기초 : 3-3-0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3-2-2

패션소비자심리 : 3-3-0

패션소재기획실습 : 3-2-2

기초교양 15

심화교양  6

전공필수  6

전공선택  9

-------------

합계 36학점 

2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패션마케팅 : 3-3-0

*패션디자인 : 3-2-2

디지털 패션경영 : 3-3-0

패션과 염색 : 3-2-2

의복구성학 : 3-2-2

특성교양 : 3-3-0

*패션문화 : 3-3-0

패션정보분석 : 3-3-0

패션제품생산공정 : 3-3-0

텍스타일 CAD Ⅰ: 1-1-0

텍스타일 CAD Ⅱ: 2-0-4

패션웹사이트기획 : 3-2-2

심화교양  3

특성교양  6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1

-------------

합계 39학점

3

*의복환경학 : 3-3-0

*패션상품기획 및 실습 : 3-1-4

패션 CAD Ⅰ: 1-1-0

패션 CAD Ⅱ: 2-0-4

테일러링 : 3-2-2

패턴 캐드 : 3-2-2

*패션연구방법론 : 3-3-0

패션신소재정보 : 3-3-0

패션상품유통론 : 3-3-0

드레이핑 및 캡스톤디자인Ⅰ : 3-2-2

컬러와 패션스타일링 : 3-2-2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1

-------------

합계 30학점

4

*의류제품평가 : 3-2-2

패션산업실무 : 3-2-2

테크니컬웨어 : 3-3-0

글로벌패션산업 : 3-3-0

창작의상기획및캡스톤디자인Ⅱ : 1-1-0

창작의상실습및캡스톤디자인Ⅱ : 2-0-4

패션연구 및 세미나Ⅰ : 2-2-0

패션제품관리 : 3-3-0

패션매장관리 및 실습 : 3-2-2

패션연구 및 세미나Ⅱ : 2-2-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22

-------------

합계 25학점

● 교과목 개요

의류소재의 이해(Introduction to Textiles)

섬유의 분류와 특성, 용도 등 섬유전반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실과 피륙의 구성과

정, 기능, 용도에 대해 고찰하며 피륙의 가공과 성능에 관한 기초적 원리를 이해한다.

인체와 의복(Human Body & Clothing)

인체에 대한 형태적, 운동기구적, 생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기능

적인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가 되는 패턴 전개에 관한 방법을 학습한다.

패션일러스트레이션(Fashion Illustration)

패션디자인을 창작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인체구조에 대한 연구와 패션사진 분석을 

통해 인체를 기본적인 fashion figure로 전환시키고 의복의 디테일을 자세히 묘사하여 이

를 도식화, 착장화로 표현하는 기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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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소비자심리(Consumer Psychology of Fashion)

사회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패션현상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패션

시장의 특성, 패션소비현상 및 트렌드,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한 패션 소비자를 이해하고

자 한다.

패션소재기획실습(Textile Planning Practice)

패션소재의 트렌드와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패션소재를 수집, 분석을 통하여 트렌드와 

스타일 및 용도에 적합한 패션소재기획능력을 습득한다.

패션마케팅(Fashion Marketing)

패션상품, 패션소비자와 패션시장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패션마케팅에 관

한 이론과 응용능력을 개발한다.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

패션디자인의 목표, 원리, 요소를 이해하고 현대 패션디자인의 감각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디지털 패션경영(Digital Fashion Management)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등  IT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멀티미디어 

정보의 저장 및 관리 기법에 관한 내용과 실무를 익힌다.

패션과 염색(Fashion & Dyeing)

염색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염색방법을 익히고 패션에 활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의복구성학(Clothing Construction)

의복구성원리를 이해하여 스커트와 슬랙스, 블라우스 등의 기본패턴과 디자인의 변화에 

따른 의복설계방법을 학습한다.

패션문화(Fashion & Culture)

현대 서구문화의 변천에 따라 나타난 패션의 변화를 현대의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고찰

한다.

패션정보분석(Fashion Information Analysis)

신문, 잡지, TV, 전시회, 설명회 등 패션 트렌드 및 마케팅에 관한 시장정보를 수집․분

석한다.

패션제품생산공정(Fashion Product Processing)

패션제품의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의류제품의 이해를 돕는다. 패션

제품의 재료, 봉제공정, 스티치와 심의 분류, 완성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과정에 관

한 지식과 품질관리, 생산관리기술, 원가관리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패션제품 생산에 대

한 이해를 돕는다.

텍스타일 CADⅠ(Computer Aided Textile Design Ⅰ)

컴퓨터를 이용한 직조과정, 선염과 프린트염의 작업을 통한 직물과 편성물 디자인을 위한 CAD작

업 등 기초부터 응용까지 여러 종류의 텍스타일 디자인 기법 Ⅰ을 습득한다.

텍스타일 CADⅡ(Computer Aided Textile Design Ⅱ)

컴퓨터를 이용한 직조과정, 선염과 프린트염의 작업을 통한 직물과 편성물 디자인을 위한 CAD작

업 등 기초부터 응용까지 여러 종류의 텍스타일 디자인 기법Ⅱ을 습득한다.

패션 웹사이트기획(Fashion Website Planning)

전자상거래를 통한 패션산업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고, 패션산업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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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환경학(Clothing Comfort)

환경-인체-의복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환경과 인체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의복기후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복의 설계와 착의 방법을 연구한다.

패션상품기획 및 실습(Fashion Merchandising & Practice)

패션기업의 브랜드 런칭 및 시즌 상품기획에 필요한 패션시장상황(마켓환경, 패션트렌드,

목표소비자)을 분석, 예측하고, 신상품개발을 위한 브랜드 포지셔닝과 마케팅 전략개발,

브랜드 컨셉, 디자인 제안 및 라인 개발의 상품기획 일련과정을 실습함으로써 패션MD의 

실무 적용능력과 자질을 개발하고자 한다.

패션 CADⅠ(Computer Aided Fashion DesignⅠ)

패션디자인 CAD의 프로그램을 익힌다.

패션 CADⅡ(Computer Aided Fashion DesignⅡ)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패션드로잉과정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기획능력을 키운다.

테일러링(Tailoring)

디자인의 원리와 평면구성법을 적용시켜 정교한 구성의 패턴제작과 재단 및 봉제기법을 

실습함으로써 슈트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을 기른다.

의류교육론(Clothing & Textiles Education)

교직과정 이수 필수 과목으로 의상과 교과교육의 목표 및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패턴 캐드(Pattern CAD)

패션산업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패턴 CA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패턴제작 기술을 익히

고, Flat pattern, grading, marking 등의 기술을 실습함으로써 전공실무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드레이핑 및 캡스톤디자인Ⅰ(Draping & Capstone DesignⅠ)

입체구성기법의 기본적인 기술을 토대로 디자인에 따른 응용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사진

이나 일러스트를 가지고 모델리즘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패션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 in Clothing & Textiles)

패션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조사 및 분석, 판매분석, 표적시장 결정, 제품 포지셔닝 등에 관

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 방법의 절차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구체적 통계절차를 활용

하여 해결한다.

패션신소재정보(Hightech Fabric Information)

의류소재에 다양한 기능과 감성을 부여한 하이테크섬유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신소재 

관련 정보를 패션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패션상품유통론(Fashion Retailing)

패션이 제품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의 유통구조 특성과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을 실증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패션머천다이징의 이론을 정립하고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경제적 요인들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의류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of Clothing & Textiles)

교직과정 이수 필수 과목으로 중․고등학교 의상과 교과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효과적인 

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컬러와 패션스타일링(Color & Fashion Styling)

컬러에 대한 이론과 함께 조색, 배색, 색채 기획을 포함한 테크닉을 익혀 패션디자인 능

력을 함양하며 스타일링에 적용하여 컬러의 전문적인 활용능력을 키운다.



742_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의류제품평가(Apparel Quality Evaluation)

섬유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류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

을 익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류 및 소재 선택 능력과 품질을 관

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패션산업실무(Fashion Industry Application)

미래 패션산업에 종사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패럴 산업에서의 상품

기획 과정을 실제 적용하는 실습과 관련업체의 견학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테크니컬 웨어(Technical Wear)

신체 장애인, 노인과 환자, 유해환경 작업자와 같은 특수 환경 작업자들의 작업능률을 향

상시키고, 착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의복의 소재선정, 디자인 및 패턴설계와 

과학적인 봉제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창작의상기획 및 캡스톤디자인Ⅱ(Creative Costume Planning & Capstone DesignⅡ)

이미지, 스타일, 예술과 문화, 테크놀로지 등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패션테마로 창의적

인 의상 디자인을 기획한다.

창작의상실습 및 캡스톤디자인Ⅱ(Creative Costume Practice & Capstone DesignⅡ)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다루며 패턴과 디자인, 테일러링 테크닉의 활용을 토대로 창의적인 

의상 디자인을 제작한다.

글로벌 패션산업(Global Fashion Industry)

의류제조업체와 생산공장, 유통업체 운영에 대한 기업의 경영 기초 및 원가계산과 적정재

고 수준 결정에 관한 기본 지식을 터득하여 효율적으로 글로벌 패션업체를 운영하는 방

법을 익힌다.

패션연구 및 세미나Ⅰ(Fashion Research & SeminarⅠ)

패션분야에서 발표되는 국내외 패션정보 및 학술문헌을 토대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

하고 토의 및 세미나를 거쳐 패션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의류교과 논리 및 논술(Topics on Clothing & Textiles)

교직과정 이수 필수 과목으로 의상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

술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패션매장관리 및 실습(Visual Merchandising)

테마에 의한 전개 등 머천다이징 개념이 포함된 이미지 전략으로 매장 내에서의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상품연출 및 판매연출 기법의 이론과 실제를 전개한다.

패션제품관리(Fashion Product Management)

섬유감별과 피륙의 성능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바탕으로 피복의 계획, 입수, 사용, 정리,

보관 및 피복위생학적 사항을 파악하여 피복의 선택과 관리 및 구입 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한다.

패션연구 및 세미나Ⅱ(Fashion Research & SeminarⅡ)

패션과 관련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질적,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

며 상호간의 토론과 발표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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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학과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주거환경학과(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는 사용자의 생활적 관점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인간을 둘러싼 주거와 환경

문제를 비롯한 각종 공간의 기획, 설계, 디자인, 관리에 대한 제반지식과 기술을 습

득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 충

남, 대전광역시 전역의 타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중부권에 유일한 학과이므

로 주택관련 인력수요에 대해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경쟁력을 지니며, 국내외 주택 

및 실내디자인 관련 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본 학과는 충북대학교의 교육목표인 CHANGE와 생활과학대학의 교육목표인 

ABLE을 기반으로 전공분야지식의 응용성 및 적용가능성,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과 연구 활동으로 지역 및 국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

를 갖는다. 교육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교과과정 학습성과 지표는 학과가 지향하

는 4가지 핵심가치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교과과정은 주거 및 커뮤니티 계획, 실내환경 및 친환경주거, 리모델링 및 공간디

자인, 주거복지 및 정책 등의 교과목과 논리적 사고와 산업체 요구에 대응하기 위

한 연구방법, 세미나, 인턴십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

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주거환경학 전공자의 진출분야는 주택건설산업, 리모

델링산업, 실내디자인산업, 주택마케팅 및 분양산업, 주생활재(부엌설비, 가구 등) 관

련산업 등의 기획 및 디자이너, 주택관리산업의 직원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주

택안전 및 환경진단산업과 주택관련연구소 등의 연구원, 주택관련 공기업과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환경 관련부서 공무원, 중고등학교의 가정과교사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과정 학습성과 지표

코드

번호
응용성(Applicability)

코드

번호

글로컬화(Broad

Neighbor-Orientation)

1-1 논리에 근거한 창의적 표현 및 제안능력 2-1 영어구사능력

1-2 통합적 사고능력 2-2 지역주거현황의 이해

1-3
전공지식을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2-3 세계 주거문화 다양성 이해도

1-4 사회변화의 이해와 전공분야의 적용성 - -

코드

번호
리더십(Leadership)

코드

번호
전문성(Expertise)

3-1 융통성있는 대응력 4-1 전공이론 및 실기의 학습정도

3-2 종합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능력 4-2 전공분야 의사소통 및 표현능력

3-3 도전정신 및 책임감 4-3 전공분야 세부지식의 통합이해능력

3-4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4-4 트렌드예측과 기획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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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3학점) 이수

․외국어(6학점) 이수

․“기초통계학 및 실습”을 포함하여 

기초과학 분야에서 6학점 이수

15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2.역사와 철학, 3.인간과 사회 분

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하여 9학점 이

상 이수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27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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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학과 (Departmen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 전공과정

본 교육과정은 『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과 연계교육협약에 의해 편성함.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전선
7716008

7716004

서양실내디자인사(History of Western Housing & Interior Design)

제도 및 표현기법(Drawing & Modeling)

3-3-0

3-2-2

2

전필 7716067 *∘주거론(Introduction to Housing Planning) 3-3-0

전선

7716049

7716077

7716068

7716094

인간공학과 디자인(Ergonomics & Design)

색채와 실내디자인(Color & Interior Design)

주거사회문화(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Housing)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CAD for Housing & Interior Design)

3-3-0

3-2-2

3-3-0

3-2-2

2

1

전필 7716057 *주거복지(Housing Welfare) 3-3-0

전선

7716018

7716042

7716070

7716088

환경심리행태론(Environmental Psychology & Behavior)

컴퓨터그래픽 디자인(Computer Graphic for Design)

공간조형이론 및 실습(Design Theory & Practice of Spatial Form)

주택구조 및 시공(Housing Structure and Construction)

3-3-0

3-2-2

3-2-2

3-3-0

2

전필

7716082

7716097

7716098

*∘주거실내환경론(Theory of Housing Indoor Environment)

주거공간디자인Ⅰ(Residential Interior DesignⅠ)

주거공간디자인Ⅱ(Residential Interior DesignⅡ)

3-3-0

1-1-0

2-0-4

전선

7716069

7716060

7716083

7716054

주거 및 단지계획론(Theory of Housing & Site Planning)

주택 및 실내디자인재료(Materials of Hosing & Interior Design)

특수계층주거(Special-Need Population Housing)

주택설비(House Equipment)

3-3-0

3-3-0

3-3-0

3-3-0

3

1

전필

7716019

7716075

7716003

한국주거사(History of Korean Housing)

친환경주거(Housing Sustainability)

주택시장과 정책(Housing Market & Policy)

3-3-0

3-3-0

3-3-0

전선

7716101

7716102

7716085

7716103

7716104

7716062

단독주택설계Ⅰ(Detached Housing PlanningⅠ)

단독주택설계Ⅱ(Detached Housing PlanningⅡ)

가구디자인론(Furniture Design)

상업공간디자인Ⅰ(Commercial Interior DesignⅠ)

상업공간디자인Ⅱ(Commercial Interior DesignⅡ)

가정과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Home Economics)

1-1-0

2-0-4

3-3-0

1-1-0

2-0-4

3-3-0

2

전필
7716080

7716084

공동주거관리(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실내환경평가(Indoor Environment Evaluation)

3-3-0

3-2-2

전선

7716087

7716099

7716100

7716063

주거학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Ⅰ: Research

Methods for Housing)

시설공간디자인Ⅰ(Facility Space DesignⅠ)

시설공간디자인Ⅱ(Facility Space DesignⅡ)

가정과교육론(Education in Home Economics)

3-3-0

1-1-0

2-0-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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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7716105

7716106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Ⅰ(Building Remodeling & PracticeⅠ)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Ⅱ(Building Remodeling & PracticeⅡ)

1-1-0

2-0-4

전선

7716081

7716096

7716091

커뮤니티계획세미나(Seminar in Community Planning)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Ⅱ: Portfolio)

글로벌주거이슈(Global Housing Issues)

3-3-0

3-1-4

3-3-0

일선 7716065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2

전선 7716095 주택상품기획 및 마케팅(Housing Product Development & Marketing) 3-3-0

일선 7716066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필수 13과목 33학점(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7과목 72학점

계 40과목 105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7718051

7719001

7717015

7707102

7707048

7717037

7717065

기초영양학

의류소재의 이해

소비자교육론

유아발달

가족생활교육

가정교육개론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3-3-0

3-1-4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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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주거환경학과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7714001 주택계획론 7716067 주거론 동일

7714004 제도 및 표현기법 7716004 제도 및 표현기법 동일

7714005 주택설계 CAD 7716094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 동일

7714008 서양실내디자인사 7716008 서양실내디자인사 동일

7714033 색채 및 실내디자인론 7716077 색채와 실내디자인 동일

7714018 환경심리행태론 7716018 환경심리행태론 동일

7714006 주택구조 및 재료 7716060 주택 및 실내디자인재료 동일

7714042 컴퓨터그래픽디자인 7716042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동일

7714010 단독주택설계

7716101 단독주택설계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7716102 단독주택설계Ⅱ

7714019 한국주거사 7716019 한국주거사 동일

7714024 인간공학과 주택설비 7716049 인간공학과 디자인 동일

7714036 주거공간디자인

7716097 주거공간디자인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7716098 주거공간디자인Ⅱ

7714022 주거환경학 및 실습 7716082 주거실내환경론 동일

7714016 공동주택관리 7716080 공동주거관리 동일

7714025 연구방법론 7716087
주거학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

인Ⅰ)
동일

7714020 상업공간디자인

7716103 상업공간디자인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7716104 상업공간디자인Ⅱ

7714028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

7716105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7716106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Ⅱ

7714030 포트폴리오 7716096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Ⅱ) 동일

7714045 주택정책과 법규 7716003 주택시장과 정책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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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기초) : 3-3-0

ACTION ENGLISH(기초) : 3-3-1

기초통계학 및 실습(기초) : 3-3-0

서양실내디자인사 : 3-3-0

제도 및 표현기법 : 3-2-2

영어읽기와 토론(기초) : 3-3-1

자연이공계기초(기초) : 3-3-0

심화교양 : 3-3-0

주거론 : 3-3-0

색채와 실내디자인 : 3-2-2

주거사회문화 : 3-3-0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 : 3-2-2

인간공학과 디자인 : 3-3-0

기초교양 : 15학점
심화교양 : 3학점
전필 : 6학점
전선 : 15학점

합계 : 39학점

2

주거복지 : 3-3-0

환경심리행태론 : 3-3-0

컴퓨터그래픽디자인 : 3-2-2

공간조형이론 및 실습 : 3-2-2

주택구조 및 시공 : 3-3-0

심화교양(2분야) : 3-3-0

주거실내환경론 : 3-3-0

주거공간디자인Ⅰ : 1-1-0

주거공간디자인Ⅱ : 2-0-4

주거 및 단지계획론 : 3-3-0

주택 및 실내디자인재료 : 3-3-0

특수계층주거 : 3-3-0

주택설비 : 3-3-0

심화교양 : 3학점
전필 : 9학점
전선 : 24학점

합계 : 36학점

3

특성교양 : 3-3-0

주택시장과 정책 : 3-3-0

한국주거사 : 3-3-0

친환경주거 : 3-3-0

가구디자인론 : 3-3-0

상업공간디자인Ⅰ : 1-1-0

상업공간디자인Ⅱ : 2-0-4

단독주택설계Ⅰ : 1-1-0

단독주택설계Ⅱ : 2-0-4

심화교양(3분야) : 3-3-0

공동주거관리 : 3-3-0

실내환경평가 : 3-2-2

주거학연구방법론 : 3-3-0

시설공간디자인Ⅰ : 1-1-0

시설공간디자인Ⅱ : 2-0-4

심화교양 : 3학점
특성교양 : 3학점
전필 : 15학점
전선 : 15학점

합계 : 36학점

4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Ⅰ : 1-1-0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Ⅱ : 2-0-4

커뮤니티계획세미나 : 3-3-0

포트폴리오 : 3-1-4

글로벌주거이슈 : 3-3-0

주택상품기획 및 마케팅 : 3-3-0

전필 : 3학점
전선 : 12학점

합계 :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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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서양실내디자인사(History of Western Housing & Interior Design)

서양 주거 및 실내디자인의 흐름 및 경향을 파악하여 역사적 디자인 결과물이 존재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각 시대의 양식별 건축과 주택, 실내디자인, 가구, 세부장식 특성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주택 설계 및 실내디자인에 역사적 디자인 컨셉을 응용하

고 디자인과 시공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제도 및 표현기법(Drawing & Modeling)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도면의 축적과 이해를 위한 제도 용구의 사용방법과 제도 기

법을 습득하며, 도면표시기호 및 평면, 입면, 단면, 투시도 등의 표현방법, 실측을 통한 

응용제도, 모형제작 등을 실습을 통해 숙지한다.

주거론(Introduction to Housing Planning)

주거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의미, 문화적 의미 등의 기초적인 이론과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색채와 실내디자인(Color & Interior Design)

주택 및 실내공간에서 디자인과 색채는 거주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마케팅 요소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거주자의 심리적, 정신적

인 삶을 풍요하게 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실내디자인과 색채의 기본이

론을 학습한다.

주거사회문화(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Housing)

미디어에 반영된 주거와 미국 주거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

회와 문화적 트렌드와 요소들을 알아보고 주거 형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

는 시야를 키운다.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CAD for Housing & Interior Design)

CAD를 설계기초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이해하여 설계과정에 적용하도록 

한다. CAD 및 Presentation과 시스템 주변기기의 운용법을 숙지하여 CAD를 이용한 2차

원 및 3차원 도면제작, 그리고 CAD도면의 Presentation 작업을 익힌다.

인간공학과 디자인(Ergonomics & Design)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디자인을 위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교과목으로서, 디자인에 고려할 인체치수, 인간의 신체적, 행동적, 감각적 특성, 연령에 따

른 특성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 중심의 관점을 주거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한다.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주거빈곤가구, 특수계층의 주거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내용

을 학습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환경심리행태론(Environment Psychology & Behavior)

가족과 개인이 주거공간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

각과 인지, 행동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이해한다. 또한 환경과 인간행태와의 관계를 다양

한 공간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공간디자인의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인(Computer Graphic f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및 주택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과제를 통하여 실습해 봄으로

써 프로그램 운용능력 및 색채, 공간감, 레이아웃, 프레젠테이션 기법 등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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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형이론 및 실습(Design Theory & Practice of Spatial Form)

점, 선, 면, 입체 등 디자인 요소들을 디자인 원리에 따라 추상적으로 조직하고 시각적으

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초이론의 학습 및 실습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형공간

의 이해를 통해 실제 주거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하고, 동시에 자신이 유도

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주택구조 및 시공(Housing Structure and Construction)

주택 구조 시스템의 종류와 원리, 구조계산법, 시공계획과 단계별 시공방법 등 주택구조

와 공사과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한다.

주거실내환경론(Theory of Housing Indoor Environment)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필수조건이 되는 주택의 실내환경(온열, 공기, 빛, 음)에 

대해 외부환경-주거환경-인간과의 관련체계에서 이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연형 조절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주거공간디자인Ⅰ(Residential Interior DesignⅠ)

  현대의주거공간에서실내디자인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주거공간디자인의의미,원리와체계적

인디자인프로세스를학습한다.

주거공간디자인Ⅱ(Residential Interior DesignⅡ)

  주거공간디자인의체계적디자인프로세스에따라디자인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창의적인공간

표현력과디자인프레젠테이션능력을학습한다.

주거 및 단지계획론(Theory of Housing & Site Planning)

주거 및 단지 계획의 방법 및 계획요소, 계획 과정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단독주택, 농촌

주택, 공동주택의 변천과정에서 주거 및 단지 계획론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주택 및 실내디자인재료(Materials of House & Interior Design)

주택 설계와 실내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재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과목으로서, 질적

으로 우수하고 쾌적한 주택과 공간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주택 구조재 및 외장재,

실내마감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특수계층주거(Special-Need Population Housing)

장애인, 고령자, 아동, 한부모 가족, 홈리스 등 특수계층이 가지는 주거문제와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각종 국내외 지원 정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학습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

사함으로써 특수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한 이해심을 높인다.

주택설비(House Equipment)

주택설비는 인체의 혈관에 비유되는, 주택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서, 이 교과목에서는 거주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위생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요소인 주택의 설비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원리, 기술동향에 대해 학습한다.

주택시장과 정책(Housing Market & Policy)

주택정책 관점에서 주택시장의 주택공급과 수요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층별 주거규범,

주거요구, 주거조절행위 등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정책, 금융 정책, 조세정책 등

을 이해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구, 가구, 주택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주택정책

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한국주거사(History of Korean Housing)

우리나라 주택의 변천을 이해하여 현대생활에 적합한 주거계획의 방향을 찾는 것이 목적

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부터 근대화이후 현재까지의 단독주택, 아파트, 농촌

주택의 변천을 함께 다룬다. 특히 한옥의 공간특성을 이해하여 현대주택에 한국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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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을 계승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친환경주거(Housing Sustainability)

친환경주거의 필요성, 개념, 계획요소, 설비 요소에 대한 이론, 국내외 친환경주거 관련제

도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및 공간을 계획하

고 관리하며, 친환경 관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단독주택설계Ⅰ(Detached Housing PlanningⅠ)

  현대의 주거공간에서 실내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거공간디자인의 의미, 원리와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단독주택설계Ⅱ(Detached Housing PlanningⅡ)

  단독주택 설계의 프로세스 즉, 대지조사, 건축설계도면의 이해 및 작성에 관한 사항, 디

자인의 진행방법 등을 익히고, 실제 또는 가상의 대지와 가족구성원에 적합한 공간구성 

및 주택형태를 설계하는 과제를 진행한다. 

가구디자인론(Furniture Design)

동, 서양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가구의 종류, 기능, 재료, 구성방법과 근, 현대 가구디자인

의 사례 및 디자인 개념을 학습하여 미래의 주거문화에 부합된 가구디자인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상업공간디자인Ⅰ(Commercial Interior DesignⅠ) 

  상업공간디자인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반 이론을 공부하며, 디자인 개념, 공

간 구성, 색채, 재료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상업공간디자인Ⅱ(Commercial Interior DesignⅡ) 

  이 교과목은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한 상업공간디자인의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설계실습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상업공간디자인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추고,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익힌다.

가정과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Home Economics)

교직과정 이수 필수 과목으로 가정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

술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공동주거관리(Multi family Housing Management)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리환경에 대한 사회적 시스

템을 파악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영역인 유지관리, 운영관리, 생활관리에 대한 제

반 업무를 소개하고, 현장학습과 토론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실내환경평가(Indoor Environment Evaluation)

주택의 실내환경으로부터 주택, 주거단지, 주택을 둘러싼 제반환경을 평가하여 대안을 제

시하는 평가 프로세스와 물리적인 주거실내환경의 평가방법을 이해한다. 실내의 열·공기·

빛·음 환경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적 측정방법과 거주자의 주관적 반응 평가방법

을 익혀,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거공간의 실내환경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과

제를 수행한다.

주거학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for Housing)

주거환경의 연구분야와 분야별 조사분석방법을 이해하고, 문헌조사 및 평가, 각종 보고서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적합한 연구방법의 선택, 진행과정, 연구사례를 학습 평가한다. 문

제해결의 형태, 연구문제의 결정, 연구방법의 선택, 문헌조사방법, 논문구성법, 보고서나 

논문 작성의 실제와 평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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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간디자인Ⅰ(Facility Space DesignⅠ)

  특수한환경을요구하는보육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장애인시설등을대상으로이들공간의특성

과전체적인디자인프로세스를이해한다.

시설공간디자인Ⅱ(Facility Space DesignⅡ)

  특수한환경에서다양한문제점을갖는시설공간의디자인실습과제수행을통해시설공간디자인에

대한이해를확장하고,심화된디자인결과물을도출한다.

가정과 교육론(Education in Home Economics)

교직과정 이수 필수 과목으로 가정과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학습한다.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Ⅰ(Building Remodeling & Practice)

건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 리모델링 관련 이론 및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건물리모델링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Ⅱ(Building Remodeling & Practice)

리모델링은 사용중인 건물의 물리적 성능과 사회적 성능을 개선시키는 활동으로서, 실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리모델링 설계 프로세스를 실습한다.

커뮤니티계획세미나(Seminar in Community Planning)

도시․농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계획의 구성요소, 주민참여 방법, 주

민․전문가․관의협력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 조사로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의 물리

적 방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학습한다.

포트폴리오(Portfolio)

주거환경학 전공자의 진출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자질을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

야에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 발표한다. 이는 졸업 

후에도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경력 및 작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틀로 활용가능

하다.

글로벌주거이슈(Global Housing Issue)

현재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및 제도적 노력

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세계 주거현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인다.

주택상품기획 및 마케팅(Housing Product Development & Marketing)

최근의 주택시장의 변화, 트렌드, 사용자요구 등의 분석을 통해 상품개발목표를 수립하고 

관련된 제반사례들을 분석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택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해보는 

실무능력을 학습한다.

인턴쉽Ⅰ,Ⅱ(InternshipⅠ,Ⅱ)

주거환경학에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현장능력을 배양하고 학교와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관계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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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학과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이며 소비자학 역시 다른 전공에 비하여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과는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북대에만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학 중 

충북대와 서울대에만 있는 매우 독특하고 시대에 앞서가는 학문을 할 수 있는 학과

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과는 소비자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재무관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자

산관리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소비자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교과목을 통해 

소비자상담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가정과교사가 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중요하

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정보와 소비자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교과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 소비자학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3학점)

9외국어(6학점)을 이수하되,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한국어를 이수할 것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3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각 분야별

로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되, 제4분야(자연과 생명)

과 제5분야(기술과 문명)에서는 반드시 한 과목이

상 이수할 것)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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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학과(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1

1
전필

7717002

7717003

소비자의사결정론(Consumer Decision Making)

가계경제론(Household Economics)

3-3-0

3-3-0

전선

2
전필

7717079

7717107

7717108

소비자재무설계개론(Introduction to Personal Financial Planning)

소비자정보관리(Consumer Information Management)

소비자정보관리 실습(Practice of Consumer Information Management)

3-3-0

1-1-0

2-0-4

전선

2

1

전필 7717066 은퇴 및 상속 설계(Planning of Retirement & Inheritance) 3-3-0

전선

7717076

7717021

7717036

7717098

7717037

소비자와 시장(Consumer & Market)

소비자법과 정책(Consumer law & Policy)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Digital Contents & Consumer)

CRM과 소비자정보(CRM & Consumer Information)

가정교육개론(Princip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3-0

3-3-0

3-3-0

3-3-0

3-3-0

2

전필
7717015

7717097

소비자교육론(Theory of Consumer Education)

소비자정보분석과 창업(Consumer Analysis & Start-up)

3-3-0

3-3-0

전선

7717096

7717064

7717053

7717065

위험관리와 보험설계(Insurance Planning & Personal Risk Management)

소비자와 미디어(Consumers & Media)

소비자안전(Consumer Safety)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aterials and Strategies in Home Economics)

3-3-0

3-3-0

3-3-0

3-3-0

3

1

전필
7717111

7717112

소비자트렌드분석 이론(Theory of Consumer Trend Analysis)

소비자트렌드분석 실습(Practice of Consumer Trend Analysis)

1-1-0

2-0-4

전선

7717099

7717091

7717087

7717095

소비자신용상담 세미나(Seminar in consumer credit & counselling)

소비자서비스론(Consumer & Service)

소비자상담(Consumer Counseling)

개인자산포트폴리오(Personal Asset Portfolio)

3-1-4

3-3-0

3-3-0

3-3-0

2

전필
7717103

7717104

소비자학 연구방법(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 연구방법 실습(Practice of 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1-1-0

2-0-4

전선

7717049

7717088

7717113

7717089

7717109

7717110

소비자와 유통(Retailing for Consumer)

소비자정보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in Consumer Information)

CS업무관리(Consumer Satisfaction Task Management)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TVM응용(The TVM)

TVM응용 실습(Practice of the TVM)

3-3-0

3-3-0

3-3-0

3-1-4

1-1-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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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4

1

전필

전선

7717102

7717055

7717056

7717094

소비자유형분석세미나(Consumer Analysis Seminar)

소비자학 세미나Ⅰ(SeminarⅠ in Consumer Studies)

프로슈머리즘(Prosumer Market & Prosumerism)

개인재무설계 세미나(Seminar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3-1-4

3-1-4

3-3-0

3-1-4

일선

7717069

7717070

7717073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Ⅱ(InternshipⅡ)

소비자와 사회봉사Ⅰ(Consumer&VolunteeringⅠ)

3-0-6

3-0-4주

1-0-2

2

전필

전선

7717060

7717105

7717106

7717054

소비자학 세미나Ⅱ(SeminarⅡ in Consumer Studies)

특수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s)

특수소비자교육 실습(Practice of Consumer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s)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3-1-4

1-1-0

2-0-4

3-3-0

일선

7717071

7717072

7717074

인턴십Ⅲ(InternshipⅢ)

인턴십Ⅳ(InternshipⅣ)

소비자와 사회봉사Ⅱ(Consumer&VolunteeringⅡ)

3-0-6

3-0-4주

1-0-2

필수 12과목 27학점(전공기초 9학점 포함)

전공 선택 27과목 75학점

계 38과목 102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7716062

7716063

7718051

7707102

7719001

7707048

7716067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가정과 교육론

기초영양학

유아발달

의류소재의 이해

가족생활교육

주거론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소비자학과는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지정교육기관으로 다음 교과목을 이

수한 경우, AFPK 자격증시험의 요건인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음.

학년-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명 학점

1-2 전필 7717079 소비자재무설계개론(Introduction to Personal Financial Planning) 3-3-0

2-1 전필 7717066 은퇴 및 상속 설계(Planning of Retirement & Inheritance) 3-3-0

2-2 전선 7717096 위험관리와 보험설계(Insurance Planning & Personal RiskManagement) 3-3-0

2-2 전선 7717095 개인자산포트폴리오(Personal Asset Portfolio)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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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주거환경․소비자학과(전공) 소비자학과(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7714003 가계경제론 7717003 가계경제론 동일

7714015 소비자교육 이론 및 실습 7717015 소비자교육론 동일

7714027 소비자정보관리

7717107 소비자정보관리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학점인정7717108 소비자정보관리 실습

7714032 소비자재무설계 7717079 소비자재무설계개론 동일

7714034 소비자와 마케팅 7717076 소비자와 시장 동일

7714002 소비자의사결정론 7717002 소비자의사결정론 동일

7714014 투자와 보험이론 및 실습 7717096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동일

7714017 소비자상담이론 및 실습 7717087 소비자상담 동일

7714021 소비자법과 정책 7717021 소비자법과 정책 동일

7714023 자산운용및전략Ⅰ 7717066 은퇴 및 상속설계 동일

7714025 연구방법론

7717103 소비자학 연구방법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학점인정7717104 소비자학 연구방법 실습

7714038 주거환경·소비자학세미나 7717055 소비자학세미나Ⅰ 동일

7714039 소비문화론

7717111 소비자트렌드분석 이론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학점인정7717112 소비자트렌드분석 실습

7714044 자산운용 및 전략세미나 7717094 개인재무설계세미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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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작문 : 3-3-0

외국어Ⅰ : 3-3-0

특성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소비자의사결정론: 3-3-0

가계경제론 : 3-3-0

외국어Ⅱ : 3-3-0

특성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소비자재무설계개론   : 3-3-0

소비자정보관리 : 1-1-0

소비자정보관리 실습 : 2-0-4

기초교양  9

특성교양  6

심화교양  9

전공필수 12

-------------

합계 36학점

2

은퇴 및 상속 설계 : 3-3-0

소비자와 시장 : 3-3-0

소비자법과 정책 : 3-3-0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 3-3-0

CRM과 소비자정보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소비자교육론 : 3-3-0

소비자정보분석과 창업 : 3-3-0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 3-3-0

소비자와 미디어 : 3-3-0

소비자안전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9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12

-------------

합계 42학점

3

소비자트렌드분석 이론: 1-1-0

소비자트렌드분석 실습: 2-0-4

소비자신용상담 세미나 : 3-1-4

소비자서비스론 : 3-3-0

소비자상담 : 3-3-0

개인자산포트폴리오 : 3-3-0

인턴십 II : 3-0-4주

소비자학 연구방법 : 1-1-0

소비자학 연구방법 실습 : 2-0-4

소비자와 유통 : 3-3-0

소비자정보 프리젠테이션 : 3-3-0

CS업무관리 : 3-3-0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 3-1-4

TVM응용 : 1-1-0

TVM응용 실습 : 2-0-4

특성교양 : 3-3-0

전공필수  6

전공선택 27

특성교양  3

일반선택  3

-------------

합계 39학점

4

소비자유형분석세미나 : 3-1-4

소비자학 세미나 I : 3-3-0
프로슈머리즘 : 3-3-0

개인재무설계 세미나 : 3-1-4

심화교양 : 3-3-0

소비자학 세미나 II : 3-1-4
특수소비자교육 : 1-1-0

특수소비자교육 실습 : 2-0-4

행동경제학 : 3-3-0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3

-------------

합계 24학점

● 교과목 개요

소비자의사결정론(Consumer Decision Making)

소비자 의사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행동을 연구ž분석함을 주목

적으로 한다. 합리적 및 비합리적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가계경제론(Household Economics)

국민경제 순환 내에서 가계의 모든 경제활동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가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복지를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한다.

소비자재무설계개론(Introduction to Personal Financial Planning)

개인 소비자 혹은 가계와 관련된 모든 재무적 결정 즉, 소득 및 지출관리와 자산운용, 보험

을 통한 위험대비, 노후준비와 세금설계 등 다양한 재무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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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프로세스를 학습하여 개인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소비자정보관리(Consumer Information Management)

현대의 디지털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소비생활에서의 정보활용과 이해의 중요성을 더

욱 높이고 있다. 초연결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소비자정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

문제가 무엇인지 학습한다.

소비자정보관리 실습(Practice of Consumer Information Management)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능력을 소비자업무에 적용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은퇴 및 상속설계(Planning of Retirement & Inheritance)

평균수명의 연장되면서 은퇴기간이 길어지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무

적, 비재무적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된 노후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교과에서는 은퇴생활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재무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소비자와 시장(Consumers & Market)

마케팅 원론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산자 

혹은 판매자의 마케팅 전략을 합리적 구매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소비자법과 정책(Consumer Law & Policy)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법률(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할부판매법, 방문판매

법, 계약 및 약관에 관한 법)을 학습하며 이들이 소비자 복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학습한다.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Digital Commerce & Consumers)

디지털상거래로 정의되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하여 mobile commerce, T-commerce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소비자정보의 플로우 차트를 이해하며 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정보와 관

련한 다양한 사례를 통한 현장지식을 습득한다.

CRM과 소비자정보(CRM & Consumer Information)

시장에서의 우위고객을 평생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기업

입장에서와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가정교육개론(Principl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교직이수자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교과목을 가르

칠 때 필요한 이론과 실제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소비자교육론(Theory of Consumer Education)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소비)환경에 적응하여 합리적인 소

비생활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구매기술 등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시장(소비)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소비자 교육자로서의 능력 배

양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정보분석과 창업(Conusmer Analysis & Start-up)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국내외소규모 창업의 실태와 

방법에 관한 지식과 실제를 학습한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Insurance Planning & Personal Risk Management)

 가계 혹은 개인의 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실업, 질병, 사고, 은퇴 등 미래에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위험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인 보험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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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미디어(Consumers & Media)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미디어를 이해하고, 특히 구매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자의식의 

함양과 합리적인 소비자능력을 개발한다.

소비자안전(Consumer Safety)

산업이 발달하면서 소비자의 편의와 함께 소비자의 신체를 위해할 수 있는 위험의 유형

과 실태를 학습하며 소비자안전을 위한 소비자정책과 수행과정을 학습한다.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and Strategies in Home Economics)

교직이수자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교과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소비자트렌드분석 이론(Theory of Consumer Trend Analysis)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그 시대의 문화 

혹은 문화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소비자트렌드분석 실습(Practice of Consumer Trend Analysis)

소비트렌드 예측에 필요한 조사방법과 분석방법에 관한 실제를 학습한다.

소비자신용상담 세미나(Seminar in consumer credit & counselling)

생애기간동안 소득과 지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에서는 소비자금융을 사

용하게 되며 이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개인 또는 가계 스스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전문적인 재무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상담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본 교과에서는 소비자금융을 비롯한 가계재무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상담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실습과 세미나를 통해 재무상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습득한다.

소비자서비스론(Consumer & Service)

다양한 서비스상품과 물리적 제품의 고객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고객만족과 서비스품질 관리에 관한 실무적 지식을 함양한다.

소비자상담(Consumer Counseling)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민간소비자단체, 금융기관의 창구, 그리

고 각 기업의 고객센터의 전문상담요원이 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과목이다. 의

사소통기법과 소비자분쟁조정기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개인자산포트폴리오(Personal Asset Portfolio)

개인 소비자와 가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포트

폴리오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소비자학 연구방법(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에 관련된 보고서 및 논문 작성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소비자학 연구방법 실습(Practice of 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소비자와 유통(Retailing for Consumers)

소비자 시장과 관련된 유통 시장구조를 분석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

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 유통관련 기업 및 기관에서의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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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in Consumer Information)

소비자정보관리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정보 컨텐츠를 가공하는 

단계부터 발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능력을 함양한다.

CS업무관리(Consumer Satisfaction Task Management)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이 중요해짐에 따라 CS/CCM 관련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고객만족관리 업무에 관한 실무적 지식을 학습하여 역량을 

배양한다.

소비자와 브랜드(Consumers & Brand)

기업의 브랜딩은 기업의 가치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소비

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브랜드전략을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

비자보호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관련 제도 및 법률 등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

여 해결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실시한다.

TVM응용(The TVM)

다양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실행하는 것은 재무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이때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소를 반드시 반

영하여야 한다. TVM응용은 이자율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산정함

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TVM응용 실습(Practice of the TVM)

목표자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습한 TVM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재무계

산기 및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표자금, 저축금액, 대출원리금, 실질이자율 등을 계산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소비자유형분석 세미나(Consumer Analysis Seminar)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정보에 근거한 소비자의 유형을 도출하

고 소비자유형별 소비자욕구와 소비패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전

략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중심의 소비자정보와 마케팅전략의 다양한 내용을 학습한다.

프로슈머리즘(Prosumer Market & Prosumerism)

소비자지향적 사회에서 국내외 프로슈머리즘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관련 연구 등을 살펴

보고 글로벌 시대 프로슈머리즘의 향후 발전방향과 해결과제 등을 규명한다.

개인재무설계 세미나(Seminar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개인과 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무적 의사결정 즉, 가계부채문제나 주택마련 이슈,

신용관리에 대한 문제 등에 관련된 이슈를 선정하여 현황파악, 문제분석, 해결방안 모색,

학문적․정책적 함의 등을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발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소비자교육(Consumer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s)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노인소비자, 아동소비자, 외국인소비자, 장애소비자 등

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특수소비자교육 실습(Practice of Consumer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s)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실습과 함께 이를 이용한 교육실

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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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학 세미나Ⅰ,Ⅱ(Seminar in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 분야에서 사회적, 학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교과

목으로 조사ž분석능력, 논리적인 사고 능력, 논문작성 및 논문발표 능력 함양을 습득한다.

인턴십Ⅰ,Ⅲ(InternshipⅠ,Ⅲ)

소비자상담기관(기업의 고객상담실,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단체)

과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학기동안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며 일주일 당 6

시간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인턴십Ⅱ,Ⅳ(Internship (Ⅱ,Ⅳ

소비자상담기관(기업의 고객상담실, 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단체)

과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계절(하계, 동계)학기동안 4주간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소비자 혹은 인간 행동의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를 실

제 소비자행동 사례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소비자심리 측면에서의 소비자의 경제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기른다.





수의과대학(8000)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과대학은 1989년에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발족한 후, 1994년에

는 단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98년에는 학제가 6년제로 확대 개

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3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1996년부터는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부속기관으로는 동물의료센터 및 동물의학연구소가 있으며, 협력기

관으로는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수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반려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어패류) 등 모든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

인적인 수의사 양성에 있으며, 이 외에도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전문가,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

정성·유효성 평가전문가, 유전공학, 체외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 등

을 이용한 발생공학전문가 등, 동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과 복지에 기

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수의과대학의 학생은 수의예과 2년을 수료하고, 수의본과 4년 과정

에 진입하여야 하며,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의 관련 교

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고,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

능하다. 6년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수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농림수

산식품부로부터 수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6년의 수의학 과정을 마친 후 수의장교와 공

중방역수의사로서 병역을 대체하게 된다.

수의사의 주된 사회진출방향으로는 임상수의사(동물병원), 식품의약

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의 국·공립 연구기관, 사료회사, 육가공회사, 유가공회사 등의 축산

식품 관련업체,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생명공학관련 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검사원,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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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수의예과의 1학년은 수의사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목

을, 2학년은 본과인 수의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할 때 필요한 기초학문을 이해함으로

서 공익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수의사의 기본 자질과 인성을 갖추도록 하여 동물

을 잘 이해하고 더불어 수의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수의예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수의학과로 진급하여 본격적으로 수의학을 공부하게 된다.

◎ 수의예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 수 사 항 최 저

이 수

학 점1학기 2학기

Ⅰ

기
초
교
양

공통
기초

국어와 작문 국어와 작문 이수 3

외국어
Action English 이수권장

영어읽기와 토론 
이수권장 6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자연
이공계
기초

기초과학
일반생물학 및 실험 I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 I 이수
맛보기물리학 및 실험 이수

일반생물학 및 실험 II 이수
일반화학 및 실험 II 이수

16

Ⅱ

심화교양

1. 문학과 문화 ①<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분야 중 서로 다른 분야에서 2과목 이수

②<인간과 사회>, <기술과 문명>, <예술과 체육>

분야는 지정교과목 참조(13쪽)

③ 그 외 분야는 전체 교과목

12

2. 역사와 철학

3. 인간과 사회

4. 자연과 생명

5. 기술과 문명

6. 예술과 체육

Ⅲ

특성교양

1. 개신중점강좌 ① 1과목 이상 이수

②<지역사회·문화>, <진로와 선택>분야는 지정

교과목 참조(13쪽)

③ 그 외 분야는 전체 교과목

3

2. 지역사회・문화

3. 진로와 선택

4. 실용외국어

5. 여가와 취미

계 4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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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선택

2
전필

선택

2

1

전필

8006001

8006027

8006036

8006037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기초생화학(Basic Biochemistry)

영양학개론(Introduction to Nutritional Science)

수의학 개론Ⅰ(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ineⅠ)

3-3-0

3-3-0

3-3-0

2-2-0

선택

8006034

8006038

8006031

생명윤리와법(Bioethics and Law)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수의학사(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3-3-0

3-3-0

3-3-0

2

전필

8006009

8006035

8006020

8006039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생물통계학 및 실습(Biostatistics and Practice)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수의학 개론Ⅱ(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ineⅡ)

3-3-0

3-2-2

3-3-0

2-2-0

선택

8006023

8006007

8006040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r Science)

의학영어(Medical English)

3-3-0

3-3-0

3-3-0

필수 8 과목 22 학점

전공 선택 6 과목 18 학점

계 14 과목 40 학점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외국어 : 3-3-0

일반생물학 및 실험 I: 3-2-2

일반화학 및 실험 I : 3-2-2

맛보기물리학 및 실험 : 4-3-2

심화교양 : 3-3-0

외국어 : 3-3-0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 3-2-2

일반화학 및 실험Ⅱ : 3-2-2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3-3-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16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3

-------------

합계 40학점

2

유기화학 Ⅰ: 3-3-0

수의학개론Ⅰ: 2-2-0

영양학개론 : 3-3-0

기초생화학 : 3-3-0

생명윤리와법 : 3-3-0

수의학사 : 3-3-0

세포생물학 : 3-3-0

유기화학 Ⅱ: 3-3-0

수의학개론Ⅱ: 2-2-0

분자생물학 : 3-3-0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

의공학 : 3-3-0

동물행동학 :3-3-0

의학영어 :3-3-0

전공필수 22

전공선택 18

-------------

합계 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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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Ⅰ)

수의학에 있어서의 유기화학의 기본이론과 그 응용을 논리적으로 터득하여 복잡한 유기

화학적 현상을 용이하게 이해토록 한다

기초생화학(Basic Biochemistry)

수의학에 있어서의 기초생화학의 기본이론과 그 응용을 논리적으로 터득하여 복잡한 생

화학을 용이하게 이해토록 한다.

영양학개론(Introduction to Nutritional Science)

음식에 있는 영양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으로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의 체내에

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에 있어 음식과 영양성분

의 역할을 학습하고, 기본영양과학의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수의학개론 I, II(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ine)

수의예과생들을 위한 수의학의 기초지식과 기술에 관한내용을 학습한다. 수의학소개, 수

의전문직업, 기초수의학 및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에 대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생명윤리와 법(Bioethics and Law)

본 과목은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제공하는데, 인간에 대한 생명의료윤리와 

동물연구에서의 응용윤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연구윤리와 규제에 관한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의 미세구조, 분열, 대사, 기능과 같은 세포생물학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학습한다. 세포의 

생성, 다양한 세포들의 기능 그리고 세포들이 조직, 계통, 기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수의학사(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은 식육산업과 해양산업, 그리고 애완동물의 다양화 및 이에 관련된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존 그리고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약개발 등 수의학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

대되어 가고 있으며 수의학의 임상기술도 급속히 광범위하게 발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

는 창의력과 응용에 필요한 기초 방향을 지향하도록 강의한다.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유기화학Ⅰ에 대한 연속 강의로 여러 가지 functional group을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의 성

질과 반응을 알아본다.

생물통계학 및 실습(Biostatistics and Practice)

생명현상의 파악 및 실험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변량 및 분석방법과 빈도분포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이해한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한 생명현상의 이해와 개념 확립 그리고 수

의학에 대한 질환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공학적인 원리와 첨단의 기술을 토대로 하여 개발된 의료장비, 인공장기, 보조기기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인체나 동물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기 사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r Science)

동물행동의 정확한 관찰을 통해 행동의 유발 원인, 행동의 발생, 학습 및 행동의 유전 등

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수의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이를 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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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시킴으로써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반려동물들의 병의 예방과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

며, 가축에서의 행동관찰과 사육환경과의 연관을 통한 동물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정신질환의 선행연구에도 동물행동관찰을 이용하고 있다.

의학영어(Medical English)

수의학과 임상실습의 이해를 높이는 영문의학용어, 영어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수의사로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영어로 서술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수의과대학 _769

◇ 수의학과 Veterinary Medicine

수의학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파충류, 조류 등), 산업동물(소, 돼지, 말, 양, 염

소, 토끼, 닭, 오리, 칠면조 등),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기니픽, 햄스터, 토끼, 개,

영장류), 수생동물(해산어패류 및 민물어패류), 야생동물(포유동물,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 및 양봉 등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함은 

물론, 반려자로서 인간과 동물의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을 대

상으로 하는 전문 의학과』이다.

따라서 수의학과에서는 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실험동물의학, 수의생리학, 수의

생화학, 수의면역학, 수의독성학, 수의약리학, 수의발생학, 수의생물공학 등의 기초수

의학 과목, 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수의바이러스학, 수의세균학,

수의전염병학(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감염병), 수의기생충학, 수의병리학, 조류질병학 

등의 예방수의학 과목, 수의내과학, 수의외과학, 수의산과학, 수의진단검사의학, 야생

동물의학, 수의방사선학, 수의진단영상학, 수생동물질병학, 수의피부과학 등의 임상

수의학 과목은 물론 수의사법규, 논문작성법, 각 전공별 실습(기초, 예방 및 임상 분

야) 및 그 외 전공선택 과목을 단계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전문적인 지식과 폭 넓은 

인격을 겸비한 유능한 수의사를 양성하여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인간생활을 보다 윤

택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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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학과(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005181

8005143

8005019

8005054

8005021

8005039

수의기본해부학 및 실험(Vet. Basic Anatomy & Lab.)

수의발생학 및 실험Ⅰ(Vet. Embryology & Lab.Ⅰ)

수의생리학 및 실험Ⅰ(Vet. Physiology & Lab.Ⅰ)

수의생화학 및 실험Ⅰ(Vet. Biochemistry & Lab.Ⅰ)

수의세균학 및 실험(Vet. Bacteriology & Lab.)

수의조직학 및 실험Ⅰ(Vet. Histology & Lab.Ⅰ)

4-4-5

2-2-2

4-4-4

4-4-3

3-3-3

3-3-3

2 전필

8005008

8005144

8005182

8005020

8005058

8005036

수의바이러스학 및 실험(Vet. Virology & Lab.)

수의발생학 및 실험Ⅱ(Vet. Embryology & Lab.Ⅱ)

수의비교해부학 및 실험(Vet. Comparative Anatomy & Lab.)

수의생리학 및 실험Ⅱ(Vet. Physiology & Lab.Ⅱ)

수의생화학 및 실험Ⅱ(Vet. Biochemistry & Lab.Ⅱ)

수의조직학 및 실험Ⅱ(Vet. Histology & Lab.Ⅱ)

3-3-3

2-2-2

4-4-4

4-4-4

3-3-3

3-3-3

2

1 전필

8005003

8005062

8005063

8005124

8005023

8005009

8005064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Ⅰ(Vet. Parasitology & Lab.Ⅰ)

수의독성학 및 실험Ⅰ(Vet. Toxicology & Lab.Ⅰ)

수의바이러스성감염병학 및 실험(Vet. Viral Infectious Disease & Lab.)

수의병리학 및 실험Ⅰ(Vet. Pathology & Lab.Ⅰ)

수의약리학 및 실험Ⅰ(Vet. Pharmacology & Lab.Ⅰ)

수의면역학 (Vet. Immunology)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I(Lab. Animal Medicine & Lab.Ⅰ)

2-2-2

2-3-3

3-3-3

4-4-3

3-3-3

3-3-0

3-3-3

2 전필

8005004

8005065

8005125

8005066

8005022

8005067

8005043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Ⅱ(Vet. Parasitology & Lab.Ⅱ)

수의독성학 및 실험Ⅱ(Vet. Toxicology & Lab.Ⅱ)

수의병리학 및 실험Ⅱ(Vet. Pathology & Lab.Ⅱ)

수의세균성감염병학 및 실험(Vet. Bacterial Disease & Lab.)

수의약리학 및 실험Ⅱ(Vet. Pharmacology & Lab.Ⅱ)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Ⅱ(Lab. Animal Medicine & Lab.Ⅱ)

식품위생학 및 실험(Food Hygiene & Lab.)

3-2-2

2-3-3

4-4-3

3-3-3

3-3-3

2-3-3

3-3-2

3

1 전필

8005068

8005069

8005070

8005179

8005071

8005222

8005146

수의내과학 및 실습Ⅰ(Vet. Internal Medicine & PracticeⅠ)

수의외과학 및 실습Ⅰ(Vet. Surgery & PracticeⅠ)

수의산과학 및 실습Ⅰ(Vet. Obstetrics & PracticeⅠ)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Ⅰ

(Vet. Laboratory Medicine & PracticeⅠ)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Vet. Radiology & Practice)

수생생물의학Ⅰ(Aquatic BiomedicineⅠ)

조류질병학 및 실습 Ⅰ(Avian Disease & PracticeⅠ)

4-4-4

4-4-4

4-4-3

2-2-2

2-2-3

2-2-2

2-2-2

2 전필

8005076

8005077

8005078

8005180

8005148

8005223

8005149

수의내과학 및 실습Ⅱ(Vet. Internal Medicine & PracticeⅡ)

수의외과학 및 실습Ⅱ(Vet. Surgery & PracticeⅡ)

수의산과학 및 실습Ⅱ(Vet. Obstetrics & PracticeⅡ)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Ⅱ

(Vet. Laboratory Medicine & PracticeⅡ)

수의진단영상학 및 실습(Vet. Diagnostic Imaging & Practice)

수생생물의학Ⅱ(Aquatic BiomedicineⅡ)

조류질병학 및 실습Ⅱ(Avian Disease & PracticeⅡ)

4-4-4

4-4-4

4-4-4

2-2-2

2-3-3

2-3-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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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과목 학점

4

1

전필

8005050

8005145

8005060

8005183

8005185

8005215

환경위생학 및 실험(Environmental Hygiene & Lab.)

야생동물의학 및 실습(Wild Animal Medicine & Practice)

수의생물공학(Vet. Bioengineering)

동물병원실습Ⅰ(Veterinary Hospital ExternⅠ)

현장실습Ⅰ(Practice in Field ClinicⅠ)

수의피부과학Ⅰ(Veterinary DermatologyⅠ)

3-3-2

2-2-2

2-2-0

3-0-6

1-0-2

2-2-2

전선

8005151

8005152

8005153

*기초수의학실습Ⅰ

(Practice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Ⅰ)

*예방수의학실습Ⅰ

(Practice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Ⅰ)

*임상수의학실습Ⅰ

(Practice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Ⅰ)

택 1하여 

세부선택은

교과목개요

참조.

3-0-6

3-0-6

3-0-6

8005225

8005226

8005227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Ⅰ)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Ⅰ)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Ⅰ)

택 1하여

세부선택은

교과목개요

참조.

6-12-0

6-12-0

6-12-0

2

전필

8005165

8005187

8005199

8005188

8005219

수의사법규(Vet. Legislation & Affairs)

동물병원실습Ⅱ(Veterinary Hospital ExternⅡ)

인수공통질병 및 역학(Zoonoses and Epidemiology)

현장실습Ⅱ(Practice in Field ClinicⅡ)

수의피부과학Ⅱ(Veterinary DermatologyⅡ)

2-3-0

3-0-6

2-3-1

1-0-2

2-2-0

전선

8005166

8005167

8005168

*기초수의학실습Ⅱ

(Practice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Ⅱ)

*예방수의학실습Ⅱ

(Practice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Ⅱ)

*임상수의학실습Ⅱ

(Practice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Ⅱ)

택 1하여 

세부선택은

교과목개요

참조.

3-0-6

3-0-6

3-0-6

8005228

8005229

8005230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Ⅱ)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Ⅱ)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Ⅱ)

택 1하여

세부선택은

교과목개요

참조.

6-12-0

6-12-0

6-12-0

필수 51 과목 142 학점

전공 선택 12 과목 54 학점

계 63 과목 19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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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수의기본해부학 및 실험 : 4-4-5

수의발생학 및 실험Ⅰ: 2-2-2

수의생리학 및 실험Ⅰ: 4-4-4

수의생화학 및 실험Ⅰ: 4-4-3

수의세균학 및 실험 : 3-3-3

수의조직학 및 실험Ⅰ: 3-3-3

수의바이러스학 및 실험 : 3-3-3

수의발생학 및 실험Ⅱ : 2-2-2

수의비교해부학 및 실험 : 4-4-4

수의생리학 및 실험Ⅱ : 4-4-4

수의생화학 및 실험Ⅱ : 3-3-3

수의조직학 및 실험Ⅱ : 3-3-3

전필 39학점

2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I : 2-2-2

수의독성학 및 실험I : 2-3-3

수의바이러스성감염병학 및 실험 : 3-3-3

수의병리학 및 실험I : 4-4-3

수의약리학 및 실험I : 3-3-3

수의면역학 : 3-3-0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I : 3-3-3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II : 3-2-2

수의독성학 및 실험II : 2-3-3

수의병리학 및 실험II : 4-4-3

수의세균성감염병학 및 실험 : 3-3-3

수의약리학 및 실험II : 3-3-3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II : 2-3-3

식품위생학 및 실험 : 3-3-2

전필 40학점

3

수의내과학 및 실습Ⅰ: 4-4-4

수의외과학 및 실습Ⅰ: 4-4-4

수의산과학 및 실습Ⅰ: 4-4-3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Ⅰ: 2-2-2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 : 2-2-3

수생생물의학Ⅰ: 2-2-2

조류질병학 및 실습Ⅰ: 2-2-2

수의내과학 및 실습Ⅱ : 4-4-4

수의외과학 및 실습Ⅱ : 4-4-4

수의산과학 및 실습Ⅱ : 4-4-4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Ⅱ : 2-2-2

수의진단영상학 및 실습 : 2-3-3

수생생물의학Ⅱ : 2-3-2

조류질병학 및 실습Ⅱ : 2-2-2

전필 40학점

4

-전필-

환경위생학 및 실험 : 3-3-2

야생동물의학 및 실습 : 2-2-2

수의생물공학 : 2-2-0

동물병원실습 I : 3-0-6

현장실습Ⅰ: 1-0-2

수의피부과학 I : 2-2-2

-전선-

기초수의학실습 I : 3-0-6

예방수의학실습 I : 3-0-6

임상수의학실습 I : 3-0-6

기초수의학논문작성 (캡스톤디자인) I : 6-12-0

예방수의학논문작성 (캡스톤디자인) I : 6-12-0

임상수의학논문작성 (캡스톤디자인) I : 6-12-0

-전필-

수의사법규 : 2-3-0

동물병원실습 II : 3-0-6

인수공통질병 및 역학 : 2-3-1

현장실습Ⅱ: 1-0-2

수의피부과학 Ⅱ : 2-2-0

-전선-

기초수의학실습 II : 3-0-6

예방수의학실습 II : 3-0-6

임상수의학실습 II : 3-0-6

기초수의학논문작성 II (캡스톤디자인) : 6-12-0

예방수의학논문작성 II (캡스톤디자인) : 6-12-0

임상수의학논문작성 II (캡스톤디자인) : 6-12-0

전필 23학점

전선 18학점

(개설되는 

54학점 중 

18학점 이수)

합계 4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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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수의기본해부학 및 실험(Vet. Basic Anatomy & Lab.)

해부학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개를 기본 동물로 하여 이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론을 

강의와 해부 실습을 병행하여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시킨다.

수의발생학 및 실험Ⅰ(Vet. Embryology & Lab.Ⅰ)

포유류(특히 가축, 사람, 실험동물)의 초기 발생과정을 생식기관에서 발생되는 생식세포를 

중심으로 관찰함으로서 산과학, 조직학, 병리학, 기형학은 물론 생리학, 계통 해부학의 기

초를 습득케 한다.

수의생리학 및 실험Ⅰ(Vet. Physiology & Lab.Ⅰ)

가축의 혈액, 심장순환기계, 호흡기계 및 소화흡수에 대한 정상적 기전을 강의하고 이와 

연계되는 실험을 실시한다.

수의생화학 및 실험Ⅰ(Vet. Biochemistry & Lab.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효소, 비타민 등의 구조와 기능 등 대사의 특징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의세균학 및 실험(Vet. Bacteriology & Lab.)

가축의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중 세균에 관한 분류, 구조, 발육, 대사, 질병발생, 항생물

질, 멸균 및 소독 등에 관한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한다.

수의조직학 및 실험Ⅰ(Vet. Histology & Lab.Ⅰ)

동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조직과 세포의 미세형태를 기능적인 면, 세포생리학적인 면 

및 분자생물학적인 각도에서 관찰하므로 여러 생물학에 응용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미세 

형태학을 습득토록 한다.

수의바이러스학 및 실험(Vet. Virology & Lab.)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 유전자 및 증식,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 면역 그리고 바이

러스 진단법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의발생학 및 실험Ⅱ(Vet. Embryology & Lab.Ⅱ)

포유류와 조류의 기초 발생적인 지식을 토대로 동물체의 계통별, 장기별 조직 발생을 단

계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장기발생의 과정을 시기별로 관찰하고 형성되는 조직과 세포구

조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서 개체후기 발생과정을 습득케 한다.

수의비교해부학 및 실험(Vet. Comparative Anatomy & Lab.)

수의 기본 해부학 및 실험에서 이수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각 가축의 비교해부학적 구

조를 비교하여 강의 및 실습한다.

수의생리학 및 실험Ⅱ(Vet. Physiology & Lab.Ⅱ)

가축의 호흡기계, 신장 및 배설기능, 신경 및 근육계, 번식 및 내분비계 등에 대한 정상적 

기전을 강의하고 이와 연계되는 실험을 실시한다.

수의생화학 및 실험Ⅱ(Vet. Biochemistry & Lab.Ⅱ)

아미노산 및 핵산의 대사, 유전정보의 단백질합성, 세포막, 근육 및 호르몬의 화학과 작

용, 소화, 호흡화학, 산․염기평형 등 기초적인 이론과 수의 임상학적 중요성, 특히 동물

별 대사의 특성에 관하여 강의하고 실험한다.

수의조직학 및 실험Ⅱ(Vet. Histology & Lab.Ⅱ)

수의 조직학 총론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동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기 조직의 미

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계통별로 공부한다. 특히 장기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각종 세포의 

형태와 크기 내부구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종합적인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서 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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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뿐만 아니라 임상과목 및 기타 생물학에 응용토록 한다.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Ⅰ(Vet. Parasitology & Lab.Ⅰ)

동물에서 수의학상 중요한 원생동물과 절지동물의 형태, 감염경로, 생활환을 강의하여 수

의사로써 치료와 예방하는 기술을 습득시킨다.

수의독성학 및 실험Ⅰ(Vet. Toxicology & Lab.Ⅰ)

의약품, 환경성 오염물질, 농약 또는 식물성 동물성의 천연 독소 등 독성물질의 독작용 

기전과 독성물질에 대한 생체의 작용을 강의하여 약물의 안전성판정과 인간 및 가축의 

보건향상에 응용하며, 환경공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바이러스성 감염병학 및 실험(Vet. Viral Infectious Disease & Lab.)

동물에 발생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특성, 역학, 임상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대

책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의병리학 및 실험Ⅰ(Vet. Pathology & Lab.Ⅰ)

최신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성, 중독성, 대사성, 종양

성 및 유전성 질환의 발생원인, 질병진행과정, 결과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질병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수의약리학 및 실험Ⅰ(Vet. Pharmacology & Lab.Ⅰ)

질병에 대한 약물치료에 있어서, 생물계(Biological system)와 약물과의 상호작용, 즉 약리 

작용 및 그 기전을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실험실

습을 통하여 더욱 이해를 돕고 그 기술을 습득케 한다.

수의면역학(Vet. Immunology)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 및 기관, 항원항체반응, 면역형성기전 및 조절등 면역학 전반

에 걸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강의한다.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Ⅰ(Lab. Animal Medicine & Lab.Ⅰ)

바이오산업의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시약’인 실험동물에 대한 유전, 육종, 비교 생물학,

번식, 위생학 및 동물 사육관리와 취급법을 강의한다. 또한 여러 질환 동물 및 실험동물

을 이용한 신의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 등의 독성 시험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실

험동물을 사용하는 여러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에 중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Ⅱ(Vet. Parasitology & Lab. Ⅱ)

동물의 내부기생충(연충)으로 선충, 흡충, 조충의 형태, 감염경로 병원성, 생활환의 기본지

식을 강의하고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수의독성학 및 실험Ⅱ(Vet. Toxicology & Lab.Ⅱ)

의약품, 환경성 오염물질, 농약 또는 식물성 동물성의 천연 독소 등 독성물질의 독작용 

기전과 독성물질에 대한 생체의 작용을 강의하여 약물의 안전성판정과 인간 및 가축의 

보건향상에 응용하며, 환경공해에 대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병리학 및 실험Ⅱ(Vet. Pathology & Lab.Ⅱ)

동물별, 장기계통별 주요 질병의 병리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

로써 육안 및 현미경적 변화의 특징을 감별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세균성 감염병학 및 실험(Vet. Bacterial Disease & Lab.)

동물에서 발생되는 세균성 전염병의 정의, 원인체, 발생, 역학, 임상증상, 육안병변, 진단

법 및 예방법에 관한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한다.

수의약리학 및 실험Ⅱ(Vet. Pharmacology & Lab.Ⅱ)

소화기계, 심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등에 작용하는 약물, Autacoids 및 horm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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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조절하는 약물, 화학요법제 등의 작용 및 그 기전을 강의하며, 실험실습을 통하여 

더욱 이해를 돕고 그 기술을 습득케 한다.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Ⅱ(Lab. Animal Medicine & Lab.Ⅱ)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안전성 및 유

효성 평가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시약이라 일컫는 실험동물의 각론에 해당하는 영양과 사

료, 질병과 위생, 시설 및 사육관리작업 및 동물실험의 기본을 강의하여 생명과학 연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평가의 이론과 실험기술을 습득케 한다.

식품위생학 및 실험(Food Hygiene & Lab.)

식중독, 식품유해잔류물질, 도축검사, 계란․우유․어패류의 위생 등 식품관련 공중보건학

에 대한 강의와 실험을 실시한다.

수의내과학 및 실습Ⅰ(Vet. Internal Medicine ＆ PracticeⅠ)

반추동물을 중심으로 한 대동물과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 소동물의 생체에 있어서 

내, 외적 변화에 따른 생리적인 한계 및 장기의 정상 기전을 이해시키고, 각종 질병에 있

어서 그 질병의 정의, 발생, 역학, 원인, 기병론, 임상소견, 진단, 부검소견, 임상병리소견,

치료 및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며, 질병 전반에 관해 이론정립이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수의외과학 및 실습Ⅰ(Vet. Surgery & PracticeⅠ)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운동계, 특수감각계, 피부질환의 원인 증상 수술적 치

료법을 강의한다.

수의산과학 및 실습Ⅰ(Vet. Obstetrics & PracticeⅠ)

각 동물의 임신 진단 및 분만과정에 대하여 강의하고, 이상임신, 이상분만 및 암수 생식

기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하여 동물별로 비교 강의한다.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Ⅰ(Vet. Laboratory Medicine & PracticeⅠ)

동물의 영양상태 및 약물의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동물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방법과 검사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Vet. Radiology & Practice)

X-선 물리개요, X-선 조영술, 방사능의 생물학적 작용, X-선 사진 소견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수생생물의학Ⅰ(Aquatic BiomedicineⅠ)

어류의 생리, 해부 및 수산양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양식어류의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기법을 실습한다.

조류질병학 및 실습Ⅰ(Avian Disease & PracticeⅠ)

조류의 기생충성,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영양성, 중독성 질병 및  조류 질병의 역학적 

문제에 관하여 강의한다.

수의내과학 및 실습Ⅱ(Vet. Internal Medicine ＆ PracticeⅡ)

주로 소동물에 있어서 장기에 따른 내과질병들의 정의, 원인 및 발생, 역학, 기병론, 임상

소견, 부검소견, 임상병리소견, 진단, 치료, 예방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수의외과학 및 실습Ⅱ(Vet. Surgery & PracticeⅡ)

염증 창상 요법 창상에 미치는 원인과 치료법을 강의한다.

수의산과학 및 실습Ⅱ(Vet. Obstetrics & PracticeⅡ)

각 동물의 생식기를 지배하는 호르몬, 정상임신 및 분만에 관계하는 호르몬, 수정 후 태

아 발육 과정 및 모체와 신생아의 처리 등 가축의 정상생식 생리에 관하여 동물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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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강의한다.

수의진단검사의학 및 실습Ⅱ(Vet. Laboratory Medicine & PracticeⅡ)

동물의 영양상태 및 약물의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동물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방법과 검사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의진단영상학 및 실습(Vet. Diagnostic Imaging & Practice)

수의임상에 필요한 방사선 단순 촬영기법과 각종 조영법, 투시법, 판독법 그리고 초음파 

진단을 이용한 동물의 해부구조와 이해 및 질병 진단법을 배운다.

수생생물의학Ⅱ(Aquatic BiomedicineⅡ)

담수어, 해수어의 바이러스성, 세균성, 진균성, 기생충성 및 중독성 질병의 임상진단 병리

소견 및 예방 치료법을 강의한다.

조류질병학 및 실습Ⅱ(Avian Disease & PracticeⅡ)

조류 질병의 원인, 역학, 감수성, 임상증상, 육안소견, 진단방법,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하여 

강의하고 실습한다.

환경위생학 및 실험(Environmental Hygiene & Lab.)

역학, 인수공통전염병, 환경위생학, 안전성평가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실시한다.

야생동물의학 및 실습(Wild Animal Medicine & Practice)

야생동물의 관리기술, 진료, 치료, 질병예방 등을 강의한다.

수의생물공학(Vet. Bioengineering)

최근 급진적으로 발달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동물 생명공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이론에 관해 강의를 통해 이해하게 한다.

동물병원실습Ⅰ(Veterinary Hospital ExternⅠ)

본 과목은 임상수의학의 한 부분으로 수의학과 교육과정의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진단

검사의학, 방사선학 등의 임상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의학과 3학년의 이

론과정 및 소정의 실습과정을 통해 임상의 기초를 배운 학생은 동물의료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를 통해 질병의 다양한 양상 및 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후평가를 익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및 담당과목 교수의 지도하

에 조별로 실습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환자의 진료를 관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일정부

분 직접 시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현장실습Ⅰ(Practice in Field ClinicⅠ)

본 과목의 목적은 수의학과 학생에게 향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로서 겪게 될 다양한 동

물진료의 양상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별로 동물의료센터에 배정된 학생들은 초

진환자의 병력청취, 신체검사법 그리고 진단의 기술을 배우게 되며 입원환자의 모니터링,

수술참관, 방사선 라운드 참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다. 학생은 동물의료센터

에 전일제로 참여하게 되므로 실습은 방학중에 진행된다.

수의피부과학Ⅰ(veterinary dermatologyⅠ)

동물의 피부에 발생하는 질병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하는 임상수의학의 한 분야로서, 본 

과목에서는 수의사로서 피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습기법을 학습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정상피부의 구조, 기능 

및 생리, 피부병변 및 증상의 정의, 특수검사법 및 치료약물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감염성, 과민성, 면역매개성, 각화 및 지루성 질병에 대한 발생기

전, 임상증상, 진단 및 치료법 등에 관하여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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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의학실습Ⅰ(Practice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Ⅰ)

졸업 후 임상수의사 및 수의학 연구자로서의 임상 응용에 기초가 되는 기초과목의 실험 

개념 및 방법을 터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각 실험실 별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

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해부학심화실습, 수의생리학심화실습, 수의조직학심화실습, 수의발생학심화실습, 수의

생화학심화실습, 수의약리학심화실습, 수의독성학심화실습, 실험동물의학심화실습, 수의병

리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예방수의학실습Ⅰ(Practice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Ⅰ)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곰팡이성 질병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방역대책에 대

한 강의 혹은 세미나를 실시하고, 각 실험실 별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에 따라 주

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바이러스학심화실습, 수의기생충학심화실습, 수의세균학심화실습, 수의공중보건학심화

실습, 조류질병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임상수의학실습Ⅰ(Practice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Ⅰ)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현장 및 첨단기법을 습득시킴으로서 졸업 후 바로 연구, 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으며, 각 실험실 별로 세분

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내과학심화실습, 수의외과학심화실습, 수생생물의학심화실습, 수의진단검사의학심화실

습, 수의산과학심화실습, 수의방사선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Ⅰ)

기초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Ⅰ)

예방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Ⅰ)

임상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수의사법규(Vet. Legislation & Affairs)

수의사법, 수의약사 관계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축산 가공처리법 기타 수의사의 업무 수

행상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을 강의한다.

동물병원실습Ⅱ(Veterinary Hospital ExternⅡ)

본 과목은 임상수의학의 한 부분으로 수의학과 교육과정의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진단

검사의학, 방사선학 등의 임상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의학과 3학년의 이

론과정 및 소정의 실습과정을 통해 임상의 기초를 배운 학생은 동물의료센터에 내원하는 

환자를 통해 질병의 다양한 양상 및 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후평가를 익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및 담당과목 교수의 지도하

에 조별로 실습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환자의 진료를 관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일정부

분 직접 시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인수공통질병 및 역학(Zoonoses and Epidemiology)

본 교과목은 사람과 동물에 공히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특성 및 예방 방법을 강의

하고 더불어 이러한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을 강의 및 실습



778_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을 통해 전달한다.

현장실습Ⅱ(Practice in Field ClinicⅡ)

본 과목의 목적은 수의학과 학생에게 향후 동물병원 임상수의사로서 겪게 될 다양한 동

물진료의 양상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별로 동물의료센터에 배정된 학생은 초진

환자의 병력청취, 신체검사법 그리고 진단의 기술을 배우게 되며 입원환자의 모니터링,

수술참관, 방사선 라운드 참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동물의료센

터에 전일제로 참여하게 되므로 실습은 방학 중에 진행된다.

수의피부과학Ⅱ(veterinary dermatologyⅡ)

본 과목에서는 신경성, 탈모성, 종양성, 행동학적 피부질환과 귀와 발톱 질병에 대한 발생

기전, 임상증상, 진단 및 치료법 등에 관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귀, 전정계 및 신

경계의 구조, 기능, 생리와 특수검사 및 치료약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습기법을 학습하

게 된다.

기초수의학실습Ⅱ(Practice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Ⅱ)

졸업 후 임상수의사 및 수의학 연구자로서의 임상 응용에 기초가 되는 기초과목의 실험 

개념 및 방법을 터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각 실험실 별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

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해부학심화실습, 수의생리학심화실습, 수의조직학심화실습, 수의발생학심화실습, 수의

생화학심화실습, 수의약리학심화실습, 수의독성학심화실습, 실험동물의학심화실습, 수의병

리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예방수의학실습Ⅱ(Practice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Ⅱ)

각종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곰팡이성 질병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방역대책에 대

한 강의 혹은 세미나를 실시하고, 각 실험실 별로 세분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에 따라 주

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바이러스학심화실습, 수의기생충학심화실습, 수의세균학심화실습, 수의공중보건학심화

실습, 조류질병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임상수의학실습Ⅱ(Practice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Ⅱ)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현장 및 첨단기법을 습득시킴으로서 졸업 후 바로 연구, 산업,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으며, 각 실험실 별로 세분

화하여 학생의 세부선택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한 기초실험을 수행한다.

수의내과학심화실습, 수의외과학심화실습, 수생생물의학심화실습, 수의진단검사의학심화실

습, 수의산과학심화실습, 수의방사선학심화실습 중 택 1하여 실습한다.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Basic MedicineⅡ)

기초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Ⅱ)

예방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Undergraduate Thesis in Veterinary Clinical MedicineⅡ)

임상수의학분야의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설계, 실험수행, 결과도출 및 결과분석 방법을 지

도하여  졸업논문을 작성케 한다.



약 학 대 학 (8300)
(College of Pharmacy)

약학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학문의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생명현상과 이와 관련된 질병 및 의약품에 관하여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

약품의 개발, 제조 및 임상응용에 관한 전문가적인 학식과 지도자적인

인격을 겸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 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 훌륭한 인격과 사회적 윤리관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2) 의약품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3)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약학 전문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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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과 Pharmacy

약학과에서는 약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위생약학, 독성학, 해부생리학, 병태생

리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등의 생명약학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

약화학, 물리약학, 약제학, 약품분석학, 제약산업학, 미생물 등의 산업약학 교육과 약

물치료학, 조제학, 의약품정보학, 사회약학 등의 실무약학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부속시설로 실습약국과 약초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졸업학점은 160을 이수하면 약

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진로는 연구소, 대학, 제역회사, 국

가기관, 지역약국, 병원약국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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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과(Department of Pharmac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8310001

8310002

8310003

8310004

8310075

약품물리Ⅰ(Pharmaceutical PhysicsⅠ)

약품분석학Ⅰ(Pharmaceutical AnalysisⅠ)

생약학Ⅰ(Pharmacognosy I)

약품생화학Ⅰ(Pharmaceutical BiochemistryⅠ)

제약산업학(Industrial Pharmaceutics)

2-2-0

3-3-0

3-3-0

3-3-0

3-3-0

전선

8310005

8310006

8310007

8310008

약학개론(Introduction to Pharmacy)

해부생리학Ⅰ(Human Anatomy and PhysiologyⅠ)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약물남용예방론(Prevention of Drug Abuse)

2-2-0

2-2-0

2-2-0

2-2-0

2

전필

8310009

8310010

8310011

8310012

약품물리Ⅱ(Pharmaceutical PhysicsⅡ)

약품분석학Ⅱ(Pharmaceutical AnalysisⅡ)

생약학Ⅱ(PharmacognosyⅡ)

약품생화학Ⅱ(Pharmaceutical BiochemistryⅡ)

2-2-0

2-2-0

3-3-0

3-3-0

전선

8310013

8310033

8310017

8310052

해부생리학Ⅱ(Human Anatomy and PhysiologyⅡ)

경영약학(Pharmacy Management)

약용식물학(Medicinal Plants)

의약품정보학(Drug Information)

2-2-0

2-2-0

2-2-0

2-2-0

4

1

전필

8310018

8310081

8310020

8310022

약품미생물학Ⅰ(Pharmaceutical MicrobiologyⅠ)

약품제조화학Ⅰ(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hemistryⅠ)

약물학Ⅰ(PharmacologyⅠ)

약물소재실습(Laboratory in Drug Resources)

2-2-0

2-2-0

3-3-0

1-0-4

전선

8310023

8310026

8310015

8310034

8310016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병태생리학Ⅰ(PathophysiologyⅠ)

천연물약품학(Medicinal Natural Products)

내분비학(Endocrinology)

3-3-0

2-2-0

2-2-0

2-2-0

2-2-0

2

전필

8310028

8310082

8310030

8310031

약품미생물학Ⅱ(Pharmaceutical MicrobiologyⅡ)

약품제조화학Ⅱ(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hemistryⅡ)

약물학Ⅱ(PharmacologyⅡ)

생물약학실습(Laboratory in Biological Pharmacy)

3-3-0

3-3-0

3-3-0

1-0-4

전선

8310032

8310024

8310025

8310035

8310043

8310036

독성학(Toxicology)

병태생리학Ⅱ(PathophysiologyⅡ)

유전질환(Genetic Disease)

대사조절학(Metabolic Regulation)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천연물소재개발론(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3-3-0

2-2-0

2-2-0

2-2-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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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5

1

전필

8310037

8310038

8310039

8310040

약제학Ⅰ(PharmaceuticsⅠ)

약물치료학Ⅰ(TherapeuticsⅠ)

예방약학Ⅰ(Preventive PharmacyⅠ)

약물기능실습(Laboratory in Drug Action)

3-3-0

3-3-0

3-3-0

1-0-4

전선

8310041

8310042

8310044

8310045

8310014

약물요법Ⅰ(PharmacotherapyⅠ)

한약제제학(Herbal Medicinal Formula)

약물대사론(Drug Metabolism)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

조제학(Preparation for Prescriptions and Dispensing)

2-2-0

3-3-0

2-2-0

2-2-0

2-2-0

2

전필

8310046

8310047

8310048

8310049

약제학Ⅱ(PharmaceuticsⅡ)

약물치료학Ⅱ(TherapeuticsⅡ)

예방약학Ⅱ(Preventive PharmacyⅡ)

제제분석실습(Laboratory in Pharmaceutics and Pharmaceutical Analysis)

2-2-0

3-3-0

3-3-0

1-0-4

전선

8310050

8310051

8310053

8310054

8310027

약물요법Ⅱ(PharmacotherapyⅡ)

보건의약법규 및 윤리(Laws and Ethics in Health and Medicine)

의약품개발론(Drug Development)

법과학(Forensic Science)

인체호르몬(Human Hormone)

2-2-0

3-3-0

2-2-0

2-2-0

2-2-0

6

1

전필

전선

8310055

8310076

8310077

기초약무실습(Introduction to Pharmacy Practice)

기본실무실습Ⅰ(Pharmacy PracticeⅠ)

기본실무실습Ⅱ(Pharmacy PracticeⅡ)

2-0-4

18-0-36

18-0-36

2

전필 8310066 약학캡스톤디자인(Pharmacy Capstone Design) 3-0-6

전선

8310078

8310079

8310080

심화실무실습Ⅰ(Advanced Phamacy PracticeⅠ)

심화실무실습Ⅱ(Advanced Phamacy PracticeⅡ)

심화실무실습Ⅲ(Advanced Phamacy PracticeⅢ)

7-0-14

7-0-14

7-0-14

필수 27 과목 64 학점
전공 선택 43 과목 118 학점

계 70 과목 182 학점



타 학 과
설강요구
교 과 목

8305801 의약품개론 (Introduction of Pharmaceuticals) 3-3-0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 제약학과 전공과목 전체
- 특성화사업단의 트랙 공통교과목 전체: 식물자원학·원예과
학·축산학·식물의학·환경생명화학·식품생명공학·특용식물학
전공, 농업경제학과, 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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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 약학과

학년

학기

개설 1학기 2학기

비 고

영역 합계

3

약학과 
전공필수

약품물리I : 2-2-0

약품분석학I : 3-3-0

생약학I : 3-3-0

약품생화학I : 3-3-0

제약산업학 : 3-3-0

약품물리II : 2-2-0

약품분석학II : 2-2-0

생약학II : 3-3-0

약품생화학II : 3-3-0

전공필수 24

약학과
전공선택

해부생리학I : 2-2-0

환경화학 : 2-2-0

약물남용예방론 : 2-2-0

약학개론 : 2-2-0

해부생리학II : 2-2-0

경영약학 : 2-2-0

약용식물학 : 2-2-0

의약품정보학 : 2-2-0

전공선택 16

제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면역학 : 3-3-0

분자구조와약학 : 2-2-0

유기약화학 : 2-2-0

의약품행정학 : 2-2-0

약학통계 : 2-2-0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 : 3-3-0

생물약제학 : 2-2-0

헤태로고리화학 : 2-2-0

세포생물학 : 2-2-0

제약정책학 : 2-2-0

제약학과
전공선택 22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4

약학과 
전공필수

약품미생물학I : 2-2-0

약품제조화학I : 2-2-0

약물학I : 3-3-0

약물소재실습 : 1-0-4

약품미생물학II : 3-3-0

약품제조화학II : 3-3-0

약물학II : 3-3-0

생물약학실습 : 1-0-4

전공필수 18

약학과
전공선택

분자생물학 : 3-3-0

공중보건학 : 2-2-0

병태생리학 : 2-2-0

천연물약품학 : 2-2-0

내분비학 : 2-2-0

독성학 : 3-3-0

병태생리학 : 2-2-0

유전질환 : 2-2-0

대사조절학 : 2-2-0

천연물화학 : 2-2-0

천연물소재개발론 : 2-2-0

전공선택 24

제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약동학 : 3-3-0

생유기화학 : 2-2-0

기기분석학 : 2-2-0

제제단위공정론 : 2-2-0

생물분석화학 : 2-2-0

사회약학 : 3-3-0

제약공학 : 2-2-0

임상약제학 : 2-2-0

제제물리학 : 2-2-0

제약학과
전공선택 20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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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개설 1학기 2학기

비 고

영역 합계

5

약학과 
전공필수

약제학I : 3-3-0

약물치료학I : 3-3-0

예방약학I : 3-3-0

약물기능실습 : 1-0-4

약제학II : 2-2-0

약물치료학II : 3-3-0

예방약학II : 3-3-0

제제분석실습 : 1-0-4

전공필수 19

약학과
전공선택

약물요법I : 2-2-0

한약제제학 : 3-3-0

약물대사론 : 2-2-0

약물유전체학 : 2-2-0

조제학 : 2-2-0

약물요법II : 2-2-0

보건의약법규 및 윤리 : 3-3-0

의약품개발론 : 2-2-0

법과학 : 2-2-0

인체호르몬 : 2-2-0

전공선택 22

제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의약화학I : 2-2-0

생물의약품학 : 2-2-0

생체고분자학 : 2-2-0

약물송달학 : 2-2-0

의약품제제분석 : 2-2-0

의약화학II : 2-2-0

의약품품질관리학 : 3-3-0

임상약동학 : 2-2-0

감염치료학 : 2-2-0

신약설계 : 2-2-0

제약학과
전공선택 21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6

약학과 
전공필수

약학캡스톤디자인 : 3-0-6 전공필수 3

약학과
전공선택

기초약무실습 : 2-0-4

기본실무실습I : 18-0-36

기본실무실습II : 18-0-36

심화실무실습I : 7-0-14

심화실무실습II : 7-0-14

심화실무실습III : 7-0-14

제약학과
전공선택 59

소계
기초약무실습 +

기본실무실습I,II 중 1개 
필수로 선택하여 수강

약학캡스톤디자인 +

심화실무실습I,II,III 중 1개 
필수로 선택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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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약품물리 I․Ⅱ(Pharmaceutical Physics I․Ⅱ)

약학의 실제지식을 폭 넓은 이론 전개에 의해 약품의 용해도, 안정성, 배합금기 및 약품의 

흡수속도, 약의 작용 등에 대하여 임상약사로서 이론적으로 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품분석학 I․Ⅱ(Pharmaceutical Analysis I․Ⅱ)

본 교과목은 의약품 분석에 필요한 화합물의 용액평형 이론과 각종 적정분석의 원리 및 응

용, 중량분석법, 기초 전기화학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크로마토그래피와 분광분석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기기에 의한 분석의 원리 및 응용,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 및 시료 전처리를 포함한다.

생약학 I․Ⅱ(Pharmacognosy I․Ⅱ)

생약학 총론부에서는 생약의 정의, 생약학의 역사, 생약의 생산, 품질평가 및 성분의 생합성

등 을 강의하고, 각론부에서는 대한약전, 생약규격집 수재생약 및 주로 이용되는 생약에 대

하여 사용부위별로 구분하여 생약에 대하여 기원, 산지, 성상, 성분, 확인시험, 약리 및 응용

에 대하여 강의함.

약품생화학 I․Ⅱ(Pharmaceutical Biochemistry I․Ⅱ)

인체를 구성하는 각종 생체분자(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으로, 생체분자의 합성 및 대사를 기반으로 생

체반응조절과 인체질환의 생화학적 원인에 대하여 강의함.

제약산업학(Industrial Pharmaceutics)

제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래 제약산업의 역군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서, 의약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제약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해부생리학  I․Ⅱ(Human Anatomy and Physiology I․Ⅱ)

해부생리학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의 기능에 대하여 생화학-물리화학 면에서 고찰

한다. 각 인체의 구조와 그에 대한 생리학적 기능은 인체부위별-생리기능의 단계별로 세

분하여 강의하고, 그의 단계별 생리학적 기능에 대한 상호 상관관계와 생체내 및 외부 물

질과 인체와의 상호작용, 즉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여, 인체의 생명

현상의 이해와 이를 학습함에 있음.

환경화학(Environment Chemistry)

환경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환경화학 전반의 일반지식을 부여함.

환경화학의 내용과 범위는 환경과 인간, 환경오염과 보전, 우리나라 환경오염 실태와 환

경운동, 대기오염과 관리, 수질오염과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보전 대책등 환경화학 전반

을 연구, 강의, 토론 함.

약물남용예방론(Prevention of Drug Abuse)

산업화로 인한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왜곡된 쾌락에 탐낙하는 현상으로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남용성 약물을 소개하고, 이의 남용을 예방하는 방법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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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학(Pharmacy Management)

지역사회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약국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

적으로 약국 경영(관리)에 관한 지식, 약학 및 약사업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등 약국업무

에 관한 기본지식과 자세를 강의함.

약용식물학(Medicinal Plants)

약용 및 의약품 개발 소재로 사용되는 약용식물의 응용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약용식

물을 과 (family)별로 분류하여 각 과의 외부형태, 성분 및 효능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또

한 각 과의 주요 식물에 대하여 형태학적, 성분, 약리작용을 비교하고 이들의 실제 응용 

등에 대하여 강의함.

의약품정보학(Drug Information)

질병의 예방과 치료 시 필요한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 및 지식에 관한 모든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습득시키는 과목으로, 약품정보학 개론, 질의에 대한 접근

법의 타당성 접근법, 제공 정보에 대한 전문적 책임감, 의료전문가간의 효율적 의사소

통방법, 임상통계학의 이해, 임상저널분석법에 관한 지식 습득 및 적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약품미생물학Ⅰ(Pharmaceutical MicrobiologyⅠ)

약품미생물학은 일반 미생물학을 기초로 하여 세균,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생물체

를 약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학문임. 미생물학의 발달사, 구조, 증식과 생장조절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생물학적 기초지식과 미생물의 특성을 유전적 측면에서 이해하

기 위한 분자생물학적/유전학적 이론을 강의함.

약품미생물학Ⅱ(Pharmaceutical MicrobiologyⅡ)

병원성 세균 및 진균,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 발병기작,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중심

으로 미생물을 약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미생물 유래 항생물질의 종류 및 작용기작, 발

효 생산 및미생물 전환반응 등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의약품의 생산기술을 포

함한 응용 미생물에 대하여 강의함.

약품제조화학 I․II(Pharmaceutical Manufacturing Chemistry I․II)

고급 유기 화학에 대한 전문적인 단위 반응 등에 대한 지식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약개발에 필요한 hit to lead, lead optimization 등에 대해 강의함. 또한 글로벌 

Top 100 의약품을 포함한 다양한 의약품의 합성방법에 대한 강의 및 이들 의약품의 구조 

활성 관계 (SAR, Structure-Activity-Relationship)에 대해 강의함.

약물학 I․Ⅱ(Pharmacology I․Ⅱ)

약물의 작용양식, 약물수용체 작용, 흡수와 배설, 유전적 약물작용차이, 약물작용 (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조혈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면역계작용) 및 항암약물의 

약리작용과 부작용등을 강의하여 임상적으로 응용하는데 필요한 약물학적 기초지식을 습

득케 함.

약물소재실습(Laboratory in Drug Resources)

신의약품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약물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하여 

실제 의약품의 합성 및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생리활성 물질 분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의약품의 제조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기본지식을 습득토록 함.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유전정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 및 이를 통한 유전자 발현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을 중

점적으로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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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공중보건학 개요, 건강과 질병발생, 역학, 일반 전염병의 특성, 비전염성 질환의 특성, 보

건통계, 보건의료조직과 관리, 의료보장 및 사회보장 등 공중위생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강의함.

병태생리학Ⅰ(PathophysiologyⅠ)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어떠한 병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질병의 본질 즉, 그 원인, 발병과정 및 예후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 뒤, 각 단계에 

적정한 대처 방안등이 강구되고 퇴치함으로 의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약사는 이러

한 질병의 원인, 병인론, 형태의 변화 및 기능 변화를 이해하고 약물치료의 원리를 파악하

여야 한다.

병태생리학Ⅱ(PathophysiologyⅡ)

병태생리학 I에서 기초적 이론을 습득한 학생에게 보다 구체적인 질병의 이해가 요구되

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 강의가 필요하며, 10대 주요 질환에 대한 질병의 발생, 발병원인,

진전, 치료방법, 예후등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천연물약품학(Medicinal Natural Products)

임상에서 주로 이용되는 천연물을 대상으로 천연물의약품의 기초이론과 약물 사용 정보,

과학적 근거 등을 강의하며, 최근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연구에 관한 제반지식과 

기술을 강의함.

내분비학(Endocrinology)

생체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으로, 호르몬의 합성, 이동 및 생체반응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체반응조절과 인

체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강의함

독성학(Toxicology)

의약품 및 화학물질의 인체위해성의 원리, 각종 의약품등 독성위해물질의 독성기전, 생체

와 독성물질의 반응, 독성물질 대사, 비장기독성 (화학발암론, 유전독성,면역독성, 발생독

성), 조직 및 장기별 독성, 독성평가, 위해성 평가방법, 의약품개발과 안전성을 강의함.

유전질환(Genetic Disease)

유전공학 기법의 원리 및 응용을 숙지시켜 생물학적 의약품의 특성 및 유전질환의 원인

을 이해시키고자 함.

대사조절학(Metabolic Regulation)

생체에네지 생성에 이용되는 탄수화물, 지질 및 단백질의 대사경로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

화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적으로, 생체분자의 분해기전 및 관련 효소의 조절기전과 관련

된 인체질환에 대하여 강의함.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천연물과 의약품 개발, 천연물 연구법, 이차대사산물, 생합성 과정등 개론 부분을 이해

시키고, 천연 유기화합물을 개개의 화합물군으로 분류하여 당류, 지방산류, 방향족화합

물, 테르페노이드와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 및 함질소 화합물 등에 대한 화학적 성질,

구조 및 약리작용을 강의함.

천연물소재개발론(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함. 특히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물 신

약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개발과정에 대한 기본지식, 품질관리, 제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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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함.

약제학 I․Ⅱ(Pharmaceutics I․Ⅱ)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가장 바람직

한 투여형태로 투여되어 보다 유효하고 안전하게 활용되어 최대 치료효과를 발휘하고, 투

여 및 응용에 편리하도록 의약품을 배합가공하여 제형화하는 제제의 기초이론 및 그 응

용에 대해 강의함.

약물치료학Ⅰ(TherapeuticsⅠ)

약물치료학의 일반적 원리 및 순환기 및 호흡기계 질환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

으로 각 환자질환 및 각 환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라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에 

의해 최선으로 선택된 약물요법을 제시함.

약물치료학Ⅱ(TherapeuticsⅡ)

위장관계 및 내분비계 질환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과 특수 집단 환자군(영양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군, 여성, 노인, 소아환자군)을 중심으로 각 환자질환 및 각 환

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라

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에 의해  최선으로 선택

된 약물요법을 제시함.

예방약학Ⅰ(Preventive PharmacyⅠ)

보건위생, 환경과 건강, 화학물질과 독성 분야를 다루며, 질병과 건강, 질병 (감염병, 비감

염병)의 역학적 특성과 관리, 환경관련 인자와 건강,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화학물질의 평

가와 규제,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며 토론한다.

예방약학Ⅱ(Preventive PharmacyⅡ)

영양과 건강, 식품위생 분야를 다루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및 비타민

과 무기염류와 질환,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식품의 품질과 관리, 식인성 병해, 식

품첨가물,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며 토론한다.

약물기능실습(Laboratory in Drug Action)

의약품의 건강 기능성 및 안전성 (독성)과 그 작용기전을 시험관, 세포 및 동물 단위에서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전임상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약물요법Ⅰ(PharmacotherapyⅠ)

특정 질환(정신 및 신경계, 감염계)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강조되야 할 점은 특정 질환별 각 환자의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즉, 환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

라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 이 모두를 고려하여 최

선으로 선택된 약물요법을 제시이며, 이 과정의 완수 후 학생들은 의료진의 팀구성원으로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최선의 치료약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요법Ⅱ(PharmacotherapyⅡ)

특정 질환(골관절계, 안과, 이비인후과, 신장계, 피부, 조혈계 및 종양계)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과정을 통해 강조되어야 할 점은 특정 질환

별 각 환자의 개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즉, 환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라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 이 모두를 고려하여 최선으로 선택된 약물요법을 제시이며, 이 

과정의 완수 후 학생들은 의료진의 팀구성원으로 환자의 상황을 반영한 최선의 치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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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대사론(Drug Metabolism)

의약품의 약리작용 및 부작용은 의약품이 생체의 작용조직에서의 흡수, 대사, 분포, 배

설의 과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생체의 유전학적 특징 등에 따

라 대사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약물에 대한 민감도, 부작용, 복용량 조절 

등 임상적사용에 주요한 요소가 됨. 본 강의는 약물의 대사 및 인체의 유전적, 환경적 

요소에 따른 약물의 대사차이와 임상 사용에서의 치료적 고려점을 강의함.

한약제제학(Herbal Medicinal Formula)

오랫동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어 온 동양의학의 기본 지식 및 응용에 대하여 

강의함. 본초학의 정의 및 배경 고찰을 통하여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또한 이

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어 온 한약제제의 특징, 약리 및 부작용 등을 

강의함.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

약물유전체학은 약의 사용에서 유전적 차이에 대한 약의 반응의 차이를 학습하는 과목

임. 본 강좌는 따라서 약의 사용에서 개인적 유전적 차이를 인정하고 약효를 극대화 

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타당성을 공부하며 이를 근거로 유전적 차이에 따른 개

인형 맞춤식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함.

조제학(Preparation for Prescriptions and Dispensing)

의약품처방집 및 조제지침과 UDS에 대한 접근 및 활용법이 가능함으로써, 조제 및 조제

감사 시 특별취급 대상약물과 약물치료의 유전적, 환경적 변동요인, 의약품 동등성의 기본

이론과 기준 및 시험법, 조제실제제, 조제용 증류수, 주사제 생산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

품용법, 용량, 금기, 상호작용 등 처방약검토, DUR(Drug Urtilization Review), 약물사용향

상 프로그램 및 제도, 병원 약제 운영과 병원 내 투약 체계 및 과정을 이해하고 개국 및 

병원약국에서 약물의 조제, 배분 및 투약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즉, 미래의 

임상약사로서 환자의 합리적이고 최대의 약물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약물의 복약

지도를 수행능력을 함양시킨다.

보건의약법규 및 윤리(Laws and Ethics in Health and Medicine)

약사 및 약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제반 법규 및 윤리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약사법 

각론 (총칙), 약사 및 한약사, 약사심의 위원회, 약국 및 조제,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

약품 등의 취급, 마약류 등 약사업무에 관한 기본지식과 적절한 태도를 강의한다.

의약품개발론(Drug Development)

보건의료시장이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으로 인지되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의약품개

발이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신약은 기존 의약품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찾아 얻어지기도 하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화합

물 또는 생물 의약품으로서 다양한 질병 치료 또는 병증을 개선 것을 말함. 본 강의는 

신약의 개발과정 중 신약의 타켓 및 작용점개발, 물질특성규명, 안전성, 유효성평가, 임

상평가, 약가평가 및 마케팅전략에 관하여 공부할 것임.

법과학(Forensic Science)

범죄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관련 증거물 처리방법, 분석 이론 및 방법과 법과학

의 사례연구를 다룬다. 교과목의 목표는 수강학생이 법과학 관련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약사 직업 영역의 다양성 및 사회정의 추구에서 약사 역할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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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호르몬(Human Hormone)

세포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인 호르몬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본 강

좌의 목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및 세포의 구조, 호르몬의 합성 기전, 호르몬의 

생리활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체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강의함.

기초약무실습(Introduction to Pharmacy Practice)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행정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예비단계로 학생들이 현

장실무실습과정에 임할 때 갖추어야 할 사전지식과 태도 등을 실습한다.

기본실무실습Ⅰ,Ⅱ(Pharmacy PracticeⅠ,Ⅱ)

약사로써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실무교육을 실시

함. 제약 및 약무행정, 지역약국, 병원약국 등의 현장에서 약사의 직능을 이해하기 위한 현

장교육을 실습기관을 순환하면서 실시함(약 18주).

심화실무실습Ⅰ,Ⅱ,Ⅲ(Advanced Pharmacy PracticeⅠ,Ⅱ,Ⅲ)

제약 및 약무행정, 지역약국, 병원약국, R&D분야 등에서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를 선택

하고, 심화실무실습을 실시함(약 7주).

약학캡스톤디자인(Pharmacy Capstone Design)

학부 3-5학년 과정 중 배운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과제 기획, 수행, 분석 등의 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설계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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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학과 Manufacturing Pharmacy

제약학과에서는 의약화학, 유기제약, 물리약학, 구조분석, 약제학, 약동력학, 약품

분석학, 품질관리학, 제약산업학, 미생물, 면역학 등의 산업약학에 대한 교육을 위주

로 수행하고 있으며, 약물학, 생화학, 위생약학, 생리학, 생약학 등의 생명약학 교육

과 약물치료학, 사회약학 등의 실무약학 교육도 수행하고 있다.

부속시설로 제약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졸업학점은 160을 이수하면 약사면허 취

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진로는 연구소, 대학, 제역회사, 국가기관, 지

역약국, 병원약국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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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학과(Department of Manufacturing Pharmacy)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8311001

8311002

8311003

8311004

8311032

물리약학Ⅰ(Physical PharmacyⅠ)

약품분석학Ⅰ(Pharmaceutical AnalysisⅠ)

생약학Ⅰ(PharmacognosyⅠ)

약품생화학Ⅰ(Pharmaceutical BiochemistryⅠ)

제약산업학(Industrial Pharmaceutics)

2-2-0

3-3-0

3-3-0

2-2-0

3-3-0

전선

8311006

8311007

8311008

8311023

면역학(Immunology)

분자구조와약학(Molecular Structure and Pharmacy)

유기약화학(Organic Pharmaceutical Chemistry)

의약품행정학(Pharmacy Administration)

3-3-0

2-2-0

2-2-0

2-2-0

2

전필

8311009

8311010

8311011

8311012

물리약학Ⅱ(Physical PharmacyⅡ)

약품분석학Ⅱ(Pharmaceutical AnalysisⅡ)

생약학Ⅱ(PharmacognosyⅡ)

약품생화학Ⅱ(Pharmaceutical BiochemistryⅡ)

3-3-0

3-3-0

2-2-0

3-3-0

전선

8311013

8311076

8311035

8311015

8311016

8311046

약학통계(Pharmaceutical Statistics)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Inorganic and Radiopharmaceuticals)

생물약제학(Biopharmaceutics)

헤테로고리화학(Heterocyclic Chemistry)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제약정책학(Pharmaceutical Policy)

2-2-0

3-3-0

2-2-0

2-2-0

2-2-0

2-2-0

4

1

전필

8311018

8311019

8311020

8311021

미생물약품학Ⅰ(Pharmaceutical MicrobiologyⅠ)

약물학Ⅰ(PharmacologyⅠ)

약품합성학Ⅰ(Pharmaceutical Synthetic ChemistryⅠ)

생물약학실습(Laboratory in Biological Pharmacy)

3-3-0

3-3-0

3-3-0

1-0-4

전선

8311022

8311024

8311025

8311036

8311017

약동학(Pharmacokinetics)

생유기화학(Bio-Organic Chemistry)

기기분석학(Instrumental Analysis)

제제단위공정론(Unit Operation in Pharmaceutics)

생물분석화학(Bioanalytical Chemistry)

3-3-0

2-2-0

2-2-0

2-2-0

2-2-0

2

전필

8311027

8311028

8311029

8311031

미생물약품학Ⅱ(Pharmaceutical MicrobiologyⅡ)

약물학Ⅱ(PharmacologyⅡ)

약품합성학Ⅱ(Pharmaceutical Synthetic ChemistryⅡ)

약물소재실습(Laboratory in Drug Resources)

3-3-0

2-2-0

3-3-0

1-0-4

전선

8311077

8311033

8311034

8311026

사회약학(Social Pharmacy)

제약공학(Pharmaceutical Engineering)

임상약제학(Clinical Pharmaceutics)

제제물리학(Pharmaceutical Physics)

3-3-0

2-2-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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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 과 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5

1

전필

8311037

8311038

8311039

8311040

약제학Ⅰ(PharmaceuticsⅠ)

약물치료학Ⅰ(TherapeuticsⅠ)

위생약학Ⅰ(Hygienic PharmacyⅠ)

제제분석실습(Laboratory in Pharmaceutics and Pharmaceutical

Analysis)

3-3-0

2-2-0

3-3-0

1-0-4

전선

8311041

8311042

8311043

8311044

8311045

의약화학Ⅰ(Medicinal ChemistryⅠ)

생물의약품학(Biopharmaceuticals)

생체고분자학(Biomacromolecules)

약물송달학(Drug Delivery Systems)

의약품제제분석(Analysis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2-2-0

2-2-0

2-2-0

2-2-0

2-2-0

2

전필

8311047

8311048

8311049

8311050

약제학Ⅱ(PharmaceuticsⅡ)

약물치료학Ⅱ(TherapeuticsⅡ)

위생약학Ⅱ(Hygienic PharmacyⅡ)

약물기능실습(Laboratory in Drug Action)

3-3-0

3-3-0

2-2-0

1-0-4

전선

8311051

8311052

8311053

8311054

8311055

의약화학Ⅱ(Medicinal ChemistryⅡ)

의약품품질관리학(Quality Control of Pharmaceuticals)

임상약동학(Cilinical Pharmacokinetics)

감염치료학(Infection Therapeutics)

신약설계(Drug Design)

2-2-0

3-3-0

2-2-0

2-2-0

2-2-0

6

1

전필

전선

8311056

8311078

8311079

기초약무실습(Introduction to Pharmacy Practice)

기본실무실습Ⅰ(Pharmacy PracticeⅠ)

기본실무실습Ⅱ(Pharmacy PracticeⅡ)

2-0-4

18-0-36

18-0-36

2

전필 8311067 약학캡스톤디자인(Pharmacy Capstone Design) 3-0-6

전선

8311080

8311081

8310082

심화실무실습Ⅰ(Advanced Pharmacy PracticeⅠ)

심화실무실습Ⅱ(Advanced Pharmacy PracticeⅡ)

심화실무실습Ⅲ(Advanced Pharmacy PracticeⅢ)

7-0-14

7-0-14

7-0-14

필수 27 과목 64 학점

전공 선택 44 과목 121 학점

계 73 과목 185 학점



타 학 과
설강요구
교 과 목

8306801 신약개발개론(Introduction of Drug Development) 3-3-0

타 학과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약학과 전공과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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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 제약학과

학년

학기

개설 1학기 2학기

비 고

영역 합계

3

제약학과
전공필수

물리약학I : 2-2-0

약품분석학I : 3-3-0

생약학I : 3-3-0

약품생화학I : 2-2-0

제약산업학 : 3-3-0

물리약학II : 3-3-0

약품분석학II : 3-3-0

생약학II : 2-2-0

약품생화학II : 3-3-0

전공필수 24

제약학과
전공선택

면역학 : 3-3-0

분자구조와약학 : 2-2-0

유기약화학 : 2-2-0

의약품행정학 : 2-2-0

약학통계 : 2-2-0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 : 3-3-0

생물약제학 : 2-2-0

헤태로고리화학 : 2-2-0

세포생물학 : 2-2-0

제약정책학 : 2-2-0

전공선택 22

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해부생리학I : 2-2-0

환경화학 : 2-2-0

약물남용예방론 : 2-2-0

약학개론 : 2-2-0

해부생리학II : 2-2-0

경영약학 : 2-2-0

약용식물학 : 2-2-0

의약품정보학 : 2-2-0

약학과
전공선택 16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4

제약학과
전공필수

미생물약품학I : 3-3-0

약물학I : 3-3-0

약품합성학I : 3-3-0

생물약학실습 : 1-0-4

미생물약품학II : 3-3-0

약물학II : 2-2-0

약품합성학II : 3-3-0

약물소재실습 : 1-0-4

전공필수 19

제약학과
전공선택

약동학 : 3-3-0

생유기화학 : 2-2-0

기기분석학 : 2-2-0

제제단위공정론 : 2-2-0

생물분석화학 : 2-2-0

사회약학 : 3-3-0

제약공학 : 2-2-0

임상약제학 : 2-2-0

제제물리학 : 2-2-0

전공선택 20

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분자생물학 : 3-3-0

공중보건학 : 2-2-0

병태생리학 : 2-2-0

천연물약품학 : 2-2-0

내분비학 : 2-2-0

독성학 : 3-3-0

병태생리학 : 2-2-0

유전질환 : 2-2-0

대사조절학 : 2-2-0

천연물화학 : 2-2-0

천연물소재개발론 : 3-3-0

약학과
전공선택 25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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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개설 1학기 2학기

비 고

영역 합계

5

제약학과
전공필수

약제학I : 3-3-0

약물치료학I : 2-2-0

위생약학I : 3-3-0

제제분석실습 : 1-0-4

약제학II : 3-3-0

약물치료학II : 3-3-0

위생약학II : 2-2-0

약물기능실습 : 1-0-4

전공필수 18

제약학과
전공선택

의약화학I : 2-2-0

생물의약품학 : 2-2-0

생체고분자학 : 2-2-0

약물송달학 : 2-2-0

의약품제제분석 : 2-2-0

의약화학II : 2-2-0

의약품품질관리학 : 3-3-0

임상약동학 : 2-2-0

감염치료학 : 2-2-0

신약설계 : 2-2-0

전공선택 21

약학과
전공선택

(수강가능)

약물요법I : 2-2-0

한약제제학 : 3-3-0

약물대사론 : 2-2-0

약물유전체학 : 2-2-0

조제학 : 2-2-0

약물요법II : 2-2-0

보건의약법규 및 윤리 : 3-3-0

의약품개발론 : 2-2-0

법과학 : 2-2-0

인체호르몬 : 2-2-0

약학과
전공선택 22

소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합하여 24학점까지 수강

6

제약학과 
전공필수

약학캡스톤디자인 : 3-0-6 전공필수 3

제약학과
전공선택

기초약무실습 : 2-0-4

기본실무실습I : 18-0-36

기본실무실습II : 18-0-36

심화실무실습I : 7-0-14

심화실무실습II : 7-0-14

심화실무실습III : 7-0-14

전공선택 59

소계
기초약무실습 +

기본실무실습I,II 중 1개 
필수로 선택하여 수강

약학캡스톤디자인 +

심화실무실습I,II,III 중 1개 
필수로 선택하여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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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물리약학 I․Ⅱ(Physical Pharmacy I․Ⅱ)

약학의 실제지식을 물리화학적인 이론 전개에 의해 약품의 용해도, 안정성, 배합금기 및 약

품의 흡수속도, 약의 작용 등에 대하여 산업약사로서 이론적으로 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품분석학 I․Ⅱ(Pharmaceutical Analysis I․Ⅱ)

본 교과목은 의약품 분석의 기초이론인 용액평형론과 산-염기 중화적정법, 산화환원법, 침

전적정법, 킬레이트적정법, 비수용매적정법 및 중량분석법 등의 각종 적정분석의 원리 및

응용, 기초 전기화학 분석을 다룬다. 또한 크로마토그래피와 분광분석을 포함하는 기기분석

의 원리 및 응용,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 및 시료 전처리를 포함한다.

생약학 IㆍⅡ(Pharmacognosy IㆍⅡ)

생약의 정의, 역사, 생산, 저장, 품질평가 및 생약성분의 생합성 등 생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약전, 생약규격집 수재생약 및 주로 이용되는 생약에

대하여 사용부위별로 분류하고 각 생약의 기원, 산지, 성상, 화학 성분, 약리작용, 확인시험

법 및 응용 등을 강의함.

약품생화학 IㆍⅡ(Pharmaceutical BiochemistryⅠㆍⅡ)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물화학적 반응을 중심으로 효소 반응, 탄수화물과

지질의 에너지 대사의 이해 및 이와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 강의함. 또한 지질, 아미노산,

핵산, 호르몬의 대사 및 관련질환의 치료약물을 생화학적 측면에서 강의함.

제약산업학(Industrial Pharmaceutics)

제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래 제약산업의 역군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강좌로서, 의약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제약산업의 전 과정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면역학(Immunology)

면역계의 구성 및 발달, 항원-항체 반응을 중심으로 하는 체액성 면역반응의 기본 원리 및

응용, 면역세포의 항원 인식 및 면역세포의 상호 협동작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세포성 면

역반으의 기본 원리 및 제어법을 중심으로 기초 면역학적 지식을 강의하고, 면역 결핍증,

자가면역질환, 앨러지, 및 과민 반응을 중심으로 면역학을 이용한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

료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강의함.

분자구조와약학(Molecular Structure and Pharmacy)

의약품은 모두 분자이며, 용해도나 막투과, 또는 다른 생리분자와의 상호작용등 분자의 성

질은 모두 그 분자의 3차원적 구조에서 유래한다. 본 강좌의 목적은 수강생들에게 원자와 분

자의 구조 및 구조의 관점에서의 의약품의 효과를 이해할 수 았도록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있다.

유기약화학(Organic Pharmaceutical Chemistry)

의약품의 합성 및 작용기전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유기화학반응 및 반응기전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의약품의 화학적 구조와 생리활성간의 상관성 및 작용기전을 분자 수준에

서 파악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여 약물의 합성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의약품행정학(Pharmacy Administration)

의약품 행정의 기초이론 및 조직, 약학 총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서비스기관의 기

능과 역할, 약사의 사회적 역할, 제약 및 유통산업과 약사의 기능, 사회보장, 의료보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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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획 및 의료정책, 건강과 질병 및 질병관리, 인구보건 및 통계 및 공중보건사업에 관

한 기본지식과 방법론을 연구, 강의, 토론함.

약학통계(Pharmaceutical Statistics)

약학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통계학을 강의하며, 연구실에서나

실무에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

무기화학의 기초개념들과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화합물들의 합성, 정제과정에 대

하여 강의하고, 이러한 무기의약품의 약학적 용도를 숙지시킴으로서 약사로서의 기본 자

질을 배양토록 하며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의

약품을 말한다. 본 강좌의 목적은 진단과 치료에 방사성의약품을 안전하고 유효하게 사용

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을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의 전문가로 키우는데 있다.

생물약제학(Biopharmaceutics)

신약후보물질의 전임상시험에 있어서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ADME)시험 및 임상제제

의 투약 후 체내에서의 ADME 원리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물의 소화관 흡수, 약

물의 체내분포를 제어하는 방법, 약물 운반체, 약물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약물의 신

배설 및 담즙배설을 강의함.

헤테로고리화학(Heterocyclic Chemistry)

대부분의 의약품에 존재하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대한 물리 화학적 성질 및 합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의약품의 효과적인 합성법 및 그 실제적인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로 본 강의에서는 생명현상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

고자 하며, 단백질, DNA 및 RNA 등의 생체 고분자의 구성, 구조적 특징 및 기능에 대한 지

식을 강의함.

미생물약품학Ⅰ(Pharmaceutical MicrobiologyⅠ)

미생물학의 발전사로부터 시작하여 미생물의 형태와 분류학적 특성, 미생물의 증식 특성,

감염과 예방 등 기초 미생물학 지식은 물론이고, 항생물질의 생산, 작용기전 및 구조-활

성 관계에 대하여 강의하고, 미생물 유전학 및 유전공학 등을 중심으로 분자미생물학 기

초 지식에 대하여 강의함.

미생물약품학Ⅱ(Pharmaceutical MicrobiologyⅡ)

병원성 세균 및 진균, 바이러스 질환에 대하여 원인 균의 특성, 감염 경로 및 예방법, 주

요 증상, 세균학적 및 혈청학적 진단법, 발병 기전, 면역성 및 백신을 이용한 예방 기술

현황, 치료의 선택약물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의약품 생산기술의 이

론 및 현황에 대하여 강의함.

약물학 I․Ⅱ(Pharmacology I․Ⅱ)

약물의 작용양식, 약물수용체 작용, 흡수와 배설, 유전적 약물작용차이, 약물작용 (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조혈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면역계작용) 및 항암약물의

약리작용과 부작용등을 강의하여 임상적으로 응용하는데 필요한 약물학적 기초지식을 습

득케 함.

약품합성학 I․Ⅱ(Pharmaceutical Synthetic Chemistry I․Ⅱ)

신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 합성 및 구조-활성 상관관계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배

양 및 능력배양을 목표로 하고 의약품 합성예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한 단위반응 응용능력

배양 및 각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대한약전 수재 의약품들의 구조-활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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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토론을 통해 약사 및 약학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생물약학실습(Laboratory in Biological Pharmacy)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적 실습에 필요한 기초 실험기술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자 함

약동학(Pharmacokinetics)

신약후보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 및 병원약국에서의 임상을 위한 기초 약동학 이론을 습

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컴파트먼트 모델, 투여경로에 따른 파라미터 해석, 반복투여 이론,

생리학적 모델, 클리어런스 이론, 분포용적 이론, 단백결합 이론, 통계학적 모멘트 해석

및 약효반응의 약동학을 강의함.

생유기화학(Bio-Organic Chemistry)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화학 경로에 대한 분자 수준의 기전을 유기화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체분자의 생합성, 분해기전

및 관련 효소의 조절 기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의함.

기기분석학(Instrumental Analysis)

의약품 구조의 해석에 필요한 분광학적 측정 기기의 원리 및 응용에 대하여 강의함. 강의

내용은 적외선분광학, 핵자기공명분과학 및 질량분석법의 3개 측정기기의 원리 및 실제

분석한 chart data를 해석하여 미지 화합물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침.

제제단위공정론(Unit Operation in Pharmaceutics)

제제의 제조시 중요한 공정, 즉 분쇄, 분급, 혼합, 건조, 과립, 타정 및 코팅을 단위조작

별로 그 원리와 제조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쇄의 에너지 및 분쇄기의 조작원

리, 분급조작의 분류, 혼합기의 구성요소 및 최적장입률, 과립의 종류 및 제조법, 타정시

에너지 및 타정기의 구조, 코팅기의 기본 구성요소 및 조작원리를 강의함.

생물분석화학(Bioanalytical Chemistry)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의약품 성분의 분리 정제에 사용되는 분석화학적 기술중에서 생

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초지식에 대하여 측정원리, 현장에서의 응용에 대한 지식을 강

의함.

약물소재실습(Laboratory in Drug Resources)

신의약품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약물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목표로 하여

실제 의약품의 합성 및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생리활성 물질 분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의약품의 제조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기본지식을 습득토록 함.

사회약학(Social Pharmacy)

약사의 사회적 역할, 제약 및 유통산업과 약사의 기능, 사회보장, 의료보장, 보건기획 및

의료정책, 건강과 질병 및 질병관리, 인구보건 및 통계 및 공중보건사업, 약국 경영관리에

관한 지식, 약학 및 약사업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관한 기본지식과 방법론 등 사회약학

에 관한 기본지식과 자세를 포괄함.

제약공학(Pharmaceutical Engineering)

제약산업에서 필요한 제약생산 시설 설비의 관리자를 위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열역학,

유체역학을 중심으로 기본 원리 및 시설 작동 및 유지에 관한 기초지식을 강의함.

임상약제학(Clinical Pharmaceutics)

병원약국에서 약사가 제조하여 환자에 투여하는 병원제제를 중심으로 제조원리, 주의점

및 보관관리 등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물학적반감기의 응용, 액제에

있어서의 pH와 pKa 치의 관계, 주사용 혼액의 안정성 예측법, 병원약국 주사제의 물리화

학적 배합금기, 전문분야별 임상약제학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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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물리학(Pharmaceutical Physics)

본 강좌는 학생들에게 의약품의 제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요한 분자의 기본

성질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시키고자, 의약품분자의 구조, 용해성, 해리

정수, 분배계수, 광학활성 등의 의약품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주안점을 두어 강의함.

약제학 I․Ⅱ(Pharmaceutics I․Ⅱ)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가장 바람직

한 투여형태로 투여되어 보다 유효하고 안전하게 활용되어 최대 치료효과를 발휘하고, 투

여 및 응용에 편리하도록 의약품을 배합가공하여 제형화하는 제제의 기초이론 및 그 응

용에 대해 강의함.

약물치료학Ⅰ(TherapeuticsⅠ)

약물치료학의 일반적 원리 및 순환기 및 호흡기계 질환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

으로 각 환자질환 및 각 환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라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에

의해 최선으로 선택된 약물요법을 제시함.

약물치료학Ⅱ(TherapeuticsⅡ)

위장관계 및 내분비계 질환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법을 중심과 특수 집단 환자군(영양요

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군, 여성, 노인, 소아환자군)을 중심으로 각 환자질환 및 각 환자의

특성 및 신체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약물의 수정 제시 및 유효한 치료적 파라미터의

모니터링, 약물 부작용, 약물에 의한 다른 질환발병 등에 의해 최선으로 선택된 약물요법

을 제시함.

위생약학Ⅰ(Hygienic PharmacyⅠ)

공중 보건위생, 환경에 의한 건강 영향, 의약품 및 일반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현상 및 기

전을 다루며, 질병 발생과 건강 유지, 감염병 및 비감염병의 특성과 관리, 환경관련 인자

에 의한 인체 건강,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화학물질의 평가와 규제, 의약

품 및 독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에 관한 내용을 토론한다.

위생약학Ⅱ(Hygienic PharmacyⅡ)

영양소 및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및 비타민과 무

기염류 섭취와 질병 발생,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식품의 품질및 관리, 식중독,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성 식품,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내용을 토론한다.

제제분석실습 (Laboratory in Pharmaceutics and Pharmaceutical Analysis)

실험시의 기본적인 테크닉과 각종 시약의 조제 및 표정, 적정을 이용한 분석법을 습득한다.

의약화학Ⅰ·Ⅱ(Medicinal ChemistryⅠ·Ⅱ)

효능별 약물의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고 약물의 약리활성을 약물 분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약품설계에 필요한 기초

적인 이론과 주요의약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신약 개발 능력을 배양하

고자함.

생물의약품학(Biopharmaceuticals)

생물체 또는 생물체에서 유래 물질로 인간이나 동물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진단에 이용

되는 의약품으로 재조합의약품, 백신, 세포조직공학제품, 유전자치료제, 생물학적 진단제

제, 혈액제제 등으로 나뉜다. 본 과목에서는 이들 의약품의 생물학적 특성, 제조와 관리,

용도, 품질평가 및 인허가에 등에 대하여 강의함.

약물송달학(Drug Delivery Systems)

약물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송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방출제어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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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적지향화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출제어기술, 방출제어제제의 실례, 표적

지향 제제, 약물운반체, 생체내 각 부위로의 송달 이론을 강의함.

생체고분자학(Biomacromolecules)

생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체고분자물질인 단백질, 핵산(RNA/DNA)의 구조

적인 특성과 생체내 작용 및 구조결정방법에 대해서 강의함.

의약품제제분석(Analysis of Pharmaceutical Preparations)

각종 의약품 제제의 시료처리 방법, 선택적 분석이론, 분석결과의 통계적 처리 및 해석,

분석법 발리데이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등 실제 제제 분석법 해결을 논의한다.

약물기능실습 (Laboratory in Drug Action)

의약품의 건강 기능성 및 안전성 (독성)과 그 작용기전을 시험관, 세포 및 동물 단위에서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전임상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의약품품질관리학(Quality Control of Pharmaceuticals)

안전성과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허가 관련 규정을 그 내용

으로 한다. GMP, GLP 소개와 분석법 등 기준서 작성, 정도 관리, 자동화와 의약품 인허

가 등에 필요로 하는 한국식품의약안정청 및 미국 FDA의 기준을 참조하여 논의한다.

임상약동학(Cilinical Pharmacokinetics)

병원약국 및 임상약국에서 투약의 원리를 이해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여계획을 적절

히 수립하는 능력을 습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여량과 투여간격의 관계, 응급환자에 대

한 정맥내 주입법, 반복투여 원리, 투여계획 수정방법, 환자에 대한 투여계획을 강의함.

감염치료학(Infection Therapeutics)

각종 병원성 미생물 감염으로 유도되는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물질에 대하여 개발

현황, 작용기전, 복합투여시 항생물질 상호작용, 부작용과 독성, 구조 활성 관계 및 주요

내성 기전에 대하여 강의함.

신약설계(Drug Design)

의약품의 발견, 설계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의약화학적 접근을 통해 향후 새로운 의약품의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Hit to Lead, Lead to Candidate에 이르는

포괄적인 신약개발 과정 및 Lead optimization과 drug-like property에 대해 강술함.

기초약무실습(Introduction to Pharmacy Practice)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 행정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준비하는 예비단계로 학생들이 현

장실무실습과정에 임할 때 갖추어야 할 사전지식과 태도 등을 실습함.

기본실무실습Ⅰ,Ⅱ(Pharmacy PracticeⅠ,Ⅱ)

약사로써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실무교육을 실시

함. 제약 및 약무행정, 지역약국, 병원약국 등의 현장에서 약사의 직능을 이해하기 위한 현

장교육을 실습기관을 순환하면서 실시함(약 18주).

심화실무실습Ⅰ,Ⅱ,Ⅲ(Advanced Pharmacy PracticeⅠ,Ⅱ,Ⅲ)

제약 및 약무행정, 지역약국, 병원약국, R&D분야 등에서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를 선택

하고, 심화실무실습을 실시함(약 7주).

약학캡스톤디자인(Pharmacy Capstone Design)

학부 3-5학년 과정 중 배운 전공 이론을 바탕으로 과제 기획, 수행, 분석 등의 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 설계 교과목



의 과 대 학 (8600)
(College of Medicine)

1987년 개교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개교 당시 도내 유일의 의과

대학으로 10여 명의 전임교원전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임교원 136

명, 의예과 50여명, 본과(의학전문대학원 포함) 200여 명, 간호학과

250여명의 짜임새 있는 의학교육기관이 되었다.

우리대학의 설립은 충청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

역사회의 염원과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려는 충북대학 발

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충북도 관계자, 지역사회의 의료인

그리고 대학당국의 삼위일체가 되어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개교 이후 우리대학은 각종 실습실, 종합실험실, 동물실험실, 동위

원소실, 멀티미디어실 등 규모에 비해 짜임새 있는 시설들을 완비하여

교육과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강의실에도 멀티미

디어를 이용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2009년 부터는 의예과가 자연과학대학에서 의과대학으로 편입되어

더욱 효율적인 의과대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2년 부터는

간호학과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간호사

를 육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인증 및 간호

교육 인증제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인된 의학교육 및 간호학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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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예과 Department of Premedicine

u 의예과는 사명감, 책임감 및 윤리의식을 가지고, 포괄적 1차 진료가 가능하며 지

역사회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하는 의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의학도로

서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덕목을 연마하고 의학에 대한 입문을 하는 단체이다. 

u 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의학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교양 및 자연

과학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의학에 필요한 인간성 함양(인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u 의예과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과목은 대학

인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고 의학이나 의료업에 종사할 때 필요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개설된 과목이며 국어와 외국어, 자연이공계기초분야(자연과학 분야), 특

성교양분야, 심화교양분야(문학과 문화,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자연과 생명, 

예술과 체육 중 3개 분야 이상을 배움)를 배우게 된다. 전공과목은 의학과 과정

을 준비하는 예비 단계로서 자연과학과 관련된 물리학, 화학, 분자 세포생물학등

과 기초적 의학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의예과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의학과

로 진급하여 본격적인 의학을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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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예과 교양과정 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영어 읽기와 토론 이수

일반 화학 및 실험 Ⅰ이수

Action English 이수

일반 화학 및 실험 Ⅱ이수
15

*심화교양

1,2,3 분야 중 다른 분야에서 2과목 포함되도록 선택하여 

이수
9

4분야 질병과 의학 이수권장

특성교양
5분야 여가와 취미

체육교과 이수권장
6

계 30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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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예과(Department of Premedicin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608059

8608037

의료인문학세미나(Medical Humanities Seminar)

핵심생물학Ⅰ(Core BiologyⅠ)

3-3-0

3-3-0

전선
8608052

8608042

독서세미나(Reading Seminar)

인간과 윤리(Humanity and Ethics)

1-0-2

3-3-0

2

전필

8608040

8608060

8608061

핵심생물학Ⅱ(Core BiologyⅡ)

의학통계(Medical Statistics)

의학기초세미나(Basic Medical Seminar)

3-2-2

3-3-0

3-2-2

전선 8608026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2-2-0

2

1

전필

8608021

8608036

8608054

8608056

8608062

바이오통계(Biostatistics)

의학물리(Medical Physics)

의학생화학Ⅰ(Medical BiochemistryⅠ)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인체생물학Ⅰ(Human BiologyⅠ)

2-2-0

2-2-0

4-2-4

1-1-0

3-3-0

전선
8608057

8608064

의학연구실습Ⅰ(Practice of Medical ResearchⅠ)

신체운동실습(Practice of Physical Exercise)

3-0-6

2-0-4

2

전필

8608019

8608034

8608055

8608063

의료심리학(Medical Psychology)

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이해

(Introduction to Medical Devices and Systems)

의학생화학Ⅱ(Medical BiochemistryⅡ)

인체생물학Ⅱ(Human BiologyⅡ)

3-3-0

3-3-0

4-2-4

3-3-0

전선 8608058 의학연구실습Ⅱ(Practice of Medical ResearchⅡ) 3-0-6

전

공


필수

선택

계

14 과목

6 과목

20과목

40학점

14학점

54학점

※ 2017학번의 경우 2학년 1학기의 바이오통계는 해당사항 없음.

※ 2017학번의 경우 2학년 1학기의 신체운동실습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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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0

일반화학 및 실험Ⅰ : 3-2-2

특성교양(여가와취미): 2-2-0

의료인문학세미나 : 3-3-0

핵심생물학Ⅰ : 3-3-0

인간과 윤리 : 3-3-0

독서세미나 : 1-0-2

영어읽기와 토론 : 3-3-0

일반화학 및 실험Ⅱ : 3-2-2

심화교양 : 3-3-0

의학기초세미나 : 3-2-2

의학통계 : 3-3-0

핵심생물학Ⅱ : 3-2-2

유기화학 : 2-2-0

공통기초 9

자연이공계기초 6

특성교양 2

심화교양 3

전공필수 15

전공선택 6

------------------

합 계 41 학점

2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2-0

특성교양 : 2-2-0

의료윤리 : 1-1-0

의학생화학Ⅰ : 4-2-4

의학물리 : 2-2-0

인체생물학Ⅰ: 3-3-0

의학연구실습Ⅰ : 3-0-6

심화교양 : 3-3-0

의료심리학 : 3-3-0

의료기기 및시스템의 이해 : 3-3-0

의학생화학Ⅱ : 4-2-4

인체생물학Ⅱ : 3-3-0

의학연구실습Ⅱ : 3-0-6

심화교양 6

특성교양 4

전공필수 23

전공선택 6

---------------

합 계 39 학점

● 교과목 개요

의료인문학세미나(Medical Humanities Seminar)

의예과 신입생으로서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예비 의학도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인

생관을 확립할 것인가를 배운다.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선배 의사, 다방면의 의학계 

선배들을 초청하여 보람 있는 학교생활과 의사로서 건전한 가치관 및 장래 진로를 계획

하는 법을 배운다.

핵심생물학Ⅰ(Core biologyⅠ)

핵심생물학 1은 의예과 학생을 위한 생물학의 입문과정으로 생명의 화학적 바탕과 세포

적 바탕에 대한 이해, 에너지 전환과 대사, 세포생물학과 유전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생물학 1은 의예과학생의 전공필수 과목이다.

독서세미나(Reading Seminar)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별하여 읽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의식을 확장하며, 자신만의 텍스트

로 재생산해 내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운다. 독서의 전 과정에 대한 이

해와 심도 있는 토론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능력을 향상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인간과 윤리(Humanity and Ethics)

응용윤리학(혹은 실천윤리학)의 이론적 대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윤리설을 플라톤, 아리스

토텔레스, 흄, 벤담과 밀, 칸트, 롤즈, 로직 등의 도덕철학과 현대윤리학의 주요 이론을 통

하여 학습한다.

핵심생물학Ⅱ(Core biologyⅡ)

  의예과 학생을 위한 인체 감염 미생물학의 입문과정으로 다양한 미생물의 증식기전을 이

해하고 인체감염이 가능한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 기생생물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

식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병인기전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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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기초세미나(Basic Medical Seminar)

기초의학 입문으로 기본 지식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연구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간단한 유기화합물의 전자구조 및 배치, Stero Chemistry와 반응 메카니즘의 기초를 다룬다.

인체생물학Ⅰ(Human BiologyⅠ)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각 계통별로 학습하는 교과목으로서, 1) 세포, 조직, 기관, 계통의 

인체 구성을 학습하고 2) 골격계통, 근육계통, 심혈관계통, 면역계통에 대한 의학용어를 

습득하고 3) 인체 기본구조와 생리기능에 대한 기초를 세운다.

바이오통계(Biostatistics)

의약학 및 생명과학에서 얻어지는 통계자료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법을 배운다.

의학물리(Medical Physcis)

의예과 학생들이 장차 의학지식을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학의 핵심 지식을 중

심으로 강의하며,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물리학적인 응용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지식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학생화학Ⅰ,Ⅱ(Medical BiochemistryⅠ,Ⅱ)

  의예과와 그와 관련된 학과 학생을 위한 생화학 및 세포생물학 입문과 심화강좌로 세포

의 구성, 조절, 구성 물질의 생합성,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를 분자 수준에서 다룬다.

  특히 예비 의과대학 학생으로 갖춰야 할 생화학적 지식과 학문연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강의 및 소단위 토론 수업을 통해 함양하도록 한다.

  수강을 위해서는 생물학과 화학의 지식이 요구된다.

신체운동실습(Practice of Physical Exercise)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을 통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이를 

통해 인체 생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실제 실습을 통해 경험하고 이해

한다.

의료심리학(Medical Psychology)

의과 대학생들에게 장차 임상실제 및 연구에서 유용할 심리학적 지식을 소개한다. 인간 이

해를 위한 기본적인 심리학적 지식인 성격 이론을 다룬 후, 행동의 원리와 응용을 이해하

기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학습 및 인지 이론을 개관한다. 병원에서의 환자 행동의 이해를 

위한 심리학적 연구를 소개하며, 의료상황 내에서의 응용의 예(평가와 개입)를 소개한다.

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이해(Introduction to Medical devices and systems)

의사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의 조직과 기능 구성 및 원리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의 작동 원리 등 의료기기와 시스템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배운다.

인체생물학Ⅱ(Human BiologyⅡ)

  인체를 구성하는 계통중 소화기계통, 비뇨생식계통, 신경계통, 내분비계통의 구조와 기능

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서 1) 의학용어를 습득하고 2) 인체 기본구조와 생리기능에 대한 

기초를 세운다.

의학연구실습(Practice of Medical Research)

의학지식을 생성하는 의학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의학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기

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즉, 의학연구의 계획, 방법, 실행, 비판, 적용 등에 관한 다양

한 지식과 경험을 얻도록 한다. 이 과목을 통하여 의학 지식과 의학연구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장차 의학자로서 의학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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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과 Department of Medicine

교 육 목 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진리, 정의, 개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사로서, 국제경쟁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창의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교 육 목 표

1. 기본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의학자적 사고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2. 일차진료능력을 갖추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에 기여한다. 

3.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갖추며, 상호이해와 존경을 바탕으

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로 변화하는 의료 및 사회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새

로운 미래를 개척한다.

졸 업 성 과

1. 의료에서 기본의학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자료분석과 의학적 추론을 통해 상황에 맞는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3. 진료현장에서 일차진료의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4.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실행능력을 기른다.

5.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는 의사로서의 태도와 가치관을 갖춘다.

6. 환자와 가족, 그리고 타 직종 의료종사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7.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자기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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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과(Department of Medicin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605172

8605173

8605174

8605176

8605180

8605316

8605317

8605454

8605455

8605476

8605477

인체의 구조(Structural Basis of Human Body)

세포와 조직(Microstructure of Human Cell and Tissue)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약 작용의 원리(Principles of Drug Action)

면역학(Immunology)

대사의학(Medical Biochemistry of Metabolism)

인체의 기능(Human Body Function)

의료와 사회(Health and Society)

의학생활의 설계(Planning a Life in Medicine)

감각계통의 이해(Sensory System)

운동계통의 이해(Motor System)

6-140-100

1-30-10

2-60-20

2-60-20

1-30-10

2-80-20

3-110-10

1-40-0

0-36-0

1-40-0

1-40-0

전선

2 전필

8605179

8605318

8605319

8605320

8605321

8605322

8605456

8605467

질병의 이해(Pathology)

감염학Ⅱ(Mechanisms of Microbial DiseaseⅡ)

호흡기학Ⅱ(PulmonologyⅡ)

내분비대사학Ⅱ(Endocrinology and MetabolismⅡ)

신장요로의학Ⅱ(Nephrology and UrologyⅡ)

관련학문에 대한 이해 세미나

(Understanding Related Disciplines Seminar)

인간과 고통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Human and Pain)

기초종합세미나(Basic Medical Knowledge Seminar)

3-80-40

5-200-40

3-120-0

3-120-0

4-160-0

1-30-0

1-30-0

1-20-0

전선

2

1 전필

8605156

8605190

8605425

8605432

8605433

8605468

8605469

8605475

소화기학(Gastroenterology)

심장혈관학(Cardiovacular Medicine)

혈액․종양학(Hematology & Oncology)

근골격계Ⅱ(Musculoskeletal SystemⅡ)

안ㆍ이비인후과 및 피부과학Ⅱ

(Op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and DermatologyⅡ)

알레르기․면역(Allergy & Immunology)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Ⅰ

(Introduction to Clinical Basic ProcedureⅠ)

의사소통기법(Communication Skill)

4-200-0

4-180-0

3-120-0

2-100-0

3-120-0

2-80-0

1-10-10

1-20-0

전선

2 전필

8605155

8605194

8605436

8605437

8605470

8605471

8605472

8605474

여성의학(Woman's Medicine)

모성-태아의학 및 신생아학(Maternal-Fetal and Neonatal Medicine)

신경의학Ⅰ(Clinical NeuroscienceⅠ)

정신의학Ⅰ(PsychiatryⅠ)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Ⅱ

(Introduction to Clinical Basic ProcedureⅡ)

의료관리학(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의사소통세미나(Communication Seminar)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3-140-0

3-140-0

3-120-0

4-160-0

1-10-10

1-30-10

1-20-0

3-120-0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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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8605163
8605165
8605168
8605444
8605446
8605459
8605462

내과학실습Ⅰ(Internal Medicine Clerkship Ⅰ)
소아과학실습(Pediatrics Clerkship)
산부인과학실습(Obstetrics & Gynecology Clerkship)
소아과학개론(Introduction of Pediatrics)
진단학․임상기본술기(Clinical Diagnosis and Basic Skills)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의료윤리(Medical Ethics)

8-80-280
5-80-100
5-90-90
1-40-0
1-30-10
1-40-0
1-16-0

전선

2 전필

8605077
8605164
8605169
8605171
8605448
8605460
8605463
8605466
8605478
8605098

신경과학실습(Neurology Clerkship)
외과학실습(Surgery Clerkship)
내과학실습Ⅱ(Internal Medicine ClerkshipⅡ)
응급의학 실습(Emergency Medicine Clerkship)
외과학개론(Introduction of Surgery)
임상의학 종합시험 (Test for Clinical Performance)
보건의료산업의 이해(Understanding Health and Medical Industry)
영상의학실습(Radiology Clerkship)
정신건강의학실습(Psychiatry Clerkship)
정형외과학실습(Orthopedic Surgery Clerkship)

2-40-50
5-20-180
4-40-140
1-20-40
1-40-0
0-18-0
0-18-0
2-40-50
3-45-90
2-30-60

전선

4

1

전필

8605018
8605323
8605417
8605438
8605450
8605451
8605452

법의학 및 의료법규(Forensic Medicine and Medical Laws)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 in Medicine)
의료관리학 및 실습(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임상종합의학(Comprehensive Clinical Medicine)
예방의학Ⅲ(Preventive MedicineⅢ)
예방의학Ⅳ(Preventive MedicineⅣ)
OSCE․CPXⅠ(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Ⅰ)

1-16-32
1-16-16
1-16-32
4-64-0
2-32-0
2-32-0
2-16-32

전선

8605401
8605402
8605403
8605404
8605406
8605407
8605408
8605409
8605410
8605411
8605412
8605413
8605414

8605473

마취통증의학및실습(Clinics in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방사선종양학 및 실습(Clinics in Radiation Oncology)
비뇨기과학 및 실습(Clinics in Urology)
성형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Plastic Surgery)
신경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Neurosurgery)
안과학 및 실습(Clinics in Ophthalmology)
이비인후과학 및 실습(Clinics in Otolaryngology)
진단검사의학 및 실습(Clinics in Laboratory Medicine)
정형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재활의학 및 실습(Clinics in Rehabilitation Medicine)
치과학 및 실습(Clinics in Dentistry)
피부과학 및 실습(Clinics in Dermatology)
흉부외과학 및 실습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 Clinical Experience)
가정의학 및 실습(Clinics in Family Medicine)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1-8-16

2 전필

8605439
8605440
8605441
8605442
8605443
8605461

임상수행평가Ⅰ(OSCE)
임상수행평가Ⅱ(CPX)
핵심과목심화실습Ⅰ(Comprehensive Medical ClerkshipⅠ)
핵심과목심화실습Ⅱ(Comprehensive Surgicla ClerkshipⅡ)
선택의학실습(Subinternship Elective)
졸업 후 설계 (Planning a life after graduation)

3- 0-96
3- 0-96
5-0-160
5-0-160
5-0-160
0-16-16

전선

필수 65 과목 156 학점
전공 선택 14 과목 14 학점

계 79 과목 17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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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인체의 구조(Structural Basis of Human Body)

  인체해부학. 인체의 부위(몸통, 팔다리, 머리와 목)별 구조와 임상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강의 및 실습

세포와 조직(Microstructure of Human Cell and Tissue)

  기존의 조직학 총론에 해당하는 세포,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뼈, 연골과 조직학

각론에 해당하는 피부, 감각기관의 정상 미세구조를 익히고, 근육의 생리작용을 이해함으

로써, 이후 진행될 계통별 학습과 병리소견의 이해에 토대를 마련한다.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사람 신경계통의 형태학적 구조와 기능 및 연결 관계를 학습하여, 각종 뇌신경질환의 진

단, 증상, 치료에 대한 기초지식을 세운다. 이를 위하여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신경세포, 

신경아교세포의 미세구조 및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의 전반적인 구조를 학습하며, 

중추신경계통의 발생을 바탕으로 중추신경계통을 뇌와 척수로 나누고 다시 뇌를 여러 부

위로 나눈 다음, 각각의 구조와 연결경로를 학습하고 손상시의 증상을 이해함으로써 임상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약 작용의 원리(Principles of Drug Action)

  약물(drug)을 포함하여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화합물(xenobiotics)들의 생체 내 작

용원리를 이해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임상적 이용을 위한 필수 지식을 습득한다.

면역학(Immunology)

  인체의 면역에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이해와 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면역 반응 기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역질환을 진단 치료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대사의학(Medical Biochemistry of Metabolism)

  생체 구성분자들의 정상 기능을 이해하고, 이들의 비정상적 활동이 어떻게 질병과 연관되

는 지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인체의 기능(Human Body Function)

  인체 순환기계의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리학적 작용기전의 특성을 이해하며, 병태

생리 및 약리 작용의 원리를 이해하여 순환계통의 임상질환과 기본적인 치료원칙까지 개

념적으로 파악하여 임상으로의 이행과정을 돕는다.

  비뇨생식 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체액 장애의 발생 기전 및 비뇨생식 

계통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의 병태 생리를 파악한다.

  소화기계통과 관련된 해부, 생리, 약리, 병리학을 익히고 이들을 통합하여 소화기계통과 

관련된 임상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인체의 호흡기와 내분비계에 관한 해

부 생리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장기의 병태생리 및 약리 작용의 원리를 

이해한다.

의료와 사회(Health and Society)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현상을 분석하고 보건의료와 사회경제적 환경 간의 상화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의학생활의 설계 (Planning a Life in Medicine)

  의과대학생들이 직면하는 의학생활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강의로, 학습계획, 

수행방법,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평생 학습 등을 주제로 각자의 의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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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계통의 이해(Sensory System)

  신경계의 기본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감각신경계 질환의 병태생

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확립한다.

운동계통의 이해(Motor System)

  근육, 운동신경계의 작동 원리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운동신경계 질환

의 병태생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확립한다.

질병의 이해(Pathology)

  질병의 발생 과정을 형태학적, 분자생물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질병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습득한다.

감염학Ⅱ(Mechanisms of Microbial DiseaseⅡ)

  미생물로서 인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구조와 특성, 생리 생화

학적 특성과 인체에서 병리 작용을 일으키는 기전, 관련된 질병의 증상과 역학,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시킨다.

호흡기학Ⅱ(PulmonologyⅡ)

  인체의 호흡기계의 구조 및 정상 생리를 이해하고, 호흡기계의 각종 질환에 대한 병태생

리, 진단, 치료법 및 예방법을 숙지하여 호흡기 관련 환자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내분비대사학Ⅱ(Endocrinology and MetabolismⅡ)

  내분비 질환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진단법과 치료에 대하여 학습한다.

신장요로의학Ⅱ(Nephrology and UrologyⅡ)

  신장 및 비뇨기과의 임상적 내용을 교육하여 전해질 및 산염기 대사 장애,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의 

병태 생리를 파악함으로써 진단과 치료법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관련학문에 대한 이해 세미나(Understanding Related Disciplines Seminar)

  의사로써 환자를 돌보는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관

련학문의 이해를 통해 환자를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간과 고통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Human and Pain)

  의사-환자 관계의 이해에 앞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사로써 가장 흔히 경험하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도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환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사의 의무임을 알

고, 적극적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태도와 방법을 알아본다.

기초종합세미나(Basic Medical Knowledge Seminar)

  기초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초교육 각 부문의 다

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교육하며, 실전문제 풀이를 통하여 학년말의 기초의

학 종합시험에 대비하고, 이와 함께 기초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임상 증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소화기학(Gastroenterology)

  소화기관의 구조와 생리적 기전 및 각종 소화기계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장차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원칙을 수립하는 데 기초로 활용한다.

심장혈관학(Cardiovacular Medicine)

  순환기계의 발생, 구조와 기능과 중요한 순환기계 질환의 병태생리와 치료를 이해하고 파

악하여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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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학(Hematology & Oncology)

  혈액 및 종양 질환에 대한 기초적 병리 생태와 임상 진료 능력 습득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근골격계Ⅱ(Musculoskeletal System Ⅱ)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의 임상적 내용을 교육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법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임.

안․이비인후과및피부과학Ⅱ(Op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and Dermatology Ⅱ)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학의 임상적 내용을 교육하여 일반감각계 및 특수감각계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법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임. 

알레르기․면역(Allergy & Immunology )

  우리 몸의 면역체계을 배우고 면역 질환인 알레르기 질환과 류마치스 질환의 전반적인 

병인, 증상 및 치료에 관하여 배움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Ⅰ(Introduction to Clinical Basic ProcedureⅠ)

  내과학, 정형외과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 술기를 소

개하고 그것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과목임.

의사소통기법(Communication Skill)

  환자 면담의 중요성과 면담태도에 대한 총론 강의와 의사 심리, 환자 심리, 의사와 환자

의 관계, 그리고 내과계 환자의 심리, 외과계 환자의 심리, 의학 면담에 대한 이론을 학

습한다.

여성의학(Woman's Medicine)

  인체구조 중 여성에게 고유한 내․외부 생식기관 및 유방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공부하

며, 이와 관련된 기능적 이상을 이해하고 관련 질환의 상태와 병리를 익히고 처치방법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독특한 질환을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여성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성-태아의학 및 신생아학(Maternal-Fetal and Neonatal Medicine)

  인간의 임신에 관련된 생식생리에서부터 임신 전 과정에 걸친 모성의 변화와 태아의 발

달, 정상 분만의 개요에 대해 토론하고, 분만과정의 이상 및 처치, 임신 중 합병되는 각

종 내외과적 질환,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한다. 또한 출생 전 관리, 정상 신생아, 신생

아의 질환 등에 대해 학습한다.

신경의학Ⅰ(Clinical NeuroscienceⅠ)

  신경생리학, 신경해부학 및 신경병리학 등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

단, 치료법에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임.

정신의학Ⅰ(Psychiatry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지식들을 습득한다.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Ⅱ(Introduction to Clinical Basic ProcedureⅡ)

  산부인과학, 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본 술기를 소개하고 그것을 습

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된 과목임.

의료관리학(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의료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용하며, 주어진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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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세미나(Communication Seminar)

  의사소통기법에서 학습한 이론 내용을 바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면담기법에 대한 실습과 토의, 그리고 간호사와 병원 직원과의 의사

소통 문제를 다룬다.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예방의학의 기본 개념과 역학에 대하여 이해하고, 역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의학

연구, 질병 예방과 보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환경 및 산

업분야 요인이 개인 및 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내과학실습Ⅰ(Internal Medicine Clerkship Ⅰ)

  내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진단적 및 치료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과학실습(Pediatrics Clerkship)

  소아과 영역에 포함된 모든 질환들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며, 특히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

여 소아과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산부인과학실습(Obstetrics & Gynecology Clerkship)

  산부인과학 분야의 주요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원리와 실제를 이해하고 그 기본

적인 수기를 습득하여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정상 

및 비정상 임신, 분만과 산욕에 관한 현상과 치료원칙을 이해하고 정상분만을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여성의학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부인질환의 진단과정 및 

주요 치료법을 이해하고, 생식내분비학 및 불임, 일반 부인과적 질환, 여성생식기의 악성

종양들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들 질환의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아과학개론(Introduction of Pediatrics)

  소아과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아과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전반적인 개념을 습득

한다. 

진단학․임상기본술기(Clinical Diagnosis and Basic Skills)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 대한 접근법을 배우는 학문으로, 병력 청취, 신체 진

찰, 문제지향식 의무기록, 임상기본술기 등을 익혀서 환자에 접근하는 기본적 지식 및 기

술을 익히게 한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의학 교육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며, 의학 지식은 끊임 

없이 변화한다. 광대한 량의 의학지식에서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 환자 진료에 적용할 것 

인지는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거중심

의학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윤리적 판단

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신경과학실습(Neurology Clerkship)

  신경의학 강의에서 배운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학적 검사 및 주요 신경계 질환에 대

한 지식에 대하여 실제 환자진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관찰하고 직접 체험하여 지식

과 술기를 확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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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실습(Surgery Clerkship)

  외과학 강의를 통해 배운 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

서 어떻게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하며,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수술 후 환자 관리는 어

떻게 하며, 환자의 추적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외과 수기를 익히고, 환자 진료에서 외과의의 역할을 알

아보며, 올바른 환자-의사와의 관계를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는데도 목적이 있다.

내과학실습Ⅱ(Internal Medicine Clerkship Ⅱ)

  내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진단적 및 치료적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의학실습(Emergency Medicine Clerkship)

  응급질환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기본수기를 습득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임상의로 

교육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 진료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고, 예상되는 환자의 손상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외과학개론(Introduction of Surgery)

  외과학의 기본이 되는 손상 후 반응, 수분 전해질 균형, 항상성, 쇼크, 감염, 외상, 창상 

치유, 종양학, 이식, 수술 합병증, 환자 감시, 세포유전학, 분자 생물학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임상의학 종합시험(Test for Clinical Performance)

  임상의학에 대한 강의와 주요 과목에 대한 임상실습이 종료되는 3학년 말에 그동안 학습

한 임상의학에 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보건의료산업의 이해(Understanding Health and Medical Industry)

  보건의료 환경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의 전문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현재

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이해한다.

영상의학실습(Radiology Clerkship)

  임상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과학의 역할을 이해하고 각종 방사선과학적 영상 형성

의 원리를 파악하여 이를 임상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지초지식을 습득한다.

정신건강의학실습(Psychiatry Clerkship)

  병동 실습 및 외부병원 파견 등을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의 진료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정신건강의학의 기본 이론 및 수기를 습득한다.

정형외과학실습(Orthopedic Surgery Clerkship)

  정형외과 수술, 외래, 병실 및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사지, 관절, 척

추 등 정형외과적 질환 및 외상의 실제적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며 방사선 판독 등 근골

격계 진단의 실제를 체득하게 한다.

법의학 및 의료법규(Forensic Medicine and Medical Laws)

  법의학에서는 사체 검시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망진단서 작성법을 배우고, 의료법

규에서는 기본법으로서의 의료법을 포함하여 의료보험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등을 

배운다. 

직업전문성(Professionalism in Medicine)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주의의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 의사들이 이 시대의 올바른 전문가로

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관리학 및 실습(Health Policy and Management)

  의료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용하며, 주어진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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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종합의학(Comprehensive Clinical Medicine)

  의과 대학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으로 배운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 지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며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본 의학 지식의 함

양과 임상술기를 익혀 1차 진료의의 자질을 완전히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예방의학 Ⅲ(Preventive Medicine Ⅲ)

  예방의학의 기본 개념과 역학에 대하여 이해하고, 역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의학

연구, 질병 예방과 보건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예방의학 Ⅳ(Preventive Medicine Ⅳ)

  예방의학 분야 중에서 특히 환경 및 산업분야 요인이 개인 및 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OSCE․CPXⅠ(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Ⅰ)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와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는 의대내 교육개혁과 의사국가고시의 실기시험 도입에 부응하여 의대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을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OSCE는 진찰, 검사, 치료에 필요한 임상수기의 수행여부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며, 

CPX는 환자를 진료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환자를 만나는 것과 같

은 진료 환경에서 임상능력을 포괄적으로 교육 습득하도록 한다. 

마취통증의학 및 실습(Clinics in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학생은 본 과정을 통하여 수술과 마취 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급․만성 통

증관리, 환자의 소생술 및 중환자 집중치료 등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서의 기본지식과 그

와 관련된 다른 임상과목들과의 연관성 등을 공부한다.

방사선종양학 및 실습(Clinics in Radiation Oncology)

  방사선종양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방사선치료의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의사로

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각종 암 치료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비뇨기과학 및 실습(Clinics in Urology)

  비뇨기과 임상에서 필수적인 질환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술기를 습득하여 비뇨기과의 전

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함.

성형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Plastic Surgery)

  성형외과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실제 환자의 치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경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Neurosurgery)

  신경계 외과적 질환 및 척추 질환의 병태 생리, 원인, 진단, 치료방법을 강의하고, 신경학

적 검사, 수술참관,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하여 신경외과적 질환에 대한 임상적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안과학 및 실습(Clinics in Ophthalmology)

  안과의 전반적인 질환 및 타과 환자에 관련된 안증상에 대한 검진 및 기본적인 처치를 

할 수 있게 함을 교육 목표로 한다.

이비인후과학 및 실습(Clinics in Otolaryngology)

  본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이비인후과에 대한 개괄적 지식과 간단한 수기를 

습득케 하여 장차 이비인후과에 관련되는 영역의 질환을 대했을 때 적절히 조치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다.

진단검사의학 및 실습(Clinics in Laboratory Medicine)

  임상 각 과목에서 환자 진단에 필요한 임상병리검사의 방법을 익히고 검사결과의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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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익숙하게 하여 환자의 진단 및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정형외과학 및 실습(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정형외과 수술, 외래, 병실 및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사지, 관절, 척

추 등 정형외과적 질환 및 외상의 실제적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며 방사선 판독 등 근골

격계 진단의 실제를 체득하게 한다.

재활의학 및 실습(Clinics in Rehabilitation Medicine)

  실습을 통하여 기본적인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치과학 및 실습(Clinics in Dentistry)

  의사로서 치아와 구강 및 주위조직의 질환을 이해하고 전신질환과의 상호연관성을 이해

하여 전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피부과학 및 실습(Clinics in Dermatology)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피부과 진단 능력과 치료 방법을 터득하

기 위하여, 피부과 아틀라스, 본원 외래 참관, 외래 교수 개인의원 참관 등을 통해 임상 

기술을 습득한다.

흉부외과학 및 실습(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 Clinical Experience)

  일반 흉부질환과 선천성 및 후천성심장판막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수술적인 술기

와 문제점 등을 토론.

가정의학 및 실습(Clinics in Family Medicine)

  가정의학이란 성별, 연령, 건강문제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수용하고 포괄적인 접

근으로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의료를 지향하는 학문이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흔한 질병을 진료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임상수행평가Ⅰ(OSCE)

  외과적 시술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술기를 이해하고 강의록과 수술도감을 통하여 직

접 환자에게 처치할 수 있도록 습득하도록 한다. 또 임상 모형을 이용한 실질적인 수기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의학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임상수행평가Ⅱ(CPX)

  단순 암기 위주의 주입식 의학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실습을 동반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의 환자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환자를 배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을 지향한다.

핵심과목심화실습Ⅰ(Comprehensive Medical Clerkship Ⅰ)

  내과학 실습과 소아과학 실습의 기본 의학 지식 및 기본 수기 중에서 핵심적인 술기를 

심화하여 습득한다.

핵심과목심화실습Ⅱ(Comprehensive Surgicla Clerkship Ⅱ)

  외과학 실습과 산부인과학 실습의 기본 의학 지식 및 기본 수기 중에서 핵심적인 술기를 

심화하여 습득한다.

선택의학실습(Subinternship Elective)

  정규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의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수기를 습

득한다.

졸업 후 설계 (Planning a Life after Graduation)

  의과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학생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

해 필요한 추가의 교육 과정 또는 수련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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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인류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간호

인력을 양성하고자 이론과 실무를 겸한 내실 있는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2012년에 신설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지역사

회의 중심 간호학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 개설되어 충청지역의 간호학문을 선도하는 중심학과로 성장하고 있다.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선택 및 필수교과로 구분하여 1학년 

과정은 간호인으로서 폭 넓은 교양과 인간이해를 위한 인문, 사회, 자연 과학 중심

의 다양한 교양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 과정에서는 전공에 필요한 생명, 기

초의학 교과목과 기본간호학 이론 및 실습을 시작으로 전공과목에 입문하게 된다.

3학년 과정에서는 전공이론 교육과 병행하여 간호학 지식을 실제 적용해 보는 임

상실습이 시작되고, 4학년 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한 바람직한 예

비간호사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u 교육목적

인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와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보건의료사회를 리드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u 교육목표 

1. 과학적 지식과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문제해결능력 함양

2. 숙련된 간호술과 우수한 실무능력 함양   

3. 간호실무 향상에 기여할 연구능력 함양

4.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 발휘

5.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의식 함양

6. 사회적 책임의식과 봉사정신 함양

7. 미래의 보건의료사회를 개척하는 리더십 발휘

u 학습성과지표

1. 다양한 교양교육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2.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3.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

4.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분야 간 업무조정과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5.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6. 간호전문직 수행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7. 리더십의 원리를 이해하고 리더십 역량을 발휘한다.

8. 간호연구를 기획하고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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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인지한다.

10.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한다.

◎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ACTION ENGLISH

이수

영어 읽기와 토론

이수
9

*심화교양

식품과영양 이수권장

인간과 사회분야 중

선택1

생활 속의 철학 이수

예술과 체육영역 택1

논리와 비판적 사고 권장

17

특성교양 정보처리실무 이수
진로와 선택 이외

분야에서 택 1
6

계 32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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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610003 미생물학(Microbiology in Nursing) 2-2-0

전선

2
전필

8610001

8610088

8610006

해부학(Anatomy in Nursing)

인간심리의 이해(Understanding Human Psychology)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Professional Nursing)

2-2-0

2-2-0

2-2-0

전선 8610007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0-0-2

2

1

전필

8610009

8610011

8610012

8610015

8610016

8610087

병리학(Pathology in Nursing)

인간관계와 의사소통(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성장과 발달(Human Growth and Development)

기본간호학Ⅰ(Fundamental NursingⅠ)

기본간호학실습Ⅰ(Fundamental Nursing PracticumⅠ)

Nursing & English(Nursing & English)

2-2-0

2-2-0

2-2-0

2-2-0

1-0-2

2-2-0

전선

8610010

8610070

8610071

간호윤리와 전문직관(Ethics and Professional in Nursing)

건강사정(Health Assessment)

건강사정 실습(Health Assessment & Practice)

2-2-0

1-1-0

1-0-2

2

전필

8610008

8610017

8610072

8610019

8610020

8610021

8610024

생리학(Physiology in Nursing)

약리학(pharmacology in Nursing)

인간과 고통의 이해(Understanding Human and Human Distress)

기본간호학Ⅱ(Fundamental NursingⅡ)

성인간호학Ⅰ(Adult Health NursingⅠ)

지역사회간호학 I(Community Health NursingⅠ)

기본간호학실습Ⅱ(Fundamental Nursing PracticumⅡ)

3-3-0

2-2-0

2-2-0

2-2-0

3-3-0

2-2-0

1-0-2

전선

8610013

8610073

8610089

보건교육학(Health Education)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Process)

간호연구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2-2-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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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3

1 전필

8610026

8610027

8610028

8610029

8610022

8610031

8610032

8610045

8610090

성인간호학Ⅱ(Adult Health NursingⅡ)

아동간호학Ⅰ(Child Health NursingⅠ)

여성건강간호학Ⅰ(Women’s Health NursingⅠ)

지역사회간호학Ⅱ(Community Health NursingⅡ)

정신간호학Ⅰ(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Ⅰ)

성인내과간호학실습(Adult Nursing Practicum in Internal Medicine)

아동간호학실습(Child Health Nursing Practicum)

지역사회간호학실습(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임상간호실습입문(Clinical Nursing Skill)

2-2-0

2-2-0

2-2-0

2-2-0

1-1-0

2-0-6

2-0-6

2-0-6

1-0-2

전선 8610091 간호연구세미나Ⅰ(Nursing Research SeminarⅠ) 1-1-0

2
전필

8610037

8610038

8610039

8610040

8610030

8610043

8610044

8610075

8610092

성인간호학Ⅲ(Adult Health NursingⅢ)

아동간호학Ⅱ(Child Health NursingⅡ)

여성건강간호학Ⅱ(Women’s Health NursingⅡ)

간호관리학Ⅰ(Nursing ManagementⅠ)

정신간호학Ⅱ(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Ⅱ)

성인외과간호학실습(Adult Nursing Practicum in surgical department)

여성건강간호학실습(Women’s Health Nursing Practicum)

수술/응급간호실습(Operation & Emergency Care Practicum)

시뮬레이션실습입문(Introduction to Simulation Practicum)

2-2-0

2-2-0

2-2-0

2-2-0

2-2-0

2-0-6

2-0-6

2-0-6

1-0-2

전선
8610093

8610078

간호연구세미나Ⅱ(Nursing Research SeminarⅡ)

노인간호학(Geriatric Nursing)

1-1-0

2-2-0

4

1
전필

8610048

8610049

8610050

8610042

8610041

8610053

8610080

성인간호학Ⅳ(Adult Health NursingⅣ)

간호관리학Ⅱ(Nursing ManagementⅡ)

여성건강간호학Ⅲ(Women’s Health NursingⅢ)

지역사회간호학Ⅲ(Community Health NursingⅢ)

정신간호학Ⅲ(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Ⅲ)

간호관리학실습(Nursing Management Practicum)

통합시뮬레이션(Integrated Nursing Simulation)

3-3-0

2-2-0

2-2-0

2-2-0

2-2-0

2-0-6

2-0-4

전선
8610081

8610079

진로설계세미나(Career Guidance)

노인간호학실습(Geriatric Nursing Practicum)

0-0-2

2-0-6

2

전필

8610061

8610052

8610094

8610095

8610086

8610063

보건의료법규(Medical Law)

아동간호학Ⅲ(Child Health NursingⅢ)

성인간호학Ⅴ(Adult Health NursingⅤ)

통합간호(Integrated Nursing)

중환자간호학실습(Critical Care Nursing Practicum)

정신간호학실습(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1-1-0

1-1-0

2-2-0

1-1-0

2-0-6

2-0-6

전선

8610082

8610083

8610096

8610097

8610085

국제간호의 이해(Understand International Nursing)

다문화간호(Transcultural Nursing)

간호정보학(Nursing Informatics)

보완대체요법과 간호(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Nursing)

선택간호실습(Selective Nursing Practicum)

1-1-0

1-1-0

1-1-0

1-1-0

2-0-6

필수 48 과목 91 학점

전공 선택 17 과목 22 학점

계 65 과목 11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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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0

식품과영양 : 3-3-0

심화교양 인간과사회 선택 1 : 3-3-0

심화교양 선택 1 : 3-3-0

정보처리실무 : 3-3-0

미생물학 : 2-2-0

영어 읽기와 토론 : 3-3-0

생활 속의 철학 : 3-3-0

심화교양 예술과 체육 선택 1 : 2-2-0

논리와 비판적 사고 권장 : 3-3-0

특성교양 진로와선택 영역 제외 선택 1 : 3-3-0

해부학 : 2-2-0

간호학개론 : 2-2-0

인간심리의 이해 : 2-2-0

사회봉사* : 0-0-2

기초교양 9

심화교양 17

특성교양 6

전공기초 6

전공필수 2

-------------

합계 40학점

2

Nursing & English** : 2-2-0

병리학 : 2-2-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2-2-0

성장과 발달 : 2-2-0

기본간호학Ⅰ : 2-2-0

건강사정 :　１-１-0

기본간호학실습Ⅰ : 1-0-2

건강사정 실습: 1-0-2

간호윤리와 전문직관 : 2-2-0

약리학 : 2-2-0

생리학 : 3-3-0

인간과 고통의 이해 : 2-2-0

기본간호학Ⅱ : 2-2-0

성인간호학Ⅰ : 3-3-0

지역사회간호학Ⅰ : 2-2-0

기본간호학실습Ⅱ : 1-0-2

간호연구개론Ⅰ : 2-2-0

보건교육학 : 2-2-0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 2-2-0

전공기초 15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0

-------------

합계 36학점

3

성인간호학Ⅱ : 2-2-0

아동간호학Ⅰ : 2-2-0

여성건강간호학Ⅰ : 2-2-0

지역사회간호학Ⅱ : 2-2-0

정신간호학Ⅰ : 1-1-0

간호연구세미나Ⅰ : 1-1-0

성인간호학Ⅲ : 2-2-0

아동간호학Ⅱ : 2-2-0

여성건강간호학Ⅱ : 2-2-0

간호관리학Ⅰ : 2-2-0

정신간호학Ⅱ : 2-2-0

간호연구세미나Ⅱ : 1-1-0

노인간호학 : 2-2-0 전공필수 33

전공선택  4

-------------

합계 37학점

임상간호실습입문***: 1-0-2 시뮬레이션실습입문II***: 1-0-2

*성인내과간호학실습 : 2-0-6

성인외과간호학실습 : 2-0-6

*아동간호학실습 : 2-0-6

여성건강간호학실습 : 2-0-6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2-0-6

수술/응급간호학 실습 : 2-0-6

성인내과간호학실습 : 2-0-6

*성인외과간호학실습 : 2-0-6

아동간호학실습 : 2-0-6

*여성건강간호학실습 : 2-0-6

지역사회간호학실습 : 2-0-6

*수술/응급간호학 실습 : 2-0-6

4

성인간호학Ⅳ : 3-3-0

간호관리학Ⅱ : 2-2-0

여성건강간호학Ⅲ : 2-2-0

지역사회간호학Ⅲ : 2-2-0

정신간호학Ⅲ : 2-2-0

진로설계세미나***** : 0-0-2

보건의료법규 : 1-1-0

통합간호 : 1-1-0

아동간호학Ⅲ : 1-1-0

성인간호학Ⅴ : 2-2-0

전공선택 : 1-1-0
전공필수 24

전공선택 5

-------------

합계 29학점

*통합시뮬레이션 : 2-0-4 통합시뮬레이션 : 2-0-4

*간호관리학실습 : 2-0-6

중환자간호학실습 : 2-0-6

정신간호학실습 : 2-0-6

*노인간호학실습 : 2-0-6

선택간호실습 : 2-0-6

간호관리학실습 : 2-0-6

*중환자간호학실습 : 2-0-6

*정신간호학실습 : 2-0-6

노인간호학실습 : 2-0-6

*선택간호실습 : 2-0-6

※ 전공과목은 기초, 필수,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개설된 모든 과목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관련되는 교과목
이므로 졸업 시까지 위 이수모형에 따라 필수이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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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는 입학 이후부터 개설학기까지 기준 봉사시간(30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 해
당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기준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수완료(pass) 됨.

** Nursing&English는 2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전공필수 과목이며, 학년학기 이동으로 인해 2016

년에만 개설되지 않음.

*** 「임상간호실습입문」,「시뮬레이션실습입문」은 3학년 1·2학기 각각 개설되며, 임상실습 전에 
학생 스스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완벽히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 
함.(분반 운영)

**** 3, 4학년의 실습교과목은 1·2학기 동시 개설되며 학기당 6학점씩을 들어야 함. 학생별 학기당 이
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여 실습 전에 공지함. 현장 실습 교과목의 경우 평가는 절대평가로 함.

***** 4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진로설계세미나」는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는 pass/fail로 처리함.

● 교과목 개요

Nursing & English(Nursing & English)

보건의료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체 계통별 주요 증상 및 의학용어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하여 간호현장에서 의료진 및 다양한 대상자들과 실무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해부학(Anatomy in Nursing)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각 기관 고

유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여 각 기관들 간의 형태학적 연관성 및 기능의 연관성을 이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심리의 이해(Understanding Human Psychology)

건강관련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대할 때 그 대상자의 생각과 행동,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

에 따라 돌봄의 질에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미래에 건강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상자를 돌볼   때 심리학적 개념과 이론을 적

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Professional Nursing)

간호의 역사(nursing history)와 간호의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고찰해 봄으로써 역사적 

이해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인 간호관과 간호사로서의 바람직한 사고 및 역할을 정립한다.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시설 등에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봉사정신과 실천력을 증진시킨다.

생리학(Physiology in Nursing)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기관의 제반 기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토대로 병적인 현상

의 원인과 기전을 근본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간호과학에 응용하도록 한다.

병리학(Pathology in Nursing)

생체의 형태 및 기능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병적 상태와 질병의 원인 및 질병의 발생과정

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간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간호사-환자 관계 수립과 유지에 근간이 되는 인간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모의상황을 통한 치료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실습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과 타

인의 의사소통기술을 분석, 평가하는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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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달(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생의 주기(human life cycle)에 따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기본지식을 갖추고,

성장발달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여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기본간호학Ⅰ(Fundamental NursingⅠ)

간호의 기본개념, 인간의 기본적 요구, 간호과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활력징후, 무균

술 및 감염관리, 배변요구, 안위 및 안전 유지 요구, 활동요구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기본간호학실습Ⅰ(Fundamental Nursing PracticumⅠ)

간호의 기본 개념을 인지하고 간호사로서의 기본자세 및 태도를 배운다. 이론에서 터득한 

원리를 바탕으로 활력징후, 무균술 및 감염관리, 배변요구, 안위 및 안전 유지, 활동에 대

한 간호요구 상황에 필요한 임상간호수기술을 연습하고 시범한다.

간호윤리와 전문직관(Ethics and Professional in Nursing)

간호의 역사적,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대 간호의 가치, 이념, 목적 및 역할

을 학습하고, 간호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이

슈를 확인한다.

건강사정(Health Assessment)

인간의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대상자의 건강 사정을 실시하여 정상 

및 이탈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건강사정 실습(Health Assessment & Practice)

간호사정을 위한 인체의 해부·생리를 이해하고 시진·촉진·타진·청진의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의 건강 사정을 실시하며 정상상태와 이탈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약리학(Pharmacology in Nursing)

약리학의 기본 원칙과 각 약물들의 작용기전 및 임상에의 응용을 학습함으로써 간호과정

에서 약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각 약물의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약의 유효한 효과, 독작용, 임상적 약물사용의 원리를 

학습한다.

미생물학(Microbiology in Nursing)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에 종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산지

식을 습득하게 한다.

인간과 고통의 이해(Understanding Human and Human Distress)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습득하여 전인적 간

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본간호학Ⅱ(Fundamental NursingⅡ)

간호의 기본개념, 인간의 기본적 요구, 간호과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영양 및 배뇨요

구, 산소화 요구, 상처관리, 투약, 임종 및 성 요구에 대한 원리를 학습한다.

성인간호학Ⅰ(Adult Health NursingⅠ)

성인의 소화 및 호흡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지역사회간호학Ⅰ(Community Health NursingⅠ)

지역사회간호학의 이론적 배경, 보건의료체계, 지역사회간호사업의 내용과 가족간호의 개

념을 숙지하며 지역사회와 가족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

획을 수립, 수행, 평가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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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학실습Ⅱ(Fundamental Nursing PracticumⅡ)

간호의 기본 개념을 인지하고 간호사로서의 기본자세 및 태도를 배운다. 이론에서 터득한 

원리를 바탕으로 영양 및 배뇨요구, 산소화요구, 상처관리에 대한 간호요구 상황에 필요

한 임상간호수기술을 연습하고 시범한다.

보건교육학(Health Education)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태도와 행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보

건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소, 학교, 산업장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보건교육 실무 능력을 기른다.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Critical Thinking and Nursing Process)

비판적·창의적 사고의 이해와 적용을 통해 간호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통

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한다.

간호연구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Research)

간호학 및 건강관련 실무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문제 접근방법과 다양한 연

구설계, 표본추출과 측정, 자료수집기법, 문헌검색, 통계방법 등 연구수행 절차에 필요한 

전반의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간호학Ⅱ(Adult Health NursingⅡ)

성인의 순환, 맥관계 및 혈액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아동간호학Ⅰ(Child Health NursingⅠ)

아동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족중심의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및 발달단계별 

건강요구와 간호문제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원리에 근거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여성건강간호학Ⅰ(Women’s Health NursingⅠ)

성(性)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여성성의 발달,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기능에 따

른 문제점, 여성성과 관련되는 주요 건강문제,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역할과 기

능을 인식한다.

지역사회간호학Ⅱ(Community Health NursingⅡ)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이해하고 영유아 집단, 모성집단, 노인집단

을 사업단위로 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정신간호학Ⅰ(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Ⅰ)

정신건강의 개념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정신 간호 

대상자의 정신, 정서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인 정신역동, 정신 간호 원리를 

배우고, 대상자의 이상행동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사정, 진단, 계획 및 평가의 지식을 

습득한다.

성인내과간호학실습(Adult Nursing Practicum in Internal Medicine )

간호실무 현장에서 급·만성 내과적 간호문제를 가진 성인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간호실무능력을 연마한다.

아동간호학실습(Child Health Nursing Practicum)

간호실무 현장에서 신생아 및 아동의 질병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 간호역

할 수행을 위하여,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비판적 사고 

및 과학적 간호과정을 근거로 통합적 간호접근을 수행한다.



의과대학 _829

지역사회간호학실습(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성내용 및 운영전략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

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지닌 지역사

회 주민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실습을 하며, 보건소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집

단보건교육을 하는 능력을 익힌다.

임상간호실습입문(Clinical Nursing Skill)

3학년 1학기 임상실습 전에 학생 스스로 ‘핵심간호술기’를 완벽히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

며, 평가를 통해 간호수행능력을 향상한다.

간호연구세미나Ⅰ(Nursing Research SeminarⅠ)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연구문제의 설정,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방법, 도구와 측정, 자

료분석 방법, 연구결과, 논의까지의 전 간호연구 과정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Ⅲ(Adult Health NursingⅢ)

성인의 근골격계, 신경계, 감각계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

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학

습한다.

아동간호학Ⅱ(Child Health NursingⅡ)

영유아기 급·만성 건강문제에 대한 병태생리, 임상증상 및 징후, 치료적 관리, 간호중재 

및 건강문제에 대한 아동과 가족의 반응을 이해하고, 간호과정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활

용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여성건강간호학Ⅱ(Women’s Health NursingⅡ)

여성의 정상 생식기능인 임신, 분만, 산욕, 수유의 정상적인 생리와 고위험 임신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간호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간호관리학Ⅰ(Nursing ManagementⅠ)

간호관리 역할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지도자로서의 기초적 소

양을 기르고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업무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관

리 이론, 간호사업의 기획, 조직, 인사관리를 포함한다.

정신간호학Ⅱ(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Ⅱ)

정신간호를 위한 인간행동모형들의 기본개념을 적용하여 새로 개정된 DSM-5 진단에 따

른 각종 정신장애와 각각의 장애에서 요구되는 간호중재방법을 익힌다. 또한 대상자의 성

장발달 단계에 따른 정신과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재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성인외과간호학실습(Adult Nursing Practicum in surgical department)

간호실무 현장에서 급·만성 외과적 간호문제를 가진 성인대상자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간호실무능력을 연마한다.

여성건강간호학실습(Women’s Health Nursing Practicum)

임신, 출산, 수유, 부인과적 건강문제와 관련한 간호 특성을 숙지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간

호과정을 적용하고 여성건강간호능력을 습득한다.

수술/응급간호학 실습(Operation & Emergency Care Practicum)

수술실과 응급실의 간호실무 현장에서 수술대상자와 위급한 응급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간

호실무능력을 연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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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실습입문(Introduction to Simulation Practicum)

이론을 통하여 학습한 간호의 기본 개념과 건강요구의 제 개념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실

습에 적용하는 과정을 다루며 기본간호 기술과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인간

의 기본 건강요구에 필요한 기본간호 기술을 시뮬레이션실습에서 적용하는 능력을 갖는다.

간호연구세미나Ⅱ(Nursing Research SeminarⅡ)

간호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자료 분석, 결과해석, 논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봄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간호를 경험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노인간호학(Geriatric Nursing)

노화와 관련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여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

진에 필요한 간호과정과 중재 기술을 익히고, 노인대상자가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유

지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성인간호학Ⅳ(Adult Health NursingⅣ)

성인의 내분비, 비뇨신장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

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간호관리학Ⅱ(Nursing ManagementⅡ)

간호관리 역할 및 업무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지도자로서의 기초적 소

양을 기르고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업무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의

사결정, 지휘와 통제, 환경 및 물품관리, 간호정보체계, 간호마케팅 등을 학습한다.

여성건강간호학Ⅲ(Women’s Health NursingⅢ)

여성의 부인과적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총괄적 지식을 습득하고 여성관련 특이적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능

력을 습득한다.

지역사회간호학Ⅲ(Community Health NursingⅢ)

학교, 산업장을 사업단위로 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정신간호학Ⅲ(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Ⅲ)

정신간호 대상자와 그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지식을 익혀 대상자의 특정문

제와 간호요구를 사정할 수 있고, 치료적 환경관리와 다양한 중재방법을 익힘으로써 정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의 정신사회재활을 

도울 수 있다.

간호관리학실습(Nursing Management Practicum)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관리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수간호사와 책임간호사

의 역할을 습득하고, 관리자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며, 간호조직을 이해

하며 간호과정을 적용한 환자관리, 간호사고에 관련된 안전대책을 습득한다.

통합시뮬레이션(Integrated Nursing Simulation)

기초적인 임상실습을 마친 후 시뮬레이트 된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습득

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의 실습을 통해 간호 문제해결 능력을 연마한다.

삶과 죽음(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함양한다.

진로설계세미나(Career Guidance)

학생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계획을 세우고, 취업과 관련된 제반 지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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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학 실습(Geriatric Nursing Practicum)

간호실무 현장에서 다양한 간호문제를 가진 노인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사정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간호실무능력을 연마한다.

보건의료법규(Medical Law)

보건과 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으로서 건강과 관련된 제반 법령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학습하여 허용된 업무의 범위와 책임감을 익히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활동

을 도모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간호학Ⅲ(Child Health NursingⅢ)

아동기 급·만성 건강문제에 대한 병태생리, 임상증상 및 징후, 치료적 관리, 간호중재 및 

건강문제에 대한 아동과 가족의 반응을 이해하고, 간호과정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활용하

여 아동과 그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성인간호학Ⅴ(Adult Health Nursing Ⅴ)

성인의 체액, 전해질, 쇼크, 종양과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학습한다.

통합간호(Integrated Nursing)

간호교육, 실습 그리고 연구를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

력을 함양한다.

중환자간호학실습(Critical Care Nursing Practicum)

간호실무 현장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

한 중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고, 중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직접 적용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간호실무

능력을 연마한다.

정신간호학실습(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um)

간호실무 현장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술, 치료적 대인관계술, 정신간호과정에 대한 이론을 

정신간호대상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정신적,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예방하며 정신질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

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한다.

국제간호의 이해(Understand International Nursing)

다양한 나라의 간호를 이해하고 국제적 간호사로써의 능력을 함양한다.

다문화 간호(Transcultural Nursing)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간호정보학(Nursing Informatics)

보건의료 현장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자료의 생성 및 관리를 통해 간호 실무, 행정,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보에 기반한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보완대체요법과 간호(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Nursing)

간호의 총체성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완대체요법 사

례 및 과학적 근거를 다룸으로써 보완대체요법이 간호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간호중

재 방안으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탐구능력을 획득한다.

선택간호 실습(Selective Nursing Practicum)

복합적인 만성건강문제, 응급 및 중등도의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세팅에

서 포괄적인 간호중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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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예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

u 교육목적

조형예술학과의 교육목적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제시하는 전문 예술

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문화․예술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미래의 예술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u 교육목표

조형예술학과는 전인적인 조형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작가정신과 자질을 두루 

갖춘 전문예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 학과는 폭넓은 실기교육 및 교양교육

을 통해 개개인의 창작력과 표현력을 배양하고 조형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연관성을 

이해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풍부한 

조형실험과 연구를 함으로써 비평적 시각을 기르고 창작능력을 심화 시킬 수 있도

록 한다.

◎ 조형예술학과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12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이상 이수,

글쓰기와 소통분야에서 3학점이상 이수

*심화교양
자연과 생명, 기술과 문명 분야 각각 1과목 포함 

하여  18학점 이상 이수
18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 3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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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예술학과(Department of fine Art) : 전공공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701001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3-0

2 전선 8701002 조형예술론Ⅰ(Theory of Fine ArtsⅠ) 3-3-0

2

1

전필 8701003 서양미술사Ⅰ(History of Western ArtⅠ) 3-3-0

전선

8701004

8701005

8701006

조형예술론Ⅱ(Theory of Fine ArtsⅡ)

판화Ⅰ(PrintmakingⅠ)

3D 모델링Ⅰ(3D ModelingⅠ)

3-3-0

2-0-4

2-0-4

2-0-4

2 전선

8701007

8701008

8701009

8701010

8701022

서양미술사Ⅱ(History of Western ArtⅡ)

동양미술사(History of Oriental Art)

판화Ⅱ(PrintmakingⅡ)

3D 모델링Ⅱ(3D Modeling Ⅱ)

현대조형드로잉연구Ⅱ(Study of the figurative drawingsⅡ)

3-3-0

3-3-0

2-0-4

2-0-4

2-0-4

3

1 전선
8701012

8701013

근대미술감상(Appreciation of Modern Art)

현대조각 기법연구(Modern Sculpture Technique)

3-3-0

2-0-4

2 전선

8701014

8701015

8701016

현대미술론(Theory of Contemporary Art)

미술해부학(Art Anatomy)

미술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of Art Education)

3-3-0

3-3-0

3-3-0

4

1

전필 8701017 미학(Aesthetics) 3-3-0

전선

8701018

8701019

미술행정 및 실무(Art administration)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 and Materials in Art Education)

2-0-4

3-3-0

2 전선
8701020

8701021

사회예술적응론(Art Application)

미술과 교육론(Theory of Art Education)

3-3-0

3-3-0

필수 3 과목 9 학점

전공 선택 18 과목 47 학점

계 21 과목 5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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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미술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적인 표현을 연구하여 미래의 

한국문화 예술의 창의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형예술론Ⅰ(Theory of Fine ArtsⅠ)

조형예술의 기본개념과 그 기본적 요소에 대한 이동적 접근을 통해 조형예술의 본질적 

이해와 더불어 그 창조와 제작에 있어서 본질적 에네르기를 제공케 하는데 목표가 있는 

강좌이다. 그리고 이론을 통한 실기의 보다 폭넓은 응용을 위한 강좌이기도 하다.

서양미술사Ⅰ․Ⅱ(History of Western ArtⅠ․Ⅱ)

미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함으로써 미술의 발달과정 속에 숨겨진 미술의 

원리와 본질을 파악하게 하며 조형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밀도 있게 찾아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조형예술론Ⅱ(Theory of Fine Arts)

조형예술론I 의 보다 심화되고 구체화된 영역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 특히 예술제

작과 미적함수, 그리고 양식론을 중심을 조형예술의 구체적인 의미와 방법을 파악하여 가

는데 강의의 중심이 놓이게 된다.

판화Ⅰ(PrintmakingⅠ)

오리지널판화의 정의를 토론하고 방법을 익히는 수업으로서 중세에서 모더니즘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에 기여했던 판화분야의 기법강의이다.

15세기 이후 판화기법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 인쇄술과 판화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된다. 판화Ⅰ에서는 복제술이 어떻게 현대미술속에 함께했는지의 문제

에 접근할 것이다. 기법은 드라이포인트, 에칭, 꼴라그라프, 석판화가 될 것이다.

3D모델링Ⅰ,Ⅱ(3D ModelingⅠ,Ⅱ)

시각디자인에 있어 컴퓨터의 이용이나 활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기술적 기능성을 시각디자인에 어떻게 표현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컴퓨터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시각디자인에서 디지털 디자인의 활용을 도모하

고 그 효율성을 실습한다.

현대조형드로잉연구Ⅱ

  면보다는 선에 의한 묘사와 의도하지 않은 일회적 선 긋기, 문자나 기호와 같은 회화 외

적인 것을 도입하여 물체의 윤곽이나 형을 암시하며, 명암과 음영, 양감, 질감의 특징을 

나타내어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양미술사(History of Oriental Art)

동양미술의 특색 및 미의 흐름과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그 특질을 파악하고 우리와 연결지

어 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며 감상을 통하여 전통과 창조의 연관관계를 연구․고찰해본다.

판화Ⅱ(PrintmakingⅡ)

현대미술은 다양성과 혼성성등 여러 가지 매체의 결합으로 복합성을 띠고 있다. 판화는 

그동안 여러 가지 기법을 뛰어 넘어 현대미술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회화형식의 변용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기법들의 혼합은 서로 다른 감각을 폭넓게 표현하는데 유용했다. 따

라서 이러한 방법을 여러 작가의 예를 들면서 기법을 익히는 수업으로서 포스트모던 미

술의 판화적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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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후의 미술에서 판화기법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 이것이 보여준 이미

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된다. 특히 익명적인 방법이 가지는 간접적인 방법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진행되는 기법은 실크스크린, 목판화, 모노타입, 등이 될 것이다.

근대미술감상(Appreciation of Modern Art)

근대미술, 특히 르네상스 이후의 새로운 인간정신을 북돋우어 왔던 서양 근대미술의 흐름

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근대가 있는 시대정신의 가치와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의 맥락을 

이해한다.

현대조각 기법연구(modern Sculpture Technique)

현대조각의 전반적인 표현방법 및 재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및 

특징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표현기법의 영역을 넓히고 연구한다.

현대미술론(Theory of Contemporary Art)

현대미술의 전반적인 사상과 그 흐름을 빌어 현대미술의 근본적인 자세 및 가치관을 살

펴보며 그것을 통해 오늘날 미술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경향을 접해본다.

미술해부학(Art Anatomy)

인체의 골격, 근육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나아가 인체의 동세에 따른 골격․근육의 

변화를 익혀 인체작품 제작의 근거로 삼는다.

미술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Art Education)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미술의 조형언어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표

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미학(Aesthetics)

일반적 학문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성의 영역과는 달리, 감성과 예술에 대한 철학

적 반성의 전체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인 미학을 그것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 

개념과 의미를 연구해 본다.

미술행정 및 실무(Art administration)

전시기획과 경영,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여 미술관, 갤러리 및 대안공간 등과 관

련된 실무적인 일을 교육함으로써 이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 및 작가로서의 대응하는 방

법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강좌이다.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 and Materials in Art Education)

이론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보다 구체적으

로 내용단원까지 분석하여 중등 미술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 미래교육의 새 지

평을 열 수 있도록 실시한다.

사회예술적응론(Social Art Application)

미술대학 졸업 후 전업 작가로서의 작가입지 구축을 위한 실무 익히기 및 전시에 관련된 

실습과정이 포함된다.

미술과 교육론(Theory of Art Education)

교직과 관련된 수업으로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이론의 다양한 실상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미술과 교육학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융합 학과군 _839

◎ 조형예술학과 동양화(Oriental Painting)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선
8704001

8704002

기초동양화Ⅰ(Basic Course of Oriental PaintingⅠ)

동양화묘법Ⅰ(Oriental Painting Method Ⅰ)

2-0-4

2-0-4

2 전선
8704003

8704004

기초동양화Ⅱ(Basic Course of Oriental PaintingⅡ)

동양화묘법Ⅱ(Oriental Painting MethodⅡ)

2-0-4

2-0-4

2

1

전필
8704005

8704006

수묵조형실습Ⅰ(Study in oriental water color modeling practiceⅠ)

수묵조형실습Ⅱ(Study in oriental water color modeling practiceⅡ)

2-0-4

2-0-4

전선
8704007

8704026

채색화 조형실습Ⅰ(Study in color picture modeling practiceⅠ)

현대조형 드로잉연구Ⅰ(Study of the figurative drawings Ⅰ)

2-0-4

2-0-4

2
전필

8704009

8704010

현대 동양화 기법Ⅰ(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Ⅰ)

현대 동양화 기법Ⅱ(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Ⅱ)

2-0-4

2-0-4

전선 8704011 채색화 조형실습Ⅱ(Study in color picture modeling practiceⅡ) 2-0-4

3

1

전필
8704012

8704013

현대 동양화 기법Ⅲ(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Ⅲ)

현대 동양화 기법Ⅳ(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Ⅳ)

2-0-4

2-0-4

전선

8704014

8704027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Ⅰ

(Study in oriental painting material and techniqueⅠ)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Ⅰ

(Study on the content convergence of Arts and CultureⅠ)

2-0-4

2-0-4

2

전필
8704016

8704017

현대 동양화 기법Ⅴ(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Ⅴ)

현대 동양화 기법Ⅵ(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Ⅵ)

2-0-4

2-0-4

전선

8704018

8704028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Ⅱ

(Study in oriental painting material and techniqueⅡ)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Ⅱ

(Study on the content convergence of Arts and CultureⅡ)

2-0-4

2-0-4

4

1

전필
8704020

8704021

현대 조형예술 실습Ⅰ(Modern formative arts practiceⅡ)

현대 조형예술 실습Ⅱ(Modern formative arts practiceⅡ)

2-0-4

2-0-4

전선
8704022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Ⅰ

(Study of oriental water color painting tecniqueⅠ)

2-0-4

2

전필
8704023

8704024

현대 조형예술 실습Ⅲ(Modern formative arts practiceⅢ)

현대 조형예술 실습Ⅳ(Modern formative arts practiceⅣ)

2-0-4

2-0-4

전선
8704025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Ⅱ

(Study of oriental water color painting techniqueⅡ)

2-0-4

필수 12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13 과목 26 학점

계 25 과목 50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8705017 디지털미디어아트(Digital Media Ar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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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기초동양화Ⅰ․Ⅱ(Basic Course of Oriental PaintingⅠ․Ⅱ)

전통 한국화의 다양한 표현과 기법을 통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고자하며, 세

계 공통언어로서의 미술의 역할과 인간 중심의 감성 언어 표현이 교육의 목표다.

동양화묘법Ⅰ,Ⅱ(Oriental Painting MethodⅠ,Ⅱ)

동양화에 있어 필수적인 수묵화 및 문인화 기법을 습득하며 화조화, 인물화, 사군자, 동물

화 등 여러 가지 소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

수묵조형실습Ⅰ․Ⅱ(Study in oriental water color modeling practiceⅠ․Ⅱ)

한국미술의 기본인 수묵화 중 사군자를 통하여 필력을 기르고 나아가 먹의 아름다움을 

살려 다양한 소재들로 표현해 봄으로써 자유로운 인품의 기운과 높은 품격의 정신을 기

른다.

채색화 조형실습Ⅰ․Ⅱ(Study in color picture modeling practiceⅠ․Ⅱ)

채색화에 있어서의 독자적 표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하여 검토, 분석함

으로써 넓은 시야를 토대로 창작할 수 있게 한다.

현대조형드로잉연구Ⅰ

  문자나 기호와 같은 회화 외적인 것을 도입하여 물체의 윤곽이나 형을 암시하며 선의 방

향, 강약, 속도 등에 변화를 주어 명암과 음영, 양감, 질감의 특징을 나타낸다. 융합과 이

탈이 일상화된 드로잉의 자유로운 응용가능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동양화 기법 I,II,III,IV.V.VI (Modern oriental painting technique I,II,III,IV.V.VI)

현대의 다양한 사상과 기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조형원리와 요소를 탐구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Ⅰ․Ⅱ(Study in oriental painting material and techniqueⅠ․Ⅱ)

동양화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형요소를 탐구한다. 또한 재료의 접

목을 통해 새로운 실험적 탐구성을 기른다.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Ⅰ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다양하게 섭렵한 문화예술의 총체적인 부분을 연구하며,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여 창의적 예술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다.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Ⅱ

  창의적 예술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 적용과 심화

학습을 통하여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융합예술 분야를 연구하고 미래 시대를 개척해 나

가는 것이 목표다.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Ⅰ․Ⅱ(Study of oriental water color painting tecniqueⅠ)

동양화의 여러 가지 조형원리와 요소를 탐구해서 그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서 회화의 다양한 조형성까지 모색하여 표현한다.

현대 조형예술 실습 I,II,III,IV(Modern formative arts practice I,II,III,IV)

동양화의 조형원리를 통해 현대 회화의 다양한 조형성까지 모색하여 표현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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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학과 동양화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기초동양화Ⅰ : 2-0-4

동양화묘법Ⅰ : 2-0-4

한국미술사 : 3-3-0

외국어Ⅰ : 3-3-1

글쓰기와 소통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기초동양화Ⅱ : 2-0-4

동양화묘법Ⅱ : 2-0-4

조형예술론Ⅰ : 3-3-0

외국어Ⅱ : 3-3-1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1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4

------------

합계 42학점

2

수묵조형실습 I : 2-0-4

수묵조형실습 II : 2-0-4

채색화 조형실습 I : 2-0-4

현대드로잉 기법 연구 I : 2-0-4

서양미술사Ⅰ : 3-3-0

조형예술론Ⅱ : 3-3-0

판화Ⅰ : 2-0-4

심화교양 : 3-3-0

현대 동양화 기법 I : 2-0-4

현대 동양화 기법 II : 2-0-4

채색화 조형실습 II : 2-0-4

서양미술사Ⅱ : 3-3-0

동양미술사 : 3-3-0

판화Ⅱ : 2-0-4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 2-0-4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21

심화교양 6

------------

합계 38학점

3

현대 동양화 기법 III : 2-0-4

현대 동양화 기법 IV : 2-0-4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 I : 2-0-4

동양화조형실습Ⅰ : 2-0-4

근대미술감상 : 3-3-0

현대조각 기법연구 : 2-0-4

특성교양 : 2-1-2

특성교양 : 2-1-2

현대 동양화 기법 V : 2-0-4

현대 동양화 기법 VI : 2-0-4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Ⅱ : 2-0-4

동양화조형실습Ⅱ : 2-0-4

현대미술론 : 3-3-0

미술해부학 : 3-3-0

미술과 논리 및 논술 : 3-3-0

전공필수 8

전공선택 22

특성교양 4

------------

합계 34학점

4

현대 조형예술 실습 I : 2-0-4

현대 조형예술 실습 II : 2-0-4

현대수묵화 기법연구 I : 2-0-4

미학 : 3-3-0

미술행정 및 실무 : 2-0-4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 3-3-0

현대 조형예술 실습 III : 2-0-4

현대 조형예술 실습 IV : 2-0-4

현대수묵화 기법연구 II : 2-0-4

사회예술적응론 : 3-3-0

미술과 교육론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5

------------

합계 2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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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예술학과 서양화(Western Painting)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선
8705001

8705011

기초서양화Ⅰ(Basic Course of Western PaintingⅠ)

드로잉Ⅰ(DrawingⅠ)

2-0-4

2-0-4

2 전선
8705003

8705012

기초서양화Ⅱ(Basic Course of l Western PaintingⅡ)

드로잉Ⅱ(DrawingⅡ)

2-0-4

2-0-4

2

1

전필
8705005

8705006

서양화I-A(Western painting I-A)

서양화I-B(Western painting I-B)

2-0-4

2-0-4

전선 8705007 예술과매체Ⅰ(Art and MediaⅠ) 2-0-4

2

전필
8705008

8705009

서양화Ⅱ-A(Western paintingⅡ-A)

서양화Ⅱ-B(Western paintingⅡ-B)

2-0-4

2-0-4

전선 8705010 예술과매체Ⅱ(Art and MediaⅡ) 2-0-4

3

1

전필
8705013

8705014

서양화Ⅲ-A(Western paintingⅢ-A)

서양화Ⅲ-B(Western paintingⅢ-B)

2-0-4

2-0-4

전선

8705015

8705016

8705017

서양화기법연구Ⅰ(Study of Western Painting TechniquesⅠ)

서양화조형실습Ⅰ(Study of Oil PaintingⅠ)

디지털미디어아트(Digital Media Art)

2-0-4

2-0-4

2-0-4

2

전필
8705018

8705019

서양화Ⅳ-A(Western painting Ⅳ-A)

서양화Ⅳ-B(Western painting Ⅳ-B)

2-0-4

2-0-4

전선
8705020

8705021

서양화기법연구Ⅱ(Study of Western Painting TechniquesⅡ)

서양화조형실습Ⅱ(Study of Oil PaintingⅡ)

2-0-4

2-0-4

4

1

전필
8705022

8705023

서양화Ⅴ-A(Western paintingⅤ-A)

서양화Ⅴ-B(Western paintingⅤ-B)

2-0-4

2-0-4

전선 8705024 서양화조형실습Ⅲ(Study of Oil PaintingⅢ) 2-0-4

2

전필
8705025

8705026

서양화Ⅵ-A(Western paintingⅥ-A)

서양화Ⅵ-B(Western paintingⅥ-B)

2-0-4

2-0-4

전선 8705027 서양화조형실습Ⅳ(Study of Oil PaintingⅣ) 2-0-4

필수 12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13 과목 26 학점

계 25 과목 5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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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기초서양화Ⅰ․Ⅱ(Basic Course of Western PaintingⅠ․Ⅱ)

본 강좌의 목적은 미술에 있어서의 기본적 구성과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개성적 표현을 준비하는 데 있다. 진도는 각자의 성취에 따라 달라진다.

드로잉Ⅰ,Ⅱ(Drawing Ⅰ,Ⅱ)

드로잉의 표현을 통하여 회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습득하고 대상의 정확한 

형태력과 묘사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양화 I(A,B)․Ⅱ(A,B)․Ⅲ(A,B)․Ⅳ(A,B)

회화에 있어서 조형적 요소가 갖는 다양한 표현력과 그 감응에 대해 연구하고 현대적 표

현기법과 그 concept에 관해 연구 조사하여 자신의 작품제작 과정에 실험케 함.

예술과매체Ⅰ,Ⅱ(Art and MediaⅠ,Ⅱ)

‘미술과 미디어’과목은 동영상 및 음향, 디지털 이미지등의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기초적 응용과정을 적용한 실기과정이며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연출할 기회를 제공함.

서양화기법연구Ⅰ․Ⅱ(Study of Oil Painting TechniquesⅠ․Ⅱ)

회화 장르 중 과거와 현재에 주로 다루어진 서양회화의 작품기법과 그 기법에 의해 제작

되어진 작품들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개별 작품제작에 응용․적응케 함.

서양화조형실습Ⅰ․Ⅱ(Study of Oil PaintingⅠ․Ⅱ)

회화에 있어서 조형요소가 갖는 표현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과정들을 개인별 창작품에 

적응하여 작가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디지털미디어아트(Digital Media Art)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술적 창의성을 기르고 여러 가지 사진, 영화, 비디오, 오디오,

컴퓨터,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방법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함.

서양화Ⅴ(A,B)․Ⅵ(A,B) (Western painting Ⅴ(A,B)․Ⅵ(A,B))

회화에 있어서 조형적 요소가 갖는 다양한 표현력과 그 감응에 대해 연구하고 현대적 표

현기법과 그 concept에 관해 연구 조사하여 자신의 작품제작 과정에 실험케 함.

서양화조형실습Ⅲ(Study of Oil PaintingⅢ)

회화에 있어서 조형요소가 갖는 표현력에 대해 연구하고 그 과정들을 개인별 창작품에 

적응하여 작가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서양화 조형실습Ⅵ(Study in Western PaintingⅥ)

동시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각자 작품의 내용과 개념에 적합한 작업형

식을 찾아내고 독자적인 예술관과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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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기초서양화Ⅰ : 2-0-4

드로잉Ⅰ : 2-0-4

한국미술사 : 3-3-0

외국어Ⅰ : 3-3-1

글쓰기와소통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기초서양화Ⅱ : 2-0-4

드로잉Ⅱ : 2-0-4

조형예술론Ⅰ : 3-3-0

외국어Ⅱ : 3-3-1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1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4

------------

합계 42학점

2

서양화I-A : 2-0-4

서양화I-B : 2-0-4

예술과매체Ⅰ : 2-0-4

서양미술사Ⅰ : 3-3-0

조형예술론Ⅱ : 3-3-0

판화Ⅰ : 2-0-4

특성교양 : 2-1-2

심화교양 : 3-3-0

서양화II-A : 2-0-4

서양화II-B : 2-0-4

예술과매체Ⅱ : 2-0-4

서양미술사Ⅱ : 3-3-0

동양미술사 : 3-3-0

판화Ⅱ : 2-0-4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

2-0-4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9

심화교양 6

특성교양 2

------------

합계 38학점

3

서양화Ⅲ-A : 2-0-4

서양화Ⅲ-B : 2-0-4

서양화기법연구Ⅰ : 2-0-4

서양화조형실습Ⅰ : 2-0-4

디지털미디어아트 : 2-0-4

근대미술감상 : 3-3-0

현대조각 기법연구 : 2-0-4

특성교양 : 2-1-2

서양화Ⅳ-A : 2-0-4

서양화Ⅳ-B : 2-0-4

서양화기법연구Ⅱ : 2-0-4

서양화조형실습Ⅱ : 2-0-4

현대미술론 : 3-3-0

미술해부학 : 3-3-0

미술과 논리 및 논술 : 3-3-0

전공필수 8

전공선택 24

특성교양 2

------------

합계 34학점

4

서양화Ⅴ-A : 2-0-4

서양화Ⅴ-B : 2-0-4

서양화조형실습Ⅲ : 2-0-4

미학 : 3-3-0

미술행정 및 실무 : 2-0-4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 3-3-0

서양화Ⅵ-A : 2-0-4

서양화Ⅵ-B : 2-0-4

서양화조형실습Ⅳ : 2-0-4

사회예술적응론 : 3-3-0

미술과 교육론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5

------------

합계 2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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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예술학과 조소(Sculpture)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선
8706001

8706002

기초조소Ⅰ(Basic Course of SculptureⅠ)

기초조형Ⅰ(Fundamental ModelingⅠ)

2-0-4

2-0-4

2 전선

8706003

8706004

8706020

기초조소Ⅱ(Basic Course of l SculptureⅡ)

기초조형Ⅱ(Fundamental ModelingⅡ)

조형예술과 포트폴리오(Formative art and Portfolio)

2-0-4

2-0-4

2-0-4

2

1
전필

8706007

8706008

인체조형연구Ⅰ(Study of formative human bodyⅠ)

인체조형연구Ⅱ(Study of formative human bodyⅡ)

2-0-4

2-0-4

전선 8706009 조소기법Ⅰ(Sculpture TechniquesⅠ) 2-0-4

2
전필

8706010

8706011

인체조형연구Ⅲ(Study of formative human bodyⅢ)

인체조형연구Ⅳ(Study of formative human bodyⅣ)

2-0-4

2-0-4

전선 8706012 조소기법Ⅱ(Sculpture TechniquesⅡ) 2-0-4

3

1
전필

8706013

8706014

입체조형연구Ⅰ(Study of formative solid bodyⅠ)

입체조형연구Ⅱ(Study of formative solid bodyⅡ)

2-0-4

2-0-4

전선 8706015 매체 조형실습Ⅰ(Study in formative medium practiceⅠ) 2-0-4

2

전필
8706016

8706017

입체조형연구Ⅲ(Study of formative solid bodyⅢ)

입체조형연구Ⅳ(Study of formative solid bodyⅣ)

2-0-4

2-0-4

전선
8706018

8706019

조소기법연구Ⅰ(Study of Sculpture TechniquesⅠ)

매체 조형실습Ⅱ(Study in formative medium practiceⅡ)

2-0-4

2-0-4

4

1

전필
8706021

8706022

입체조형예술Ⅰ(Study in art of formative solid bodyⅠ)

입체조형예술Ⅱ(Study in art of formative solid bodyⅡ)

2-0-4

2-0-4

전선
8706023

8706024

조소기법연구Ⅱ(Study of SculptureⅡ)

매체 조형실습Ⅲ(Study in formative medium practiceⅢ)

2-0-4

2-0-4

2
전필

8706025

8706026

입체조형예술Ⅲ(Study in art of formative solid bodyⅢ)

입체조형예술Ⅳ(Study in art of formative solid bodyⅣ)

2-0-4

2-0-4

전선 8706027 조소기법연구Ⅲ(Study of Sculpture TechniquesⅢ) 2-0-4

필수 12 과목 24 학점

전공 선택 13 과목 26 학점

계 25 과목 50 학점



타 학 과
(부,전공)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8705017 디지털미디어아트(Digital Media Ar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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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기초조소Ⅰ․Ⅱ(Basic Course of SculptureⅠ․Ⅱ)

본 강좌는 기초적 학문으로 인체의 두상과 비례감을 관찰해서 기초에 대한 조형을 연구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조형Ⅰ,Ⅱ(Fundamental ModelingⅠ,II)

본 강좌는 조소제작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형태와 조형감각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조형예술과 포트폴리오(formative art and Portfolio)

현대조각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리들을 이해하고, 현대조각의 흐름을 익힌

다. 새로운 매체의 사용에 의한 다양한 표현방법들을 알아보고 조각가의 작업장과 미술

관견학을 통해 작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한다.

개개인의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작품제작과 그 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

성 및 발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개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인체조형연구 Ⅰ․Ⅱ․Ⅲ․Ⅳ(Study of formative human body Ⅰ․Ⅱ․Ⅲ․Ⅳ)

해부학을 기초로 한 인체의 다양한 조형성 해석하고 표현한다. 더 나아가 인체를 통해 다

양한 인체 작품의 변용을 한다.

조소기법Ⅰ․Ⅱ(Sculpture TechniquesⅠ․Ⅱ)

조소는 공간에 二次元의 대상을 확립하는 일이다. 평면에 二次元의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

에 비해 조소는 물질에 의해 의도된 형태를 공간에 창조하기 때문에 공간과 형태에 대한 

개념과 조소의 표현요소 및 표현기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작품 제작과정에

서 나타나는 재료와 용구의 표현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하여 표현능력을 신장

시키도록 한다.

입체조형연구 I,II,III,IV(Study of formative solid body I,II,III,IV)

입체조형능력과 개개인의 미의식인 개성의 표현방법을 기른다. 적절한 재료선택으로 각자

의 작품을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다각적인 실험적 체험과 부단한 연구로 독창적

인 창작능력을 개발한다.

조소기법연구Ⅰ(Study of Sculpture TechniquesⅠ)

본 강의는 조각 및 조소작업의 기술적 영역을 숙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소의 특성

상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각각의 재료의 특징을 섭렵한다.

매체 조형실습Ⅰ,Ⅱ(Study in formative medium practiceⅠ,Ⅱ)

본 과목의 목적은 매체를 통한 조형에 대한 연구를 한다.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입체조

형을 실습하고 제작기술을 연마케 하는 데 있다.

입체조형예술 I,II,III,IV(Study in art of formative solid body I,II,III,IV)

입체조형예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매체의 다양한 실험적 연구를 한다. 이 시대에 

부흥하는 예술적 감각을 살리고 편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융합 학과군 _847

조형예술학과 조소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기초조소Ⅰ : 2-0-4

기초조형Ⅰ : 2-0-4

한국미술사 : 3-3-0

외국어Ⅰ : 3-3-1

글쓰기와 소통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특성교양 : 2-1-2

기초조소Ⅱ : 2-0-4

기초조형Ⅱ : 2-0-4

조형예술과 포트폴리오 : 2-0-4

조형예술론Ⅰ : 3-3-0

외국어Ⅱ : 3-3-1

국어와 작문 : 3-3-0

심화교양 : 3-3-0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3

기초교양 12

심화교양 12

특성교양 2

------------

합계 42학점

2

인체조형연구 I : 2-0-4

인체조형연구 II : 2-0-4

조소기법Ⅰ : 2-0-4

서양미술사Ⅰ : 3-3-0

조형예술론Ⅱ : 3-3-0

판화Ⅰ : 2-0-4

특성교양 : 2-1-2

심화교양 : 3-3-0

인체조형연구 III : 2-0-4

인체조형연구 IV : 2-0-4

조소기법Ⅱ : 2-0-4

서양미술사Ⅱ : 3-3-0

동양미술사 : 3-3-0

판화Ⅱ : 2-0-4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 2-0-4

심화교양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9

심화교양 6

특성교양 2

------------

합계 38학점

3

입체조형연구 I : 2-0-4

입체조형연구 II : 2-0-4

매체 조형실습 I : 2-0-4

근대미술감상 : 3-3-0

현대조각 기법연구 : 2-0-4

3d모델링 : 2-0-4

특성교양 : 2-1-2

입체조형연구 III : 2-0-4

입체조형연구 IV : 2-0-4

조소기법연구 I : 2-0-4

매체 조형실습 II : 2-0-4

현대미술론 : 3-3-0

미술해부학 : 3-3-0

미술과 논리 및 논술 : 3-3-0

3d모델링Ⅱ : 2-0-4

전공필수 8

전공선택 24

특성교양 2

------------

합계 34학점

4

입체조형예술 I : 2-0-4

입체조형예술 II : 2-0-4

조소기법연구 II : 2-0-4

매체 조형실습 III : 2-0-4

미학 : 3-3-0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 3-3-0

입체조형예술 III : 2-0-4

입체조형예술 IV : 2-0-4

조소기법연구 III : 2-0-4

사회예술적응론 : 3-3-0

미술과 교육론 : 3-3-0

전공필수 11

전공선택 15

------------

합계 2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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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과(Department of Design)

디자인학과의 교육목표는 디자인 기본원리에 충실한 시각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

양하여 미래 디자인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

과정은 교양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통찰력 있는 지성인을 목표로 하여 창의적 사고

와 디자인 전문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예

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동시에 키우고 디자인으로 완성해 가는 종

합적 사고와 주도적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 디자인학과 교양과정이수모형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
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외국어 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글쓰기와 소통분야에서 3학점 이상 이수

12

*심화교양
6개 분야 중 4분야(자연과 생명)와 

5분야(기술과 문명) 각각 1과목을 포함
18

특성교양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 

과목만 최저이수 학점으로 인정
6

계 36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이 3학점을 초과할 경우 어느 한 학기에 편중하여 이수치 말

고 2개 학기에 걸쳐 고루 이수토록 한다.

∙ 각 영역별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권장'은 모집단위에서 추천

한 과목으로 가급적 이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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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과(Department of Design) : 전공과정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8702001 디자인개론Ⅰ(Introduction to designⅠ) 3-2-2

전선

8702003

8702004

8702047

평면디자인Ⅰ(Two Dimensional DesignⅠ)

입체디자인Ⅰ(Three Dimensional DesignⅠ)

형태분석과 도법Ⅰ(Form Analysis & DrawingⅠ)

2-0-4

2-0-4

2-0-4

2

전필 8702005 디자인개론Ⅱ(Introduction to DesignⅡ) 3-2-2

전선

8702007

8702008

8702048

평면디자인Ⅱ(Two Dimensional DesignⅡ)

입체디자인Ⅱ(Three Dimensional DesignⅡ)

형태분석과 도법Ⅱ(Form Analysis & DrawingⅡ)

2-0-4

2-0-4

2-0-4

2

1

전필
8702049

8702050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3-3-0

2-0-4

전선

8702051

8702052

8702053

정보이미지디자인Ⅰ(Information Image DesignⅠ)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Ⅰ(Graphic Object DesignⅠ)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Digital Image WorkshopⅠ)

2-0-4

2-0-4

3-0-6

2

전필
8702054

8702055

디자인심리와시지각(Design Psychology & Visual Illusion)

타이포그래픽디자인(Typographic Design)

3-2-2

2-0-4

전선

8702056

8702057

8702058

정보이미지디자인Ⅱ(Information Image DesignⅡ)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Ⅱ(Graphic Object DesignⅡ)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Ⅱ(Digital Image WorkshopⅡ)

2-0-4

2-0-4

3-0-6

3

1

전필
8702059

8702060

디자인색채(Design Color Theories)

영상디자인 이론과 실습(Theory & Practice in Video Design)

3-3-0

2-0-4

전선

8702061

8702062

8702063

8702064

정보디자인Ⅰ(Information DesignⅠ)

광고디자인Ⅰ(Advertising DesignⅠ)

편집디자인Ⅰ(Editorial DesignⅠ)

포장디자인Ⅰ(Package DesignⅠ)

2-0-4

2-0-4

2-0-4

2-0-4

2

전필
8702065

8702066

디자인기획과 프레젼테이션(Design Planning & Presentation)

정보디자인Ⅱ(Information DesignⅡ)

3-3-0

2-0-4

전선

8702067

8702068

8702069

8702070

광고디자인Ⅱ(Advertising DesignⅡ)

편집디자인Ⅱ(Editorial DesignⅡ)

포장디자인Ⅱ(Package DesignⅡ)

영상제작실험(Experimental Production in Video Design)

2-0-4

2-0-4

2-0-4

2-0-4

일선 8702036 인턴십Ⅰ 3-0-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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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8702071 디자인 과제와 풀이(Design Project & Solution) 2-0-4

전선

8702072

8702073

8702074

8702075

8702076

광고디자인실무(Practices of Advertising Design)

편집디자인실무(Practices of Editorial Design)

포장디자인실무(Practices of Package Design)

영상매체디자인(Video Media Design)

브랜드디자인실무(Practices of Brand Design)

2-0-4

2-0-4

2-0-4

2-0-4

2-0-4

일선 8702042 인턴십Ⅱ 3-0-4주

2

전필 8702043 졸업연구 및 전시(Graduation Workshop & Exhibition) 2-0-4

전선

8702077

8702078

8702079

8702080

8702081

광고디자인연구(Study of Advertising Design)

편집디자인연구(Study of Editorial Design)

포장디자인연구(Study of Package Design)

영상디자인연구(Study of Video Design)

아이덴티티디자인연구(Study of Identity Design)

2-0-4

2-0-4

2-0-4

2-0-4

2-0-4

필수 12 과목 30 학점

전공 선택 30 과목 62 학점

계 42 과목 92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8701001

8701003

8701012

8701014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서양미술사Ⅰ(History of Western ArtⅠ)

근대미술감상(Appreciation of Modern Art)

현대미술론(Theory of Contemporary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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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과 전공과정 표준이수모형

학기

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국어와 작문 : 3-3-0

Action English : 3-3-1

교양인의 파노라마 : 3-3-0

한국미술사 : 3-3-0

디자인개론Ⅰ : 3-2-2

평면디자인Ⅰ : 2-0-4

입체디자인Ⅰ: 2-0-4

형태분석과 도법Ⅰ : 2-0-4

발표와토론 : 3-3-0

영어읽기와 토론: 3-3-1

디자인 문화와 생활 : 3-3-0

서양미술사 : 3-3-0

디자인개론Ⅱ : 3-2-2

평면디자인Ⅱ : 2-0-4

입체디자인Ⅱ : 2-0-4

형태분석과 도법Ⅱ: 2-0-4

기초교양 12

특성교양 6

일반선택 6

전공필수 6

전공선택 12

-----------

합계  42학점

2

언어로의 초대 : 3-3-0

일상생활의심리학
(또는 매스컴과 현대사회) : 3-3-0

근대미술감상 : 3-3-0

디자인사 : 3-3-0

타이포그래피 : 2-0-4

정보이미지디자인Ⅰ : 2-0-4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Ⅰ : 2-0-4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 3-0-6

논리적 사고
(또는 서양문화사) : 3-3-0

연극영화의 이론과 감상(또는 
스포츠와 건강) : 3-3-0

현대미술론 : 3-3-0

디자인심리와 시지각 : 3-2-2

타이포그래픽디자인 : 2-0-4

정보이미지디자인Ⅱ : 2-0-4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Ⅱ: 2-0-4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Ⅱ: 3-0-6

심화교양 12

일반선택 6

전공필수 10

전공선택 14

-----------

합계  42학점

3

심화교양 영역 : 3-3-0

디자인색채 : 3-3-0

영상디자인이론과 실습 : 2-0-4

정보디자인Ⅰ : 2-0-4

광고디자인Ⅰ : 2-0-4

편집디자인Ⅰ : 2-0-4

포장디자인Ⅰ : 2-0-4

에너지와 환경(또는 지구와 환경) : 3-3-0

디자인기획과 프리젠테이션 : 3-3-0

정보디자인Ⅱ : 2-0-4

광고디자인Ⅱ : 2-0-4

편집디자인Ⅱ : 2-0-4

포장디자인Ⅱ : 2-0-4

영상제작실험 : 2-0-4

심화교양 6

전공필수 10

전공선택 16

-----------

합계  32학점

4

디자인과제와 풀이 : 2-0-4

광고․편집․포장․영상매체․브
랜드디자인실무
(중 3개 선택) : 2-0-4

졸업연구 및 전시 : 2-0-4

광고․편집․포장․영상․아이덴
티티디자인연구
(중 3개 선택): 2-0-4

전공필수 4

전공선택 12

-------------

합계 16학점

● 교과목 개요

디자인개론Ⅰ(Introduction to DesignⅠ)

우리에게 디자인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자인이란 학문의 개괄

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이다. 디자인전반, 특히 시각디자인의 영역에서 알아두어야 

할 디자인 요소 및 원리의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하고 보조적 실습을 통해 감각적으로 체

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디자인 분야의 구분과 영역별 소개, 상호관계 및 역할, 직업으

로서의 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디자인전문용어 등 디자이너들에게 필수

적인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한다.

평면디자인Ⅰ(Two Dimensional DesignⅠ)

점, 선, 면을 포함한 2차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만나는 기초디자인의 문제를 디자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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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해결해 가는 수업이다. 형태, 색채, 질감 등의 디자인 요소와 

통일/변화, 균형/조화, 대칭/비대칭, 비례/대비 등의 다양한 디자인원리를 수리적 혹은 

감각적 방법으로 소화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평면에서의 기초디

자인 역량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입체디자인Ⅰ(Three Dimensional DesignⅠ)

입체디자인의 요소 중 형태위주의 표현원리와 방법을 익히고 실습한다. 평면과 비교했을 

때 입체는 어떻게 다른지, 점, 선, 면을 입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입체의 특징과 기초적 개념을 이해한다. 또한 대상을 다루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의 접근을 통해 입체적 사고력을 고취시킨다. 입체디자인의 핵심적인 원리와 

테크닉을 익힘은 물론 각종도구와 재료에 대한 체험을 통해 표현의 잠재력도 끌어올린다.

형태분석과 도법Ⅰ(Form Analysis & DrawingⅠ)

대상을 수리적․조형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형태분석력을 키우고, 일정한 룰에 따른 

형태표현이 가능하게 하여 대상에 대한 유용한 시각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형을 작도하거나 치수를 기입하는 등 여러 가지 규칙이나 방법의 기초적 학습을 체

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생각을 논리적이며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

초능력을 다진다.

디자인개론(Introduction to DesignⅡ)

디자인개론Ⅰ을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이란 학문의 의미를 면밀히 되짚어 보고 기초적인 

디자인 소양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통해 Good

Design, 디자인의 부가가치, 디자인의 역할과 책임, 디자인의 공공성, 디자인패러다임의 

변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디자인 등 시대와 삶에 담긴 디자인이야기를 통해 디자

인의 이해도를 높인다.

평면디자인Ⅱ(Two Dimensional Design Ⅱ)

평면디자인Ⅰ의 연속 교과목이다. 평면디자인Ⅰ에서 다룬 디자인요소와 원리의 이해를 강

화하고 보다 진취적․실험적 제작접근을 통해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과 표현적응력을 높인다.

입체디자인Ⅱ(Three Dimensional Design Ⅱ)

입체디자인Ⅰ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하며, 질감과 색채의 영역으로 연구․실습의 범위를 확

대한다. 보다 다양한 입체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진취적․실험적 제작접근을 통해 주

어진 상황과 여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고력과 표현적응력을 높인다.

형태분석과 도법Ⅱ(Form Analysis & Drawing Ⅱ)

형태분석과 도법Ⅰ에서 다룬 내용을 재확인하는 작업들을 포함하여 입체나 공간을 재현

하기 위한 원근법적 투시도법의 자유로운 구사를 목표로 연구하고 실습한다. 또한 역투

시도법 등 형을 왜곡하여 표현하기 위한 예외적 규칙이나 방법에 대한 학습까지를 동반

하여 수행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및 형태변환의 테크닉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과 사건을 통해 디자인의 본질적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디자인의 발생으로부터,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사회에 이르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디자인 발전과정의 주요사건과 이슈, 그리고 주요인물의 활동 등을 통해 시대 상황을 분

석하고 이해한다. 이를 토대로 현대디자인의 맥락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나아

가 디자인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선도적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과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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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Typography)

타이포그래피란 문자디자인을 포함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경험적 산물을 총칭한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보존, 전달을 위한 핵심요소인 문

자를 기반으로 하여 각 요소의 형태, 크기, 간격, 위치 등 세부요소와 요소사이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규정하여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문자의 발

명과 역사, 동․서양의 문자비교, 한글 창제원리, 기초타이포그래피 이론 등 실습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교육한다.

정보이미지디자인Ⅰ(Information Image DesignⅠ)

TV․인터넷뉴스나 신문․잡지기사, 그 밖의 특정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정보의 

기초적 제작훈련을 목표로 한다. 다이어그램, 맵,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캐릭터, 타임라

인, 뉴스그래픽, 사용자매뉴얼 등 매체의 기능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시각언어를 창출하

는데 필요한 효율적 방법과 다양한 표현테크닉을 연마한다. 고도의 정보디자인에 활용하

기 위한 양질의 이미지를 생산해내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Ⅰ(Graphic Object DesignⅠ)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특징적이고 적절한 입체표현방법을 연구하고 익힌다. 적

층, 중첩, 끼우기, 접기, 뚫기, 말기 등 상황에 따른 재료가공법과 제작법을 통해 그래픽

오브제 제작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또한 다양한 다면체의 구조이해 및 응용제작을 통해 

입체의 논리적 이해도를 높임으로서 입체그래픽의 표현과 활용가능성을 확대한다.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Digital Image Workshop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촬영한 이미지를 용도와 목적에 맞

게 보정하는 작업을 포함한 컴퓨터그래픽스의 기초 툴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2D그래픽 

정보를 표현하는 학습과 모션그래픽 등 움직임을 표현하는 학습을 구분하여 병행함으로

서 각각의 기본영역을 체계적으로 섭렵한다. 또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주변

기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디자인심리와시지각(Design Psychology & Visual Illusion)

형태심리, 지각심리, 색채심리 등 디자인학에 필요한 요지의 디자인심리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창의적 표현을 위한 다양한 실마리의 발견을 지향한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가사의한 시지각현상의 조형적 반전과 심리적 호기심을 디자인과정에 적용해 봄으로서 

유희적 디자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적이고 

즐거운 시각커뮤니케이션 놀이를 통해 표현영역의 확대를 위한 안목과 자질을 키우는 것

이 목적이다.

타이포그래픽디자인(Typographic Design)

타이포그래피의 연속 교과목이다. 글자의 짜임새나 요소들 간의 어울림을 구체적으로 다

루어 보는 과정으로 이론 및 실기를 통해 기능과 논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타이포그

래피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한다. 내용과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글꼴의 선택으로부터 

크기, 자간, 행간, 가독성, 레이아웃 등 화면전체의 균형 찾기에 필요한 표현원리와 요소

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정보이미지디자인Ⅱ(Information Image DesignⅡ)

정보이미지디자인Ⅰ에서 다룬 내용을 보다 전문적 입장에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매

체의 기능성과 목적성에 부합하는 이미지정보 생산의 다양한 실습은 세부 디테일과 뉘앙

스까지를 고려하여 면밀히 진행한다. 매체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시각커뮤니케이션에 더

욱 쉽고 명확하게 대응하며, 매력적으로 활용하고 어필할 수 있는 최선의 유용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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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작하는데 주력한다.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Ⅱ(Graphic Object DesignⅡ)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Ⅰ을 기반으로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보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입체표현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종이매듭, 기초지기구조, 입체 퍼즐, 팝업 등 기능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그래픽오브제를 연구․개발하여 입체표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또한 

포장디자인 등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Ⅱ(Digital Image WorkshopⅡ)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의 연속 교과목이다.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정보창작과 영상제작을 위한 응용 툴을 심화하는 과정이다. 또한 작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촬영기법의 숙지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보정 및 합

성작업의 숙지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전공실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학할 수 있게 

한다.

디자인색채(Design Color Theories)

디자인전공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색채의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색의 속

성 및 색채이론, 색상환을 통한 색채 관계, 색채 대비와 조화, 색의 감정과 상징, 색채심

리, 색명 및 색채 용어, 색채 코디네이션, 색채의 영향력과 파워 등 이론을 동반한 실질

적 색채학습을 통해 보다 전문적 입장에서 색을 다루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색채

전문용어를 습득하여 디자인 활동 및 실무에서 원활한 색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영상디자인이론과 실습(Theory & Practice in Video Design)

이론에서는 디지털영상에서 요구되는 미학적 기초이론을 근거로 디지털영상의 논리적․

감각적 구조, 표현기법, 분석방법,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제작형태의 변화추이, 그

리고 최근의 디지털영상 및 음향의 경향을 다룬다. 실습에서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이

미지의 생성, 기초편집과 합성기술 등의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습득하여 영상디자인을 제

작할 수 있는 기술적, 감각적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디자인Ⅰ(Information DesignⅠ)

정보이미지디자인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소통

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효율화 하는 과정이다. 즉 이미지와 문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인식

하고, 두 요소가 협력 또는 대비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한

다. 또한 정보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비쥬얼 나레이티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토론하고 함께 공유한다.

광고디자인Ⅰ(Advertising DesignⅠ)

광고디자인 입문을 위해 이론과 실습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이다. 기초 광고이론은 물론,

광고디자인 실습을 위한 우수광고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광고디자인은 다중의 정

보 수요자와 다양한 미디어를 수단으로 하는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이론과 표현능력을 함께 연마하여 목적과 기능에 맞는 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 수

행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실습한다.

편집디자인Ⅰ(Editorial DesignⅠ)

문자다루기를 기본으로 하여 정보의 내용과 의미에 걸맞게 지면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

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편집디자인의 기초이론을 축으로 일정

한 상황과 조건에서 이미지․내용․구성 체계 등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새롭고 창의적

인 출판물과 디자인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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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툴 사용의 완숙도를 높인다.

포장디자인Ⅰ(Package DesignⅠ)

포장디자인의 기초 이론과 함께 제품을 담고 유통하기 위한 용기로서의 포장디자인(형태 

및 구조, 재료)에 중심을 두고 실습하는 과정이다. 포장은 마케팅의 5대 요소로 꼽을 만

큼 기업의 시장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며, 자동차산업에 버금 갈 정도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용물의 안전한 보호,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 판매촉진 

유발, 포장폐기물 처리 등 현대의 포장디자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포장디자

인Ⅱ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익히도록 한다.

디자인기획과 프레젼테이션(Design planning & Presentation)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각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능력 또한 지녀야 한다. 더불어 디자인 프로덕션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디렉터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

는 디자인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기획서 작성으로부터 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의 습

득을 통해 업무 실천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디자인 생산에 관련된 제작 공정을 현

장에서 경험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이력서 및 포토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정보디자인Ⅱ(Information DesignⅡ)

정보디자인Ⅰ의 연계과목이다. 도형, 심벌마크, 문장(紋章), 사인, 캐릭터 등 하나의 형태

정보나 색채정보가 담고 있는 기호로서의 특징과 해석을 통해 정보의 함축성과 상징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의 디자인 창작과정에 적용하여 실습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상품, 기업, 문화현상 등 다양한 유형, 무형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을 시각

적 상징으로 표현하고 시스템화는 아이덴티티디자인이나 브랜드디자인으로의 활용가능성

도 모색해 본다.

광고디자인Ⅱ(Advertising DesignⅡ)

광고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따른 표현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광고이론과 제작방법

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광고전략 마련을 위한 마케팅기법의 적극적 활용과 주요 광고

매체의 분석을 통해 창의적 광고디자인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 또한 매체에 따라 달라

지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소통방법을 실험하고 활용함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요구

에 부응할 수 있는 제작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디자인Ⅱ(Editorial DesignⅡ)

편집디자인의 이론적 바탕을 견실히 하고 실제제작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그리

드,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의 시도 등 전체적 

어울림을 추구하기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디자인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자유로

운 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마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출판 기획과 

디자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충분히 다진다.

포장디자인Ⅱ(Package DesignⅡ)

포장디자인Ⅰ의 연계과목으로 제품의 정체성과 가치 확립, 시장진입과 성장, 소비자 만족

과 호응 등을 위해 포장용기에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과정이

다.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 그 제품이 처해있는 상황을 포장디자인의 관

점에서 검토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실습한다.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품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포장아이덴티티를 기본으로 한다.

영상제작실험(Experimental Production in Video Design)

디지털 미디어의 도구로서 영상의 활용기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즉 동영상과 이미지, 음



융합 학과군 _857

향 및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유도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영상에 대한 활용 분야(광고, 영화타이틀 시퀀

스 등)가 넓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영상제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 생산 및 합

성뿐만 아니라, 산학협동을 통해 최첨단의 디지털 처리기술도 함께 교육하고 제작된 영

상을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디자인과제와 풀이(Design Project & Solution)

미래사회에 관심을 갖고 교양과 지식, 그리고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실험적인 디자인과제

를 수행하여 디자인 의식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한다. 즉,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과 인간,

디자인과 사회 등 다양한 디자인의 시대적 이슈에서 파생되는 당면과제를 디자인적 입장

은 물론, 서로 다른 기술과 학문영역의 공유를 통해 풀고 완성해 간다. 유니버설디자인,

실버디자인, 사회적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포함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적(私的), 공적(公的) 영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개별적이면서 종합적

으로 연구하고 제시한다.

광고디자인실무(Practices of Advertising Design)

광고디자인에 필요한 실제적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익히는 과정이다. 소비자와 기

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광고를 제작하기 위하여 숙지해야할 기획과 디자인은 

물론, 인쇄프로세스, 프레젠테이션 기법, 광고제작 협력사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경험

함으로서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광고계의 흐름분석 및 최신이론 연

구를 통해 디렉터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

편집디자인실무(Practices of Editorial Design)

편집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출판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와 프로세

스, 그리고 방법론을 탐구하고 실습한다. 책이 기획되고,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일련의 디자인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한다.

포장디자인실무(Practices of Package Design)

상품의 유통과 소비를 총괄하는 종합디자인으로서 포장디자인의 실제문제를 다루어 본다.

포장디자인Ⅰ과 포장디자인Ⅱ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각의 

과정이 하나의 전체적 프로세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업무수행능력과 처리

방법 등을 배우고 익힌다.

영상매체디자인(Video Media Design)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언어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과정으로 영상 기획력을 키우고 그

에 적절한 표현방법을 익힌다. 다양한 기술요소와 예술적 감각을 기반으로 매체들을 통

합하여 워크숍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종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

정을 기획하고 교안작성, 스토리보드 작성, 미디어디자인 등의 전체적인 과정을 수행함으

로써 실무제작 능력을 연마한다.

브랜드디자인실무(Practices of Brand Design)

브랜드디자인은 한 기업의 품질, 신용, 서비스 등의 자산에서 경쟁자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상품의 혼으로 환원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제품의 

상품화 과정에 입각한 브랜드의 개발과 그 이미지를 통합하는 디자인 작업을 실습위주로 

진행한다.

졸업연구 및 전시 (Graduation Workshop & Exhibition)

디자인학과 교육과정을 총결산하는 교과목이다. 졸업주제에 따라 졸업 작품전시를 지원하

기 위해 필요한 포스터, 초대장, 작품집, 현수막, 뺏지 등등의 각종 매체를 심도 있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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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또한 공동으로 진행해야할 전시기획 및 준비, 작품집 제작 및 

배포, 홍보 및 섭외, 스케줄 편성 및 진행확인 등의 모든 사안은 책임 있는 역할분담을 통

해 최선의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작품심사를 통해 평가된 최우수작품은 

해당연도의 전시를 알리는 메인매체디자인으로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서 연구 성과를 치하

한다. 이 과정은 본 학과 졸업예정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필수 교과목이다.

광고디자인연구(Study of Advertising Design)

광고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감각적 

아이디어와 표현센스, 효율적인 매체의 활용 등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역에

서 과제를 찾고 연구를 수행한다. 본 교과는 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졸업자격 심사에 포함된 전공 선택 교과목 중 하나이다.

편집디자인연구(Study of Editorial Design)

편집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책, 잡지,

신문을 비롯한 출판매체의 효율적 정보생산에 필요한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적절한 과제

를 찾고 연구를 수행한다. 본 교과는 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졸업자

격 심사에 포함된 전공 선택 교과목 중 하나이다.

포장디자인연구(Study of Package Design)

포장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모든 상

품의 유통과 소비를 총괄하는 종합디자인으로서, 또한 에코디자인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

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과제를 찾고 연구를 수행한다. 본 교과는 디자인

학과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졸업자격 심사에 포함된 전공 선택 교과목 중 하나

이다.

영상디자인연구(Study of Video Design)

영상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영상디자

인의 다양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영상디자인이 갖는 매체 특성과 메시지전달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과제를 찾고 연구를 수행한다. 본 교과는 디자인학과 교육

과정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졸업자격 심사에 포함된 전공 선택 교과목 중 하나이다.

아이덴티티디자인연구(Study of Identity Design)

아이덴티티디자인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행해야 하는 연구프로젝트이다. 기

업, 공공기관, 상품의 브랜드, 정보, 서비스 등 유형․무형의 대상이 갖는 고유의 정체성

을 추출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고 체계적인 디자인시스템 안에서 상용이 가능하

도록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으로 이미지의 통합과 사용지침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한

다. 본 교과는 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기 위한 졸업자격 심사에 포함된 전공 

선택 교과목 중 하나이다.



자율전공학부(8800)
◆ 교육 목적 및 목표

지식기반사회에서 미래가 필요로 하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율전공학부는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인문사

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논리

적․창조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본인 스스로 적성과 미래 비

전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연한 학부입니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과 노력, 역량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학습성과지표

- 적성과 미래비전을 고려한 전공 선택 능력 함양

-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능력 증진

- 창의적․논리적․비판적 사고력 함양

- 기초 교양 수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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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전공학부 교양과정 이수모형

(인문사회계열)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9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권장

*심화교양

3. 인간과 사회 분야에서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이수권장
4. 자연과 생명, 5. 기술과 문명 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권장

18

특성교양 6학점 이상 이수권장 6

계 33

(자연이공계열)

영    역 
이수사항 최저이수

학    점1 학기 2 학기

기초교양

국어와 작문 이수

21‘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이수권장

수학 및 기초과학 분야에서 12학점 이상 
이수권장

*심화교양

1.문학과 문화, 2.역사와 철학 분야 중 

1과목 이상 이수권장 

3. 인간과 사회 분야에서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이수권장

9

특성교양 3학점 이상 이수권장 3

계 33

※ 문학·사학·철학분야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반드시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13쪽 참조).

․자율전공학부는 설립취지에 의거하여 자신의 진로탐색에 따라 계열 구분없이 이수 
가능하나, 2학년 때 선택할 전공에 따라 인문사회․자연이공계열 이수 모형에 따
라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이수”로 제시된 내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특성교양 영역은 한 분야에서 두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도 한과목만 최저이수 기
준학점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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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전공학부 교육과정
교과목번호

이수

구분
교과목 명 학점 성적부여 주관부서

8800001 일선
학문분야의 탐색

Search for Academic Field
2-2-0 P/F 자율전공학부

❍ 교과목개요
-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고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수

립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공 선택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



연 계 전 공 (4100)
◊ 노인복지 전공 (4106)

◊ 공통사회교육 전공 (7427)

◊ 공통과학교육 전공 (7424)

◊ 농촌관광개발 전공 (4121)

◊ 위기관리 전공 (4122)

◊ 문화유산관리의 공간정보학 전공 (4126)

◊ 미래영농학 전공 (4127)

◊ 사회적기업 전공 (4128)

◊ 빅데이터 전공 (4130)

◊ 정보 콘텐츠 SW 융합 전공 (4131)

◊ 동북아역사·문화 전공 (4132)

◊ 보안컨설팅 전공 (4133)

◊ 벤처비즈니스 전공 (4134)

◊ 해외농업개발·협력 전공 (4135)

◊ 언론정보 (4136)

◊ 번역출판 (4137)

◊ 영·한통역 (4138)

◊ 문화콘텐츠 (4139)

◊ 박물관전문인력 (4140)

◊ 지능형안전 (4141)

◊ 스마트자동차공학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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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Elderly Welfare)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개설학과

학년/

학기

2

1 전선

4106009

7707004

7707032

7717066

7716018

노인건강관리론

(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가족관계(Family Relations)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은퇴 및 상속 설계

(Planning of Retirement & Inheritance)

환경심리행태론(Environmental Psychology & Behavior)

3-3-0

3-3-0

3-3-0

3-3-0

3-3-0

노인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

소비자

주거환경

2/1

1/1

2/1

2/1

2 전선

4106001

7707036

7707072

7716018

7716082

노인의 식품과 영양

(Food and Nutrition for the Elderly)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환경심리행태론

(Environmental Psychology & Behavior)

주거실내환경론

(Theory of Housing Indoor Environment)

3-3-0

3-3-0

3-3-0

3-3-0

3-3-0

노인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

주거환경

주거환경

1/2

3/2

2/2

2/2

3

1 전선 4106010 노인케어복지론(Care Work for the Elderly) 3-3-0 노인복지

2 전선

7707047

7419085

7707063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건강과 운동처방(Health and Exercise Prescription)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2-2

3-2-2

3-3-0

아동복지

체육교육

아동복지

3/2

3/2

3/2

4

1 전선

7419109

7707070

7707068

7716059

운동발달과 노화(Motor development and Aging)

사회복지현장실습(Field Practicum)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Aging)

시설공간디자인(Facility Design)

3-3-0

3-1-4

3-3-0

3-2-2

체육교육

아동복지

아동복지

주거환경

4/1

4/1

4/1

4/1

2 전선

7716099

7716100

4106011

7707069

시설공간디자인Ⅰ(Facility DesignⅠ)

시설공간디자인Ⅱ(Facility DesignⅡ)

실버산업(Silver Industry)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1-1-0

2-0-4

3-3-0

3-3-0

주거환경

주거환경

노인복지

아동복지

3/2

3/2

4/2

4/2

필수 ․ 과목 ․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60 학점

계 20 과목 60 학점





866_ 2017학년도 교육과정

● 교과목 개요

노인의 식품과 영양(Food and Nutrition for the Elderly)

노인의 식생활 특성 및 이에 따른 영양관리방안과 복지시설에서의 급식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노인건강관리론(Health management for the Elderly)

노인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술을 익히며 노인건강증진을 위

한 신체적 기능강화와 포괄적 노인신체관리 기법을 익히게 된다. 노인질환자 관리를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실질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노인케어복지론(Care Work for the Elderly)

노인의 생리와 변화에 대한 지식 및 케어 매니지먼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에 불편이 

있는 노인의 간병·수발에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기술로써 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실버산업(Silver Industry)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급증하는데 따른 노인의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현황과 금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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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회교육전공(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ation)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2

1

전필
7438020

7439039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사회와 정치(Society and Politics)

3-3-0

3-3-0

전선

7439066

7437086

7437085

시장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the market economy)

서양사개론(Introduction of European History)

동양사개론(Introduction of Asian History)

3-3-0

3-3-0

3-3-0

2

전필
7438044

7439014

자연지리학 및 실습(Physical Geography and Field Survey)

사회학원론(Principles of Sociology)

3-2-2

3-3-0

전선
7438002

7439065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

법학통론(Introduction to Law)

3-3-0

3-3-0

3

1

전필 7438028 한국지리(Regional Geography of Korea) 3-3-0

전선

7439049

7437075

7437042

현대사회와 사상(Modern Society and Thoughts)

한국사개론(Introduction of Korean History)

역사학개론(Introduction to History)

3-3-0

3-3-0

3-3-0

2

전필
7427017

7439030

공통사회과교육론(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ation)

문화인류학원론(Principles of Cultural Anthropology)

3-3-0

3-3-0

전선

7437047

7437054

7438052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Europe)

한국사회경제사(History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지도학교육 및 실습(Cartography Education and Practice)

3-3-0

3-3-0

3-2-2

4

1
전필

7427035 공통사회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3-3-0

전선 7438033 아시아지리(Regional Geography of Asia) 3-3-0

2

전필 7427036
공통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Integrated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3-3-0

전선
7437046

7438059

동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Asia)

지리교육과정론(Introduction to Geography Curriculum)

3-3-0

3-3-0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역사교육과․지리교육과․사회교육과의 전공과목

전 공 간

중 복

학점인정

교 과 목

중복인정과목(15학점)

①한국사개론,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역사학개론, 서양근대사, 한국사회경제사,

동양근대사는 역사교육과전공과 중복인정 교과목임.

②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및 실습, 한국지리, 지도학교육 및 실습, 경제지리학, 아
시아지리, 지리교육과정론은 지리교육과전공과 중복인정 교과목임.

③사회와 정치, 시장경제의 이해, 사회학원론, 법학통론, 문화인류학원론, 현대사회
와 사상은 사회교육과전공과 중복인정교과목임.

* 공통사회교육전공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재학생만 이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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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공통사회교육론(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ation)

중ž고등학교 사회과교사에게 필요한 공통사회교육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으로 공통사회교육의 개념, 성격, 목표, 역사, 내용, 방법, 평가, 교사, 공통사회교

육과 공통사회교육학의 구조 등을 다룬다.

공통사회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Integrated Soci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본 강좌를 통하여 공통사회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좋은 사회과 교재의 특성이 무엇인

지를 이해하고 핵심적인 공통사회교육의 핵심적 교수법을 이해한다. 본 강좌는 공통사회 

교재와 교수법을 깊이있게 탐구하도록 강조한다. 중등 사회과 교사의 핵심 자질을 배양하

도록 한다.

공통사회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공통사회를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논리학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과 사회과의 효과적인 논술지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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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학교육(Integrated Science)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1

1

전필

전선

7447001

7448079

7448001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General Biology & Lab.Ⅰ)

지구과학 및 실험Ⅰ(Earth Science & LabⅠ)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Ⅰ(General Earth Science & LaboratoryⅠ)

4-3-2

4-3-2

3-2-2

2

전필

전선

7447002

7448080

7448015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General Biology & Lab.Ⅱ)

지구과학 및 실험Ⅱ(Earth Science & LabⅡ)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Ⅱ(General Earth Science & LaboratoryⅡ)

4-3-2

4-3-2

3-2-2

2

1

전필

전선

7445058

7448074

7424061

7445002

7446004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Ⅰ(Teaching Methods of ScienceⅠ)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Ⅳ(Teaching Methods of ScienceⅣ)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 & Writing in Science)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General Physics & Lab.Ⅰ)

일반화학 및 실험Ⅰ(General Physics & Practice.Ⅰ)

2-2-0

2-2-0

3-3-0

4-3-2

4-3-2

2

전필

전선

7446062

7447075

7445057

7446016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Ⅱ(Teaching Methods of ScienceⅡ)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Ⅲ(Teaching Methods of ScienceⅢ)

일반물리학 및 실험Ⅱ(General Physics & Lab.Ⅱ)

일반화학 및 실험Ⅱ(General Physics & PracticeⅡ)

2-2-0

2-2-0

4-3-2

4-3-2

3

1

전필 7424001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3-3-0

전선

7445061

7446065

7424066

7448090

7447053

역학 및 역학교육(Mechanics & Mechanics Education)

유기화학탐구학습(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세포학(Cell Biology)

천문학 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Astronomy and Practice)

중등생물실험교육론(Theory of Life Science Education)

3-3-0

3-3-0

3-3-0

3-2-2

2-1-2

2

전필

전선

7445063

7446066

7447020

7424067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교육(Electromagnetism&ElectromagnetismEducation)

물리화학탐구학습(Physical Chemistry Inquiry Study)

동물의 다양성(Diversity of Animals)

대기과학서론(Introduction to Atmospheric Science)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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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4

1

전필

전선

7445064

7446067

7447005

7424068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Modern Physics & Modern Physics Education)

분석화학탐구학습 (Analytical Chemistry Study)

생태학 (Ecology)

지사고생물학(Paleontology)

3-3-0

3-3-0

3-3-0

3-3-0

2

전필

전선

7445027

7446068

7447018

7448030

전자학 및 실험(Electronics and Lab)

무기화학탐구학습(Inorganic Chemistry Inquiry Study)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암석학(Petrology)

3-2-2

3-3-0

3-3-0

3-3-0

필수 1 과목 3 학점

전 공 선택 33 과목 99 학점

계 34 과목 102 학점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의 전공과목

학 과 간

중복인정

교 과 목

중복인정과목(최대 15학점)
①물리교육과 중복인정 교과목-과학교육론, 역학 및 역학교육 I은 역학및
역학교육,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 교육 I은 전자기학 및 전자기학 교육, 현
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 I은 현대물리학 및 현대물리학교육으로 인
정, 전자학 및 실험.
②화학교육과중복인정교과목-과학교육론,유기화학및탐구실험 I은유기화학
탐구학습, 물리화학및탐구실험 I은 물리화학탐구학습, 분석화학및탐구학습 I
은분석화학탐구학습, 무기화학및탐구학습 I은무기화학탐구학습으로인정.
③생물교육과 중복인정 교과목-중등생물실험교육론, 세포학 및 실
험, 동물의 다양성, 생태학, 분자생물학
④지구과학교육과 중복인정 교과목- 과학교육론, 천문학서론 및
실습, 암석학, 지사고생물학 지도는 지사고생물학으로, 대기과학
및 실험은 대기과학 서론으로 인정.

※ 공통과학교육전공 이수자는 본인 주 전공 과목을 제외한 각 전공에서 각 2과목 이상을 이수(18학
점 이상)하여야 함

※ 공통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I 및 Ⅱ는 각각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I, Ⅱ 그리고 Ⅲ,Ⅳ와 
상치되고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I,Ⅱ,Ⅲ,Ⅳ는 각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각 과의 교재연구 지도법과 상치되어 주전공을 제외한 2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교과
교육 영역의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과학과 논리 및 논술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의 각과 논리 및 논술
과 상치되는 과목으로 교원자격검정령상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연계전공 이수기
준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과학교육론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의 각과 과학교육론과 상치되는 과목으로 교
원자격검정령상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09년 학과분리 및 검정령 개편으로 인해 08년 이전 연계전공 신청 승인자에 한하여 일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및 실험 I,II 과목의 이수학점 제한사항(16학점)을 적용하지 않음.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가 공통과학교육연계전공을 이수할 경우 자연계기초 분야의 『일반OO

및 실험Ⅰ,Ⅱ(각 3학점)』을 공통과학교육연계전공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일반OO 및 실험
Ⅰ,Ⅱ(각 4학점)』과 동일한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최소전공인정학점에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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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과학교육론(Theory of Science Education)

효과적인 과학학습을 위해 학문적 특성에 따라 교재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 및 유용한 

교재의 개발과 그 교재를 학습지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Ⅰ(Teaching Methods of ScienceⅠ)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교재 내용중 물리과목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현장학습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Ⅱ(Teaching Methods of ScienceⅡ)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교재 내용중 화학과목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현장학습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Ⅲ(Teaching Methods of ScienceⅢ)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교재 내용중 생물과목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논의하여, 현장학습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Ⅳ(Teaching Methods of ScienceⅣ)

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과학교재 내용중 지구과학과목을 단원별로 검토하

고 논의하여, 현장학습에 올바로 적용되도록 지도법을 학습하는 강좌이다.

과학과 논리 및 논술(Logics and Logical Writing in Science)

중·고등학교 일선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 과학과 논리 및 논술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중·고

등학교 논리 및 논술교육의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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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관광개발(Rural Development and Tourism)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식량생산, 생활공간제공, 자연보전, 위락제공 등 여러 가

지 기능의 특성을 파악하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촌라온(amenity)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농업관광과 농촌관광, 휴양 등을 제공하는 녹색관

광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균

형적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조사, 설계,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점 개설학과

학년/

학기

2

1

전필

전선

6978002

6970001

6903051

6968001

재배학원론(Principles of Cultivation)

측량학 및 실습(Surveying & Practice)

해외농업개발·원조론

(International Agriculture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수목학및실습(Dendrology & Practice)

3-3-0

3-2-2

3-3-0

3-2-2

식물자원환경화학

지역건설공학

농업경제학

산림학

2/1

2/1

2/1

2/1

2

전필 4121004 농촌지도자학세미나(Rural Leadership Seminar) 3-3-0 농촌관광개발

전선

6978013

6970061

환경과농업(Environment and Agriculture)

지형정보공학세미나

(Seminar in Topographical Information Engineering)

3-2-2

3-2-2

식물자원환경화학

지역건설공학

2/2

2/2

3

1

전필
4121005 경관환경계획세미나

(Planning of Scenery Environmental Seminar)
3-3-0 농촌관광개발

전선

6970055

6903054

6968030

6903001

농업지리학세미나

(Agricultural Geography Seminar)

농식품유통론(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조경학(Landscape Architecture)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3-3-0

3-3-0

3-3-0

3-3-0

지역건설공학

농업경제학

산림학

농업경제학

3/1

3/1

4/1

1/2

2

전필

전선

6903056

6968054

6979010

6970012

6970062

농식품정책학(Agricultural and Food Policy)

산림휴양 및 공원관리학

(Forest Recreation & Park Management)

약용작물학 및 실습

(Medicinal Crops and Practice)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

(Computer Programming & Practice)

농촌계획학세미나(Rural Planning Seminar)

3-3-0

3-3-0

4-3-2

3-2-2

3-1-4

농업경제학

산 림 학

식물자원학

지역건설공학

지역건설공학

3/2

3/2

3/2

2/2

3/2

4

1

전필

전선

6903068

6970056

6903029

6970059

농촌관광경영론및세미나(RRural TourismManagement&Seminar)

지역자원학세미나(Rural Resources Seminar)

농촌복지론(Rural Welfare Economics)

농촌환경설계(캡스톤디자인)(Design of Rural Environment)

3-3-0

3-3-0

3-3-0

3-0-6

농업경제학

지역건설공학

농업경제학

지역건설공학

4/1

4/1

4/1

4/1

2
전필 4121006

녹색관광개발학세미나

(Green Tourism & Development Seminar)
3-3-0 농촌관광개발

전선

필수 3 과목 9 학점

전공 선택 19 과목 58 학점

계 22 과목 67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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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전공 인정과목

타 학 과

전공선택

인 정

교 과 목

연계전공 교과목

타학과 전공인정교과목

학 과 학 점

교과목번호 교과목

농업경제학

6903001

6981013 동물복지 및 환경 축산학전공 3-3-0

6979024 농업경영학 식물자원학과 3-3-0

재배학원론

6978002

6984005 재배학원론 특용식물학전공 3-3-0

6970041 재배학원론 지역건설공학과 3-3-0

약용작물학 및 실습

6979010

6986020 특용식물자원론 특용식물학전공 3-2-2

6986005 약용식물학 특용식물학전공 3-2-2

조경학

6968030

6987002 조경학 원예과학전공 3-3-0

6968037 조경설계 산림학과 3-1-4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실습

6970012

6967003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연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2

6978007 농업정보와컴퓨터응용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2-2

농업정책학

6903020
6968024 산림정책학 산림학과 3-3-0

농촌지도자학세미나

4121004
6970612 농촌지도자학세미나 지역건설공학과 3-3-0

경관환경계획세미나

4121005
6970617 경관환경계획세미나 지역건설공학과 3-3-0

녹색관광개발학세미나

4121006
6970603

농촌관광개발학입문세

미나
지역건설공학과 3-3-0

지역건설공학과 농촌관광개발전공(야간) 전교과목

● 교과목 개요

농촌지도자학세미나(Rural Leadership Seminar)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농업 농촌 지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습득하고 발표토론

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지도자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경관환경계획세미나(Landscape Environment Seminar)

경관환경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게하여 경관을 고려한 농촌공간의 환경계획을 발표토론 한다.

녹색관광개발학세미나(Green Tourism Development Seminar)

농촌지역체험관광의 필요성과 내용, 개발방법, 진행, 홍보, 시장관리 등을 습득하기 위해 

발표토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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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관리(Crisis & Emergency Management) : 전공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학년

학기

2

1 전선

8006034

5663003

4122001

7107058

생명윤리와 법(Bioethics and Law)

범죄사회학(Sociology of Crime)

경찰학개론(Theory of Police Adminstration)

민법총칙Ⅰ(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Ⅰ)

3-3-0

3-3-0

3-3-0

2-2-0

수의예과

사회학과

위기관리

법학부

2/2

2/1

1/1

2

전필 5665048 위기관리론(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3-3-0 행정학과 3/2

전선
7717015

7107001

소비자교육론(Theory of Consumer Education)

헌법Ⅰ(Constitution LawⅠ)

3-3-0

4-4-0

소비자학

법학부

2/2

1/2

3

1

전필 4122002 재난관리론(Disaster Management) 3-3-0 위기관리

전선

6210071

6547065

6970040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SR)

지리정보시스템 응용

(GIS Application to Urban and Environmental Field)

지역방재공학

(Preventive Disaster of Agricultural & Rural Engineering)

3-3-0

3-3-0

3-3-0

경영학부

도시공학

지역건설공학과

4/1

3/1

4/1

2

전필 7717053 소비자안전(Consumer Safety) 3-3-0 소비자학 2/2

전선

5665008

4122003

7717096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소방학개론(Introduction to fire Safety and Aid)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Insurance Planning and Personal Risk Management)

3-3-0

3-3-0

3-3-0

행정학과

위기관리

소비자학

2/2

2/2

4

1 전선

8305001

5665055

6547071

5665021

6210071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위기관리사례분석

(Crisis Management and case study)

생태도시계획(Eco-city Planning and Design)

조직관리론(Organization and Management)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SR)

3-3-0

3-3-0

3-3-0

3-3-0

3-3-0

약학과

행정학과

도시공학

행정학과

경영학부

4/1

4/1

4/1

2/1

4/1

2 전선

7707081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Observation & Research of Child Behavior)
3-2-2 아동복지 2/2

6547075 도시환경정책(Urban Environmental Policy) 3-3-0 도시공학 3/2

6543067
안전관리의 심리

(Psychology for Safety Management)
2-2-0 안전공학 4/2

전필 3 과목 9학점

전공 전선 20 과목 59학점

계 23 과목 68학점



타학과(부, 전

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행정학과, 법학부, 사회학과, 도시공학과, 소비자학과, 안전공학과, 아동복지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경영학부 의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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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재난관리론(Disaster Management)

현대는 전통적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 핵심기반 재난, 국민생활

안전 위기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과목은 재

난관리를 학문적 측면에서 재난관리의 개념과 재난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재난관리의 과

정을 살펴보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단계, 재난관리의 법․제도와 

행정 체계,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등 재난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경찰학개론(Theory of Police Adminstration)

현대사회에서 위기관리는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

축하는 것”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험의 예방과 장해의 제거 등의 기능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과

목은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 등을 살펴보며, 경찰정책, 경찰조직, 경

찰재무, 경찰인사 등 경찰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소방학개론(Introduction to Fire Safety and Aid)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와 건물의 고충화․밀집화 및 지하심층화 등이 심화됨에 따

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재난 및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으며, 이에 위기관리체계에서 소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목은 소방의 개념, 연

소이론, 화재이론, 소방원리, 예방활동, 건축물 방화계획 등에 대하여 기본적은 이론을 습

득하며, 위기관리 행정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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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관리의 공간정보학

Geographical Information Studie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본 전공은 공간정보처리능력을 갖춘 문화유산관리 전공자의 양성, 인문학 전공자

의 전산처리능력 배양, 자연과학 전공자의 인문적 소양 및 문화유산관리 능력 함양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소양을 두루 갖춘 연락장교

형 인간을 육성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유산

의 특성(시간, 공간, 형태)에 대한 심층 이해, 문화유산관리에 관련된 공간정보의 특

수성 이해, 문화유산의 계량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간분석의 이론과 실제, 매장문화

유산의 3차원(층서적) 공간정보에 대한 심층 이해 등에 중점을 둔 교육을 수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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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관리의 공간정보학(Geographical Information Studies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1

1 전필 5340001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

전선 7438020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 3-3-0 지리교육

2 전필

전선

2

1

전필

전선
5964052

5340005

층서학 및 실험(Stratigraphy and Lab.)

한국선사고고학(Korean Prehistoric Archaeology)

3-3-2

3-3-0

지구환경과학

고고미술사

2

전필
4126001 고고학적 공간분석과 지리정보체계

(Spatial Analysis in Archaeology and GIS)

3-3-0

전선

5964054

5964027

5340030

5340036

지구물리학 및 실험(Geophysics and Lab.)

퇴적학(Sedimentology)

한국도자사(History of Korean Ceramics)

한국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3-3-2

3-3-0

3-3-0

3-3-0

지구환경과학

지구환경과학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3

1 전필

4126002

5340067

문화재관리 및 행정(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고고학자료 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Achaeological Data)

3-3-0

3-2-2 고고미술사

전선 7438005 도시지리학(Urban Geography) 3-3-0 지리교육

2

전필

전선

5340003

5964025

7438018

7438021

고고학특강(Special Lectures in Archaeology)

GIS 원격탐사지질학(GIS and Remote Sensing in Geology)

응용지리학(Applied Geography)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

3-3-0

3-3-0

3-3-0

3-3-0

고고미술사

지구환경과학

지리교육

지리교육

4

1 전필 5340015 박물관학(Museology) 3-3-0 고고미술사

전선

2 전필

전선 5964035 지사학및한국지질론(Historical Geology and Geology of Korea) 3-3-0 지구환경과학

필수 5 과목 15 학점

전공 선택 13 과목 39 학점

계 18 과목 5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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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고고학적 공간분석과 지리정보체계(Spatial Analysis in Archaeology and GIS)

현대고고학의 발달과정과 공간분석기법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리정보체계의 기법을 고고학이 적극 수용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본 

과목을 통해 지리정보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물론, 고고학의 공간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문화유산관리 및 행정(Management of Cultural Properties)

문화유산은 연구와 향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 관리 및 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실무를 수반하게 되고 

이론의 교육만으로는 달성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 본 과목은 현장의 실무경험에 기초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문화유산의 관리 및 행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작업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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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영농학전공 Farming Management

미래영농학은 농학계 대학 재학생들에게 농업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중심의 

실습교육을 제공하여 농산업 분야로 진출할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을 하고자 개설되었다. 선도 농업인, 농기업체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영농정착 및 

경영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위주의 WPL (Work Place Learning) 교육, 인턴

쉽, 성공사례 특강 등을 통하여 농산업 경영 마인드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영농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미래 영농학은 졸업 후 영농정착, 창업농 또는 

농기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연계전공으로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의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창업 및 취업교육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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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영농학(Farming Management)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학기

2

1
전필 4127001 직업탐구학Ⅰ(Job SearchⅠ) 2-2-0 미래영농학 pass &

fail

전선
6981004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식품생명축산과학부 2/1

6981005 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3-3-0 식품생명축산과학부 2/1

2

전필

4127002 직업탐구학Ⅱ(Job SearchⅡ) 2-2-1 미래영농학 pass &
fail

4127004 현장학습 및 실습Ⅰ(Field Training & PracticeⅠ) 0-0-2 미래영농학 pass &
fail

전선

6903001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3-3-0 농업경제학과 1/2

6903004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3-3-0 농업경제학과 2/2

6978010 작물생리학(Crop Physiology) 3-3-0 식물자원학전공 2/2

6970012 컴퓨터프로그래밍및실습(Computer Programming& Practice) 3-2-2 지역건설공학과 2/2

3

1

전필 4127005 현장학습 및 실습Ⅱ(Field Training & PracticeⅡ) 0-0-2 미래영농학 pass &
fail

전선

4127006 WPL현장교육Ⅰ(Work Place LearningⅠ) 0-0-1주 미래영농학 pass &
fail

6986020 특용식물자원론(Industrial Crop Resources) 3-2-2 특용식물학전공 3/1

6967018 생물재료역학Ⅱ(Material Engineering for Biological ApplicationⅡ) 3-3-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1

6987003 원예연구및실습Ⅰ(Research & Practice in HorticultureⅠ) 3-1-4 원예과학전공 3/1

6982004 식품분자생물학(Food Molecular Biology) 3-3-0 식품생명공학전공 3/1

6903054 농식품유통론(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3-3-0 농업경제학과 3/1

2
전선

6978013 환경과 농업(Environment and Agriculture) 3-3-0 식물자원학전공 3/2

6967024 바이오시스템제어(Biosystems Control) 3-3-0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

6970035 농촌계획학 및 설계(Rural Planning & Design) 3-1-4 지역건설학과 3/2

6987009 원예연구및실습Ⅱ(Research & Practice in HorticultureⅡ) 3-1-4 원예과학전공 3/2

4

1

전필
4127007 현장학습 및 실습Ⅲ(Field Training & PracticeⅢ) 3-2-2 미래영농학

pass &
fail

4127009 미래농업학(Farm Management) 3-3-0 미래영농학 4/1

전선
4127008

6979019

WPL현장교육Ⅱ(Work Place LearningⅡ)

작물생태학(Plant Ecology)

3-1-4

3-3-0

미래영농학

식물자원학과

pass &
fail
4/1

일선 6982029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식품생명공학전공 pass &
fail

2
전선

6979011 잡초방제학및실습(Principles of Weed Control and Practice) 3-2-2 식물자원학전공 3/2

6970049 농촌개발종합설계(Design of Rural Development) 3-0-6 지역건설공학과 4/2

6978025 토양환경학(Soil Environment) 3-3-0 환경생명화학전공 4/2

필수 6 과목 10 학점

전공 선택 21 과목 63 학점

계 27 과목 7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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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과
(부, 전공)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연계전공
교과목

타학과 전공인정교과목
학과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

농업경제학
6903001 6968042 산림경제학 산림학과 3-3-0

농업경영학
6903004

6979024 농업경영학 식물자원학전공 3-3-0

6968053 산림측정 및 경영학 산림학과 3-2-2

6969047 임업경영학 및 실습 목재종이과학과 3-2-2

6967030 농업기계경영학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3-0

6983016 축산유통 및 경영학 축산학전공 3-3-0

6982025 식품산업경영 식품생명공학과 3-1-4

실험통계학
6975005

6978001 실험통계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3-0

6984012 실험통계학 응용생명공학부 3-3-0

6968007 산림통계학 및 실습 산림학과 3-2-2

6969007 산림통계학 및 실습 목재종이과학과 3-2-2

6970010 실험통계학 지역건설공학과 3-3-0

6981005 실험통계학 식품생명축산과학부 3-3-0

유기화학
6975004

6978003 유기화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3-0

6984002 유기화학 응용생명공학부 3-3-0

6969003 유기화학 목재종이과학과 3-3-0

6981009 응용생화학 축산학전공 3-3-0

원예연구 및
실습Ⅰ
6987003

6979002 전작 및 실습 식물자원학전공 4-3-2

6967014 농작업기계학 및 실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2

6969008 산림측정생산학 및 실습 목재종이과학과 3-2-2

6970001 측량학 및 실습 지역건설공학과 3-2-2

6985019 잡초방제학 및 실습 식물의학전공 3-2-2

6983005 유가공학 및 실험 축산학전공 3-2-2

인턴십 Ⅰ
6975042

6903032 인턴십Ⅰ 농업경제학과 3-0-4주

6986022 인턴십 특용식물학전공 3-0-4주

6967036 인턴십Ⅰ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0-4주

6968050 인턴십 산림학과 3-0-4주

6969050 인턴십 목재종이과학과 3-0-4주

6970044 인턴십Ⅰ 지역건설공학과 3-0-4주

토양환경학
6978025

6978008 토양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3-0

6968006 산림토양학 산림학과 3-3-0

6984017 토양비료학 응용생명공학부 3-3-0

환경과농업
6978013

6984005 재배학원론 응용생명공학부 3-3-0

6968054 산림휴양및공원관리학 산림학과 3-3-0

6980001 농업환경화학 환경생명화학전공 3-3-0

6985012 환경이상과식물장애 식물의학전공 3-3-0

6987011 환경원예학 원예과학전공 3-3-0

6982010 식품위생학 식품생명공학전공 3-3-0

6903017 환경경제학 농업경제학과 3-3-0

작물생리학
6978010

6984015 식물생리학 특용식물학전공 3-3-0

6968041 산림분자유전생리학 산림학과 3-3-0

6980021 식물영양학 환경생명화학전공 3-3-0

6985004 곤충생리학및실험 식물의학전공 3-2-2

6981008 동물생리학 축산학전공 3-3-0

6982011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전공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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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생태학
6979019

6985006 곤충생태학 식물의학전공 3-3-0

6968011 산림생태학 및 실험 산림학과 3-2-2

6970038 농업생태학 지역건설공학과 3-3-0

6980023 생태기상환경 환경생명화학전공 3-3-0

6987019 생태복원학 원예과학전공 3-3-0

특용식물자원론
6986020

6979009 공예작물학 및 실습 식물자원학전공 4-3-2

6978002 재배학원론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3-0

6968026 특용수재배학 및 실습 산림학과 3-2-2

6987016 자원식물학 원예과학전공 3-3-0

6983007 초지 및 사료작물학 축산학전공 3-3-0

원예학연구및
실습 Ⅱ
6987009

6903038 인턴십 Ⅲ 농업경제학과 3-0-4주

6979001 수도작 및 실습 식물자원학전공 4-3-2

6986014 인삼학 특용식물학전공 3-2-2

6967015 농기계공작 및 실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2

6968014 조림학 및 실습 산림학과 3-2-2

6969034 조림학 및 실습 목재종이과학과 3-2-2

6970016 농업환경수문학 및 실습 지역건설공학과 3-2-2

6984011 일반곤충학 응용생명공학부 3-2-2

6983009 가금학 및 실습 축산학전공 3-2-2

6982031 인턴십 Ⅲ 식품생명공학전공 3-0-4주

잡초방제학 및
실습
6979011

6967019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2

6968029 산림토목학 및 임업기계학실습 산림학과 3-2-2

6969030 목가구학 및 실습 목재종이과학과 3-2-2

생물재료역학
Ⅱ

6967018
6969044 바이오목질재료학 및 실험 목재종이과학과 3-2-2

바이오시스템
제어
6967024

6970026 시설환경제어공학 지역건설공학과 3-3-0

농촌계획학 및
설계
6970035

6903024 농장경영계획학 농업경제학과 3-3-0

식품분자생물학
6982004

6984003 미생물학 응용생명공학부 .3-3-0

6978004 분자생물학개론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3-0

컴퓨터프로그
래밍 및 실습
6970012

6967003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연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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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직업탐구학(Jop Search)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직업도 다양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업 분야를 선도해가는 사람

들을 초대하여 특강을 듣고, 여름 방학 동안에는 농림축산업과 유관한 기업체 또는 선도 

농가를 방문하는 jop map project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과정의 창업 및 취업교육과 연계되

어 운영된다. 교과과정은 Pass & Fail의 형태로 운영하며,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연계하

여 진행된다.

현장학습 및 실습(Field Training & Practice)

영농정착 및 경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익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미래전

문농업경영인과정의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교과과정은 Pass &

Fail의 형태로 운영한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에 연계하여 진행하고 4

학년 1학기에 학점을 부여한다.

WPL 현장교육(Work Place Learning)

미래영농학은 졸업 후 영농정착, 창업농 또는 농기업체로 진출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연계전공으로 현장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장

교육장 (Work Place Learning)에서 3학년 방학을 이용하여 6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4학년 1학기에 15시간의 발표 및 강의를 진행한다. 교과과정은 Pass & Fail의 형태로 운

영하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에 연계하여 진행하고 4학년 1학기에 학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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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전공(Social Enterprise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학
기

2

1

전필 4128001 사회적기업론(Introduction to Social Enterprises) 3-3-0 사회적기업 2/1

전선

5665013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2/1

5667041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3-3-0 경제학과 2/1

7707067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3-3-0 아동복지학과 2/1

2

전필 4128005 사회적 경제와 ODA(Social Economy and ODA) 3-3-0 사회적기업 2/2

전선

5665008 재무행정론(Financial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2/2

5667024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3-3-0 경제학과 3/2

7717103
7717104

소비자학연구방법(ResearchMethod in Consumer Studies)

소비자학연구방법실습(PracticeofResearchMethod inConsumerStudies)
1-1-0
2-0-4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3/2
3/2

3

1

전필
4128006 사회적 경제와 Governance

(Social Economy and Governance)
3-3-0 사회적기업 3/1

전선

5663014 사회조사방법론(Social Research Methods) 3-3-0 사회학과 3/1

6547017 도시주택론(Urban Housing Planning) 3-3-0 도시공학과 3/1

5666075 한국정당론(Korean Political Parties) 3-3-0 정치외교학과 3/1

2

전필
4128007 사회적 경제 현장실습

(Social Economy Field Practice)
3-3-0 사회적기업 3/2

전선

5665038 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3/2

7717049 소비자와 유통(Retaling for Consumer) 3-3-0 소비자학과 3/2

7707066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in Social Welfare) 3-2-2 아동복지학과 3/2

4

1

전필

전선

5663056 사회학 세미나(Seminars in Sociology) 3-3-0 사회학과 4/1

5665066 재정과 정부회계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 Accounting)
3-3-0 행정학과 4/1

5665063 정책분석과 평가론(Policy Analysis&Evaluation) 3-3-0 행정학과 3/1

5667028 재정정책(Fiscal policy) 3-3-0 경제학과 4/1

2

전필

전선

5665052 기업과정부론(Enterprises and Government) 3-3-0 행정학과 4/2

5667044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3-3-0 경제학과 4/2

5663027 지역사회연구(Studies on Regional Society) 3-3-0 사회학과 4/2

5663040 사회정책(Social Policy) 3-3-0 사회학과 4/2

필수 4 과목 12 학점
전공 선택 21 과목 60 학점

계 25 과목 72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
아동복지학과·소비자학과·도시공학과 전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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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사회적기업론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사

회적기업 등장배경과 개념, 사회적 역할과 위상,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점검하여 바람직

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사회적 경제와 ODA(Social Economy and ODA)

사회적 경제와 ODA의 개념 및 정책내용 및 그 의미를 학습하고, 각 국가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을 소개함. 또한 국제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배가시키는 차원에서 학

습함으로써 향 후,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실천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와 Governance(Social Economy and Governance)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등장배경과 주요 경과내용, 외국의 정책 사례 등을 

Governance 관점에서 소개하고 검토함으로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로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사회적 경제 현장실습(Social Economy Field Practice)

소셜벤처에 대한 현장의 실무 지식과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

생들이 소셜벤처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식 제공 및 실천

적인 내용을 학습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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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Big Data) 전공

빅데이터의 접목을 통하여 경영학, 인문사회학, 의료 및 보건학, 공학, 농학, 자연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

다. 본 연계전공은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역량을 교육하여 미래사회

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2

1 전필 6208069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 3-2-2 경영정보학과 2/1

2

전필 4130001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Big Data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s) 3-3-0 빅데이터전공 2/2

전선

6208033

5961007

4131001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통계프로그래밍및실험(Statistical Programing and Lab.)

빅데이터처리(Big Data Processing)

3-2-2

3-2-2

3-2-2

경영정보학과

정보통계학과

정보콘텐츠SW

2/2

2/2

2/2

3

1

전필 5972006
기초확률론 및 응용(Basic Probability Theory
and Application)

3-3-0 정보통계학과 2/1

전선
5111018

6208071

웹기반소프트웨어개발(Web-based Software Development)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3-2-2

3-3-0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

3/1

3/1

2

전필 4130002 소셜 빅데이터 (Social Big Data) 3-3-0 빅데이터전공 3/2

전선

5972021

5111027

6208062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

(Introduction to Multivariate Analysis)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고급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Advanced Business Programming)

3-2-2

3-3-1

3-2-2

정보통계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

3/2

3/2

3/2

4
1

전필 4130003 빅데이터와 문화예술(Big data and Culture Art) 3-3-0 빅데이터전공 4/1

전선 6208038
6208043

비즈니스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3-2-2
3-2-2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4/1

4/1

2 전선 5111042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rval) 3-3-0 소프트웨어학과 4/2

필수 5 과목 15 학점

전공 선택 11 과목 33 학점

계 16 과목 48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신소재공학과 6538070 전산통계(Computer Aided Statistics)

소프트웨어학과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511103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5111067 데이터베이스설계(Database Design)

컴퓨터공학과 5110025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컴퓨터공학과
(야간)

5110067 데이터베이스(Database)

5110068 인터넷프로그래밍(Internet Programming)

5110075 멀티미디어저작기술(Multimedia Authoring)

정보통신공학부 5108030 데이타베이스시스템설계(Database System Design)

정보통계학과 5972027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Data Mining and Lab.)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 각 개설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학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중복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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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콘텐츠 SW 융합(Information Content SW Convergence

Major)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1

1
전필 5111004 창의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2-0-4 소프트웨어학과 1

교선

전선

0813015

5111001

정보기술프로그래밍(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ming)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2-2

3-3-0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1

2
전필 5111002 컴퓨터시스템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3-3-0 소프트웨어학과 2

전선

교선

6208063

0615001

경영과 정보기술(Management and IT)

컴퓨터 실무활용(Practical Computer Application)

3-2-2

2-1-2

경영정보학과

기초교육원

2

2

2

1

전필 5111006 자료구조(Data Structures) 3-3-0 소프트웨어학과 1

전선

6208076

8702053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BPA and Application Software Design)

디지털이미지워크숍I(Digital Image Workshop I)

3-2-2

3-0-6

경영정보학과

디자인학과

1

1

2

전필 6208033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3-2-2 경영정보학과 2

전선
8702058

6208070

5111010

디지털이미지워크숍II(Digital Image Workshop II)

창조적 사고의 기술(Creativity Technology)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3-0-6

3-2-2

3-3-0

디자인학과

경영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2

2

2

3

1

전필 5111016 객체지향설계(Object-Oriented Design) 3-3-1 소프트웨어학과 1

전선

6208038

6208004

5111015

비즈니스 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운영체제(Operation Systems)

3-2-2

3-2-2

3-3-0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1

1

2

전필 5111022 알고리즘(Algorithms) 3-3-1 소프트웨어학과 2

전선

6208012
5111027

6208077

5111020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3-2-2

3-3-1

3-2-2

3-3-0

경영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2

2

4

1
전필 4131003

정보콘텐츠 SW프로젝트

(Information Contents Software Project)
3-2-2 정보콘텐츠SW 1

전선
5111032

6208043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3-3-0

3-2-2

소프트웨어학과

경영정보학과

1

1

2
전선

4131001

4131002

빅데이터 처리(Big Data Processing)

실험실 프로젝트(Lab Project)

3-2-2

3-2-2

정보콘텐츠SW

정보콘텐츠SW
2

필수 7 과목 20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59 학점

계   27 과목 79 학점

본 교육과정은 “한국교통대학교”,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배재대학교”와 지역선

도대학 육성사업 협약에 의해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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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과

(부, 전공)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연계전공교과목
타학과 전공인정교과목

학과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

컴퓨터시스템개론

5111002
7417085 컴퓨터시스템개론

컴퓨터

교육과
3-3-0

자료구조

5111006
7417076 자료구조I

컴퓨터

교육과
3-3-0

운영체제

5111015
7417068 운영체제

컴퓨터

교육과
3-3-0

객체지향설계

5111016
7417065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컴퓨터

교육과
3-2-2

알고리즘

5111022
7417072 컴퓨터알고리즘

컴퓨터

교육과
3-3-0

컴퓨터그래픽스

5111027
7417063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

교육과
3-2-2

데이터베이스시스템

6208033

5111026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
3-3-1

7417080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컴퓨터

교육과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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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역사ㆍ문화

Interdisciplinary Major of North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통일시대 융합형인재 양성사업단>이 기획ㆍ개발한“동북아 역사ㆍ문화 연계전

공”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통일과정에서 민족의 화합과 동북아시아의 상생을 도

모할 조정자로서 인문적 소양을 갖춘 융합(문화융합, 실무능력ㆍ이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을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모

태가 되는 原流文化를 탐색하여 각 국 문화를 비교ㆍ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한민족 문화의 탐색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

ㆍ중ㆍ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의 비교문화적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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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역사ㆍ문화(Interdisciplinary Major of North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1

1

전필
5340001

5306148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중급중국어Ⅰ(Intermediate Chinese)

3-3-0

3-3-1

고고미술사

중어중문

전선
7437075

5306119

한국사개론(Introduction of Korean History)

기초중국어회화Ⅰ(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Ⅰ)

3-3-0

2-2-0

역사교육

중어중문

2

전필 5340032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3-0 고고미술사

전선
7437085

5306119

동양사개론(Introduction of Asian History)

기초중국어회화Ⅱ(Elementary Conversational ChineseⅡ)

3-3-0

2-2-0

역사교육

중어중문

2

1

전필 5306123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Literature and Art in ChinaⅠ) 3-3-0 중어중문

전선

5340005

5340006

5340064

7437021

7437004

한국선사고고학(Korean Prehistoric Archaeology)

동양고고학(East Asian Archaeology)

동아시아 불교미술사(History of Buddhist Art in East Asia)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동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Asia)

3-3-0

3-3-0

3-3-0

3-3-0

3-3-0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역사교육

역사교육

2

전필 5306126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Literature and Art in ChinaⅡ) 3-3-0 중어중문

전선

5340036

5340030

5340050

7437078

한국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한국도자사(History of Korean Ceramics)

중국미술사(Arts of China)

한국사상·문화사(Histor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3-3-0

3-3-0

3-3-0

3-3-0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역사교육

3

1

전필 5340067 고고학자료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Archaeological Data) 3-3-0 고고미술사

전선
5340068

5340048

고대동북아의문물교류(Cultural Exchange of theAncientNortheastAsia)

일본미술사(Arts of Japan)

3-3-0

3-3-0

고고미술사

고고미술사

2

전필 4132001 분열과 통일의 한국사(Breakup and Unification in Korean History) 3-3-0

전선

5340070

4132001

7437054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Exchange of East Asia)

갈등과 화합의 대외관계사(History of Discord and Harmony)

한국사회경제사(History of Korean Society and Economy)

3-3-0

3-3-0

3-3-0

고고미술사

역사교육

4

1
전필

전선 7437059 동서교류사(History of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3-3-0 역사교육

2
전필

전선 7437055 한국대외교류사(History of Interchange betweenKorea and ForeignCountries) 3-3-0 역사교육

필수 7 과목 21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58 학점

계 27 과목 79 학점

**타학과
(부, 전공)
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5340001

5340032

5306123

5306126

5340067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Literature and Art Works in ChinaⅠ)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Literature and Art Works in ChinaⅡ)

고고학자료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Archaeolog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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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컨설팅(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기업 목표와 연계된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정보관리, 정보

기술, 법제도 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위험분석,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론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2

1

전필 6208069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 3-2-2 경영정보학과 3/1

전선
5110025

4133008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정보법(Information Law)

3-3-0

3-3-0

컴퓨터공학과

보안컨설팅전공

3/1

2/1

2

전필 4133001 정보보호개론(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3-3-0 보안컨설팅전공 2/2

전선

6208004

5110047

6208005

5110109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 Management)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3-2-2

3-3-0

3-3-0

3-3-0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3/2

2/2

2/2

3/2

3

1

전필 6208047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3-3-0 경영정보학과 4/1

전선
6208071

5110007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C/C++프로그래밍(C/C++ Programming)

3-3-0

3-2-2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3/1

2/1

2

전필
4133002 정보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Ethics and Privacy)
3-3-0 보안컨설팅전공 3/2

전선 4133009 과학기술법(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3-3-0

보안컨설팅전공 3/2

4

1

전필

전선
4133003

4133007

창업과 기업가정신(Venture and Entrepreneurship)

산학특강(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Seminar)

3-3-0

3-3-0

보안컨설팅

보안컨설팅

4/1

4/1

일선 4133005
4133006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보안컨설팅전공

보안컨설팅전공

4/1

4/1

2

전필 4133004 정보보호컨설팅(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3-3-0 보안컨설팅전공 4/2

전선
6208037

6208049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3-3-0

3-3-0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2/2

4/2

일선
4133005
4133006

인턴십Ⅰ(InternshipⅠ)

인턴십Ⅲ(InternshipⅢ)

15-0-16주

3-0-4주

보안컨설팅전공

보안컨설팅전공

4/2

4/2

필수 5 과목 15 학점

전공 선택 13 과목 39 학점

계 18 과목 54 학점

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4134001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Business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6208033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6208040 정보통신경영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6208035 경영통계학(Business Statistics)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 각 개설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학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중복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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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간상호학점인정대비표

소프트웨어학과(전공) 보안컨설팅 연계전공(전공)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5111041 정보보호 4133001 정보보호개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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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2

1

전필 6210068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 3-3-0 경영학부 4/1

전선

6210001
6209100

8702001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글로벌비즈니스의 이해(Understanding of
Global Business)
디자인개론 I(Introduction to design I)

3-3-0
3-3-0

3-2-2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디자인학과

1/1
1/1

1/1

2

전필 6210003 마케팅관리론(Marketing Management) 3-3-0 경영학부 2/2

전선

6210004
6209009
6208054
8702005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기술경영론(Technology Management)
디자인개론 II(Introduction to design II)

3-3-0
3-3-0
3-3-0
3-2-2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디자인학과

2/2
3/2
4/2
1/2

3

1

전필 6210063 마케팅조사론(Marketing Research) 3-3-0 경영학부 3/1

전선
6210040
6208071
7719080

중급회계 I (Intermediate Accounting I)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디지털패션경영(Digital Fashion Management)

3-3-0
3-3-0
3-3-0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1
3/1
2/1

2

전필
4134001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Business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3-3-0 벤처비즈니스 2

전선

6210038
6209114

8702054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글로벌벤처기업전략(캡스톤디자인)
(Born Global Company Strategic Management)
디자인심리와 시지각(Design Psychology &
Visual Illusion)

3-3-0
3-3-0

3-2-2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디자인학과

3/2
3/2

2/2

4

1

전필 4134002
디자인사고와 혁신(Design Thinking and
Innovation)(캡스톤 디자인)

3-3-0 벤처비즈니스 1

전선
6210071

6208038

환경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캡스톤디자인)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SR)
비즈니스 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3-3-0

3-2-2

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4/1

3/1

2

전필 4134003 창업실습 (Entrepreneurship Practice)(캡스톤디자인) 3-0-3 벤처비즈니스 2

전선
6209090
6210033
7719020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Business Communication)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패션상품유통론(Fashion Retailing)

3-3-0
3-2-2
3-3-0

국제경영학과
경영학부

패션디자인정보학과

3/2
3/2
3/2

필수 6 과목 18 학점
전공     선택 18 과목 54 학점

계   24 과목 72 학점

타 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 재무관리: 재무관리(6209077, 국제경영학과), 재무관리(6208019, 경
영정보학과) 대체가능 
-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 경영전략(6209083, 국제경영학과) 대체가능
- 마케팅관리론: 마케팅관리(6209112, 국제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6208007, 경영정보학과) 대체가능
- 회계원리: 회계원리(6209035, 국제경영학과), 회계원리(6208028, 경
영정보학과) 대체가능
-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6209097, 국제경영학과) 대체가능
-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6208004, 경영정보학과) 대체가능

전공 간 중복 
학점인정
교과목

- 각 개설학과 소속 학생이 소속학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9학점
까지 중복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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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 협력 연계전공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2

1

전필 6903051
해외농업개발·원조론(International Agriculture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3-3-0 농업경제학과 2/1

전선

6978002 재배학원론(Principles of Cultivation) 3-3-0 원예과학전공

지역건설공학과

식물자원환경화학부

2/1

4/1

2/1

6978008 토양학개론(Introduction to Soil Science) 3-3-0 식물자원환경화학부 2/1

2

전필 4135001 국제개발협력의 이해(Introduction to ODA) 3-3-0 해외농업개발·협력 2/2

전선
6980010 비료학(Fertilizers) 3-3-0 식물자원환경화학부 2/2

6903001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3-3-0 농업경제학과 1/2

3

1

전필 4135002 국제개발협력분야별 이슈(ODA Sectors Issue) 3-3-0 해외농업개발·협력 3/1

전선

6903054 농식품유통론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3-3-0 농업경제학과 3/1

6982033 식품가공학I(Food Processing I) 3-3-0 식품생명공학전공 3/1

6970014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Irrigation & Drainage

Engineering and Practice)

3-2-2 지역건설공학과 3/1

6968060 산림전공영어및실습(Forestry Professional English and Practice) 3-2-2 산림학과 3/1

6967014 농작업기계학및 실습 (Field Machinery and Practice) 3-2-2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1

6979004 국제농업(International Agriculture) 3-3-0 식물자원학전공 3/1

6987010 시설원예학(Controlled Horticulture) 3-3-0 원예과학전공 3/1

6968014 조림학 및 실습(Silviculture & Practice) 3-2-2 산림학과 3/1

2

전필
4135003 프로젝트 기획 평가방법론

(Project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3-3-0 해외농업개발·협력 3/2

전선

6982010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3-3-0 식품생명공학전공 3/2

6967019 농산가공기계학 및 실습(Agricultural Process

Machinery and Practice)

3-2-2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2

6983009 가금학 및 실습(Poultry Production and Practice) 3-2-2 축산학전공 3/2

6979012 종자생산학 및 실습(Seed Production and Lab.) 3-3-2 식물자원학전공 3/2

4

1

전필

전선

6983014 양돈학(Swine Production) 3-3-0 축산학전공 4/1

6983015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Feeding Management

of Large Livestock and Practice)
3-2-2 축산학전공 4/1

2
전필

전선 6968038 해외임업론(International Forestry) 3-3-0 산림학과 4/2

필수 4 과목 12 학점

전공 선택 20 과목 60 학점

계 24 과목 72 학점

타 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 교과목

식물자원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원예과학전공, 축산학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식품생명공학전공, 환경생명화학
전공, 산림학과 전공과목

전공 간 중복
학점인정
교과목

재배학원론
원예과학전공(6973003), 지역건설공학과(6970041),

식물자원학환경화학부(6978002)



연계전공 _895

◎ 언론정보(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전
학
년

1 전필 4136001 저널리즘과 글쓰기 (News Writing and Reporting) 3-3-0 언론정보

2 전필 4136002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3-3-0 언론정보

1,2 전선

0614008 독서와 토론(Reading and Discussion) 3-3-0 창의융합

0614009 매체와 표현(Media and Expression) 3-3-0 창의융합

0614005 발표와 토론의 실제(Presentation and Discussion) 3-3-0 창의융합

1
1 전선

5342002 프랑스어입문Ⅰ(Introduction to FrenchⅠ) 3-3-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306136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nd Chinese Culture) 3-3-0 중어중문

2 전선 5306137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nd Chinese Society) 3-3-0 중어중문

2

1
전선 5339038 서양사강독(Readings in European History) 3-3-0 사학과

전선 5306124 경서제자입문(The Confucian Classics & Other Philosophers’Books) 3-3-0 중어중문

1,2
전선

0711002 중국문화의 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s) 3-3-0 중어중문

0712024 철학고전읽기(Classic Readings of Philosophy) 3-3-0 창의융합

0711008 프랑스 문화와 예술기행
(Journey into French Culture and Art) 3-3-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1 전선
7437059 동서교류사

(History of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3-3-0 역사교육학과

5306128 중국 문화와 문학의 이해
(Chinese Culture and Literature) 3-3-0 중어중문

2 전선

5339044 한국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 사학과

5339060 이슬람사(History of Islamic World) 3-3-0 사학과

5342028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French cinema and contemporary society) 3-3-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7437084 20세기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20th Century) 3-3-0 역사교육학과

4 1 전선 4136003  미디어와 사회(Media and Society) 3-3-0 언론정보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18  과목   54   학점
                                         계     20  과목   60   학점

● 교과목 개요

미디어와 사회(Media and Society) 

  미디어는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미디어

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일은 미디어가 우리 사

회에 기여하는 구체적 가치를 파악하는 일이다. “미디어와 사회”는 미디어의 본질, 가

치 및 기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법, 구성원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미디어를 통해 촉진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학습

을 통해 미래 건강하고 원활한 미디어 활동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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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출판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전
학
년

1 전필 4137001 문자와책의역사(History ofwritten symbols and books) 3 번역출판

2 전필 4137002 번역출판의 기본이해 (Understanding the
Basics of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3 번역출판

1

1 전선

0711005 국어정서법(Language and
Communication)

3 국어국문

0711008 프랑스문화와예술기행(Journey into French Culture and Art)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 전선 7407078 영문학 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 영어교육과

2

1
전선

7407042 영미희곡강독(Reading in English Plays) 3 영어교육과

7437078 한국사상·문화사
(History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3 역사교육과

5339038 서양사강독
(Readings in European History)

3 사학과

2
전선

5306056 한자의 원리(The Chinese Writing System) 3 중어중문

7437059
동서교류사
(History of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3 역사교육과

5342016
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
(Introduction to French to Korean translation)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1
전선

5306128
중국 문화와 문학의 이해

(Chinese Culture and Literature)
3 중어중문

5339026
한국근대사
(Modern History of Korea)

3 사학과

5342021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
(Introduction of Translating Audiovisual works)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
전선

5339052
중국풍속사
(History of Custom in China) 3 사학과

5342028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
(French cinema and contemporary society)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339060 이슬람사(History of Islamic World) 3 사학과

4

1
전선

0715010
인간과 기계문명
(Human and Machine Civilization) 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7437084 20세기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20th Century) 3 역사교육과

2
전선

0813019
도서출판프로젝트

(Project for Publishing Book)
3 창의융합

0615001 컴퓨터 실무 활용 2 창의융합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19 과목 56 학점

계 21 과목 6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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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한 통역(English-Korean and Korean-English Interpretation )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전
학
년

1
전필 4138001  통역의 이론과 실제(Interpretation Theory and Practice) 3-3-0 영·한 통역 전공

전선 4138002  초급 통역 연습(Practice in Pre-intermediate Interpretation) 3-3-0 영·한 통역 전공

2
전필 4138003  중급 통역 연습(Practice in Intermediate Interpretation) 3-3-0 영·한 통역 전공
전선 4138004  고급 통역 연습(Practice in Advanced Interpretation) 3-3-0 영·한 통역 전공

1

1,2 전선

0614005  발표와 토론의 실제(Presentation and Discussion) 3-3-0 창의융합교육본부

0614008  독서와 토론(Reading and Discussion) 3-3-0 창의융합교육본부

0712007  세계문화유산의 이해(An Invit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3-3-0 사학과

0712008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역사 
 (Chinese History Watching through the Media) 3-3-0 사학과

0712018  역사와 스토리텔링(History and Storytelling) 3-3-0 사학과

2 전선

5307007  영문법(English Grammar) 3-3-0 영어영문학과

4139003  스토리텔링의 기초(Basics of Storytelling) 3-3-0 문화콘텐츠 전공

5305012  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 국어국문학과

2

1 전선

5307020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3-3-0 영어영문학과

5307028  영어회화 I(English Conversation I) 3-3-0 영어영문학과

5307064 문학 번역 연습(Practice in Literary Translation) 3-3-0 영어영문학과

5307057  영어 듣기(English Listening) 3-3-0 영어영문학과

2 전선

5307065  영어토론연습(Practice in English Discussion) 3-3-0 영어영문학과

5307025  영어회화 II(English Conversation II) 3-3-0 영어영문학과

5305013  국어문법론(Korean Grammar) 3-3-0 국어국문학과

3

1,2 전선

0712001  한국사의 이해(Invitation to Korean History) 3-3-0 사학과

0712003  동양문화사(Cultural History of East Asia) 3-3-0 사학과

2 전선
5305050  의사소통교육론

 (Educa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 3-3-0 국어국문학과

5307059  영어논술 연습(English Essay Writing) 3-3-0 영어영문학과

4

1 전선
5307066  영미 드라마 번역 (Transl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Drama) 3-3-0 영어영문학과

4138005  인턴십 I(Internship I) 3-0-4주 영·한 통역 전공

2 전선
5307067  통번역 세미나 (Seminar i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3-3-0 영어영문학과

4138006  인턴십 II(Internship II) 3-0-4주 영·한 통역 전공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25 과목 75 학점

계 27 과목 81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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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통역의 이론과 실제(Interpretation Theory and Practice)

  다양한 범주의 텍스트에 대한 통번역 전략을 개괄한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구조분

석, 텍스트분석, 텍스트유형, 언어역, 문체비교, 노트테이킹 방법을 배운다.

초급 통역 연습(Practice in Pre-intermediate Interpretation)

  문장단위 통역연습 수업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대화 통역(dialogue interpreting)’을 

연습하고 영어를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중급 통역 연습(Practice in Intermediate Interpretation)

  문단단위 통역연습 수업으로 원문에 대한 이해능력 및 분석능력을 배양하며 한국어를 영

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전환하는 작문 및 구두 연습을 포함한다.

고급 통역 연습(Practice in Advanced Interpretation)

  텍스트의 의미단위를 분석하고 눈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파악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통역

하는 문장구역 연습을 통해 전문 통역가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인턴십l(Internship I)

  통번역회사나 일반기업체 혹은 국제행사 등에 파견되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인턴십ll(Internship II

  통번역회사나 일반기업체 혹은 국제행사 등에 파견되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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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전
학
년

1
전필 4139001 문학과문화콘텐츠론(Literature and culture contents) 3-3-0 문화콘텐츠

전선 4139002 대중매체와 문화콘텐츠(Mass media and cultural contents) 3-3-0 문화콘텐츠

2
전필 4139003 스토리텔링의 기초(Basics of Storytelling) 3-3-0 문화콘텐츠

전선 4139004 창작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Creative Writing) 3-3-0 문화콘텐츠

1,2 전선

0712009 역사학과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만남
(The Conversions of History and Digital Culture Contents)

3-3-0 사학과

0716004 연극영화의 이론과 감상
(Theory and Appreciation of Theatre and Cinema)

3-3-0 인문대학

0712014 대중문화와 예술의 이해(Understanding on Mass Culture and Art) 3-3-0 철학과

0712018 역사와 스토리텔링(History and Storytelling) 3-3-0 사학과

1 1,2 전선

0711002 중국문화의 이해(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 3-3-0 중어중문학과

0711018 시 읽기와 마음 가꾸기
(Korean Modern Poetry and Consiousness Growth)

3-3-0 국어국문학과

5340032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2

1
전선

5305005 고전문학강독(Reading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5305025 문학연구방법론(Methods of Literary Research) 3-3-0 국어국문학과

5306142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Chinese Business Culture and Communication)

3-3-0 중어중문학과

2
전선

5340039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5305032 현대소설강독(Readings in Modern Korean Fiction) 3-3-0 국어국문학과

5306143 중국 지역사회와 영화(Chinese Regions in Cinema) 3-3-0 중어중문학과

3

1
전선

5305007 구비문학(Korean Oral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5305027 작가작품론(Seminar On Modern Literature) 3-3-0 국어국문학과

5307058 아동 및 청소년 문학(Children's and Adolescent Literature) 3-3-0 영어영문학과

2
전선

5305016 문예비평론(Literary Criticism) 3-3-0 국어국문학과

5305045 향가여요론(Hyangga-Yeoyo) 3-3-0 국어국문학과

5305048 희곡론(Theory of the Drama) 3-3-0 국어국문학과

4

1
전선

5305054 현대문화예술창작론(Theory of Creative Writing) 3-3-0 국어국문학과

4139005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주 문화콘텐츠

2
전선

5305044 고소설론(Classical Korean Fiction) 3-3-0 국어국문학과

4139006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주 문화콘텐츠

필수 2 과목 6 학점
전공    선택 25 과목 75 학점

계 27 과목 8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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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문학과 문화콘텐츠론(Literature and culture contents)

  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대중매체와 문화콘텐츠(Mass media and cultural contents)

  현대 사회의 다양한 대중매체의 성격과 대중매체를 통해 생성ㆍ소통되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콘텐츠 분석과 창작의 토대를 마련한다.

스토리텔링의 기초(Basics of Storytelling)

  오늘날 각종 문화 콘텐츠의 핵심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역사, 이론적 

배경, 활용 방식,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학습한다.

창작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of Creative Writing)

  문학 창작 이론을 학습하고 창작에 적용을 해 봄으로써 문학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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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전문인력(Museum Professionals)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연계전공)

전학
년

1,2 전필 4140001 영어로 읽는 박물관(Museum in English) 3-3-0 박물관전문인력

1

1,2 전선 0813009 특강한국사(Special lecture on Korean history) 3-3-0 사학과

1,2 전선 0712004 서양문화사(Cultural History of Europe) 3-3-0 사학과

1 전선 5306136 중국어와 중국문화(Chinese and Chinese Culture) 3-3-0 중어중문학과

1 전선 5340001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2 전선 5306137 중국어와 중국사회(Chinese and Chinese Society) 3-3-0 중어중문학과

2 전선 5340032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2

1,2 전선 0712007
세계문화유산의 이해(An Invita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World) 3-3-0 사학과

1,2 전선 0712001 한국사의이해(Invitation to Korean History) 3-3-0 사학과

1 전선

5339042 조선전기사(History of Early Chosun-Dynasty) 3-3-0 사학과

5339002 고려시대사 (History of the Koryo-Dynasty) 3-3-0 사학과

5340058 고고학사(History of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5340005 한국선사고고학(Korean Prehistoric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2 전선

5339043 조선후기사(History of Late Chosun-Dynasty) 3-3-0 사학과

0712003 동양문화사(Cultural History of East Asia) 3-3-0 사학과

5340050 중국미술사(Arts of China) 3-3-0 고고미술사학과

5340039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3-3-0 고고미술사학과

5340030 한국도자사(History of Korean Ceramics) 3-3-0 고고미술사학과

5340036 한국역사고고학(Historical Archaeology of Korea) 3-3-0 고고미술사학과

3

1 전선

5339026 한국근대사 (Modern History of Korea) 3-3-0 사학과

5339068 명청시대사 (History of Ming-Qing Period) 3-3-0 사학과

5340037 한국조각사(History of Korean Sculpture) 3-3-0 고고미술사학과

5340006 동양고고학(East Asian Archa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2 전선
5339044 한국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 사학과

5340038 한국회화사(History of Korean Painting) 3-3-0 고고미술사학과

4

1 전선

4140002 실무 인턴쉽 Ⅰ(Internship Ⅰ) 3-0-4 박물관전문인력

5340015 박물관학(Museology) 3-3-0 고고미술사학과

5338072 예술철학 세미나(Seminar in Philosophy of Art) 3-3-0 철학과

2 전선
4140003 실무 인턴쉽 Ⅱ(Internship Ⅱ) 3-0-4 박물관전문인력

5339059 박물관학과역사(Museology and History) 3-3-0 사학과

필수 1 과목 3 학점
전공선택 29 과목 87 학점

계 30 과목 9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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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영어로 읽는 박물관(Museum in English)

  인류가 남긴 역사 문화자료의 보고인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의 주

요 박물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문화유산의 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Heritage)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에 대해 전문가적 안목을 기르고 문화사적 의미

를 탐구한다.

고문서입문(Introduction to Paleography)

  각 시대별로 생산된 고문서의 성격과 종류 등에 대해 이해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탐구한다.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만들어진 생활문화와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적인 의미

를 탐구한다.

실무 인턴쉽Ⅰ(InternshipⅠ)

  강의실에서 배운 기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박물관 현장에 나가 

실습함으로서 실무능력을 기른다.

실무 인턴쉽Ⅱ(InternshipⅡ)

  자료의 정리와 활용, 전시 및 교육 활동 등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박물관 현

장에 나가 실습함으로서 실무능력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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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안전(Intelligence Safety Management) 전공

학년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학기

1

1
전필

전선

2
전필

전선 6208063 경영과정보기술(Management and IT) 3-2-2 경영정보학과 1/2

2

1
전필

전선 6543068 화학공정공학(Chemical Process Engineering) 3-3-0 안전공학과 2/1

2
전필

6208005
6208033
6943098
6543020

계량경영학(Introduction to QuantitativeManagement)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스마트통계학(Smart Statistics)
작업환경공학(Working environment Engineering)

3-3-0
3-2-2
3-3-0
3-3-0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2/2
2/2
2/2
2/2

전선 6543036 화학안전공학(Chemical Safety Engineering) 3-3-0 안전공학과 2/2

3

1

전필

전선

6208041
6208071
6543005
6543023

시스템 시뮬레이션(System Simulation)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방폭공학(Explosion Protection Engineering)
인간공학(Ergonomics)

3-3-0
3-3-0
3-3-0
3-3-0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3/1
3/1
3/1
3/1

2

전필 6943099
안전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Safety
Management Science)

3-3-0 안전공학과 3/2

전선

6208077
6543085
6543002
6543094

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Business Process Management)
건설안전공학(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기계설비안전(Mechanical Facility Safety)
방재및재난안전(Disaster Management)

3-3-0
3-3-0
3-3-0
3-3-0

경영정보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3/2
3/2
3/2
3/2

4

1

전필

전선

6208047
6208043
6208038
6543072
6543067
6543097

정보보호관리(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비즈니스 프로그래밍(Business Programming)
전기안전설비설계(Electrical Safe Installation Design)
안전관리의 심리(Psychology for Safety Management)
산학특강세미나(Industry-Academic Seminar)

3-3-0
3-2-2
3-2-2
3-3-0
3-3-0
1-2-0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4/1
4/1
4/1
4/1
4/1
4/2

일선 4141001 인턴십Ⅰ(InternshipⅠ)
3-0-4
주

지능형안전전공 4/1

2

전필

전선
6208049
6208062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고급 비즈니스 프로그래밍(Advance Business
Programming)

3-3-0
3-2-2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학과

4/2
4/2

일선 4141002 인턴십Ⅱ((InternshipⅡ)
3-0-4
주

지능형안전전공 4/2

필수 5 과목 15 학점

전공 선택 19 과목 55 학점

계 24 과목 70 학점

타 학과(부,
전공)전공선

택
인정 교과목

- 지역방재공학(6970040, 지역건설공학과)
- 위기관리론(5665048, 행정학과)
- 공간·환경·안전세미나(6547104, 도시공학과)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
교과목

- 경영정보학과 개설 경영통계학(6208035) 교과목은 안전공학과
개설 스마트통계학(6543079)과 동일 교과목 인정함
- 각 개설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학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중복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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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자동차공학(Smart Car Engineering Major)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영문) 학점 개설학과

2

1 전선 5107006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3-2-2 전자공학부

2
전선

6510013 동력학(Dynamics) 3-3-0 기계공학부

6510053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3-3-0 기계공학부

6510101 컴퓨터응용설계(Computer-Aided Design) 2-0-4 기계공학부

3

1
전선

5107018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Data Structure and Algorithm) 3-3-0 전자공학부

5108023 신호및시스템(Signal and System) 3-3-0 정보통신공학부

5106017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3-3-0 전기공학부

2

전필 4142001 컴퓨터비전시스템(Computer Vision System) 3-3-0 스마트자동차공학

전선

5107028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3-2-2 전자공학부

5106026 현대제어(Modern Control) 3-3-0 전기공학부

5106029 전기기기Ⅰ(Electric MachinesⅠ) 3-3-0 전기공학부

5106028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3-3-0 전기공학부

6510128 친환경자동차시스템공학(Green Car System Engineering) 3-3-0 기계공학부

6510036 자동차공학(Automotive Engineering) 3-3-0 기계공학부

5108027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3-3-0 정보통신공학부

4

1

전필 4142002 스마트자동차공학(Smart Car Engineering) 3-3-0 스마트자동차공학

전선

511103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3-0 소프트웨어학과

5111031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2-2 소프트웨어학과

5107035 센서 및 계측(Sensor and Instrumentation) 3-3-0 전자공학부

2

전필 4142003 스마트자동차 실험 (Smart Car Lab.) 2-0-4 스마트자동차공학

전선

5107044 로봇공학(Robotics) 3-3-0 전자공학부

5107045 지능시스템 (Intelligent System) 3-3-0 전자공학부

5108028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3-3-0 정보통신공학부

5111027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3-3-1 소프트웨어학과

필수 3 과목 8 학점
전공 선택 21 과목 62 학점

계 24 과목 7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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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과(부, 
전공)전공선택
인정교과목

연계전공교과목

타학과 전공인정교과목

학과 학점교과목
번  호 교과목

고급컴퓨터 
프로그래밍
5107006

5106040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전기공학부 3-2-2

5108064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정보통신공학부 3-2-2

5111007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학과 3-2-2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5107018

5108018 자료구조 정보통신공학부 3-3-0

5111006 자료구조 소프트웨어학과 3-3-0

신호및시스템
5108023

5106016 신호및시스템 전기공학부 3-3-0

5107017 신호및시스템 전자공학부 3-3-0

자동제어
5106017

5107019 자동제어 I 전자공학부 3-3-0

6510030 자동제어 기계공학부 3-3-0

마이크로프로세서
5107028

5106024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공학부 3-2-2

현대제어
5106026 5107029 자동제어 II 전자공학부 3-3-0

디지털통신
5108027

5107034 디지털통신 전자공학부 3-3-0

5106041 통신공학 II 전기공학부 3-3-0

임베디드시스템
5111031 5107059 임베디드프로그래밍 전자공학부 3-2-2

센서 및 계측
5107035 6510035 계측공학 기계공학부 3-3-0

로봇공학
5107044 6510109 로봇설계 기계공학부 3-3-0

컴퓨터네트워크
5108028 5111025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학과 3-3-0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

각 개설학과 소속 학생이 해당학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중복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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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개요

컴퓨터비전시스템 (Computer Vision System)

  컴퓨터비전은 잡음과 불확실성 데이터로부터 확률,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추론하는 

시각 인지과정을 다룬다. 본 과정에서는 영상 처리, 영역화, 그룹화와 경계 검출, 인식 및 

검출, 움직임 검출, 3차원 복원, 장면 이해 및 인식, 다양한 시각 현상을 인식하는 분류기

의 학습 및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한다.

스마트자동차공학 (Smart Car Engineering)

  스마트자동차공학은 최근 산업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자동차의 각 구성 요소에 대

하여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을 다룬다.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과 부품이 설계, 조립 및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과정으로 팀 티칭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자동차 실험 (Smart Car Lab. )

  스마트 자동차를 구성하는 센서 부품의 동작원리와 응용 사례를 이해하고 컴퓨터 시뮬레

이션과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함으로

써 부품 설계능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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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설계전공

교육목표 : 21세기는 문화로 세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에 문화관광은 국제 관
광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며,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급변하
는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단순한 한 분야의 전문가를 넘어 자기주도적 융합형 인재인 “제
너럴 스페셜리스트(General Specialist)”를 추구합니다.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함께 관광경영
에 필요한 자질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와 창의적 전문지식을 갖추는 동
시에, 미래사회의 문화관광분야에서 국제적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높은 인재가 되도록, 영어를 포함해 일정한 수준의 제2외국어를 구
사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문화생활 패턴을 선도하는 관광전문 경영인, 한
국의 매력을 창출하고 홍보하여, 한국 문화와 관광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경영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개설학과

학년/

학기

1

1

전필
6210007 경영학원론 3 경영학부 1

5308063 독일어 회화I 3 독어독문학과 1/1

전선

6210012 조직행동론 3 경영학부 2/1

5663029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3 사회학과 2/1

6210001 회계원리 3 경영학부 1

2

전필 5663055 경제사회학 3 사회학과 3/2

전선

5340006 동양고고학 3 고고미술사학과 2/1

5340005 한국선사고고학 3 고고미술사학과 2/1

5340032 한국미술사 3 고고미술사학과 1/2

6209100 글로벌비지니스의 이해 3 국제경영학과 1

2

1

전필 5308038 독일문화의 이해 3 독어독문학과 2/1

전선

6210008 경제학원론 3 경영학부 1

6210004 재무관리 3 경영학부 2

6208007 마케팅관리론 3 경영정보학과 2

6209097 인적자원관리 3 국제경영학과 2

2

전필 5666038 남북한관계론 3 정치외교학과 2/2

전선

5340039 서양미술사 3 고고미술사학과 2/2

5663046 영상사회학 3 사회학과 2/2

6210016 소비자행동론 3 경영학부 2/2

3

1

전필 5308067 오늘의 독일 사회 3 독어독문학과 2/1

전선

6809080 글로벌 고객의 이해 3 국제경영학과 2/1

6209101 글로벌경영 3 국제경영학과 2

6210022 국제경영학 3 경영학부 3/1

2 전선

6209009 국제마케팅 3 국제경영학과 3/2

6209111 글로벌리더십전략 3 국제경영학과 3/2

6210017 조직론 3 경영학부 2/2

4

1 전선

5663057 세계화와 사회변동 3 사회학과 4/1

5663054 조직과 관리의 사회학 3 사회학과 3/1

6208037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 경영정보학과 2/2

2 전선
5666001 국제관계이론 3 정치외교학과 3/1

6210047 서비스운영관리 3 경영학부 3/2

필수 : 6 과목 18 학점

선택 : 25 과목 75 학점

계 : 31 과목 9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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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급변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나 조직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
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악화되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다룰 전문
인력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상담심리 전공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과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 사회 구
조와 변화를 탐구합니다. 특히, 사회현상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서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
는 영향을 탐구하여 상담에 적용시킵니다. 또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
하고자 상담 지식을 폭넓게 학습합니다. 순수와 응용 등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사람의 생각,
사고, 마음을 움직이는 학문입니다.

경영 및 조직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조직 혹은 기업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도 경쟁력
높은 인재가 되도록 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대해 다양하게 교육하여, 개인 및 집단 대상의 다양한 사회현장에서 활동할 필
수적 능력과 현장적용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상담심리 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개설학과

학년/학

기

1

1
전필 5664056 연구방법론 3-3-0 심리학과 2/1

전선 5663026 현대사회학이론 3-3-0 사회학과 3/1

2

전필 7405020 인성심리학 3-2-2 교육학과 2/2

전선
5664058 심리통계 3-3-0 심리학과 2/2

7707036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3-0 아동복지학과 1/2

2

1

전필 5664061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3-3-0 심리학과 3/1

전선

5663029 커뮤니케이션사회학 3-3-0 사회학과 2/1

5664283 학습심리학 3-3-0 심리학과 2/1

6210012 조직행동론 3-3-0 경영학부 2/1

7405017 발달심리학 3-3-0 교육학과 2/1

2

전필 5664008 사회심리학 및 실험 3-2-2 심리학과 2/2

전선

5663053 젠더와 성의 사회학 3-3-0 사회학과 2/2

5664012 생리심리학 3-3-0 심리학과 2/2

5664059 발달정신병리학 3-3-0 심리학과 2/2

3

1

전필 6210038 인적자원관리 3-3-0 경영학부 3

전선

5663002 가족사회학 3-3-0 사회학과 2/1

5664067 건강심리학 3-3-0 심리학과 3/1

5664023 이상심리학 3-2-2 심리학과 3/1

7405225 심리검사론 3-3-0 교육학과 4/1

7707005 아동상담 3-2-2 아동복지학과 3/1

2 전선

5663040 사회정책 3-3-0 사회학과 4/2

5663031 한국사회론 3-3-0 사회학과 4/2

7405041 집단상담 3-3-0 교육학과 3/2

7707047 가족상담 및 치료 3-2-2 아동복지학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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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학점 개설학과

학년/학

기

4

1 전선

5663058 일과 직업의 사회학 3-3-0 사회학과 4/1

5664027 임상심리학 및 실습 3-2-2 심리학과 4/1

5664029 조직심리학 3-3-0 심리학과 3/1

5664055 노년심리학 3-3-0 심리학과 4/1

6210046 커뮤니케이션과 협상론 3-3-0 경영학부 3/1

2 전선

5663032 정보사회론 3-3-0 사회학과 2/2

5663052 사회계층과 불평등 3-3-0 사회학과 2/2

6210017 조직론 3-3-0 경영학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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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6~2017)

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712026

0715015

0712023

0715016

고고학과함께하는고대문화산책

융합소프트웨어의 이해

과학과 의학의 역사

디지털인문융합

0613004

0614010

0622030

0711019

0711020

0712028

0712029

0713047

0713048

0713049

0714021

0714022

0715020

0715021

0715022

0715023

0715024

0715025

0813019

0813020

0813021

0814014

0712027

기초 한국어 회화

생활속의 리걸마인드

6차산업 비즈니스

만화 인문학

고전으로읽는한국의문화코드

일본 역사 속의 한국문화

[선사]고고학의시선으로본오늘

생활의 안전

다문화와 세계종교 기행

창업을 위한 기초 경영

문과생을 위한 체험 수학

알기쉬운인간의뇌;기능과미래산업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서양문명과 전쟁기술

미래 선도자를 위한 물리학

컴퓨팅 사고력

지식의 융합과 창의성

세계의 정원 문화

도서출판프로젝트

영화로 영어공부하기

여성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한자 상식

한국고대문화 산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인문

대학

중어

중문

학과

5306122

5306125

5306108

초급중국어

중급중국어

중국통번역연습

5306148

5306149

5306150

중급중국어Ⅰ

중급중국어Ⅱ

중국어통번역연습

동일

동일

동일

영어

영문

학과

5307024 영어학연습 5307070 영어학세미나 동일

독일

언어

문화

학과

5308063

5308088

5308062

5308069

5308033

5308089

5308073

5308090

5308064

5308066

5308097

5308098

5308099

5308035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연습Ⅰ

독일문학 산책

독일어 회화Ⅱ

기초 독문법

독일어 연습Ⅱ

독일어 회화Ⅲ

독일어 연습Ⅲ

중급독문법

독일어 문장 구조

독일문화 탐방

독일의 정치와 사회

독일 아동·청소년 교육과 문학

독일문학사

5341001

5341002

5341003

5341004

5341005

5341006

5341007

5341008

5341009

5341010

5341011

5341012

5341013

5341014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연습Ⅰ

독일문학 산책

독일어 회화Ⅱ

기초 독문법

독일어 연습Ⅱ

독일어 회화Ⅲ

독일어 연습Ⅲ

중급독문법

독일어 문장 구조

독일문화 탐방

독일의 정치와 사회

독일 아동·청소년 교육과 문학

독일문학사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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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인문

대학

독일

언어

문화

학과

5308092
5308091
5308072
5308007
5308100
5308101
5308102
5308103
5308104
5308105
5308077
5308078
5308106
5308107
5308081
5308093
5308083
5308085
5308094
5308108
5308109
5308110
5308087
5308095

독일어 회화Ⅳ
독일어 연습Ⅳ
독일시와 노래
독일단편 강독
B1 텍스트 읽기
독일의 지리와 역사
B2 텍스트 읽기
독일드라마와 공연예술
독일문학과 사회 비평
독일의 언어정책과 통상전략
독일어 작문
독일어의 표현과 의미
독일영화와 독일사회
독일통일과 유럽
독일소설
독일어 논술 연습
독일어와 한국어 비교
독일지역학 세미나
독일어 교육론
독일 철학과 현대유럽
독일의 지성사
독일의 기업과 경제
독일작가연구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5341015
5341016
5341017
5341018
5341019
5341020
5341021
5341022
5341023
5341024
5341025
5341026
5341027
5341028
5341029
5341030
5341031
5341032
5341033
5341034
5341035
5341036
5341037
5341038

독일어 회화Ⅳ
독일어 연습Ⅳ
독일시와 노래
독일단편 강독
B1 텍스트 읽기
독일의 지리와 역사
B2 텍스트 읽기
독일드라마와 공연예술
독일문학과 사회 비평
독일의 언어정책과 통상전략
고급 독일어 회화 및 작문
독일어의 표현과 의미
독일영화와 독일사회
독일통일과 유럽
독일소설
독일어 논술 연습
독일어와 한국어 비교
독일지역학 세미나
독일어 교육론
독일 철학과 현대유럽
독일의 지성사
독일의 기업과 경제
독일작가연구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프랑스

언어

문화

학과

5309106
5309100
5309129
5309107
5309101
5309130
5309094
5309108
5309149
5309131
5309132
5309133
5309096
5309134
5309135
5309136
5309137
5309138
5309111
5309076
5309139
5309140
5309141
5309083
5309120
5309105
5309102
5309142

프랑스어 발음연습
프랑스어 입문Ⅰ
기초프랑스어 연습Ⅰ
기초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입문 Ⅱ
기초프랑스어 연습Ⅱ
프랑스어 말하기 Ⅰ
중급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쓰기
프랑스 역사
프랑스 사회와 대중문화
중급프랑스어
프랑스어 말하기 Ⅱ
프랑스어권 캐나다 지역연구
한불번역과 출판
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
프랑스 지역문화의 이해
프랑스 사회와 여성
프랑스 문학사Ⅰ
프랑스 어학Ⅰ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
프랑스 미술과 건축의 사회사
프랑스어 쓰기 실습
프랑스 어학 Ⅱ
프랑스 문학사 Ⅱ
불어 논술 연습
시사 프랑스어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

5342001
5342002
5342003
5342004
5342005
5342006
5342007
5342008
5342009
5342010
5342011
5342012
5342013
5342014
5342015
5342016
5342017
5342018
5342019
5342020
5342021
5342022
5342023
5342024
5342025
5342026
5342027
5342028

프랑스어 발음연습
프랑스어 입문Ⅰ
기초프랑스어 연습Ⅰ
기초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입문 Ⅱ
기초프랑스어 연습Ⅱ
프랑스어 말하기 Ⅰ
중급프랑스어 문법
프랑스어 쓰기
프랑스 역사
프랑스 사회와 대중문화
중급프랑스어
프랑스어 말하기 Ⅱ
프랑스어권 캐나다 지역연구
한불번역과 출판
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
프랑스 지역문화의 이해
프랑스 사회와 여성
프랑스 문학사Ⅰ
프랑스 어학Ⅰ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
프랑스 미술과 건축의 사회사
프랑스어 쓰기 실습
프랑스 어학 Ⅱ
프랑스 문학사 Ⅱ
불어 논술 연습
시사 프랑스어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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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인문

대학

프랑스
언어
문화
학과

5309143
5309086
5309104
5309144
5309145
5309146
5309103
5309117
5309147
5309148

프랑스 문화정책과 공연예술
프랑스 명시 감상
불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
프랑스와 유럽공동체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화
불어과교육론
프랑스 문학 특강
프랑스어권아프리카지역연구
프랑스 근현대 지성사

5342029
5342030
5342031
5342032
5342033
5342034
5342035
5342036
5342037
5342038

프랑스 문화정책과 공연예술
프랑스 명시 감상
불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
프랑스와 유럽공동체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화
불어과교육론
프랑스 문학 특강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연구
프랑스 근현대 지성사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러시아
언어
문화
학과

5310033
5310034
5310073
5310035
5310083
5310040
5310089
5310042
5310090
5310036
5310084
5310041
5310091
5310043
5310092
5310071
5310051
5310093
5310094
5310095
5310065
5310052
5310096
5310085
5310097
5310098
5310607
5310086
5310099
5310100
5310101
5310608
5310102
5310087
5310103
5310104

초급러시아어Ⅰ
초급러시아어Ⅱ
초급러시아어연습
중급러시아어Ⅰ
중급러시아어연습Ⅰ
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사회와문화
러시아문학강독Ⅰ
러시아문학사
중급러시아어Ⅱ
중급러시아어연습Ⅱ
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인문지리
러시아문학강독Ⅱ
러시아건축과미술
고급러시아어Ⅰ
고급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어학의이해
러시아음악과문학산책
러시아민속과종교
고급러시아어Ⅱ
고급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어의과거와현재
러시아어논술교육론
러시아소설
러시아역사
TORFLⅠ
러시아어교육론
한러비교언어문화
러시아영화와영화산업
러시아시베리아·극동지역연구
TORFLⅡ
러시아통상실무
러시아어과교재연구및지도
CIS연구세미나
러시아정치와경제세미나

5343001
5343002
5343003
5343004
5343005
5343006
5343007
5343008
5343009
5343010
5343011
5343012
5343013
5343014
5343015
5343016
5343017
5343018
5343019
5343020
5343021
5343022
5343023
5343024
5343025
5343026
5343027
5343028
5343029
5343030
5343031
5343032
5343033
5343034
5343035
5343036

초급러시아어Ⅰ
초급러시아어Ⅱ
초급러시아어연습
중급러시아어Ⅰ
중급러시아어연습Ⅰ
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사회와문화
러시아문학강독Ⅰ
러시아문학사
중급러시아어Ⅱ
중급러시아어연습Ⅱ
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인문지리
러시아문학강독Ⅱ
러시아건축과미술
고급러시아어Ⅰ
고급러시아어회화Ⅰ
러시아어학의이해
러시아음악과문학산책
러시아민속과종교
고급러시아어Ⅱ
고급러시아어회화Ⅱ
러시아어의과거와현재
러시아어논술교육론
러시아소설
러시아역사
TORFLⅠ
러시아어교육론
한러비교언어문화
러시아영화와영화산업
러시아시베리아·극동지역연구
TORFLⅡ
러시아통상실무
러시아어과교재연구및지도법
CIS연구세미나
러시아정치와경제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고고
미술
사학과

5340062
5340065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

삭제
삭제

사회
과학
대학

자치
행정
학과

5668016 도시행정학 5668020 지방정책세미나 동일

정치
외교
학과

5666078 한국민족주의론
5666083 유럽지역연구

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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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자연

과학

대학

생물

과학

전공

5966024 식물발생학 5966041 식물발달생물학 및 실험 동일

미생물

학전공

5967002

5967008

5967019

5967020

5967011

균류학

유전체학

생물공정검증

미생물과 산업

세균학

5967028

5967029

5967030

5967031

5967016

생체재료학

유전체와 재생의학

실용미생물학

생물 의생명산업

미생물종다양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생화학

전공

5968002

5968003

5968021

5968028

생명과학실험Ⅰ

생명과학실험Ⅱ

바이오취업전략학

줄기세포학

5968030

5968031

5968033

5968032

생화학실험Ⅰ

생화학실험Ⅱ

생화학세미나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수학

전공

5960054

5960006

5960010

5960011

5960012

5960022

5960055

5960056

5960058

5960059

5960072

5960073

5960074

5960003

5960005

5960015

5960026

5960035

5960039

5960060

5960061

5960062

5960063

5960064

5960070

5960020

5960049

5960050

5960051

5960052

5960065

5960066

5960067

5960068

5960071

현대수학의 이해

미분방정식

수론

수리통계학Ⅰ

수리통계학Ⅱ

해석학Ⅱ

해석학Ⅰ 및 실습

집합론

벡터해석

미분기학학Ⅰ 및 실습

응용선형대수Ⅰ

응용선형대수Ⅱ

복소함수론Ⅰ 및 실습

미분기학학Ⅱ

복소함수론Ⅱ

실함수론Ⅱ

현대대수학Ⅱ

수치해석

위상수학입문

이산수학

현대대수학Ⅰ및 실습

실함수론Ⅰ및 실습

위상수학Ⅰ및 실습

현대기하학

산업응용수학 및 실습

위상수학Ⅱ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학과 논리 및 논술

수학과 교육론

편미분방정식입문

대수학특강

정보/조합//암호론

금융수학

기하학특강

수리생물학

5971001

5971002

5971003

5971004

5971005

5971006

5971007

5971008

5971009

5971010

5971011

5971012

5971013

5971014

5971015

5971016

5971017

5971018

5971019

5971020

5971021

5971022

5971023

5971024

5971025

5971026

5971027

5971028

5971029

5971030

5971031

5971032

5971033

5971034

5971035

현대수학의 이해

미분방정식

수론

수리통계학Ⅰ

수리통계학Ⅱ

해석학Ⅱ

해석학Ⅰ 및 실습

집합론

벡터해석

미분기학학Ⅰ 및 실습

응용선형대수Ⅰ

응용선형대수Ⅱ

복소함수론Ⅰ 및 실습

미분기학학Ⅱ

복소함수론Ⅱ

실함수론Ⅱ

현대대수학Ⅱ

수치해석

위상수학입문

이산수학

현대대수학Ⅰ및 실습

실함수론Ⅰ및 실습

위상수학Ⅰ및 실습

현대기하학

산업응용수학 및 실습

위상수학Ⅱ

수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학과 논리 및 논술

수학과 교육론

편미분방정식입문

대수학특강

정보/조합//암호론

금융수학

기하학특강

수리생물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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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자연

과학

대학

정보

통계학

전공

5961001

5961043

5961031

5961056

5961005

5961006

5961007

5961048

5961033

5961034

5961011

5961012

5961052

5961035

5961015

5961044

5961036

5961017

5961018

5961037

5961055

5961027

5961039

5961022

5961023

5961024

5961040

5961045

5961026

5961028

5961021

5961030

5961047

5961057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

표본조사론 및 실험

기초확률론 및 응용

응용선형대수Ⅰ

수리통계학 Ⅰ

실험설계분석 및 실험

통계프로그래밍 및 실험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

보험통계학

회귀분석 및 실험

수리통계학Ⅱ

데이터베이스개론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

통계모의실험

시계열분석 및 실험

고급통계자료분석및실습

이자론과 금융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험

생존분석 및 실험

선형모형론

고급임상자료분석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

금융통계학 및 실험

신뢰성통계분석 및 실험

전산통계 및 실험

경제성분석

품질관리

공간분석 및 실습

통계상담 및 실험

보건통계분석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

비모수통계분석및실험

탐색적자료분석 및 실험

응용선형대수Ⅱ

5972001

5972002

5972006

5972007

5972003

5972004

5972009

5972017

5972011

5972005

5972016

5972013

5972014

5972010

5972018

5972019

5972020

5972028

5972021

5972025

5972023

5972024

5972012

5972026

5972027

5972022

5972008

5972015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

표본조사론 및 실험

기초확률론 및 응용

응용선형대수Ⅰ

수리통계학Ⅰ

실험설계분석 및 실험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

보험통계학

회귀분석 및 실험

수리통계학Ⅱ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

통계모의실험

시계열분석 및 실험

이자론과 금융수학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험

생존분석 및 실험

선형모형론

고급임상자료분석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험

금융통계학 및 실험

신뢰성통계분석 및 실험

전산통계 및 실험

품질관리

통계상담 및 실험

데이터마이닝 및 실험

비모수통계분석및실험

탐색적자료분석 및 실험

빅데이터 시각화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천문

우주

학과

5913029 측광분광학 및 실습 5913605 측광분광학 동일

공과

대학

신소재

공학과

6538070

6538018

6538048

6538050

6538075

6538060

6538061

6538062

전산통계

재료탄소성학

용탕가공및설계

금속재료학

실험계획법 및 응용

기계·금속교과 논리및논술

기계·금속교과교육론

기계·금속교과고재 및 연구법

6538079

6538077

6538080

6538076

6538078

6538081

통계적공정관리

재료강도학

주조 및 가공설계

철강재료

비철 및 특수금속재료

나노재료 및 응용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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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공과

대학

안전

공학과

6543079

6543007

전산통계학

산업안전관리론

6543098

6543099

스마트통계학

안전경영학개론

동일

동일
공업
화학과

6552024 생물화학공학 6552222 바이오공학 동일

환경
공학과

6544103 환경분자생물학 및 실험 6544117 환경생물정보학 동일

토목공
학부

6545062

6545023

6545034

6545045

6545047

6545055

해외건설 적산

해외건설개론

해외건설 설계기준

해외건설계약 및 클레임

해외건설 실무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리

6545064 공정관리 및 적산 실습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건축공
학과

6551058 건축일반구조 6546020 건축일반구조 동일

도시공
학과

6547073 공간환경세미나 6547104 공간·환경·안전세미나 동일

전자

정보

대학

전기공
학부

5106047

5106048

5106049

5106050

5106051

5106052

미래설계Ⅰ

미래설계Ⅱ

미래설계Ⅲ

미래설계Ⅳ

미래설계Ⅴ

미래설계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전자공
학부

5107046

5107054

임베디드시스템

미래설계

5107059

5107058

5107060

5107061

5107062

5107063

5107064

5107065

임베디드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프로젝트

미래설계Ⅰ

미래설계Ⅱ

미래설계Ⅲ

미래설계Ⅳ

미래설계Ⅴ

미래설계Ⅵ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정보
통신
공학부

5108001

5108067

5108021

5108071

5108025

5108065

5108066

5108068

5108056

5108046

5108059

5108009

5108062

5108017

5108068

5108031

5108072

5108050

전자기학I

미래설계세미나Ⅰ

초고주파공학Ⅰ

미래설계세미나Ⅱ

전자통신회로실험

기초종합설계세미나

알고리즘

안테나이론및실습

종합설계세미나Ⅰ

전자파환경공학

종합설계세미나Ⅱ

전자기학Ⅱ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컴퓨터구조

이산수학

초고주파공학Ⅱ

통신신호처리실험

무선통신시스템공학

5108075

5108080

5108076

5108077

5108079

5108078

5108081

5108082

5108083

5108084

5108085

5108086

5108087

정보통신개론

미래설계III

전자기학

미래설계I

초고주파공학

미래설계II

정보통신실험

종합설계Ⅰ

영상처리

안테나설계

종합설계Ⅱ

전파광파소자

종합설계Ⅲ

신설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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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전자

정보

대학

컴퓨터

공학과

5110019

5110020

5110026

5110083

5110101

5110044

뉴로컴퓨터

확률및통계

수치해석

시스템설계공학

임베디드시스템

엔터테인먼트융합

5110110

5110109

5110109

5110108

5110085

인공신경망개론

응용수학

응용수학

정보보호

소프트웨어공학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삭제

삭제

컴퓨터

공학과

(야간)

5110060

5110063

5110064

5110069

5110070

5110072

5110074

게임수학

모바일컴퓨팅

디지털조명

스토리텔링

게임엔진분석및응용

3D모델링과애니메이션

미디어영상학

5110111

5110112

5110113

5110114

5110115

5110116

5110117

응용수학

분산컴퓨팅

H/W응용시스템설계

디지털게임설계및제작

알고리즘기초

시스템설계및분석

디지털컨텐츠제작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자

원환경

화학부

6978015 식물자원환경화학연습 신설

특용

식물학

전공

6986002

6986023

6986008

6986006

특용식물품질론

연초학

한약재품질평가

식물성분분석 및 실험

6986024

6986026

6986027

6986025

유전자원학

연초재배 및 실습

특용식물종자학

식물성분분석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원예

과학

전공

6987012

6987007

6987014

녹지환경건강학

화훼원예학 및 실습

가든디자인

6987023

6987024

6987025

조경식물학

화훼원예학및실습(캡스톤디자인)

가든디자인(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지역

건설

공학과

6970018

6970024

6970019

6970008

6970039

6970054

6970056

6970063

6970065

지반공학 및 실험

기초공학 및 설계

건설재료학 및 실험

재료역학 및 연습

창의공학설계입문

농업농촌공학입문세미나

지역자원학세미나

농업시설학세미나

농업건축학세미나

6970069

6970068

6970068

6970067

6970067

6970066

지반환경공학 및 실험

재료역학 및 실험

재료역학 및 실험

농업농촌창의공학입문

농업농촌창의공학입문

농업시설건축자원설계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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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지역

건설

공학

(야간)

6970637
6970602
6970604
6970638
6970641

6970643
6970624

6970640
6970615
6970619
6970620
6970621
6970645
6970625
6970626
6970629
6970630
6970631
6970647
6970648
6970635
6970636

산림생태와 이용 세미나
작물자원이용
환경축산자원이용
자원식물이용세미나
라온자원조사 및 관리 세미나

생태조경세미나
주민역량강화방법세미나

농산물유통세미나
지역자원활용세미나
마을축제세미나
녹색관광국외사례연구세미나Ⅰ
농촌종합개발사례연구세미나Ⅰ
생태자원경제학세미나
농촌관광경영세미나Ⅰ
녹색관광개발사례연구세미나Ⅰ
농장경영세미나
녹색관광국외사례연구세미나Ⅱ
농촌종합개발사례연구세미나Ⅱ
농촌도시교류세미나
농촌관광법규세미나
농촌관광경영세미나Ⅱ
녹색관광개발사례연구세미나Ⅱ

6970649
6970650
6970651
6970652
6970653
6970654
6970655
6970656
6970657
6970658
6970659
6970661
6970662
6970663
6970664
6970665
6970666
6970700
6970667
6970668
6970669

산림자원활용세미나
농작물이용세미나
가축활용세미나
특용작물이용세미나
라온자원관리활용세미나
농촌관광법규정책세미나
생태환경세미나
주민역량강화세미나
유기농업세미나
농촌관광경영세미나
농촌개발세미나
지역방재관광현장세미나
농촌관광경영현장세미나
농촌개발현장세미나
녹색관광개발현장세미나
산림휴양현장세미나
지역방재관광국외사례연구세미나
농촌관광경국외사례연구세미나
농촌개발국외사례연구세미나
녹색관광개발국외사례연구세미나
산림휴양국외사례연구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농업

경제

학과

6903067
6903068

농업농촌발전론 및 세미나
농촌관광경영론 및 세미나

6903069
6903070

농업농촌발전론
농촌관광경영론

동일
동일

사범

대학

교육

학과

7405221
7405222
7405223
7405224
7405227
7405228
7405226

교수설계세미나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세미나
세계화교육 세미나
교육학교육론세미나
교육정책세미나
교육학논술세미나
고등교육세미나

7405235
7405229
7405230
7405231
7405233
7405234
7405232

교수설계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
세계화교육
교육학교육론
교육정책론
교육학논술
고등교육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영어

교육

7407616
7407013
7407614

영어수업의 실제
영미소설강독
영미소설과 영화

7407632
7407627
7407628
7407623
7407629
7407626
7407622
7407624
7407630
7407625
7407631

영어교사수업의 실제
영미소설의 이해
멀티미디어영문학
전공기초영어
영어구문의 이해
영어어휘형태론
영어교육의 이해
영어학의 이해
영어학세미나
현대영미문학
영문학교육론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윤리교

육과

7440086
7440050
7440062

인성교육론
한국민족사
생태윤리교육론

7440223
7440222

도덕과 교육과정론
정치사회사상개론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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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사범

대학

생물

교육과

7447032
7447032
7447032

임해실습
임해실습
임해실습

7447083
7447084
7447085

임해실습Ⅰ
임해실습Ⅱ
임해실습Ⅲ

동일
동일
동일

생활

과학

대학

식품
영양
학과

7718080 식생활과 식단관리 7718120 식생활관리 동일

아동복

지학과

7707110
7707048
7707093
7707107
7707101
7707102
7707108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
가족생활교육
유아건강교육
유아과학교육
영아발달
유아발달
유아교사론

7707113
7707113
7707109
7707081
7707114
7707115

영유아발달
영유아발달
보육교사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안전관리
영유아교수방법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패션

디자인

정보

학과

7719076
7719026
7719026
7719078
7719078
7719066

의복환경 및 실습
패션 CAD
패션 CAD
창작의상 및 캡스톤디자인Ⅱ
창작의상 및 캡스톤디자인Ⅱ
프로모션전략

7719090
7719091
7719092
7719093
7719094

의복환경학
패션 CADⅠ
패션 CADⅡ
창작의상기획및캡스톤디자인Ⅱ
창작의상실습및캡스톤디자인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주거환

경학과

7716086 시설공간디자인
7716099 시설공간디자인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

7716100 시설공간디자인Ⅱ

7716036 주거공간디자인
7716097 주거공간디자인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

7716098 주거공간디자인Ⅱ

7716020 상업공간디자인
7716103 상업공간디자인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

7716104 상업공간디자인Ⅱ

7716028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
7716105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

7716106 건물리모델링 및 실습Ⅱ

7714010 단독주택설계
7716101 단독주택설계Ⅰ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

7716102 단독주택설계Ⅱ

소비자

학과

7717100 소비자학연구방법이론및실습
7717103 소비자학연구방법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7717104 소비자학연구방법실습

7717101 특수소비자교육 이론 및 실습
7717105 특수소비자교육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7717106 특수소비자교육 실습

7717075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7717107 소비자정보관리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7717108 소비자정보관리 실습

7717093 TVM응용 실습
7717109 TVM응용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7717110 TVM응용 실습

7717085 소비자트렌드분석이론및실습
7717111 소비자트렌드분석이론 두 과목 모두

이수해야
동일인정7717112 소비자트렌드분석실습

7717113 CS업무관리 신설
7717092 소비자와 브랜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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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6 2017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약학

대학
약학과

8310019

8310029

유기약품제조화학I

유기약품제조화학II

8310081

8310082

약품제조화학I

약품제조화학II

동일

동일

의과

대학

의예과

8608031

8608024

8608032

8608050

8608053

8608046

사회봉사

의학개론

의학입문세미나

의학연구세미나

유기화학 입문

신체운동의 생리학 실습

8608059

8608061

8608026

8608062

8608063

8608060

8608064

의료인문학세미나

의학기초세미나

유기화학

인체생물학I

인체생물학II

의학통계

신체운동실습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의학과

8605175

8605458

8605197

8605449

8605415

신경계통의 이해

기초의학종합시험

신경정신과학실습

외과계열선택실습

핵의학실습

8605476

8605477

8605467

8605478

8605098

감각계통의 이해

운동계통의 이해

기초종합세미나

정신건강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삭제

신설

신설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신설

융합

학과

군

조형예

술학과

8701011

8704008

8704015

8704019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현대드로잉기법연구Ⅰ

동양화조형실습Ⅰ

동양화조형실습Ⅱ

8701022

8704026

8704027

8704028

현대조형드로잉연구Ⅱ

현대조형드로잉연구Ⅰ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Ⅰ

융합예술 문화콘텐츠연구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연계

전공

사회적

기업

4128002

4128003

4128004

커뮤니티 비즈니스론

사회적기업 정책론

소셜벤처창업론

4128005

4128006

4128007

사회적 경제와 ODA

사회적 경제와 Governance

사회적 경제 현장실습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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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5~2016)

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614001
0614003
0614004
0614006
0622023
0622024
0622026
0622027
0711011
0713031
0714001
0714010
0714012
0714014
0715001
0715006
0715009
0812001
0812007

0812008
0812009
0812011
0812013
0813005
0813007
0814002
0814011
0814012
0815013
0815015
0712015
0131007

인문사회글쓰기
독서와 글쓰기
영상매체와 글쓰기
협상과 커뮤니케이션
일반지구과학학의 이해Ⅰ
일반지구과학학의 이해Ⅱ
일반생물학의 이해Ⅰ
일반생물학의 이해Ⅱ
시사한국어
아름다움의 심리학
생명공학의 미래
생활수학
천문학으로 융합과학이해하기
건강과 질병
공학기술의 역사
공학윤리
과학과 문명
사회봉사와 장애의 이해
세계의 문화와 건축

동양의 신사 : 선비
지역산업을 활용한 취업전략
멘토링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충북의전통이야기와문화콘텐츠개발
인터넷프로그래밍
브랜드 매니지먼트
시사영어
취업을 위한 영어스피킹
인터뷰영어
클레이사격의이론과실제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동서양철학산책(2014)
철학의 이해(2012)

0614008
0614009

0622028
0622029

0713044
0714020

0715018
0715019
0715017
0812014
0812015
0813016

0813015

0712024
0712024

독서와 토론
매체와 표현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Ⅰ
일반생물학의 이해 및 실험Ⅱ

미의과학
인간과 생명

산업안전과 환경
공학윤리와 역사
영화로 읽는 과학과 문화
사회봉사와 장애 이해
세계의 문화와 건축 산책
패션과 창업

정보기술 프로그래밍

철학고전읽기
철학고전읽기

삭제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인문

대학

노어노

문학과

5310081
5310059

고급러시아어작문
시사러시아어

5310607
5310608

TORFLⅠ
TORFLⅡ

동일
동일

철학과

5338006
5338050
5338018
5338002
5338036
5338037
5338040
5338049
5338061
5338063
5338048
5338062
5338039
5338044

과학철학
신비주의철학
역사철학
가치론연습
불교철학
불교철학연습
중국철학연습
예술철학
서양중세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
철학적 인간학
서양근대철학연습
생철학과 실존철학
현상학과 해석학

5338065
5338066
5338067
5338068
5338069
5338070
5338071
5338072
5338064
5338073
5338075
5338074
5338076
5338077

과학철학 세미나
신비주의철학 세미나
역사철학 세미나
가치론 세미나
불교철학 세미나
동아시아 불교철학 세미나
중국철학세미나
예술철학 세미나
서양중세철학 세미나
서양고대철학 세미나
철학적 인간학 세미나
서양근대철학 세미나
생철학과 실존철학 세미나
현상학과 해석학 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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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사회

과학

대학

자치

행정

학과

5668006 인사행정론
5668019 지방행정과 사회적경제

삭제

신설

자연

과학

대학

생물

과학

전공

5910064
5910250
5910044
5910040
5910251
5910252
5910099
5910020
5910069
5910037
5910060
5910009
5910050
5910253
5910259
5910005
5910045
5910006
5910096
5910097
5910007
5910256
5910002
5910101
5910010
5910102
5910035
5910048
5910100
5910103
5910105
5910067
5910254
5910301
5910302
5910303
5910304

진화학
식물생명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개론
미생물학개론
과학과 논리 및 논술
동물생명과학
유전학 및 실험
환경생물학 및 실험
생태학
조류학 및 실험
동물해부학 및 실험
식물형태학 및 실험
식물야외실습
척추동물학
동물발생학 및 실험
식물분류학 및 실험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
동물유전학
식물생리학 및 실험
동물분류학 및 실험
동물야외 및 임해실습
동물생리학 및 실험
담수식물학 및 실험
분자생물학
식물발생학 및 실험
생물통계학 및 실험
식물생태학 및 실험
식물보전학
분자조직학 및 실험
유전체학
해양식물학
야생동물보전학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5966001
5965008
5965005
5965001
5965013

5965007
5965010
5966008
5965009
5966010
5965011
5965012
5966013

5966014
5966040
5966016
5966017
5966018
5966019
5966020
5966021
5966022
5965002
5966024
5966025
5966026
5966027
5966028
5966029
5966030
5966031
5966032
5966034
5966035
5966033
5966038
5966036
5966037
5966039

진화학
식물생명과학개론
세포생물학개론
생화학개론
미생물학개론

동물생명과학개론
유전학
환경생물학 및 실험
생태학개론
조류학
척추동물비교해부학 및실험
식물형태학 및 실험
식물야외 및 임해실습

분자동물발생학 및 실험
식물분류학 및 실험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
동물유전학
식물생리학 및 실험
동물분류학 및 실험
동물야외 및 임해실습
동물생리학 및 실험
담수식물학
분자생물학개론
식물발생학
생물통계학 및 실험
식물생태학 및 실험
식물보전학
분자조직학 및 실험
유전체학
해양식물학
야생동물보전학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분자생물학실험
후성유전학
신호전달론
생명과학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미생물

학전공

5911136
5911214
5911038
5911227
5911229
5911040
5911230
5911231
5911073
5911120
5911233
5911124
5911129
5911130
5911232
5911139
5911045
5911099
5911222

생명과학영어
생명과학과 컴퓨터 및 실습
미생물학
미생물학실험I
분자세포생물학I
바이오자바생명정보학
미생물생태학
미생물학실험II
유전학
미생물생리학
분자세포생물학II
시스템미생물학실험
균류학
합성생물학
미생물대사학
미생물검출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유전체학
미생물생태 및 물잘순환학

5965015
5965018
5965013
5965014
5965002
5967004
5965009
5965017
5965010
5965016
5965005
5967001
5967002
5967003
5967005
5967006
5967007
5967008
5967009

생명과학과 영어
생명과학과 컴퓨터 및 실습
미생물학개론
미생물학개론실험
분자생물학개론
생명정보학
생태학개론
미생물생리학실험
유전학
미생물생리학
세포생물학개론
시스템미생물학실험
균류학
합성생물학
미생물대사학
미생물검출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유전체학
미생물생태 및 물질순환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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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자연

과학

대학

미생물

학전공

5911123
5911042
5911121
5911044
5911046
5911106
5911128
5911144
5911016
5911223
5911224
5911138
5911137
5911007
5911131
5911234
5911225
5911226
5911228

환경미생물학
세균학
미생물유전체공학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
바이러스학
미생물종다양성
분자미생물공학
병원미생물학
인턴쉽Ⅰ
인턴쉽Ⅱ
생물공정검증
미생물과 산업
미생물학연습
미생물학특론
합성생물학특수과제
인턴쉽Ⅲ
인턴쉽Ⅳ
미생물효소화학

5967010
5967011
5967012
5967013
5967014
5967015
5967016
5967017
5967018
5967024
5967025
5967019
5967020
5967021
5967022
5967023
5967026
5967027

환경미생물학
세균학
미생물유전체공학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
바이러스학
미생물종다양성
분자미생물공학
병원미생물학
인턴쉽Ⅰ
인턴쉽Ⅱ
생물공정검증
미생물과 산업
미생물학연습
미생물학특론
합성생물학특수과제
인턴쉽Ⅲ
인턴쉽Ⅳ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생화학

전공

5912015
5912215
5912055
5912028
5912227
5912016
5912216
5912074
5912228
5912218
5912219
5912012
5912220
5912237
5912229
5912222
5912223
5912004
5912224
5912225
5912005
5912052
5912116
5912233
5912234
5912145

생화학Ⅰ
분자생물학I
유기화학
유전학
세포생물학개론
생화학Ⅱ
분자생물학Ⅱ
생화학기초실험
전산생화학
미생물학
생체에너지와 대사
분자생물학실험
분자세포생물학Ⅰ
생명과학특허
면역학
생합성대사
분자세포생물학Ⅱ
단백질생화학
물리화학
생화학실험
물리생화학
신경생물학
생명공학
바이오취업전략학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Ⅰ
인턴쉽Ⅰ

5965001
5965002
5965003
5965004
5968001
5968002
5968003
5968005
5968006
5962025
5965010
5965005
5968012
5968013
5965006
5968017
5965013
5968014
5968007
5968008
5968009
5968010
5968018
5968015
5968016
5968026
5968002
5968026
5968019
5968020
5968021
5968004
5968022

생화학개론
분자생물학개론
실험동물학개론
의생명과학
뇌신경발생학
생명과학실험Ⅰ
생명과학실험Ⅱ
생화학Ⅰ
분자생물학Ⅰ
유기화학Ⅰ
유전학
세포생물학개론
생화학Ⅱ
분자생물학Ⅱ
생화학기초실험
시스템생물학
미생물학개론
생체에너지와 대사
분자생물학실험
분자세포생물학Ⅰ
생명과학특허
면역학
생합성대사
분자세포생물학Ⅱ
단백질생화학
물리생화학
생명과학실험Ⅰ
물리생화학
신경생물학
생명공학
바이오취업전략학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
인턴쉽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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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자연

과학

대학

생화학

전공

5912146

5912034

5912232

5912115

5912235

5912236

5912147

5912148

5912035

5912036

5912037

5912038

5912039

5912040

5912231

5912230

5912226

5912236

5912234

5912224

5912228

5912218

5912225

인턴쉽Ⅱ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시스템생물학

바이오창업학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Ⅱ

인턴쉽Ⅲ

인턴쉽Ⅳ

생명과학세미나Ⅰ

생명과학세미나Ⅱ

생명과학세미나Ⅲ

생명과학세미나Ⅳ

생명과학세미나Ⅴ

생명과학세미나Ⅵ

나노생명과학

생명과학세미나

졸업논문실험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Ⅱ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Ⅰ

물리화학

전산생화학

미생물학

생화학실험

5968023

5968027

5968028

5968017

5968029

5968004

5968024

5968025

인턴쉽Ⅱ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시스템생물학

바이오창업학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

인턴쉽Ⅲ

인턴쉽Ⅳ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수학과

5960034

5960069

5960008

선형대수학 및 실습

응용선형대수

복소함수론Ⅰ

5960072

5960073

5960074

응용선형대수Ⅰ

응용선형대수Ⅱ

복소함수론 I 및 실습

동일

동일

동일

정보

통계

학과

5961032 통계수학 5961056

5961057

응용선형대수Ⅰ

응용선형대수Ⅱ

동일

신설

천문우

주학과
5913050 소형망원경으로떠나는천문관측체험 5913602 소형망원경 천문학 동일

경영

대학

경영

학부

6210020

6210050

6210026

6210027

6210029

6210039

6210042

6510048

6210051

시장조사론

생산관리

금융상품론

유통경영론

전략적 관리회계

경영전략론

고용관계론

광고론

환경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

6210063

6210064

6210065

6210066

6210067

6210068

6210069

6210070

6210071

마케팅 조사론

생산관리(캡스톤디자인)

금융상품론(캡스톤디자인)

유통경영론(캡스톤디자인)

전략적관리회계(캡스톤디자인)

경영전략론(캡스톤디자인)

고용관계론(캡스톤디자인)

광고론(캡스톤디자인)

환경경영과기업의사회적책임(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경영

정보

학과

6208012 소프트웨어공학 6208804 객체지향 응용소프트웨어 설계 동일

국제

경영

학과

6209082

6209085

6209091

마케팅관리

물류및운송론

글로벌벤처기업전략

6209112

6209113

6209114

마케팅관리(캡스톤디자인)

물류및운송론(캡스톤디자인)

글로벌벤처기업전략(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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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공과

대학

신소재

공학과

6538007

6538010

6538069

6538042

6538046

6538030

전산통계입문

X-선결정학

기업가정신특강

기초응고공학

재료공학실험Ⅵ

비철제련학

6538070

6538073

6538074

6538071

6538072

6538075

전산통계

X-선회절 및 분석

산학특강세미나

기초양자론

전자기학

실험계획법 및 응용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공업

화학과
6552144 산학특강 6552221 산학특강세미나 동일

토목

공학부
6545056

6545036

해외건설 적산 및 실습

토목구조설계

6545063

6545062

6545061

산학특강세미나

해외건설 적산

토목구조설계(캡스톤디자인)

신설

동일

동일

건축

공학과

6546151

6546020

6546026

건축공학개론

건축일반구조

구조해석

6546157

6551058

6546456

건축개론

건축일반구조

산학특강세미나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안전공

학과

6543090

6543029

6543078

6543017

6543071

시스템위험성평가

재해사고분석론

물질화학

안전성평가

신뢰성공학

6543092

6543094

6543093

6543095

6543096

시스템리스크평가

방재및재난안전

물리화학

화학공정안전성평가

안전관리실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테크노

산업공

학과

6577012

6577004

품질경영

통계적 품질관리

6577020

6577021

확률 및 통계

품질관리

동일

동일

도시

공학과

6547092

6547054

종합설계

도시설계스튜디오

6547102

6547103

6547101

단지 및 경관설계

도시설계스튜디오(캡스톤디자인)

산학특강세미나

동일

동일

신설

건축

학과

6551004

6551052

6551015

건축학개론

구조의 이해 및 실험

건축환경

6551057

6551058

6546141

6551059

건축개론

건축일반구조

건축환경

산학특강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전자

정보

대학

전기

공학부

5106003

5106008

기초회로실험

디지털실험

5106045

5106046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Ⅰ

기초회로 및 디지털실험Ⅱ

동일

동일

소프트

웨어

학과

5111047

5111049

5111040

5111060

5111048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Ⅰ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Ⅱ

멀티미디어

미래설계종합

실무프로젝트

5111068

5111069

5111065

5111066

5111067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Ⅱ

실무프로젝트Ⅰ

실무프로젝트Ⅱ

데이터베이스설계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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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자

원환경

화학부

6976032
6965014
6976007
6965046
6976045
6965001
6976001
6965006
6976005
6965002
6976020
6965004
6976009
6976008
6965008
6976002
6976016
6965012
6965009
6976019
6976014
6965013
6965034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컴퓨터응용
농업정보와컴퓨터
응용수학
식물자원과 인류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분석화학
물리화학
토양비료학
토양학개론
생화학I
생화학
작물생리학
미생물생태학
유기합성화학
환경과농업
유전자조작론

6978004
6978004
6978007
6978007

6978003
6978003
6978001
6978001
6978002
6978002
6978005
6978006
6978008
6978008
6978009
6978009
6978010
6978011
6978012
6978013
6978014

분자생물학개론
분자생물학개론
농업정보와컴퓨터응용
농업정보와컴퓨터응용

유기화학
유기화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분석화학
물리화학
토양학
토양학
생화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미생물생태학
유기합성화학
환경과농업
유전자조작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식물

자원학

전공

6965015
6965003
6965042
6965017
6965018
6965019
6965021
6965036
6965035
6965024
6965043
6965045
6965049
6965027
6965029
6965031
6965022
6965025
6965050
6965038
6965026
6965051

수도작 및 실습
유전학
육종학 및 실습
작물유전공학 및 실험
국제농업
식물유전자원학
농학연습Ⅰ
약용작물학 및 실습
공예작물학 및 실습
잡초방제학 및 실습
식물, 유전자와 작물생산
종자생산학
인턴십Ⅰ
농학연습Ⅱ
작물생태학
농업경영학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사료작물학 및 실습
인턴십Ⅱ
농산물품질관리학
농약학
식물자원산업과졸업논문(캡스톤디자인)

6979001
6979003
6979008
6979017
6979004
6979005
6979014
6979010
6979009
6979011
6979013
6979012
6979025
6979021
6979019
6979024
6979020
6979018
6979026
6979022
6979016
6979023

수도작 및 실습
유전학
육종학 및 실습
작물유전공학 및 실험
국제농업
식물유전자원학
농학연습Ⅰ
약용작물학 및 실습
공예작물학 및 실습
잡초방제학 및 실습
식물, 유전자와 작물생산
종자생산학 및 실습
인턴십Ⅰ
농학연습Ⅱ
작물생태학
농업경영학
식물조직배양 및 실험
사료작물학 및 실습
인턴십Ⅱ
농산물품질관리학
농약학
식물자원산업과졸업논문(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환경

화학

전공

6976023
6976018
6976021
6976027
6976048
6976017
6976024
6976025
6976022
6976029
6976041
6976044
6976049
6976030
6976031
6976033
6976039
6976042

농업환경화학
생화학실험
방사선 농학
기기분석
인턴십Ⅰ
토양화학
농약학
농약학실험
환경독성학
식물영양학
토양환경분석실습
생태기상환경
인턴십Ⅱ
환경미생물학실험
농약화학
생리생화학
환경생태물리학
잔류농약분석실습

6980001
6980002
6980028
6980006
6980008
6980009
6980005
6980011
6980015
6980021
6980026
6980023
6980018
6980019
6980020
6980017
6980030
6980031

농업환경화학
생화학실험
방사선 농학
기기분석
인턴십Ⅰ
토양화학
농약학
농약학실험
환경독성학
식물영양학
토양환경분석실습
생태기상환경
인턴십Ⅱ
환경미생물학실험
농약화학
생리생화학
환경생태물리학
잔류농약분석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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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환경

화학

전공

6976036
6976037
6976043
6976051

토양환경학
식물영양생리학
수질환경분석실습
환경생명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6980025
6980027
6980029
6980032

토양환경학
식물영양생리학
수질환경분석실습
환경생명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식품

생명·

축산

과학부

6977005
6974060
6977006
6977007
6977029
6977001
6974038
6977002
6974011
6977009
6977008
6977010
6974040
6974004
6974042
6974043
6974044
6974025

유기화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식품물리화학
식품물성학
식품생명과학개론
동물자원과인간생활
식품미생물학Ⅰ
축산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Ⅱ
식품생화학
식품전산정보학
동물생명공학 총론
양봉학 및 실습
동물생리학
동물생화학
축산시설 및 환경
축산식품위생학

6981004
6981005
6981005
6981006
6981006
6981001
6981001
6981003
6981003
6981010
6981009
6981011
6981002
6981007
6981008
6981009
6981013
6981014

유기화학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식품물리물성학
식품물리물성학
식품생명·축산과학 개론
식품생명·축산과학 개론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관리학
응용생화학
바이오전산정보학
동물생명공학 총론
양봉학 및 실습
동물생리학
응용유전학
동물복지 및 환경
축산식품위생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식품

생명

공학

전공

6977003
6977004
6977011
6977012
6977013
6977014
6977015
6977016
6977017
6977018
6977019
6977020
6977021
6977022
6977023
6977024
6977025
6977026
6977027
6977028
6977030
6977031
6977033
6977034
6977037
6977038
6977039
6977040
6977041
6977042
6977043
6977044

식품미생물실험
공학수학
식품영양화학
식품가공학Ⅰ
식품공학Ⅰ
식품화학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식품분자생물학
식품효소공학
식품관능검사학
식품가공학실험
식품공학실험
발효식품학
식품위생학
기능성식품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Ⅱ
식품가공학Ⅱ
발효공학실험
식품생명공학실험
식품저장학
식품산업경영
인턴십Ⅰ
인턴십Ⅱ
졸업논문연구과제및캡스톤디자인
산학초청세미나
식품법규
식품연구개발
첨단기기분석학
식품면역화학
인턴십Ⅲ
인턴십Ⅳ

6982003

6982033
6982002
6982006
6982007
6982004
6982005

6982001
6982008
6982009
6982010
6982016
6982011
6982012
6982013
6982014
6982015
6982021
6982025
6982029
6982030
6982019
6982020
6982022
6982017

6982024
6982031
6982032

식품미생물실험

식품가공학Ⅰ
식품공학Ⅰ
식품화학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식품분자생물학
식품효소공학

식품가공학실험
식품공학실험
발효식품학
식품위생학
기능성식품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Ⅱ
식품가공학Ⅱ
발효공학실험
식품생명공학실험
식품저장학
식품산업경영
인턴십Ⅰ
인턴십Ⅱ
졸업논문연구과제및캡스톤디자인
산학초청세미나
식품법규및품질관리개론
식품연구개발

식품면역화학
인턴십Ⅲ
인턴십Ⅳ

동일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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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축산학

전공

6974005
6974010
6974013
6974015
6974016
6974018
6974019
6974020

6974026
6974030
6974032
6974036
6974037
6974041
6974045
6974046
6974047
6974049
6974050
6974051
6974052
6974054
6974055
6974056
6974058
6974059
6974061
6974062
6974063
6974064

초지 및 사료작물학
가축유전학
가축영양학 및 연습
가축번식생리학
유가공학 및 실험
가축육종학 및 연습
육가공학 및 실험
가금학 및 실습

가축선발론
실험동물학
동물성장생물학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농업의 논리 및 논술
동물분자생물학 및실습
특용동물학
동물위생질병학
인턴십Ⅰ
동물유전체학
동물발생공학 및 실습
인턴십Ⅱ
양돈학
축산유통 및 경영학
산학특강
반려동물학
인턴십Ⅲ
연구방법과논문작성법(켑스톤디자인)
사료제조학 및 실험
대동물 체내 대사학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
친환경대동물생산학

6983007
6981012
6983004
6983003
6983005
6983001
6983008
6983009
6983019
6983024
6983023
6983017

6983025
6983026
6983006
6983021
6983020
6983027
6983011
6983012
6983028
6983014
6983016
6983018
6983013
6983029
6983022
6983002
6983010
6983015

초지 및 사료작물학
응용유전학
가축영양학 및 연습
동물번식생리학
유가공학 및 실험
가축육종학 및 연습
육가공학 및 실험
가금학 및 실습
바이오산업세미나
줄기세포생물학
가축선발론
실험동물학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농업의 논리 및 논술
동물분자생물학 및실습
특용동물학
동물위생질병학
인턴십Ⅰ
동물유전체학
동물생명공학 및 실습
인턴십Ⅱ
양돈학
축산유통 및 경영학
산학특강
반려동물학
인턴십Ⅲ
연구방법과논문작성법(켑스톤디자인)
사료제조학 및 실험
대동물 체내 대사학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응용

생명

공학부

6966002
6973004
6972003
6972002
6973005
6972017
6966075
6966001
6972004
6973003
6966012
6973006
6972005

6973041
6972044

6972001

유기화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미생물학
식물형태분류학
식물형태학및실험
약용식물 분류학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식물생화학
생화학
생화학

원예학개론
식물의학개론

일반곤충학및연습립실습

6984001
6984002
6984002
6984002
6984003
6984004
6984004
6984004
6984005
6984005
6984005
6984006
6984006
6984006
6984007
6984008
6984009
6984010
6984011

응용생명공학개론
유기화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미생물학
식물형태 및 분류학
식물형태 및 분류학
식물형태 및 분류학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재배학원론
생화학
생화학
생화학
특용식물학개론
원예학개론
식물의학개론
웰빙자원학
일반곤충과학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동일
신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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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응용

생명

공학부

6973009

6972009

6966009

6973032

6972007

6966039

6972008

6966008

6973008

6966005

6973011

6972010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천연물화학

식물병리학

작물생리학

식물생리학

토양학

토양비료학

토양비료학

6984012

6984012

6984013

6984013

6984013

6984014

6984016

6984015

6984015

6984017

6984017

6984017

실험통계학

실험통계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천연물화학

식물병리학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

토양비료학

토양비료학

토양비료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특용

식물학

전공

6966003

6966010

6966014

6966015

6966018

6966019

6966022

6966024

6966025

6966028

6966030

6966032

6966034

6966038

6966040

6966041

6966042

6966043

6966044

6966045

6966050

6966052

6966053

6966065

6966073

6966077

6966079

6966081

6966083

식물성분분석 및 실험

기기분석

연초재배학 및 실험

인삼재배학 및 실험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

특용식물이용론

잎담배품질론

인삼가공론 및 실험

현장실습

기호품학

작물학

인턴십

제조담배품질론

본초학

식물보호론

약용식물학

농업경영

유전육종학

생물소재공학

특용식물자원론

담배제조학I 및 실험

캡스톤디자인Ⅰ

캡스톤디자인Ⅱ

약용식물재배 및 실습

한약재가공학

한약조제학

한약재품질평가

건강기능식품학

특용식물효능론

6986006

6986009

6986023

6986014

6986015

6986013

6986003

6986022

6986011

6986005

6986001

6986019

6986020

6986004

6986017

6986010

6986008

6986021

6986007

6986012

6986016

6986018

6986002

식물성분분석 및 실험

기기분석

연초학

인삼학

식물유전공학 및 실험

특용식물연구개발

작물학

인턴십

본초학

약용식물학

유전육종학

생물소재공학

특용식물자원론

특용식물재배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

약용식물가공론

한약재품질평가

기능성식품학

특용식물효능론

특용식물발효학

인체생리학

친환경농업

특용식물품질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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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원예

과학

전공

6973002

6973007

6973010

6973014

6973015

6973016

6973017

6973018

6973019

6973020

6973024

6973025

6973026

6973027

6973034

6973036

6973042

6973043

6973044

6973045

6973046

6973047

6973048

6973049

6973050

6973053

6973054

유전학

자원식물학

식물보호학

원예연구 및 실습Ⅰ

원예번식학 및 실습

조경학

식물생장조절론

시설원예학

식물생명공학

환경원예학

원예식물육종학

원예연구 및 실습Ⅱ

조경계획및설계

국제원예학

농업경영학

생태복원학

도시녹화론

화훼원예학 및 실습

채소원예학 및 실습

과수원예학 및 실습

수경재배와 식물공장

조경시공관리학

인턴십Ⅰ

원예 수확 후 생리 및 저장론

원예치료및화훼장식

잔디학및골프장관리론

논문작성및연습(캡스톤디자인)

6987006

6987016

6987003

6987004

6987002

6987010

6987017

6987011

6987008

6987009

6987014

6987019

6987012

6987007

6987001

6987013

6987015

6987005

6987018

6987021

6987020

유전학

자원식물학

원예연구 및 실습Ⅰ

원예번식학 및 실습

조경학

시설원예학

식물생명공학

환경원예학

원예식물육종학

원예연구 및 실습Ⅱ

가든디자인

생태복원학

녹지환경건강학

화훼원예학 및 실습

채소원예학 및 실습

과수원예학 및 실습

수경재배와 식물공장

조경시공관리학

인턴십Ⅰ

원예수확후생리및저장론

논문작성및연습(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동일

식물

의학

전공

6972006

6972011

6972012

6972013

6972015

6972018

6972016

6972020

6972021

6972022

6972023

6972025

6972027

6972028

6972029

잡초방제학 및 실습

유전학

자원곤충학및실험

식물해충학및실험

식물세균병학

식물세균병학실험

곤충생리학및실험

식물진균병학및실험

곤충생태학

곤충병리학및실험

식물바이러스병학

환경이상과식물장애

환경곤충독성학및실험

위생곤충학및실험

버섯학

6985013

6985025

6985021

6985022

6985023

6985024

6985019

6985011

6985003

6985008

6985008

6985004

6985002

6985006

6985007

6985018

6985012

6985009

6985017

유충분류학및실험

식물의학세미나

곤충행동학

진화계통분류학

유전자조작

생물적방제학

잡초방제학 및 실습

자원곤충학(캡스톤디자인)

식물해충학및실험

식물세균병학및실험

식물세균병학및실험

곤충생리학및실험

식물진균병학및실험

곤충생태학

곤충병리학및실험

식물바이러스병학

환경이상과식물장애

환경곤충독성학및실험

위생곤충학및실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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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

의학

전공

6972031

6972033

6972036

6972038

6972039

6972041

6972042

6972043

6972046

6972047

6972048

6972049

6972050

양봉학

식물병방제학

해충방제학

곤충분류학

곤충분류학실험및연습림실습

생물과교재연구및지도법

생물과교육론

세포생물학

생명과학과논리및논술

산학특강

유전공학 및 실험

수목병리학 및 실험

식물병해충 진단학

6985020

6985016

6985001

6900022

6900023

6985014

6900021

6985010

6985005

6985015

양봉학

해충방제학

곤충분류학및실험/연습립실습

생물과교재연구및지도법

생물과교육론

세포생물학

생명과학과논리및논술

곤충생명공학및실험

수목병리학 및 실험

식물병 진단 및 방제학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산림

학과
6968058 산림보호학 및 실습 6968063 산림보호·복원학 및 실습 동일

농업

경제

학과

6903028

6903027

농업농촌발전론

농촌관광경영론

6903067

6903068

농업농촌발전론 및 세미나

농촌관광경영론 및 세미나

동일

동일

사범

대학

교육

학과

7405029

7405050

7405043

7405044

7405032

7405046

7405019

7405002

7405022

7405053

초급교육통계

교수설계

교육학교재 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교육론

교육정책론

교육학논술

비교교육학

고급교육통계

장학론

평생교육실습(0-0-4)

7405220

7405221

7405222

7405224

7405227

7405228

7405223

7405225

7405226

교육통계

교수설계 세미나

교육학교재연구및지도법세미나

교육학교육론 세미나

교육정책세미나

교육학논술세미나

세계화교육세미나

심리검사론

고등교육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영어

교육

과

7407026

7407079

7407036

7407039

7407073

7407027

7407037

7407038

7407063

영어회화II

영문법교육

영문학교육론

영미비평강독

교실영어

영어회화I

영문학사

영미문화의 이해

미국문학사

7407610

7407612

7407611

7407613

7407618

7407614

7407617

7407619

7407621

7407620

7407615

7407616

영어회화

영국문학의 이해

영미문화세미나

미국문학의 이해

고급영문법

영미소설과 영화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어화용론

예비교사를 위한 회화작문

고급회화작문

영어교육세미나

영어수업의 실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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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사범

대학

역사

교육과
7437058 한국근현대사 7437088 한국근대사 동일

사회

교육과

7439036

7439055

경제교재연구

사회·문화특강

7439072

7439071

7439070

경제교육세미나

사회·문화 교육세미나

공적생활과 법

동일

동일

신설

윤리

교육과 7440089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재분석

7440221 인격과 양심 신설

삭제

화학

교육과

7446006 물리화학 및 탐구실험Ⅰ
7446075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Ⅰ 동일

7446077 물리화학탐구실험Ⅰ 동일

7446022 유기화학 및 탐구실험Ⅱ
7446072 유기화학 및 탐구학습Ⅱ 동일

7446074 유기화학탐구실험Ⅱ

7446018 물리화학 및 탐구실험Ⅱ
7446076 물리화학 및 탐구학습Ⅱ 동일

7446078 물리화학탐구실험Ⅱ

7446030 양자화학 7446070 화학반응속도론 동일

7446058 고분자화학

7446069 고급무기화학

삭제

신설

지구

과학

교육과

7448091 지구환경과학 7448094 지구환경과학 세미나 동일

7448072 지구와 환경(2014년) 7448094 지구환경과학 세미나 동일

체육

교육과

7419083

7419087

7419061

7419111

체육과 지도방법론

댄스스포츠

세미나Ⅰ

체육이론전공심화Ⅱ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생활
과학
대학

식품
영양
학과

7718103

7718111

영양생화학Ⅰ

영양생화학Ⅱ

7718009

7718098

영양생화학

분자식품영양학

동일

동일

아동
복지
학과

7707109

7707098

보육교사론

유아교육평가방법론

7707108

7707110

7707111

7707112

유아교사론

유아교과 논리 및 논술

인턴십Ⅲ

인턴십Ⅳ

동일

삭제

신설

신설

신설

패션
디자인
정보
학과

7719081

7719083

7719042

7719042

특수복디자인

디자인기획실습

텍스타일 CAD

텍스타일 CAD

7719087

7719088

7719089

테일러링

텍스타일 CADⅠ

텍스타일 CADⅡ

동일

삭제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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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생활

과학

대학

주거

환경

학과

7716005

7716092

7716093

7716071

7716089

7716090

주택설계 CAD

주택상품기획실무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Ⅲ)

주거단지설계

주거환경학세미나

주택산업과 경영

7716094

7716095

7716096

주택 및 실내디자인 CAD

주택상품기획 및 마케팅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Ⅱ)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소비자

학과

7717086

7717052

7717082

7717082

7717084

7717081

7717080

7717041

7717045

7717090

7717048

7717048

7717077

7717061

7717061

7717059

7717075

7717075

서비스상품론

소비자와 브랜드전략

개인재무설계실습

개인재무설계실습

금융시장과개인재무설계세미나

소비자포트폴리오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디지털시대와 소비자창업

CRM개론

소비자금융과 재무상담세미나

소비자학 연구방법론

소비자학 연구방법론

소비자교육 이론 및 실습

특수소비자교육론

특수소비자교육론

소비자정보와 마케팅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7717091

7717092

7717109

7717110

7717094

7717095

7717096

7717097

7717098

7717099

7717103

7717104

7717015

7717105

7717106

7717102

7717107

7717108

소비자서비스론

소비자와 브랜드

TVM응용

TVM응용 실습

개인재무설계 세미나

개인자산포트폴리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소비자정보분석과 창업

CRM과 소비자정보

소비자신용상담 세미나

소비자학 연구방법

소비자학 연구방법 실습

소비자교육론

특수소비자교육

특수소비자교육 실습

소비자유형분석세미나

소비자정보관리

소비자정보관리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약학

대학
약학과

8310056

8310057

8310058

8310059

8310060

8310061

8310067

8310068

8310069

8310070

8310071

8310072

8310073

8310074

8310021

기본제약산업및약무행정실무실습

기본의료기관실무실습Ⅰ

기본의료기관실무실습Ⅱ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Ⅰ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Ⅱ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III

심화의료기관실무실습Ⅰ

심화의료기관실무실습Ⅱ

심화지역약국실무실습Ⅰ

심화지역약국실무실습Ⅱ

심화제약산업실무실습Ⅰ

심화제약산업실무실습Ⅱ

심화R&D실무실습Ⅰ

심화R&D실무실습Ⅱ

무기의약품학

8310075

8310076

8310077

8310078

8310079

8310080

제약산업학

기본실무실습Ⅰ

기본실무실습Ⅱ

심화실무실습Ⅰ

심화실무실습Ⅱ

심화실무실습Ⅲ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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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약학

대학

제약

학과

8311005

8311030

8311057

8311058

8311059

8311060

8311061

8311062

8311068

8311069

8311070

8311071

8311072

8311073

8311074

8311075

약학개론

무기제약학

기본제약산업및약무행정실무실습

기본의료기관실무실습Ⅰ

기본의료기관실무실습Ⅱ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Ⅰ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Ⅱ

기본지역약국실무실습Ⅲ

심화의료기관실무실습Ⅰ

심화의료기관실무실습Ⅱ

심화지역약국실무실습Ⅰ

심화지역약국실무실습Ⅱ

심화제약산업실무실습Ⅰ

심화제약산업실무실습Ⅱ

심화R&D실무실습Ⅰ

심화R&D실무실습Ⅱ

8311077

8311078

8311079

8311080

8311081

8311082

사회약학

기본실무실습Ⅰ

기본실무실습Ⅱ

심화실무실습Ⅰ

심화실무실습Ⅱ

심화실무실습Ⅲ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의과

대학

의예과

8608038

8608041

8608043

8608045

8608051

8608035

독서세미나Ⅰ

독서세미나Ⅱ

생화학Ⅰ

생화학Ⅱ

의료윤리세미나

의학연구실습

8608052

8608054

8608055

8608056

8608057

8608058

8608053

독서세미나

의학생화학Ⅰ

의학생화학Ⅱ

의료윤리

의학연구실습Ⅰ

의학연구실습Ⅱ

유기화학 입문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신설

의학과

8605420

8605464

8605465

8605196

8605196

8605417

8605450

8605451

알레르기, 감염, 면역

의사소통기법Ⅰ

의사소통기법Ⅱ

임상기본술기의 소개

임상기본술기의 소개

의료관리학 및 실습

예방의학Ⅲ

예방의학Ⅳ

8605467

8605468

8605475

8605472

8605469

8605470

8605471

8605474

8605474

8605473

기초종합세미나

알레르기, 면역

의사소통기법

의사소통세미나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Ⅰ

임상기본술기의 소개Ⅱ

의료관리학

예방의학

예방의학

가정의학 및 실습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간호

학과
8610084 삶과죽음 삭제

연계

전공

정보

콘텐츠

SW

융합

전공

4131003 정보콘텐츠SW프로젝트 신설

벤처비

즈니스
7719042 텍스타일CAD

7719088

7719089

텍스타일CADⅠ

텍스타일CADⅡ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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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인문

대학

독어

독문

학과

5308038

5308067

5308068

5308050

5308040

5308074

5308075

5308076

5308059

5308079

5308080

5308096

5308026

5308086

독일문화의 이해

오늘의 독일사회

독일동화읽기

영상독일어

독일어의 어제와 오늘

독일어듣기 연습

독일드라마

독일문학·예술비평

비즈니스독일어

독일영화

독일의 대중문화

비교문학과비교문화학

독어학특강

독일여성문학

5308097

5308098

5308099

5308100

5308101

5308102

5308103

5308104

5308105

5308106

5308107

5308108

5308109

5308110

독일문화탐방

독일의 정치와 사회

독일 아동청소년 교육과 문학

B1 텍스트 읽기

독일의 지리와 역사

B2 텍스트 읽기

독일드라마와 공연예술

독일문학과 사회 비평

독일의 언어정책과 통상전략

독일영화와 독일사회

독일통일과 유럽

독일 철학과 현대유럽

독일의 지성사

독일의 기업과 경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불어

불문

학과

5309068

5309121

5309067

5309095

5309070

5309123

5309109

5309078

5309074

5309072

5309125

5309090

5309126

5309127

5309113

5309110

5309088

5309114

5309092

5309128

5309116

프랑스 명작읽기

기초프랑스어 회화

프랑스 역사기행

프랑스 예술과 언어

프랑스어 쓰기Ⅰ

영상프랑스어

인터넷 프랑스어

프랑스어 쓰기Ⅱ

프랑스 에세이

프랑스 문화기행

프랑스 아동문학

프랑스 문학과 미술

프랑스어 쓰기 실습Ⅰ

프랑스어 쓰기 실습Ⅱ

프랑스 문학과 영화

프랑스 공연예술

프랑스어 발달사

프랑스 사회와 문화

프랑스와 유럽

프랑스와 아프리카

프랑스 작가연구

5309129

5309130

5309131

5309132

5309149

5309138

5309133

5309135

5309136

5309137

5309139

5309140

5309141

5309134

5309142

5309143

5309146

5309144

5309145

5309147

5309148

기초프랑스어 연습Ⅰ

기초프랑스어 연습Ⅱ

프랑스 역사

프랑스 사회와 대중문화

프랑스어 쓰기

프랑스 사회와 여성

중급프랑스어

한불번역과 출판

프랑스어 번역 길라잡이

프랑스 지역문화의 이해

프랑스어 영상번역 입문

프랑스 미술과 건축의 사회사

프랑스어 쓰기실습

프랑스어권 캐나다 지역연구

프랑스 영화와 현대사회

프랑스 문화정책과 공연예술

프랑스어권의 언어와 문화

프랑스 정치와 사회

프랑스와 유럽공동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연구

프랑스 근현대 지성사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중어

중문

학과

5306053

5306054

5306064

5306104

5306103

5306127

5306129

5306101

5306130

5306131

5306133

5306135

집중중국어Ⅰ

집중중국어Ⅱ

중국현대문학의 이해

중국당대문학의 이해

중국어청취력연습

중국 고전소설의 이해Ⅰ

중국 문화 어휘론

중국현대문학작품선독

중국 고전소설의 이해Ⅱ

인터넷으로 보는 오늘의 중국

중국어현장실습Ⅰ

중국어현장실습Ⅱ

5306136

5306137

5306138

5306139

5306140

5306141

5306142

5306143

5306144

5306145

5306146

5306147

중국어와 중국문화

중국어와 중국사회

현대 중국의 문학과 역사

당대 중국의 문학과 사회

중국의 매스미디어와 현대사회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Ⅰ

중국의비즈니스문화와커뮤니케이션

중국 지역사회와 영화

소설로 보는 중국 사회Ⅱ

대중매체로 보는 당대 중국

중국어 현장실습

중국 지역학 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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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5 2016

비 고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인문

대학

영어

영문

학과

5307036

5307013

5307052

5307054

영미산문

영미단편강독

현대영미희곡

고급영어강독

5307064

5307065

5307066

5307067

문학 번역 연습

영어토론연습

영미 드라마 번역

통번역 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노어

노문

학과

5310060

5310045

5310076

5310046

5310064

5310067

5310066

5310078

5310050

5310054

5310069

5310026

5310079

5310088

5310082

5310068

러시아문화의이해

러시아문학사Ⅰ

러시아사회의이해

러시아문학사Ⅱ

러시아어학개론

러시아시

19세기러시아문학

현대러시아어의역사적주석

러시아문학작가론

20세기러시아문학

러시아어학특강

러시아희곡

비즈니스를위한실용러시아어

고대러시아문학

러시아문학특강

소비에트러시아문학

5310089

5310090

5310091

5310092

5310093

5310094

5310095

5310096

5310098

5310097

5310099

5310100

5310102

5310101

5310103

5310104

러시아사회와문화

러시아문학사

러시아인문지리

러시아건축과미술

러시아어학의이해

러시아음악과문화산책

러시아민속과종교

러시아어의과거와현재

러시아역사

러시아소설

한러비교언어문화

러시아영화와영화산업

러시아통상실무

러시아시베리아·극동지역연구

CIS연구세미나

러시아정치와경제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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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4~2015)

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712013
0712017
0713016
0714015
0714016
0715011
0712015
0713008
0713021

현대사회와 윤리
과학의 철학적 이해
경제학개론
과학과 의학의 역사
현대생물학의 이해
교육공간과 철학
동서양철학산책
기업과증권시장
인간의행동과의식

0712021
0712022
0713037
0712023
0714017
0715014

0712024
0713038
0713039
0713040
0813013
0813014
0814013

행복의 철학
과학과 철학
생활과 경제
과학과 의학의 역사
현대 생물학사
세계의 교육문화와 학교건축

철학고전읽기
여성과 사회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실용국어특강Ⅰ
실용국어특강Ⅱ
취업 영어 프레젠테이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인문

대학

중어중
문학과

5306098
5306078
5306113
5306076
5306106
5306115
5306117
5306097
5306077
5306037
5306099
5306067

5306109
5306110

고한어입문
중국문학사개관Ⅱ
현대명문명저강독
제자백가특강
현대중국세미나
집중중국어Ⅲ
집중중국어Ⅳ
중국어휘의이해
중국문학사개관Ⅰ
시사중국어
실용중국어
중국속문학의이해

중국소설의이해Ⅰ
중국소설의이해Ⅱ

5306123
5306126
5306124
5306122
5306125
5306129
5306128
5306131
5306132
5306134
5306133
5306135
5306127
5306130

중국의문학과문화재Ⅰ
중국의문학과문화재Ⅱ
경서제자입문
초급중국어
중급중국어
중국문화어휘론
중국문화와문학의이해
인터넷으로보는오늘의중국
비즈니스중국어
중국의고전가곡과연극
중국어현장실습Ⅰ
중국어현장실습Ⅱ
중국고전소설의이해Ⅰ
중국고전소설의이해Ⅱ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동일

불어불
문학과

5309122
5309124

프랑스어 DELF A2
프랑스어 DELF B1

5909070
5909078

프랑스어 쓰기Ⅰ
프랑스어 쓰기Ⅱ

동일
동일

고고
미술
사학과

5340047
5340007
5340008
5340053
5340031

5340049
5340055
5340056
5340012

체질인류학개론
고고유물분류와 실측실습
전산고고학실습
미술사특강
한국건축사

불교미술사
고고학강독Ⅰ
고고학강독Ⅱ
논문작성지도법

5340061
5340062
5340065
5340067
5340063
5340068
5340070
5340073
5340075
5340064
5340071
5340066
5340072

고고학실습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Ⅰ
중국의 문학과 문화재Ⅱ
고고학자료 계량분석
일본고고학 명저 탐독
고대 동북아의 문물 교류
동아시아 미술의 교류
중국고대문화의 이해Ⅰ
일본고대문화의 이해Ⅰ
동아시아 불교미술사
서양고고학 명저 탐독
중국고고학 명저 탐독
논문작성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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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인문
대학

고고
미술
사학과

5340009
5340046

미술사강독
야외실습

5340069
5340074

동양미술사강독
현장실습

동일
동일

사회
과학
대학

사회
학과

5663025
5663039
5663005
5663019
5663044
5663010

조직이론
사회발전론
사회계층론
여성사회학
사회문제론
사회사상사

5663054
5663057
5663052
5663053
5663056

5663055
5663058
5663051

조직과 관리의 사회학
세계화와 사회변동
사회계층과 불평등
젠더와 성의 사회학
사회학 세미나

경제사회학
일과 직업의 사회학
미디어사회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5960057
5960046
5960041

고등선형대수
컴퓨터응용수학 및 실험
수학세미나

5960069
5960070
5960071

응용선형대수
산업응용수학 및 실습
수리생물학

동일
동일
동일

물리
학과

5963006
5963010
5963015
5963016
5963041

5963019
5963023
5963025
5963034

5963042

전자물리실험Ⅰ
전자물리학Ⅰ
전자물리실험Ⅱ
전자물리학Ⅱ
첨단물리학세미나

포토닉스실험
전산 시뮬레이션
첨단소재실험Ⅰ
첨단소재실험Ⅱ

물리학창의력세미나

5963043
5963044
5963045
5963046

5963047
5963048
5963049
5963051

5963053
5963050
5963052
5963054

5963303
5963304

전자물리실험
전자물리학
전자소자실험
전자소자물리학

첨단기술세미나
광제어계측 실험
응용전산물리학
첨단기기실험Ⅰ

첨단기기실험Ⅱ
회로 및 기기제어실험
캡스톤디자인
산업기술 및 장비

인턴십Ⅲ
인턴십Ⅳ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신설
신설

생물
학과

5910301
5910302
5910303
5910304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보
통계
학과

5961012
5961013
5961049
5961038
5961024
5961028
5961041
5961042

통계적 계량경영
바이오통계 및 실험
금융공학 입문
임상자료분석
경제 및 경영통계분석
응용계량분석
인턴쉽Ⅰ
인턴쉽Ⅱ

5961051
5961052
5961050
5961055
5961053
5961054
5961301
5961302
5961303
5961304

데이터베이스개론
고급바이오통계 및 실험
이자론과 금융
고급임상자료분석
경제성분석
보건통계분석
특성화인턴십Ⅰ
특성화인턴십Ⅱ
특성화인턴십Ⅲ
특성화인턴십Ⅳ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생화
학과

5912035
5912036
5912037
5912038
5912039
5912040

생명과학 세미나Ⅰ
생명과학 세미나Ⅱ
생명과학 세미나Ⅲ
생명과학 세미나Ⅳ
생명과학 세미나Ⅴ
생명과학 세미나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천문
우주
학과

5913057 새 프론티어 천문우주과학 신설

지구
환경
과학과

5964005 지질수학 및 자료처리 5964056 지질수학 동일

경영
대학

국제
경영
학과

6209098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전략 6209111 글로벌 리더쉽 전략 동일

경영
정보
학과

6208056 인터넷마케팅 6208080 영업 및 운영계획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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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공과

대학

신소재
공학과

6538047 재료공학실험Ⅶ 6538069 기업가정신특강 동일

안전
공학과

6543084
6543012
6543086

건축시공학
시스템안전공학
토목시공학

6543089
6543090
6543091

건축시공 및 가시설 설계
시스템위험성평가
토목시공위험성평가

동일
동일
동일

환경
공학과

6544055
6544104
6544057
6544075

물리화학적폐수처리
환경분석
생물학적폐수처리
환경위해성평가

6544111
6544079
6544112
6544113

폐수처리공학
환경기기분석
상하수도공학
환경독성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기계
공학부

6510105
6510033
6510111

쾌속생산시스템
냉동 및 공기조화
응용열유체공학설계

6510133
6510135
6510134

부가가공시스템(3D프린팅)
에너지, 환경,냉동및공기조화
추진공학

동일
동일
동일

건축
공학과

6546149

6546146
6546133
6546134
6546033

건설ㆍ공업과교재연구및지도법

건축공학 전산설계 및 실무
견적및시공계획
환경및설비설계
건물에너지해석

6546151
6546153
6546154
6546155
6546152

건축공학개론
건축공학 전산 실무
견적 및 시공실무
환경 및 설비 실무
건축환경 실험 및 해석

삭제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도시
공학과

6547043
6547093
6547088
6547096
6547082
6547089

도시계획모형
공공시설계획
환경정보 계측 및 실험
도시계획실습
창의설계기초
CAD실습

6547097
6547099
6547098
6547100

도시·교통계획모형
도시 및 교통시설계획
환경·교통정보계측 및 실험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전자

정보

대학

전자
공학부

5107033
5107042
5107048

초고주파공학
반도체물리
디스플레이공학

5107055

5107056
5107057
5107054

RF회로설계

HDL설계
반도체패키징테스팅
미래설계

동일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정보
통신
공학부

5108060
5108019
5108022

5108038

5108039
5108052
5108045
5108048
5108049
5108035

미래설계세미나
안테나이론및설계
응용수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디지털시스템설계
RF시스템
정보통신세미나
VHDL설계
RF시스템응용
이동통신시스템실험

5108067
5108068

5108069
5108073
5108072
5108070
5108071
5108074

미래설계세미나Ⅰ
안테나이론및실습

이산수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및실습
통신신호처리실험
모바일프로그래밍및실습
미래설계세미나Ⅱ
정보보호개론

동일
동일
삭제
신설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컴퓨터
공학과

5110098 계산이론 5110024 컴파일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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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특용
식물
학과

6966020
6966023
6966029
6966051
6966046

연초건조론 및 실습
원료엽가공론 및 실험
연초제조재료품학
담배제조학Ⅱ
인삼효능론

6966065
6966075
6966073
6966081
6966083

약용식물재배 및 실습
약용식물분류학
한약재가공학
건강기능식품학
특용식물효능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지역
건설
공학과

6970026
6970035
6970011
6970046
6970036

시설환경제어공학
농촌계획학 및 설계
지형정보공학 및 실습
농업시설설계
농업건축학및설계

6970064
6970062
6970061
6970063
6970065

시설환경제어세미나
농촌계획학세미나
지형정보공학세미나
농업시설학세미나
농업건축학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축산
학과

6974002
6974014
6974048
6974053
6974029

가축실험설계 및 분석법
사료학 및 실험
반추동물 영양생리학
대가축 사양학 및 실습
사료배합론 및 실습

6974060

6974061
6974062
6974063
6974064

실험통계학

사료제조학 및 실험
대동물체내대사학
대동물사양관리학 및 실습
친환경대동물생산학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식품
생명
공학과

6977036 농업 교과 및 논술 6900012 농업과 논리 및 논술 동일

사범
대학

윤리
교육과

7440032
7440060

7440087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제
도덕윤리과 멀티미디어

도덕과 교육과정분석

7440090
7440088
7440089

국제문제와 윤리
응용윤리학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재분석

삭제
삭제
신설
신설
동일

지구
과학
교육과

7448089
7448076
7448052

지사고생물학
과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일반기상학 및 실험

7448055
7448092
7448093

지사고생물학 지도
지구과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
대기과학 및 실험

동일
동일
동일

체육
교육과

7419005
7419086

레크레이션
구급처치론

삭제
삭제

생활
과학
대학

식품
영양
학과

7718113
7718099
7718114

식품생리활성 및 실험
식품영양연구 및 실습
실험조리실습

7718117
7718118
7718119

식품생리활성
식품영양연구및실습(캡스톤디자인)
실험조리및식품평가

동일
동일
동일

패션
디자인
정보
학과

7719068
7719033
7719046
7719060
7719077

7719043
7719058
7719028

복식사회심리학
패션 e-비즈니스
패션산업현장실습
고급의복구성
입체구성 및 캡스톤 디자인Ⅰ

패션제품과 소비자정보
디자인 발상과 표현
패션포트폴리오

7719079
7719080
7719085
7719081
7719082
7719083
7719084
7719086

패션소비자심리
디지털 패션경영
패션산업실무
특수복 디자인
드레이핑 및 캡스톤 디자인Ⅰ
디자인기획실습
패턴 캐드
컬러와 패션스타일링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아동
복지
학과

7707108 유아교사론 7707109 보육교사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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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수의

과대

학

수의
학과

8005216

8005217

8005218

8005220

8005221

8005224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Ⅰ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Ⅰ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Ⅰ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Ⅱ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Ⅱ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Ⅱ

8005225

8005226

8005227

8005228

8005229

8005230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Ⅰ(캡스톤디자인)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Ⅱ(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약학

대학

약학과

8310068
8310070
8310072
8310074
8310066

심화 의료기관 실무실습Ⅱ
심화 지역약국 실무실습Ⅱ
심화 제약산업 실무실습Ⅱ
심화 R&D 실무실습Ⅱ
약학캡스톤디자인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약
학과

8311014 방사성의약품학

8311069
8311071
8311073
8311075
8311067
8311076

심화 의료기관 실무실습Ⅱ
심화 지역약국 실무실습Ⅱ
심화 제약산업 실무실습Ⅱ
심화 R&D 실무실습Ⅱ
약학캡스톤디자인
무기 및 방사성의약품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의과

대학

의예과

8608039
8608020
8608047
8608048
8608049
8608044

의학연구의 기초Ⅰ
의학물리학
의학윤리
독서세미나Ⅲ
독서세미나Ⅳ
의학연구의 기초Ⅱ

8608050
8608036
8608051

의학연구세미나
의학물리
의료윤리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의학과

8605177 분자의학 8605316 대사의학 동일

8605421

8605423

8605453

순환계통의 이해

비뇨생식계통의 이해

호흡내분비소화계통의 이해

8605317 인체의 기능 동일

8605181

8605419

8605188

8605435

8605457

8605416

감염학

호흡기학

내분비대사학

신장요로의학

관련학문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의학

8605318

8605319

8605320

8605321

8605322

8605323

감염학Ⅱ

호흡기학Ⅱ

내분비대사학Ⅱ

신장요로의학Ⅱ

관련학문에 대한 이해 세미나

직업전문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간호
학과

8610005
8610002
8610025
8610035
8610077
8610074
8610076
8610055
8610065
8610066

자기계발세미나
분자생물학
간호연구Ⅰ
간호연구Ⅱ
간호연구Ⅲ
임상간호실습입문Ⅰ
임상간호실습입문Ⅱ
간호정보와 질 관리
간호리더십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8610089
8610091
8610093
8610090

8610087
8610088
8610092
8610095
8610094
8610096
8610097

간호연구개론
간호연구세미나Ⅰ
간호연구세미나Ⅱ
임상간호실습입문

Nursing & English
인간심리의 이해
시뮬레이션실습입문
통합간호
성인간호학Ⅴ
간호정보학
보완대체요법과 간호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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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4 2015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융합

학과

군

조형

예술

학과

5314053

5314247

5314168

5314054

5314169

5314183

5314184

5314185

5314186

5314187

5314188

5314197

5314198

5314081

5314199

5314200

5314120

5314211

5314212

5314239

5314213

5314214

5314215

5314240

미학

미술행정 및 실무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사회예술적응론

미술과 교육론

현대 조형예술 실습Ⅰ

현대 조형예술 실습Ⅱ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Ⅰ

현대 조형예술 실습Ⅲ

현대 조형예술 실습Ⅳ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Ⅱ

서양화Ⅴ-A

서양화Ⅴ-B

서양화조형실습Ⅲ

서양화Ⅵ-A

서양화Ⅵ-B

서양화조형실습Ⅳ

입체조형예술Ⅰ

입체조형예술Ⅱ

조소기법연구Ⅱ

매체 조형실습Ⅲ

입체조형예술Ⅲ

입체조형예술Ⅳ

조소기법연구Ⅲ

8701017

8701018

8701019

8701020

8701021

8704020

8704021

8704022

8704023

8704024

8704025

8705022

8705023

8705024

8705025

8705026

8705027

8706021

8706022

8706023

8706024

8706025

8706026

8706027

미학

미술행정 및 실무

미술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사회예술적응론

미술과 교육론

현대 조형예술 실습Ⅰ

현대 조형예술 실습Ⅱ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Ⅰ

현대 조형예술 실습Ⅲ

현대 조형예술 실습Ⅳ

현대수묵화 기법연구Ⅱ

서양화Ⅴ-A

서양화Ⅴ-B

서양화조형실습Ⅲ

서양화Ⅵ-A

서양화Ⅵ-B

서양화조형실습Ⅳ

입체조형예술Ⅰ

입체조형예술Ⅱ

조소기법연구 II

매체 조형실습Ⅲ

입체조형예술Ⅲ

입체조형예술Ⅳ

조소기법연구Ⅲ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연계

전공

공통

과학

7448089

7448052

지사고생물학

일반기상학 및 실험

7424068

7424067

지사고생물학

대기과학서론

동일

동일

빅

데이터

4130001

4130002

4130003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소셜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문화예술

신설

신설

신설

정보

콘텐츠

SW

특화

4131001

4131002

빅데이터처리

실험실 프로젝트

신설

신설

교직

과목
7400517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7400518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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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3~2014)

대학 전공
2013 2014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711012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0614007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동일

0711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삭제

0711015 한자와 동양문화 신설

0712019 영화와 역사 신설

0712020 문명 속의 동물 신설

0713004 여성학 삭제

0713019 사회학의 이해 삭제

0713020 현대사회의 쟁점 삭제

0713026 인구교육 삭제

0713034 성문화의 이해 신설

0713035 현대인의 언어예절 신설

0713036 교양으로 <논어> 살펴보기 신설

0714005 논리와 수학의 세계 삭제

0714016 현대생물학의 이해 신설

0715003 융합컴퓨팅을위한인문학적테크놀로지 삭제

0715007 미래사회의 표준 삭제

인문

대학

중어

중문

학과

5306114 중국어논리연습 5306121 중국어논술연습 동일

영어

영문

학과

5307023 영어학특강 5307063 영어 어휘 연습 동일

불어

불문

학과

5309070

5309078

5309097

5309099

5309112

5309119

5309118

5309115

프랑스어 쓰기Ⅰ

프랑스어 쓰기Ⅱ

프랑스어 말하기Ⅲ

프랑스어 말하기Ⅳ

프랑스 문학과 사상

프랑스사회와 여성

프랑스언어학특강

프랑스어권지역연구

5309122

5309124

5309126

5309127

5309125

5309121

5309123

5309128

프랑스어 DELF A2

프랑스어 DELF B1

프랑스어 쓰기 실습Ⅰ

프랑스어 쓰기 실습Ⅱ

프랑스 아동문학

기초프랑스회화

영상프랑스어

프랑스와 아프리카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삭제

신설

삭제

신설

철학과

5338055

5338056

5338011

5338008

5338004

5338025

5338038

서양철학사

동양철학사

서양근세철학사

근세철학연습

고대철학연습

중세철학연습

선진철학

5338057

5338058

5338060

5338062

5338063

5338061

5338059

서양철학의이해

동양철학의이해

서양근대철학사

서양근대철학연습

서양고대철학연습

서양중세철학연습

제자백가의철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고고

미술

사학과

5340002 서양고고학과 고고학의 발달 삭제
5340010 고인류학 삭제
5340054 동물화석분석 및 실습 삭제

5340058 고고학사 신설
5340059 서양고고학 신설
5340060 도구와 기술의 발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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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3 2014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사회

과학

대학

심리

학과

5664043 발달심리학 5664072 발달심리학 및 실험 동일
5664218 산업심리학 5664073 산업심리학 및 실험 동일
5664063 인지심리학 5664074 인지심리학 및 실험 동일
5664049 교통심리학 5664075 교통심리학 및 실험 동일

5664076 심리학 연구실습Ⅰ 신설
5664077 심리학 연구실습Ⅱ 신설

5664286 심리학의 특수문제 삭제
5664066 인턴십 삭제

행정

학과

5665044

5665045

5665047

5665017

5665057

5665056

5665025

5665043

5665009

행정영어Ⅰ

행정영어Ⅱ

정책분석과 기획

정책평가론

재정학

정부회계론

행정계량분석

행정전산 및 실습

발전행정론

5665059

5665059

5665063

5665063

5665066

5665066

5665065

5665065

5665067

행정영어

행정영어

정책분석과 평가론

정책분석과 평가론

재정과 정부회계

재정과 정부회계

행정전산 및 계량분석

행정전산 및 계량분석

비교·발전행정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경제

학과

5667026

5667004

5667050

5667012

5667019

5667002

5667042

수리경제학

경제변동론

경제학특강

경제체제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무경제학

5667053

5667054

5667051

5667052

5667056

5667057

5667055

미시경제학Ⅱ

거시경제학Ⅱ

미시경제학Ⅰ

거시경제학Ⅰ

재무경제학Ⅱ

금융시장론

재무경제학Ⅰ

동일

동일

삭제

삭제

동일

동일

신설

신설

동일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5960041 수학세미나 삭제
5960042 일상생활과 기하학 삭제

5960057 고등선형대수 신설
5960054 현대수학의 이해 신설

5960053 다변수함수론 5960058 벡터해석 동일
5960047 기하학입문 및 실습 5960058 벡터해석 동일
5960009 수리논리학 5960060 이산수학 동일
5960024 현대기하학 I 5960064 현대기하학 동일
5960023 현대기하학 II 5960068 기하학특강 동일
5960036 집합론 및 실습 5960056 집합론 동일
5960040 대수적표현 5960065 대수학특강 동일
5960043 현대수학의 세계 5960067 금융수학 동일
5960044 수학특강 5960066 정보/조합/암호론 동일
5960021 해석학I 5960055 해석학I 및 실습 동일
5960025 현대대수학 I 5960061 현대대수학I 및 실습 동일
5960018 실함수론 I 5960062 실함수론 I 및 실습 동일
5960017 위상수학Ⅰ 5960063 위상수학Ⅰ및 실습 동일

생물

학과

5910249 생명공학개론 삭제
5910095 바이오컴퓨팅 삭제
5910257 분자생물학개론 5910010 분자생물학 동일
5910258 담수생물학 및 실험 5910101 담수식물학 및 실험 동일
5910098 식물세포공학 및 실험 삭제
5910260 생식생리학 삭제
5910261 식물보전학 및 실험 5910100 식물보전학 동일

5910103 분자조직학 및 실험 신설
5910102 식물발생학 및 실험 신설
5910099 동물생명과학 신설

정보

통계

학과

5961001

5961008

5961036

통계패키지 및 실험

통계데이터베이스및실험

금융공학

5961046

5961048

5961049

5961047

통계패키지 및 실험Ⅰ

통계패키지 및 실험Ⅱ

금융공학 입문

탐색적자료분석 및 실험

동일

동일

동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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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과학

대학

지구

환경

과학과

5964001
5964003
5964008
5964010
5964015
5964002
5964004
5964009
5964011
5964018

광물학개론
층서학
화성암석학
지구물리학
광상학
광물학 실험
층서학 실험
화성암석학 실험
지구물리학 실험
광상학 실험

5964051
5964052
5964053
5964054
5964055

광물학개론 및 실험
층서학 및 실험
화성암석학 및 실험
지구물리학 및 실험
광상학 및 실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영

대학

경영

정보

학과

6208013
6208072
6208074
6208075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MIS 프로젝트Ⅰ
MIS 프로젝트Ⅱ

6208076
6208077
6208078
6208079

비즈니스프로세스분석과응용소프트웨어설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MIS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Ⅰ
MIS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공과

대학

신소재

공학과

6538035
6538064
6538054
6538032

창의적공학설계종합
광전자디스플레이재료
재료분석
전자무기재료

6538067
6538065
6538068
6538066

신소재공학종합설계
광전자재료
복합재료
전자무기재료(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화학

공학과

6550107
6550003
6550122

전기화학및연료전지
공정제어
창의공학설계

6550035
6550036
6550037

전기화학
공정제어(종합설계)
창의공학설계및세미나(종합설계)

동일
동일
동일

공업

화학과

6552109

6552005
6552117
6552121
6552122
6552124
6552129
6552132
6552139

기초열역학

고분자화학실험
단위조작
생물화학공학 및 설계
전기공업화학실험
생물화학공학실험
정밀화학 및 실험
환경과학
화공·섬유교재연구및지도법

6552040
6552145

6552042
6552024

6552043

6552144

열역학Ⅰ
열역학Ⅱ

단위조작 및 설계
생물화학공학

정밀공업화학

산학특강

동일
신설
삭제
동일
동일
삭제
삭제
동일
삭제
삭제
신설

토목

공학부
6545028 상하수도공학 및 실험 6545059 상하수도공학 동일

기계공

학부

6510087

6510088

창의적 공학설계Ⅰ

창의적 공학설계Ⅱ

6510131

6510132

캡스톤디자인Ⅰ

캡스톤디자인Ⅱ

동일

동일

건축

공학과

6546115
6546139
6546140
6546122
6546124
6546132
6546129
6546130
6546131
6546135

건축열환경
건축공학설계Ⅰ
건축공학설계Ⅱ
건축음환경
종합공학설계
구조설계 및 실무
심화공학연구
공업교육론
공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공업논리 및 논술

6546141
6546142
6546143
6546144
6546145
6546146
6546147
6546148
6546149
6546150

건축환경
건축공학설계Ⅰ(캡스톤디자인)
건축공학설계Ⅱ(캡스톤디자인)
건축음향
종합공학설계(캡스톤디자인)
건축공학 전산설계 및 실무
심화공학연구(캡스톤디자인)
건설·공업교육론
건설·공업과교재연구및지도법
건설·공업논리 및 논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도시

공학과
6547012 도시계획실습 6547096 도시계획실습(캡스톤디자인) 동일

건축

학과

6551022
6551027
6551031

건축설계 Ⅴ
건축설계 Ⅵ
건축설계 Ⅶ

6551054
6551055
6551056

건축설계 Ⅴ(캡스톤디자인)
건축설계 Ⅵ(캡스톤디자인)
건축설계 Ⅶ(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동일

전자

정보

대학

전기

공학부
5106030 설계프로젝트 5106044 설계프로젝트(종합설계) 동일

전자
공학부

5107023
5107030

팀프로젝트
설계프로젝트

5107052
5107053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동일
동일

정보

통신

공학부

5108006
5108011
5108015
5108044
5108055

윈도우즈프로그래밍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자바프로그래밍
학생연구세미나

5108061
5108062
5108063
5108064
5108065
5108060
5108066

C++언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실습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기초종합설계세미나
미래설계세미나
알고리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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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

대학

컴퓨터
공학과

5110004
5110087
5110010
5110084
5110045
5110024
5110017

전기회로
컴퓨터공학응용실험
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컴퓨터교육론
컴파일러
마이크로프로세서설계

5110093
5110101

5110090
5110091
5110092
5110094
5110095
5110096
5110100
5110097
5110099
5110098
5110107

전기전자회로
임베디드시스템

설계포트폴리오I
설계포트폴리오Ⅱ
설계포트폴리오Ⅲ
설계포트폴리오Ⅳ
설계포트폴리오Ⅴ
설계포트폴리오Ⅵ
설계포트폴리오Ⅶ
컴퓨터공학설계
알고리즘
계산이론
마이크로프로세서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컴퓨터
공학과
(야간)

5110050
5110052
5110065
5110079
5110080

컴퓨터프로그래밍Ⅰ
컴퓨터프로그래밍Ⅱ
게임프로그래밍
저작및상품화론
금융공학

5110102
5110103

5110104
5110105
5110106

C프로그래밍
응용프로그래밍

Java프로그래밍
리눅스시스템
소프트웨어공학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소프트
웨어
학과

5111059
5111030
5111039

산학프로젝트
설계프로젝트
졸업연구과제

5111061
5111062
5111064
5111063

산학프로젝트(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Ⅰ
캡스톤디자인Ⅱ
그래프이론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
자원
학과

6965048
6965047

6965039
6965040
6965041

식물자원산업과 졸업논문
인턴십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농업교육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6965051
6965050
6965049

식물자원산업과졸업논문(캡스톤디자인)
인턴십Ⅱ
인턴십 I

동일
동일
신설
삭제
삭제
삭제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6967031
6967032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Ⅰ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Ⅱ

6967041
6967042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Ⅰ(캡스톤디자인)
바이오시스템공학세미나Ⅱ(캡스톤디자인)

동일
동일

산림

학과

6968031
6968036
6968049
6968048

논문연구 및 산림세미나Ⅰ
논문연구 및 산림세미나Ⅱ
농업교육론
농업과교재연구및지도법

6968060
6968061
6968062

산림전공영어 및 실습
논문연구및산림세미나Ⅰ(캡스톤디자인)
논문연구및산림세미나Ⅱ(캡스톤디자인)

신설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지역
건설
공학과

6970047 농촌환경설계 6970059 농촌환경설계(캡스톤디자인) 동일

6970042 농업토목설계 6970060 농업토목설계(캡스톤디자인) 동일

환경
생명
화학과

6976050 환경생명연구과제 6976051 환경생명연구과제(캡스톤디자인) 동일

식물의

학과

6972024
6972034

6972019
6972045

곤충진화계통분류학
선충학

수목병리학
식물병진단학및실험

6972048
6972049
6972050

유전공학및실험
수목병리학 및 실험
식물 병해충 진단학

삭제
삭제
신설
동일
동일

원예과
학과

6973037

6973051
6973038
6973039
6973040

경관농업론

논문작성 및 연습
농업의 논리 및 논술
농업교육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6973053
6973054

잔디학및골프장관리론
논문작성및연습(캡스톤디자인)

삭제
신설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축산

학과
6974057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 6974059 연구방법과논문작성법(캡스톤디자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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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명

환경

대학

특용

식물

학과

6966031

6966035

연초재배각론

연초화학

6966077

6966079

한약조제학

한약재품질평가

동일

동일

식품

공학과

-식품

생명공

학과

6975049 식품생명과학개론 6977001 식품생명과학개론 동일

6975001 식품미생물학I 6977002 식품미생물학I 동일

6975050 식품미생물실험 6977003 식품미생물실험 동일

6975003 공학수학 6977004 공학수학 동일

6975004 유기화학 6977005 유기화학 동일

6975005 실험통계학 6977006 실험통계학 동일

6975008 식품물리화학 6977007 식품물리화학 동일

6975051 식품생화학 6977008 식품생화학 동일

6975009 식품미생물학II 6977009 식품미생물학II 동일

6975010 식품전산정보학 6977010 식품전산정보학 동일

6975052 식품영양화학 6977011 식품영양화학 동일

6975012 식품가공학I 6977012 식품가공학I 동일

6975014 식품공학I 6977013 식품공학I 동일

6975015 식품화학 6977014 식품화학 동일

6975053 식품분석화학및실험 6977015 식품분석화학및실험 동일

6975054 식품분자생물학 6977016 식품분자생물학 동일

6975055 식품효소공학 6977017 식품효소공학 동일

6975056 식품관능검사학 6977018 식품관능검사학 동일

6975013 식품가공학실험 6977019 식품가공학실험 동일

6975019 식품공학실험 6977020 식품공학실험 동일

6975027 발효식품학 6977021 발효식품학 동일

6975018 식품위생학 6977022 식품위생학 동일

6975024 기능성식품학 6977023 기능성식품학 동일

6975057 식품생명공학 6977024 식품생명공학 동일

6975022 식품공학II 6977025 식품공학II 동일

6975021 식품가공학II 6977026 식품가공학II 동일

6975028 발효공학실험 6977027 발효공학실험 동일

6975029 식품생명공학실험 6977028 식품생명공학실험 동일

6975006 식품물성학 6977029 식품물성학 동일

6975030 식품저장학 6977030 식품저장학 동일

6975058 식품산업경영 6977031 식품산업경영 동일

6975046 농업교육론 6977032 농업교육론 동일

6975042 인턴십I 6977033 인턴십I 동일

6975043 인턴십II 6977034 인턴십II 동일

6975047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6977035 농업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동일

6975048 농업 교과 및 논술 6977036 농업 교과 및 논술 동일

6975059 졸업논문연구과제 6977037 졸업논문연구과제및캡스톤디자인 동일

6975060 산학초청세미나 6977038 산학초청세미나 동일

6975061 식품법규 6977039 식품법규 동일

6975062 식품연구개발 6977040 식품연구개발 동일

6975063 첨단기기분석학 6977041 첨단기기분석학 동일

6975033 식품면역화학 6977042 식품면역화학 동일

6975044 인턴십Ⅲ 6977043 인턴십Ⅲ 동일

6975045 인턴십Ⅳ 6977044 인턴십Ⅳ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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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명

환경

대학

농업

경제

학과

6903046 해외농업개발론 6903051 해외농업개발·원조론 동일

6903015 농산물유통론 6903054 농식품유통론 동일

6903016 농업정보경제학 6903055 농식품정보경제학 동일

6903012 농업전산일반 6903053 농업경제통계 동일

6903021 자연자원경제학 6903058 자원경제학 동일

6903013 농촌조사연구방법론 6903060 농업경제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 동일

6903020 농업정책학 6903056 농식품정책학 동일

6903022 농업경영정보관리론 6903059 농식품경영정보관리론 동일

6903035 농업경영혁신론 6903062 농식품산업경영전략론 동일

6903030 농업관련산업경영론 6903061 농식품기술경영학 동일

6903025 농산물가격론 6903057 농식품가격론 동일

6903055 농식품산업경제학 신설

6903003 농업사 삭제

6903007 농업과학개론 삭제

6903037 지역개발론 삭제

6903040 생태경제학 삭제

6903049 졸업논문연구과제 삭제

사범

대학

교육

학과
7405042 교사론 7405054 교사론과 교직실무 동일

국어

교육과
7406006 고전문학사 7406073 고전문학사교육론 동일

영어

교육과
7407079 영문법교육 신설

역사

교육과

7437073 동아시아 근현대사 7437046 동양근대사 동일

7437077 서양근현대사 삭제

7437072 한국전근대사 삭제

7437087 역사와 역사교육 신설

사회

교육과

7439061 법학개론 7439065 법학통론 동일

7439003 경제원론Ⅰ 7439066 시장경제의 이해 동일

7439005 경제원론Ⅱ 7439067 국가경제의 이해 동일

7439008 미시경제학 7439068 경제원리와 시민생활 동일

7439002 거시경제학 7439069 시장경제와 정부 동일

윤리

교육과

7440082

7440070

인격과 양심론

도덕과 교육과정론

7440086

7440087

인성교육론

도덕과 교육과정분석

동일

동일

생물

교육과
7447072 동물세포면역학 7447082 면역학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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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대학

지구

과학

교육과

7448086 광물학 및 결정광학 7448005 광물학 동일

7448055 지사고생물학 지도 7448089 지사고생물학 동일

7448078 천문학서론 7448090 천문학 서론 및 실습 동일

7448021 야외지질및지질도학교육실습 삭제

7448072 지구와 환경 삭제

7448091 지구환경과학 신설

체육

교육과

7419092

7419082

7419089

7419062

7419030

신체활동과 노화

체육해부생리학

체육과교육론

세미나Ⅱ

체육연구법

7419109

7419108

7419029

7419110

7419111

운동발달과 노화

운동생리학

체육교육론

체육이론전공심화Ⅰ

체육이론전공심화Ⅱ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생활

과학

대학

식품

영양

학과

7718002
7718009
7718096
7718064
7718056
7718066
7718069
7718068
7718071
7718098
7718072
7718091
7718100
7718070
7718110
7718027

분석화학 및 실험
영양생화학
조리원리 및 실습
생화학실험
식품화학
식품분석
영양판정 및 실습
고급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실습
분자식품영양학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기능성식품학 및 실험
실험조리및실습
식사요법실습
식품가공저장학
식품평가 및 실습

7718101
7718102
7718103
7718104
7718105
7718106
7718107
7718108
7718109
7718110
7718111
7718112
7718113
7718114
7718115
7718116

조리원리
식품영양분석실험Ⅰ
영양생화학Ⅰ
조리원리실습
영양생화학실험
식품화학Ⅰ
식품영양분석실험Ⅱ
영양판정
식품화학Ⅱ
식품가공저장학
영양생화학Ⅱ
영양교육 및 상담
식품생리활성 및 실험
실험조리실습
식사요법실습(캡스톤디자인)
식품가공저장학및실습(캡스톤디자인)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아동

복지

학과

7707002

7707002

7707080

7707083

7707062

7707081

7707082

7707092

7707077

7707097

7707100

아동발달

아동발달

아동음악과동작

아동미술

아동복지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놀이지도

유아관찰 및 실습

아동영양학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언어지도

7707101

7707102

7707103

7707104

7707058

7707105

7707106

7707107

7707108

영아발달

유아발달

유아음악교육

유아미술교육

아동복지

유아놀이지도

유아언어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교사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삭제

삭제

삭제

동일

신설

신설

패션

디자인

정보

학과

7719072 패션소재기획 및 실습 7719075 패션소재기획실습 동일

7719041 의복과 환경 및 실습 7719076 의복환경 및 실습 동일

7719063 입체구성 7719077 입체구성 및 캡스톤디자인Ⅰ 동일

7719059 창작의상 7719078 창작의상 및 캡스톤디자인Ⅱ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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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학

대학

주거환

경학과

7716035 주택산업의 이해 7716090 주택산업과 경영 동일
7716046 주거환경론 7716082 주거실내환경론 동일
7716047 주택구조 7716088 주택구조 및 시공 동일
7716051 주택시공 7716088 주택구조 및 시공 동일
7716072 주거환경평가 7716084 실내환경평가 동일
7716073 주택상품개발 7716092 주택상품기획실무 동일
7716078 특수공간디자인 7716086 시설공간디자인 동일
7716079 가구디자인 7716085 가구디자인론 동일
7716074 주거학연구방법론 7716087 주거학연구방법론(캡스톤디자인Ⅰ) 동일
7716053 주거환경학 세미나 7716089 주거환경학세미나(캡스톤디자인Ⅱ) 동일
7716030 포트폴리오 7716093 포트폴리오(캡스톤디자인Ⅲ) 동일

7716083 특수계층주거 신설
7716091 글로벌주거이슈 신설

7716048 주택법규 삭제

소비자

학과

7717068 소비자경제학 삭제
7717090 소비자금융과 재무상담 세미나 신설

7717083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세미나 7717089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동일
7717078 소비자상담 및 실습 7717087 소비자상담 동일
7717043 소비자트랜드분석 7717085 소비자트랜드분석이론및실습 동일
7717046 소비자정보프리젠테이션I 삭제
7717050 소비자정보프리젠테이션II 7717088 소비자정보프리젠테이션 동일

7717086 서비스상품론 신설

약학

대학

약학과

8305033 약물학실험 8310040 약물기능실습 동일
8305053 유전공학개론 8310045 약물유전체학 동일
8305042 임상약학 8310038 약물치료학Ⅰ 동일
8305042 임상약학 8310047 약물치료학Ⅱ 동일
8305082 임상약학실험 8310049 제제분석실습 동일
8305043 약제학실험 8310049 제제분석실습 동일

8310055 기초약무실습 신설
8310056 기본제약산업및약무행정실무실습 신설
8310057 기본 의료기관 실무실습Ⅰ 신설
8310058 기본 의료기관 실무실습Ⅱ 신설
8310059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Ⅰ 신설
8310060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Ⅱ 신설
8310061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Ⅲ 신설
8310062 심화 의료기관 실무실습 신설
8310063 심화 지역약국 실무실습 신설
8310064 심화 제약산업 실무실습 신설
8310065 심화 R&D 실무실습 신설

8305029 약물요법 삭제
8305081 분자약물학 삭제
8305032 약학현장실습 삭제
8305057 한약방제학 삭제

제약

학과

8306058 약제학실험 8311040 제제분석실습 동일
8306082 임상약학실험 8311040 제제분석실습 동일
8306081 임상약학 8311038 약물치료학Ⅰ 동일
8306081 임상약학 8311048 약물치료학Ⅱ 동일
8306042 제제공학 8311032 제약산업학 동일
8306031 약물학실험 8311050 약물기능실습 동일

8311056 기초약무실습 신설
8311057 기본제약산업및약무행정실무실습 신설
8311058 기본 의료기관 실무실습Ⅰ 신설
8311059 기본 의료기관 실무실습Ⅱ 신설
8311060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Ⅰ 신설
8311061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Ⅱ 신설
8311062 기본 지역약국 실무실습Ⅲ 신설
8311063 심화 의료기관 실무실습 신설
8311064 심화 지역약국 실무실습 신설
8311065 심화 제약산업 실무실습 신설
8311066 심화 R&D 실무실습 신설

8306083 공중위생학 삭제
8306040 제약현장실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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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대학

의예과

8608020
8608025
8608029
8608033

의학물리학
분자세포생물학Ⅰ
분자세포생물학Ⅱ
의학연구의 기초

8608043
8608045
8608044
8608037
8608040
8608039
8608036
8608038
8608041
8608042
8608046
8608047
8608048
8608049

생화학Ⅰ
생화학Ⅱ
의학연구의 기초Ⅱ
핵심생물학Ⅰ
핵심생물학Ⅱ
의학연구의 기초Ⅰ
의학물리
독서세미나Ⅰ
독서세미나Ⅱ
인간과 윤리
신체운동의 생리학 실습
의학윤리
독서세미나Ⅲ
독서세미나Ⅳ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의학과
8605195 의사소통기법

8605464 의사소통기법Ⅰ
동일

8605465 의사소통기법Ⅱ

8605447 영상의학과실습 8605466 영상의학실습 동일

간호

학과

8610018 비판과 창의적 사고 삭제

8610023 건강사정 및 실습 삭제

8610014 성인간호학 총론 삭제

8610054 중환자간호실습 8610086 중환자간호학실습 동일

8610051 정신간호학Ⅳ 삭제

8610033 신생아간호실습 삭제

8610034 분만간호실습 삭제

8610062 지역사회간호학Ⅳ 삭제

8610064 지역사회정신보건실습 삭제

8610046 간호연구실습 삭제

8610056 노인간호 8610078 노인간호학 동일

8610057 종양간호 삭제

8610059 수술 및 응급간호실습 8610075 수술/응급간호학실습 동일

8610036 임상간호술Ⅰ 8610074 임상간호실습입문Ⅰ 동일

8610047 임상간호술Ⅱ 8610076 임상간호실습입문Ⅱ 동일

8610060 임상간호술Ⅲ 삭제

8610058 진로지도Ⅰ 8610081 진로설계세미나 동일

8610067 진로지도Ⅱ 삭제

8610068 통합간호실습 8610080 통합시뮬레이션 동일

8610069 간호시뮬레이션 삭제

8610070 건강사정 신설

8610071 건강사정실습 신설

8610072 인간과 고통의 이해 신설

8610079 노인간호학실습 신설

8610082 국제간호의 이해 신설

8610083 다문화 간호 신설
8610084 삶과 죽음 신설
8610085 선택간호 실습 신설

8610073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신설

8610077 간호연구Ⅲ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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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3 2014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융합

학과

군

미술과
-
조형
예술
학과

5314024
5314246
5314034
5314035
5314237
5314177
5314178
5314179
5314074
5314180
5314181
5314182
5314077
5314193
5314194
5314063
5314075
5314248
5314195
5314196
5314066
5314078
5314205
5314206
5314207
5314208
5314209
5314064
5314210

근대미술감상
현대조각 기법연구
현대미술론
미술해부학
미술과 논리 및 논술
현대 동양화 기법Ⅲ
현대 동양화 기법Ⅳ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Ⅰ
동양화조형실습Ⅰ
현대 동양화 기법Ⅴ
현대 동양화 기법Ⅵ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Ⅱ
동양화조형실습Ⅱ
서양화Ⅲ-A
서양화Ⅲ-B
서양화기법연구Ⅰ
서양화조형실습Ⅰ
디지털미디어아트
서양화Ⅳ-A
서양화Ⅳ-B
서양화기법연구Ⅱ
서양화조형실습Ⅱ
입체조형연구Ⅰ
입체조형연구Ⅱ
매체 조형실습Ⅰ
입체조형연구Ⅲ
입체조형연구Ⅳ
조소기법연구Ⅰ
매체 조형실습Ⅱ

8701012
8701013
8701014
8701015
8701016
8704012
8704013
8704014
8704015
8704016
8704017
8704018
8704019
8705013
8705014
8705015
8705016
8705017
8705018
8705019
8705020
8705021
8706013
8706014
8706015
8706016
8706017
8706018
8706019

근대미술감상
현대조각 기법연구
현대미술론
미술해부학
미술과 논리 및 논술
현대 동양화 기법Ⅲ
현대 동양화 기법Ⅳ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Ⅰ
동양화조형실습Ⅰ
현대 동양화 기법Ⅴ
현대 동양화 기법Ⅵ
동양화 재료와 기법연구Ⅱ
동양화조형실습Ⅱ
서양화Ⅲ-A
서양화Ⅲ-B
서양화기법연구Ⅰ
서양화조형실습Ⅰ
디지털미디어아트
서양화Ⅳ-A
서양화Ⅳ-B
서양화기법연구Ⅱ
서양화조형실습Ⅱ
입체조형연구Ⅰ
입체조형연구Ⅱ
매체 조형실습Ⅰ
입체조형연구Ⅲ
입체조형연구Ⅳ
조소기법연구Ⅰ
매체 조형실습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조형
예술
학과

8706005
8706006

입체조형원리
포트폴리오

8706020 조형예술과 포트폴리오 동일

디자인
학과

8702002
8702006
8702009
8702010
8702011
8702012
8702013
8702014
8702015
8702016
8702017
8702018
8702019
8702020
8702021
8702022
8702023
8702024
8702025
8702026
8702027
8702028
8702029
8702030
8702031
8702032
8702033
8702034

디자인원리와 구상Ⅰ
디자인원리와 구상Ⅱ
디자인심리학
인트로덕션디자인
그래픽오브제
타이포그래피
디지털워크숍Ⅰ
디자인재료와 실습
시지각디자인
정보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픽디자인
디지털워크숍Ⅱ
디자인마케팅
융합과 디자인과제
아이덴티티디자인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포장용기디자인
모션그래픽스
웹디자인
디자인프레젠테이션
산학협력프로젝트
공공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
출판디자인
포장그래픽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앱디자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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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3 2014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융합

학과

군

디자인

학과

8702036
8702037
8702038
8702039
8702040
8702041
8702044
8702045
8702046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기업광고디자인
북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영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프로젝트
광고․영상디자인프로젝트
디지털콘텐츠디자인프로젝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8702047
8702048
8702049
8702050
8702051
8702052
8702053
8702054
8702055
8702056
8702057
8702058
8702059
8702060
8702061
8702062
8702063
8702064
8702065
8702066
8702067
8702068
8702069
8702070
8702071
8702072
8702073
8702074
8702075
8702076
8702077
8702078
8702079
8702080
8702081

형태분석과 도법Ⅰ
형태분석과 도법Ⅱ
디자인사
타이포그래피
정보이미지디자인Ⅰ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Ⅰ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Ⅰ
디자인심리와시지각
타이포그래픽디자인
정보이미지디자인Ⅱ
그래픽오브제디자인Ⅱ
디지털이미지워크숍Ⅱ
디자인색채
영상디자인 이론과 실습
정보디자인Ⅰ
광고디자인Ⅰ
편집디자인Ⅰ
포장디자인Ⅰ
디자인기획과 프레젠테이션
정보디자인Ⅱ
광고디자인Ⅱ
편집디자인Ⅱ
포장디자인Ⅱ
영상제작실험
디자인과제와 풀이
광고디자인실무
편집디자인실무
포장디자인실무
영상매체디자인
브랜드디자인실무
광고디자인연구
편집디자인연구
포장디자인연구
영상디자인연구
아이덴티티디자인연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연계

전공

공통

사회

교육

7439003 경제원론Ⅰ 7439066 시장경제의 이해 동일

7439061 법학개론 7439065 법학통론 동일

7437073 동아시아근현대사 7437046 동양근대사 동일

공통

과학

교육

7448078 천문학 서론 7448090 천문학서론 및 실습 동일

7448055 지사고생물학지도 7448089 지사고생물학 동일

7447012 세포학 및 실험 7424066 세포학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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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2~2013)

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111001 국어와작문 0611001 국어와작문 동일

0112003 중국어Ⅰ 0612001 중국어Ⅰ 동일

0112004 중국어Ⅱ 0612002 중국어Ⅱ 동일

0112005 독일어Ⅰ 0612003 독일어Ⅰ 동일

0112006 독일어Ⅱ 0612004 독일어Ⅱ 동일

0112007 프랑스어Ⅰ 0612005 프랑스어Ⅰ 동일

0112008 프랑스어Ⅱ 0612006 프랑스어Ⅱ 동일

0112009 러시아어Ⅰ 0612007 러시아어Ⅰ 동일

0112010 러시아어Ⅱ 0612008 러시아어Ⅱ 동일

0112014 ACTION ENGLISH 0612009 ACTION ENGLISH(영어II) 동일

0112013 영어읽기와 토론 0612010 영어읽기와 토론(영어I) 동일

0135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0711014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동일

0613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I 신설

0613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II 신설

0614001 인문사회 글쓰기 신설

0142041 과학과 기술 글쓰기 0614002 과학글쓰기 동일

　 　 0614003 독서와 글쓰기 신설

　 　 0614004 영상매체와 글쓰기 신설

0142039 발표와 토론 0614005 발표와 토론의 실제 동일

　 　 0614006 협상과 커뮤니케이션 신설

　 　 0615001 컴퓨터 실무활용 신설

0133001 수학 0621001 수학 동일

0133002 수학I 0621002 수학I 동일

0133003 수학II 0621003 수학II 동일

0133047 기초대학수학 0621004 기초대학수학 동일

0133004 기초통계학및실습 0622001 기초통계학및실습 동일
0133007 일반물리학및실험Ⅰ 0622002 일반물리학및실험Ⅰ 동일
0133008 일반물리학및실험Ⅱ 0622003 일반물리학및실험Ⅱ 동일

0133009 화학및실험 0622004 화학및실험 동일

　 　 0622005 일반화학 및 실험 신설

0133010 일반화학및실험Ⅰ 0622006 일반화학및실험Ⅰ 동일

0133011 일반화학및실험Ⅱ 0622007 일반화학및실험Ⅱ 동일

0133012 생물학및실험 0622008 생물학및실험 동일

0133013 일반생물학및실험Ⅰ 0622009 일반생물학및실험Ⅰ 동일

0133014 일반생물학및실험Ⅱ 0622010 일반생물학및실험Ⅱ 동일

0133016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0622011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Ⅰ 동일

0133017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0622012 일반지구과학및실험Ⅱ 동일

0133018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0622013 기초컴퓨터프로그래밍 동일

0133019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0622014 응용컴퓨터프로그래밍 동일

0133022 맛보기 물리학 및 실험 0622015 맛보기 물리학 및 실험 동일

0133028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0622016 생물자원과 인간생활 동일

0133029 생물산업과 자연환경 0622017 생물산업과 자연환경 동일

0133030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0622018 웰빙시대의 생물산업 동일



교육과정 신․구대비표 _957

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133039 일반물리학의이해Ⅰ 0622019 일반물리학의이해Ⅰ 동일

0133040 일반물리학의이해Ⅱ 0622020 일반물리학의이해Ⅱ 동일

0133041 일반화학의이해Ⅰ 0622021 일반화학의이해Ⅰ 동일

0133042 일반화학의이해Ⅱ 0622022 일반화학의이해Ⅱ 동일

0133045 일반지구과학의이해Ⅰ 0622023 일반지구과학의이해Ⅰ 동일

0133046 일반지구과학의이해Ⅱ 0622024 일반지구과학의이해Ⅱ 동일

　 　 0622025 응용통계학 및 실습 신설

0121001 문학의이해 0711001 문학의이해 동일

0121009 중국문화의이해 0711002 중국문화의이해 동일

0121011 독일과독일사람 0711003 독일과독일사람 동일

0121019 한자와한문 0711004 한자와한문 동일

0131001 국어정서법 0711005 국어정서법 동일

0131002 중국고전의이해 0711006 중국고전의이해 동일

0131006 러시아문학과예술의산책 0711007 러시아문학과예술의산책 동일

0131010 프랑스문화와예술기행 0711008 프랑스문화와예술기행 동일

0121018 한국현대소설과의 대화 0711009 현대 한국소설과의 만남 동일

0131012 독일예술문화기행 0711010 독일예술문화산책 동일

0135004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0711011 시사한국어 동일

　 　 0711012
<스토리텔링과 소통>: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신설

0121020 언어와 소통 0711013 언어로의 초대 동일

0141043 고전읽기 　 　 삭제

0122001 한국사의이해 0712001 한국사의이해 동일

0122003 한국근현대사의이해 0712002 한국근현대사의이해 동일

0122004 동양문화사 0712003 동양문화사 동일

0122005 서양문화사 0712004 서양문화사 동일

0122008 우리의선사문화 0712005 우리의선사문화 동일

0122016 생활속의철학 0712006 생활속의철학 동일

0122020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0712007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동일

0122021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역사 0712008 미디어를 통해 본 중국역사 동일

0122022 역사학과디지털문화콘텐츠의만남 0712009 역사학과디지털문화콘텐츠의만남 동일

0131009 문화재와문화유적 0712010 문화재와문화유적 동일

0131011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 0712011 영상으로 보는 한국사 동일

0141029 세계 미술문화재 탐구 0712012 세계 미술문화재 탐구 동일

0122011 철학의 역사 0712013 현대사회와 윤리 동일

0122017 아름다움의 철학 0712014 대중문화와 예술의 이해 동일

0131007 철학의 이해 0712015 동서양철학산책 동일

0122013 논리적 사고 0712016 논리와 비판적 사고 동일

0122015 과학과 철학 0712017 과학의 철학적 이해 동일

0141036 인물로 보는 과학의 역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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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양

　 　 0712018 역사와 스토리텔링 신설

0123002 일상생활의심리학 0713001 일상생활의심리학 동일

0123003 행정학입문 0713002 행정학입문 동일

0123006 매스컴과현대사회 0713003 매스컴과현대사회 동일

0123007 여성학 0713004 여성학 동일

0123008 생활과법 0713005 생활과법 동일

0123009 세계의지리 0713006 세계의지리 동일

0123011 아동발달과부모교육 0713007 아동발달과부모교육 동일

0123013 기업과증권시장 0713008 기업과증권시장 동일

0123020 현대사회와패션 0713009 현대사회와패션 동일

0123022 공업경영과경제 0713010 공업경영과경제 동일

0123023 공업법규와창업 0713011 공업법규와창업 동일

0123026 주택과사회 0713012 주택과사회 동일

0132002 심리학개론 0713013 심리학개론 동일

0132003 지방자치와복지사회 0713014 지방자치와복지사회 동일

0132004 현대정치와국제관계 0713015 현대정치와국제관계 동일

0132005 경제학개론 0713016 경제학개론 동일

0132007 법학개론 0713017 법학개론 동일

0132008 경영학개론 0713018 경영학개론 동일

0132010 사회학의 이해 0713019 사회학의 이해 동일

0141001 현대사회의쟁점 0713020 현대사회의쟁점 동일

0141002 인간의행동과의식 0713021 인간의행동과의식 동일

0141009 인간과노동 0713022 인간과노동 동일

0141013 청년기의심리 0713023 청년기의심리 동일

0141014 결혼과가족 0713024 결혼과가족 동일

0141021 신용관리와 소비생활 0713025 신용관리와 소비생활 동일

0141030 인구교육 0713026 인구교육 동일

0123025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0713027 현대사회의 인권과 정의 동일

0123029 예술작품을통해본여성과법률 0713028 여성과 법률 동일

0123031 기업회계정보의 이해 0713029 쉽고 재미있는 회계 동일

0141040 영화로 읽는 인간과 복지 0713030 영화로 읽는 인권과 복지 동일

0141041 아름다움의 과학 0713031 아름다움의 심리학 동일

0123027 공동체와 정의 　 　 삭제

0123030 한국인과 한국사회 　 　 삭제

0141045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제 　 　 삭제

　 　 0713032 생활 속의 경제학 신설

　 　 0713033 한국인의 삶과 행복 신설

0124001 생명공학의 미래 0714001 생명공학의 미래 동일

0124002 에너지와환경 0714002 에너지와환경 동일

0124004 지구와환경 0714003 지구와환경 동일

0124005 정보와통계 0714004 정보와통계 동일

0124010 논리와수학의세계 0714005 논리와수학의세계 동일

0124012 물질세계의이해 0714006 물질세계의이해 동일

0124013 도시와건축 0714007 도시와건축 동일

0124015 식품과영양 0714008 식품과영양 동일

0124023 우주로의여행 0714009 우주로의여행 동일

0124025 수학과 문화 0714010 생활수학 동일

0141038 학업스트레스대응과 산림치유 0714011 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치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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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4012 천문학으로융합과학이해하기 신설

　 　 0714013 기후변화의 이해 신설

　 　 0714014 건강과 질병 신설

　 　 0714015 과학과 의학의 역사 신설

0124020 공학기술의역사 0715001 공학기술의역사 동일

0124026 서양문화와함께만나는건축공학 0715002 서양문화와함께만나는건축공학 동일

0124027 융합컴퓨팅을위한인문학적테크놀러지 0715003 융합컴퓨팅을위한인문학적테크놀러지 동일

0141006 현대산업사회와환경문제 0715004 현대산업사회와환경문제 동일

0141007 나무문화그리고환경 0715005 나무문화그리고환경 동일

0141024 공학윤리 0715006 공학윤리 동일

0142035 미래사회와 표준 0715007 미래사회와 표준 동일

0141039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0715008 그린에너지의 이해 동일

0141044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 0715009 과학과 문명 동일

　 　 0715010 인간과 기계문명 신설

　 　 0715011 교육공간과 철학 신설

　 　 0715012 문화로 즐기는 음식 신설

0125001 사진과영상예술 0716001 사진과영상예술 동일

0125002 미술의이론과감상 0716002 미술의이론과감상 동일

0125003 음악의이론과감상 0716003 음악의이론과감상 동일

0125004 연극영화의이론과감상 0716004 연극영화의이론과감상 동일

0125007 스포츠의과학적이해 0716005 스포츠의과학적이해 동일

0134003 신체활동과스트레스 0716006 신체활동과스트레스 동일

0134004 스포츠와건강 0716007 스포츠와건강 동일

0141023 교양인의 파노라마 0811001 교양인의 파노라마 동일

0141020 21세기의 삶과 미래 0811002 21세기의 삶과 미래 동일

0141022 사회봉사와 장애의 이해 0812001 사회봉사와 장애의 이해 동일

0143023 해외봉사활동을통한충북문화의이해 0812002 해외봉사활동을통한충북문화의이해 동일

0122023 충북사상기행 0812003 동양 고전 이야기 동일

0123028 충북문화와 생활사의 이해 0812004 문화로 보는 생활사 동일

0141028 충북의 역사와 인물 0812005 근현대의 역사와 인물 동일

0141033 충북의 문화유산 0812006 한국 속의 세계문화유산 동일

0141037 충북건축의 역사와 문화 0812007 세계의 문화와 건축 동일

0141042 유학과 충북 0812008 동양의 신사 : 선비 동일

0142042 지역산업과 취업전략 0812009 지역산업을 활용한 취업전략 동일

0143022 미술,캔버스너머도시를색칠하자 0812010 도시환경개선을위한공공미술프로젝트 동일

　 　 0812011 멘토링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신설

　 　 0812012 충북지역문화와동아시아문화교류 신설

　 　 0812013 충북의전통이야기와문화콘텐츠개발 신설

0142012 직업과 사회진출 0813001 직업과 사회진출 동일

0142014 여성취업과경력개발 0813002 여성취업과경력개발 동일

0142017 특허와상표 0813003 특허와상표 동일

0142024 정보처리실무 0813004 정보처리실무 동일

0142025 인터넷 프로그래밍 0813005 인터넷 프로그래밍 동일

0142026 코칭파워리더쉽 0813006 코칭파워리더쉽 동일

0142038 브랜드 매니지먼트 0813007 브랜드 매니지먼트 동일

0142043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0813008 진로탐색과 진로설정 동일

0142036 IT융합과 창업아이템 개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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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037 창의적 벤처기획 실무 　 　 삭제

　 　 0813009 특강한국사 신설

0142001 실무한자 0814001 실무한자 동일

0142002 시사영어 0814002 시사영어 동일

0142007 기초일본어 0814003 기초일본어 동일

0142022 영어청취력 0814004 영어청취력 동일

0142023 영어회화 0814005 영어회화 동일

0142028 실용영문법 0814006 실용영문법 동일

0142029 토익 듣기와 읽기 0814007 토익 듣기와 읽기 동일

0142031 집중영어-기초 0814008 집중영어-기초 동일

0142032 집중영어-중급 0814009 집중영어-중급 동일

0142034 집중토익 0814010 집중토익 동일

0142030 토익 말하기와 쓰기 0814011 취업을 위한 영어스피킹 동일

0142040 의사소통 영어 0814012 인터뷰 영어 동일

0125008 합창 0815001 합창 동일

0143001 교양체육 0815002 교양체육 동일

0143002 축구의이론과실기 0815003 축구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03 농구의이론과실기 0815004 농구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06 테니스의이론과실기 0815005 테니스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07 탁구의이론과실기 0815006 탁구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08 배드민턴의이론과실기 0815007 배드민턴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09 수영의이론과실기 0815008 수영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10 볼링의이론과실기 0815009 볼링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14 골프의이론과실기 0815010 골프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15 라켓볼의이론과실기 0815011 라켓볼의이론과실기 동일

0143018 스키의이론과실제 0815012 스키의이론과실제 동일

0143019 클레이사격의이론과실제 0815013 클레이사격의이론과실제 동일

0143020 생활속의호신술 0815014 생활속의호신술 동일

0143024 디자인 문화와 생활 0815015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동일

인문

대학

중어중

문학과

5306119

5306120

기초중국어회화Ⅰ

기초중국어회화Ⅱ

신설

신설

노어노

문학과
5310032 중세러시아문학 5310088 고대러시아문학 동일

미술과

서양화

전공

5314043 설치미술 5314248 디지털미디어아트 동일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5600048 확률론 및 실습

5600053 다변수함수론

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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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과학
대학

미생물
학과

5911039
5911006
5911215
5911029
5911037
5911219
5911041
5911043

미생물학실험
미생물생리학실험
생화학Ⅰ
분자생물학
생태학
생화학Ⅱ
세포생물학
합성생물학실험

5911227
5911231
5911228
5911229
5911230
5911232
5911233

5911234

미생물학실험Ⅰ
미생물학실험Ⅱ
미생물효소화학
분자세포생물학Ⅰ
미생물생태학
미생물대사학
분자세포생물학Ⅱ

합성생물학특수과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천문
우주
학과

5913055
5913056

대기과학
일기예보분석및실습

신설
신설

지구
환경
과학과

5964022 점토광물학 5964050 점토광물학 및 실험 동일

경영
대학

경영
학부

6210011 퍼스널 컴퓨터 응용
6210062 지역산업의 이해

삭제
신설

국제
경영
학과

6209079
6209104
6209106

e-무역경영
FTA와 무역경쟁력
FTA와 산업경쟁력

6209108 글로벌무역경영 동일
삭제
삭제

경영
정보
학과

6208068
6208051
6208058

인간과 경영세미나
산학특강Ⅰ(SeminarⅠ)
산학특강Ⅱ(SeminarⅡ)

6208073
6208074
6208075

IT 강독
MIS 프로젝트Ⅰ
MIS 프로젝트Ⅱ

신설
신설
신설

공과
대학

신소재
공학과

6538016
6538055

세라믹재료합성
디스플레이재료

6538063
6538064

에너지화학재료
광전자디스플레이재료

동일
동일

안전
공학과

6543061
6543083

6543077

건축시공 및 건설안전
토목시공 안전

창의적 구조설계

6543084
6543086
6543085

건축시공학
토목시공학
건설안전공학

동일
동일
신설
삭제

화학
공학과

6550120 화학공정해석 6550034 화학공장설계 동일

건축공
학과

6546125
6546107

현장실습
콘크리트학

6546032

6546033

인턴십

건물에너지해석

동일
삭제
신설

도시
공학과

6547001
6547052
6547062
6547068
6547070
6547060
6547046
6547030
6547029
6547058
6547064
6547055

설계제도
공간설계방법론
도시설계론
경관분석 및 단지계획
도시시스템모델링
측량학 및 실습
도시시스템공학
상수도공학 및 실험
하수도공학 및 실험
환경공학개론
환경수리학
생활폐기물처리

6547082
6547084
6547087
6547092
6547094
6547088
6547091

6547083
6547085
6547086
6547089
6547093
6547095

창의설계기초
도시공간디자인
도시디자인실습
종합설계
도시환경모델링 개론
환경정보계측 및 실험
상하수도공학 및 실험

통계학
수치해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CAD 실습
공공시설계획
첨단교통계획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건축
학과

6551049 건축설계방법론 6551053 친환경설계방법론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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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식물자

원학과

6965033

6965044

식물자원산업학

식물기능성소재학
6965046

6965048

6965047

농업정보와 컴퓨터

식물자원산업과 졸업논문

인턴십Ⅱ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6967028 열유체실험

6967040 정밀농업시스템공학

삭제

신설

식물
의학과

6972035 조직배양및실험

6972047 산학특강

삭제

신설

식품

공학과

6975032

6975011

6975016

6975036

6975038

6975040

6975037

6975002

6975007

6975017

6975034

6975020

6975026

6975025

6975031

6975035

식품생물공학

분석화학

발효공정공학

공중보건학

식품품질관리학

식품공학전공영어

수산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실험

생화학

분자생물학

영양화학

식품화학실험

유전공학

효소화학

식품산업과 마케팅

첨단산업기기분석

6975050

6975051

6975054

6975052

6975053

6975057

6975055

6975058

6975063

6975059

6975060

6975061

6975062

6975056

식품미생물실험

식품생화학

식품분자생물학

식품영양화학

식품분석화학 및 실험

식품생명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산업경영

첨단기기분석학

졸업논문연구과제

산학초청세미나

식품법규

식품연구개발

식품관능검사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지역

건설

공학과

6970048

6970050

산학특강

지역건설세미나

6970057

6970058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동일

동일

환경

생명

화학과

6976027 농약독성학

6976048

6976049

6976050

인턴십Ⅰ

인턴십Ⅱ

환경생명연구과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농업

경제

학과

6903042

6903031

6903034

농업재무관리

선물시장론

농업경영세미나

6903047

6903048

6903049

6903050

협동조합론

농산물선물시장론

졸업논문연구과제

농관련산학특강

삭제

신설

동일

신설

신설

삭제



교육과정 신․구대비표 _963

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산림

학과

6968025

6968046

6968033

산림수문학

웰빙버섯학

산림보호학

6968056

6968057

6968058

6968059

산림수문학 및 실습

웰빙버섯학 및 실습

산림보호학 및 실습

유용산림식물학 및 실습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목재

종이

과학과

6969042 로하스바이오임업및이용학

6969052 창의적 종합 목재 종이 설계

삭제

신설

축산

학과

6974017

6974009

6974008

6974007

6974012

6974021

6974003

6974022

6974031

6974023

6974024

6974027

6974039

6974028

6974006

동물분자생물학

가축생리학

생화학

농업경제학

가축위생학

반추동물영양학

동물생명화학

동물번식생명공학 및 실습

특수동물학

돈학

우학 및 실습

축산경영학

애완동물학

동물생명과학세미나

컴퓨터응용 및 실습

6974040

6974041

6974042

6974043

6974044

6974046

6974048

6974049

6974050

6974045

6974052

6974053

6974054

6974055

6974056

6974057

6974047

6974051

6974058

동물생명공학 총론

동물분자생물학 및 실습

동물생리학

동물생화학

축산시설 및 환경

동물위생질병학

반추동물영양생리학

동물유전체학

동물발생공학 및 실습

특용동물학

양돈학

대가축 사양학 및 실습

축산유통 및 경영학

산학특강

반려동물학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특용

식물

학과

6966047

6966048

6966049

농업교육 논리 및 논술지도

농업교육론

농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6966052

6966053

캡스톤 디자인Ⅰ

캡스톤 디자인Ⅱ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원예

과학과

6973001

6973012

6973022

6973021

6973028

6973013

6973023

6973029

6973030

6973031

6973033

6973035

환경생태학

채소원예학Ⅰ┓

채소원예학Ⅱ┛

화훼원예학Ⅰ┓

화훼원예학Ⅱ┛

과수원예학Ⅰ┓

과수원예학Ⅱ┛

원예저장론 및 실험

농업환경조절공학

조경시공관리 및 실습

원예가공학

원예장식 및 요법

6973042

6973044

6973043

6973045

6973049

6973046

6973047

6973050

6973041

6973051

도시녹화론

채소원예학및실습

화훼원예학및실습

과수원예학및실습

원예수확후생리및저장론

수경재배와식물공장

조경시공관리학

원예치료 및 화훼장식

원예학개론

논문작성및연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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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
7406030 현대소설론 7406072 현대소설교육론 동일

윤리

교육과

7440083

7440059

문화와 윤리

서양윤리교육론

7440084

7440085

현대윤리사상

서양윤리사상연습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생물

교육과
7447013 식물생리학 및 실험 7447081 식물생리학 동일

지구

과학

교육과

7448005

7448003

7448053

7448057

7448069

7448084

7448085

광물학

구조지질학

한반도의 지질 세미나

해양학

지질학특론

지구과학교육특강

대기과학 및 해양학특론

7448086

7448087

7448088

광물학 및 결정광학

해양학서론

자연재해와 에너지

동일

삭제

삭제

동일

삭제

삭제

동일

체육

교육과

7419070

7419079

7419084

7419093

7419052

7419073

7419012

7419078

7419006

7419069

7419074

임해훈련Ⅰ

임해훈련Ⅱ

임해훈련Ⅲ

임해훈련Ⅳ

핸드볼

맨손체조

배드민턴

레져스포츠

럭비

기계체조Ⅰ

기계체조Ⅱ

7419096

7419100

7419102

7419104

7419107

7419098

7419097

7419101

7419099

7419037

7419034

7419039

7419021

7419103

7419105

7419106

레져스포츠Ⅰ

레져스포츠Ⅱ

레져스포츠Ⅲ

레져스포츠Ⅳ

핸드볼Ⅰ

핸드볼Ⅱ

배드민턴Ⅰ

배드민턴Ⅱ

수상스포츠

체조Ⅰ

체조Ⅱ

체조Ⅲ

육상Ⅲ

수영Ⅲ

종합실기Ⅰ

종합실기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삭제

동일

신설

동일

삭제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생활

과학

대학

식품영

양학과
7718081 조리과학 및 실습 7718100 실험조리 및 실습 동일

주거환

경학과

7716033

7716059

7716045

7716016

7716076

색채 및 실내디자인론

시설공간디자인

실내코디네이션

공동주택관리

커뮤니티계획론

7716077

7716078

7716079

7716080

7716081

색채와 실내디자인

특수공간디자인

가구디자인

공동주거관리

커뮤니티계획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소비자

학과

7717032

7717062

7717063

7717047

7717067

7717051

소비자재무설계

자산투자

위험관리와 보험

부동산투자전략

자산운용전략세미나

가정자원관리

7717079

7717082

7717080

7717081

7717084

7717083

소비자재무설계 개론

개인재무설계 실습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소비자포트폴리오

금융시장과개인재무설계세미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 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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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수의
과
대학

수의
학과

8005147
8005150
8005163
　
　
　
　
8005154
8005191
8005192
8005193
8005194
8005195
8005211
8005197
8005198
8005212
8005137
　

　
　
8005169
8005176
8005178
8005177
8005200
8005210
8005213
8005164
8005214

수생동물질병학 및 실습Ⅰ
수생동물질병학 및 실습Ⅱ
수의피부과학
　
　
　
　
수의응급의학실습Ⅰ
영상의학진단실습
소동물임상수술실습
수의임상기생충학
동물복지및윤리
안전성․유효성 평가법
야생조류전염병학
수의임상약리학
동물실험실기
양서파충류질병학
논문작성법
　
　

　
수의응급의학실습Ⅱ
수의안과학개론
애완조류·외래성동물의학
축군위생 및 번식관리
수의임상유전학
산업동물외과학
HACCP 이론과 실제
동물병원경영학
동물행습치료학

8005222
8005223
　

8005215
8005216
8005217
8005218
　
　
　
　
　
　
　
　
　
　
　

8005219
8005220
8005221
8005222
　
　
　
　
　
　
　
　
　

수생생물의학Ⅰ
수생생물의학Ⅱ
　
수의피부과학I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Ⅰ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Ⅰ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Ⅰ
　
　
　
　
　
　
　
　　
　

수의피부과학Ⅱ
기초수의학논문작성Ⅱ
예방수의학논문작성Ⅱ
임상수의학논문작성Ⅱ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약학
대학

약학과

8305041
8305030
8305045
8305034
8305028
8305049
8305063
8305024
8305036
8305033
8305082
8305043
8305053
8305042
8305042

8305077
8305015
8305078
8305010
8305044
8305037

약제학Ⅰ
약제학Ⅱ
위생약학Ⅰ
위생약학Ⅱ
약사법규
유기약품제조화학실험
약품미생물학실험
생화학실험
위생약학실험
약물학실험
임상약학실험
약제학실험
유전공학개론
임상약학
임상약학

임상면역학
본초학
응용기기분석학
법화학
임상화학
약전학

8310037
8310046
8310039
8310048
8310051
8310022
8310031

8310040

8310049

8310045
8310038
8310047
8310041
8310042
8310043
8310044
8310050
8310052
8310053
8310054

약제학Ⅰ
약제학Ⅱ
예방약학Ⅰ
예방약학Ⅱ
보건의약법규 및 윤리
약물소재실습
생물약학실습

약물기능실습

제제분석실습

약물유전체학
약물치료학Ⅰ
약물치료학Ⅱ
약물요법Ⅰ
한약제제학
천연물화학
약물대사론
약물요법Ⅱ
의약품정보학
의약품개발론
법과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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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약학

대학

제약

학과

8306056
8306057
8306037
8306032
8306047

8306035
8306027
8306064
8306036
8306058
8306082
8306039
8306031
8306081
8306081
8306042

8306053
8306055
8306002
8306052
8306080
8306028

약제학Ⅰ
약제학Ⅱ
위생약학Ⅰ
위생약학Ⅱ
의약화학

약전학
생화학실험
약품미생물학실험
유기약품제조화학실험
약제학실험
임상약학실험
위생약학실험
약물학실험
임상약학
임상약학
제제공학

천연물화학
향장품학
단위반응
유기분석화학
분자미생물공학
약사법규

8311037
8311047
8311039
8311049
8311041
8311051
8311052
8311021

8311031
8311040

8311050

8311038
8311048
8311032
8311042
8311045
8311044
8311043
8311046
8311053
8311054
8311055

약제학Ⅰ
약제학Ⅱ
위생약학Ⅰ
위생약학Ⅱ
의약화학Ⅰ
의약화학Ⅱ
의약품품질관리학
생물약학실습

약물소재실습
제제분석실습

약물기능실습

약물치료학Ⅰ
약물치료학Ⅱ
제약산업학
생물의약품학
의약품제제분석
약물송달학
생체고분자학
제약정책학
임상약동학
감염치료학
신약설계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의과

대학

의학과
8605429
8605430
8605405

의료와 사회Ⅲ
의료와 사회Ⅳ
신경과학 및 실습

8605462
8605463

의료윤리
보건의료산업의 이해

동일
동일
삭제

간호

학과
8610004 간호학입문 삭제

전자

정보

대학

전자
공학부

5107007
5107036

선형대수
디지털제어 5107050

5107051
제어시스템설계
연구과제

삭제
동일
신설

컴퓨터

공학과

5110015
5110021
5110029
5110039
5110031
5110042
5110033
5110040
5110041

컴퓨터공학실험Ⅰ
컴퓨터공학실험Ⅱ
설계프로젝트
졸업작품연구과제
컴퓨터공학응용실험Ⅰ
모바일컴퓨팅시스템
엔터테인먼트공학
컴퓨터공학응용실험Ⅱ
금융공학

5110082
5110084
5110086
5110088
5110087
5110089

5110083
5110085

응용프로그램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캡스톤디자인Ⅰ
캡스톤디자인Ⅱ
컴퓨터공학응용실험
분산컴퓨팅시스템

시스템설계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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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2 2013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융합

학과

군

조형예

술학과

5314007

5314152

5314032

5314153

5314015

5314045

5314042

5314154

5314245

5314172

5314171

5314170

5314173

5314174

5314175

5314176

5314189

5314190

5314164

5314191

5314192

5314165

5314201

5314202

5314013

5314203

5314204

5314021

8705002

8705004

서양미술사Ⅰ

조형예술론Ⅱ

판화Ⅰ

3D 모델링Ⅰ

서양미술사Ⅱ

동양미술사

판화Ⅱ

3D 모델링Ⅱ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수묵조형실습Ⅰ

수묵조형실습Ⅱ

채색화조형실습Ⅰ

현대드로잉기법연구Ⅰ

현대동양화기법Ⅰ

현대동양화기법Ⅱ

채색화 조형실습Ⅱ

서양화I-A

서양화I-B

예술과매체Ⅰ

서양화II-A

서양화II-B

예술과매체Ⅱ

인체조형연구Ⅰ

인체조형연구Ⅱ

조소기법Ⅰ

인체조형연구Ⅲ

인체조형연구Ⅳ

조소기법Ⅱ

소묘Ⅰ

소묘Ⅱ

8701003

8701004

8701005

8701006

8701007

8701008

8701009

8701010

8701011

8704005

8704006

8704007

8704008

8704009

8704010

8704011

8705005

8705006

8705007

8705008

8705009

8705010

8706007

8706008

8706009

8706010

8706011

8706012

8705011

8705012

서양미술사Ⅰ

조형예술론Ⅱ

판화Ⅰ

3D 모델링Ⅰ

서양미술사Ⅱ

동양미술사

판화Ⅱ

3D 모델링Ⅱ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수묵조형실습Ⅰ

수묵조형실습Ⅱ

채색화조형실습Ⅰ

현대드로잉기법연구Ⅰ

현대동양화기법Ⅰ

현대동양화기법Ⅱ

채색화 조형실습Ⅱ

서양화I-A

서양화I-B

예술과매체Ⅰ

서양화II-A

서양화II-B

예술과매체Ⅱ

인체조형연구Ⅰ

인체조형연구Ⅱ

조소기법Ⅰ

인체조형연구Ⅲ

인체조형연구Ⅳ

조소기법Ⅱ

드로잉Ⅰ

드로잉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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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2011~2012)

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양 교양

0112011

0112012

0121015

0141031

0141034

0123001

0123019

0132001

0135001

0141032

0141027

0141035

0141026

0143021

대학영어Ⅰ

대학영어Ⅱ

언어와의 대화

충북지역 사상과 인물

충북학입문

사회학으로의 초대

알기쉬운 교양회계

사회학 개론

한국어

충북전통사상과 기호학

고전으로의 여행

과학사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제

디자인과 문화

0112013

0112014

0121020

0122022

0122023

0123028

0123029

0123030

0123031

0124026

0124027

0125008

0132010

0135004

0141037

0141038

0141039

0141040

0141041

0141042

0141043

0141044

0141045

0142039

0142040

0142041

0142042

0143022

0143023

0143024

영어읽기와 토론

Action English

언어와 소통

역사학과디지털문화콘텐츠의만남

충북사상기행

충북문화와 생활사의 이해

예술작품을통해본여성과법률

한국인과 한국사회

기업회계정보의 이해

서양문화와함게만나는건축공학

융합컴튜팅을위한인문학적테크놀러지

합창

사회학의 이해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충북건축의 역사와 문화

학업스트레스대응과 산림치유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영화로 읽는 인간과 복지

아름다움의 과학

유학과 충북

고전읽기

동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명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실제

발표와 토론

의사소통영어

과학과 기술글쓰기

지역산업과 취업전략

미술,캔버스너머도시를색칠하자

대학특성봉사

디자인 문화와 생활

동일

동일

동일

신설

동일

동일

신설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동일

인 문

대학

중어중
문학과

5306107 중국어문학특강 5306040 중국문학특강 동일

미술과

5314023

5314151

5314001

5314109

5314004

5314113

5314002

5314110

5314005

5314114

5314003

5314111

5314006

5314115

5314241

5314242

한국미술사

조형예술론Ⅰ

기초동양화Ⅰ

동양화묘법Ⅰ

기초동양화Ⅱ

동양화묘법Ⅱ

기초서양화Ⅰ

소묘Ⅰ

기초서양화Ⅱ

소묘Ⅱ

기초조소Ⅰ

기초조형Ⅰ

기초조소Ⅱ

기초조형Ⅱ

입체조형원리

포트폴리오

8701001

8701002

8704001

8704002

8704003

8704004

8705001

8705002

8705003

8705004

8706001

8706002

8706003

8706004

8706005

8706006

한국미술사

조형예술론Ⅰ

기초동양화Ⅰ

동양화묘법Ⅰ

기초동양화Ⅱ

동양화묘법Ⅱ

기초서양화Ⅰ

소묘Ⅰ

기초서양화Ⅱ

소묘Ⅱ

기초조소Ⅰ

기초조형Ⅰ

기초조소Ⅱ

기초조형Ⅱ

입체조형원리

포트폴리오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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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인문

대학
미술과

5314155

5314156

5314157

디자인사

디지털이미지디자인

디지털미디어워크숍

5314011

5314013

5314157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현대조각 기법연구

미술행정 및 실무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융합

학과

군

미술과

시각

디자인

전공

→디자

인학과

5314124
5314216
5314155
5314126
5314243
5314218
5314133
5314219
5314129
5314220
5314221
5314222
5314223
5314225
5314224
5314143
5314244
5314227
5314229
5314228
5314156
5314230
5314233
5314232
5314231
5314157
5314234
5314236
5314235

디자인드로잉
기초디자인
디자인사
디자인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응용
시각언어디자인
그래픽오브제
타이포그래피기초
시지각디자인
정보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
시각매체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기업광고디자인
실험타이포그래피
모션그래픽스
프로젝트워크숍
공공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
출판디자인기초
디지털이미지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이미지메이킹
출판디자인
시각환경디자인
디지털미디어워크숍
졸업연구
디자인비지니스
믹스미디어디자인

8702003
8702004
8702005
8702007
8702008
8702010
8702011
8702012
8702015
8702016
8702017
8702020
8702021
8702022
8702023
8702027
8702028
8702029
8702030
8702031
8702033
8702036
8702037
8702038

8702040
8702043
8702044

평면디자인Ⅰ
입체디자인Ⅰ
디자인개론Ⅱ
평면디자인Ⅱ
입체디자인Ⅱ
인트로덕션디자인
그래픽오브제
타이포그래피
시지각디자인
정보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픽디자인
융합과 디자인과제
아이덴티티디자인
광고디자인
편집디자인
디자인프레젠테이션
산학협력프로젝트
공공디자인
공익광고디자인
출판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기업광고디자인
북디자인

영상디자인
졸업연구 및 전시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프로젝트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동일
동일
동일
삭제

5314023
5314151
5314007
5314152
5314032
5314153
5314015
5314045
5314042
5314154
5314024
5314034
5314035
5314237
5314053
5314168
5314054
5314169

한국미술사
조형예술론Ⅰ
서양미술사Ⅰ
조형예술론Ⅱ
판화Ⅰ
3D모델링Ⅰ
서양미술사Ⅱ
동양미술사
판화Ⅱ
3D모델링Ⅱ
근대미술감상
현대미술론
미술해부학
미술과논리및논술
미학
미술과교재연구및지도법
사회예술적응론
미술과교육론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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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사회
과학
대학

심리
학과

5664001
5664044
5664002
5664005

심리학과교육론
적응과 성장의 심리학
심리학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성역할 심리학

5664068
5664069
5664070
5664071

성장심리학세미나
집단간 편향의 심리학
창의적 문제해결의 심리학
인지공학 심리학의 응용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정치외
교학과

5666057
5666058

5666048
5666052

동서양외교사례
성의세계와 정치

동양정치사상과 세계화
중국정치와 외교

5666079

5666080
5666081
5666082

세계외교사

중국정치론
동양정치사상
중국외교론

동일
삭제
신설
동일
동일

경제
학과

5667050 경제학특강 신설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5960052 편미분방정식입문 신설
물리
학과

5963018
5963033

소재 및 소자 물리학
물리학창의력프로젝트

5963041
5963042

첨단물리학세미나
물리학창의력세미나

동일
동일

정보
통계
학과

5961044
5961045

고급통계자료분석및실습
공간분석및실습

신설
신설

미생물
학과

5911132
5911133

5911216
5911217

5911134
5911135
5911218

5911220

5911221
5911125
5911126
5911079
5911122
5911080

미생물학Ⅰ
미생물학실험Ⅰ

세포 및 분자생물학Ⅰ
생물통계학 및 실습

미생물학Ⅱ
미생물학실험Ⅱ
세균학개론

세포 및 분자생물학Ⅱ

대사공학
융합미생물학실험
보건환경미생물학실험
생명정보학 개론
시스템미생물공학
오염정화생물학

5911038
5911039
5911041

5911040

5911006
5911042
5911029

5911043
5911044
5911045
5911046

미생물학
미생물학실험
세포생물학

바이오자바생명정보학

미생물생리학실험
세균학
분자생물학

합성생물학실험
시스템미생물대사공학
환경 및 산업미생물학실험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학실험

동일
동일
신설
삭제
삭제
신설
삭제
동일
동일
신설
삭제
신설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생화
학과

5912025 식물생화학 5912034 바이러스학 동일

지구
환경과
학과

5964006

5964027
5964028
5964016

5964019

5964014
5964017
5964023
5964024
5964036

환경물리화학

퇴적학
퇴적학 실험
야외지질학 및 도학연습

변성환경암석학 및 실험

구조지질학
구조지질학 연습
암석역학
암석역학 실험
제 4기 지질학

5964041
5964042
5964043

5964044
5964045
5964046
596447
5964048

5964049

지구물질계 열역학
석유지질학
퇴적학 및 실험

야외지질학
지질도학 연습
변성암석학 및 실험
지구통계학
구조지질학 및 연습

암석역학 및 실험

동일
신설
동일
삭제
동일
신설
동일
신설
동일
삭제
동일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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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자연
과학
대학

천문
우주
학과

5913050

5913051
5913052
5913053
5913054

소형망원경으로떠나는
천문관측체험
인턴십Ⅰ
인턴십Ⅱ
인턴십Ⅲ
인턴십Ⅳ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경영
대학

경영정
보학과

6208067
6208036

인간과 경영
프로그래밍언어론

6208068
6208069
6208071
6208072
6208070

인간과경영세미나
프로그래밍언어
데이터마이닝
비즈니스프로세스재설계
창조적 사고의 기술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공과
대학

안전공
학과

6543075
6543074

토목시공 및 가설구조물
산재보상 및 안전제도

6543083 토목시공 안전 동일
삭제

공업
화학과

6552135
6552113

재료공학 및 설계
유기단위공정실험

6552038
6552039

재료공학
유기합성실험

동일
동일

환경
공학과

6544084
6544067

대기오염공학설계
생물학적폐기물자원화실험

6544109
6544110

온실가스제어설계
폐기물처리공학 실험

동일
동일

건축공
학과

6546137
6546138

요소공학설계Ⅰ
요소공학설계Ⅱ

6546030
6546031

건축요소공학설계
건축공학입문설계

동일
동일

건축
학과

6551007 구조의 이해 6551052 구조의 이해 및 실험 동일

토목
공학부

6576011
6576001
6576003
6576050
6576005
6576051
6576013
6576009
6576030
6576012
6576014
6576042
6576015
6576043
6576041
6576028
6576047
6576027
6576021
6576037
6576038
6576021
6576048
6576039
6576040
6575051
6575002
6575003
6575041
6575004
6575005
6575006
657508
6575009
6575010

경제성 공학
창의공학설계입문
재료역학
공학수학
구조역학Ⅰ
공학통계학
토질역학Ⅰ
구조역학Ⅱ
수문학
수리학Ⅰ
수치해석
해외건설개론
강구조공학
토목시공학
진동학
시스템분석및설계
해외건설설계기준
P.S 콘크리트공학
전산응용공학
인턴십Ⅰ
인턴십Ⅱ
전산응용공학
해외건설프로젝트관리
인턴십Ⅲ
인턴십Ⅳ
공업물리학
창의공학설계입문
재료역학
토목CAD
공학수학Ⅰ
유체역학Ⅰ
건설재료학 및 실험
측량학Ⅰ 및 실습
구조역학Ⅰ
공학수학Ⅱ 및 수치해석

6545001
6545003
6545004
6545006
6545010
6545011
6545014
6545015
6545017
6545018
6545021
6545023
6545025
6545031
6545032
6545033
6545034
6545042
6545054
6545048
6545049
6545054
6545055
6545057
6545058
6545002
6545003
6545004
6545005
6545006
6545007
6545008
6545009
6545010
6545011

경제성 공학
창의공학설계입문
재료역학
공학수학Ⅰ
구조역학Ⅰ
공학수학Ⅱ
토질역학Ⅰ
구조역학Ⅱ
수문학
수리학Ⅰ
수치해석
해외건설개론
강구조공학
토목시공학
진동학
시스템분석및설계
해외건설설계기준
P.S콘크리트공학
전산응용공학
인턴십Ⅰ
인턴십Ⅱ
전산응용공학
해외건설프로젝트관리
인턴십Ⅲ
인턴십Ⅳ
공학역학
창의공학설계입문
재료역학
토목CAD
공학수학Ⅰ
유체역학Ⅰ
건설재료학 및 실험
측량학Ⅰ 및 실습
구조역학Ⅰ
공학수학Ⅱ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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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공과
대학

토목
공학부

6575011
6575012
6575015
6575016
6575017
6575013
6575014
6575019
6575023
6575044
6575020
6575021
6575025
6575018
6575022
6575031
6575026
6575045
6575042
6575024
6575028
6575030
6575032
6575035
6575037
6575046
6575047
6575048
6575029
6575036
6575040
6575043
6575039
6575052
6575049
6575050
6576054
6576010
6576020
6576055
6576018
6576017
6576023
6576052
6576036
6576004
6576006
6576007
6576016
6576022
6576053
6576033
6576044
6576049
6576032

유체역학Ⅱ
철근콘크리트공학Ⅰ및실험
토질역학Ⅰ
구조역학Ⅱ
철근콘크리트공학Ⅱ
수문학
수리학Ⅰ
측량학Ⅱ 및 실습
토질역학Ⅱ 및 실험
건설교육 논리 및 논술
강구조공학
수리학Ⅱ 및 실험
수자원공학
상하수도공학
사진측량학
기초공학
토목시공학
건설교육론
토목구조물설계
전산구조해석
지형공간정보공학
건설관리
하천공학
P.S콘크리트공학
지반공학
건설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인턴십Ⅰ
인턴십Ⅱ
도로공학
항만공학
교통공학
종합토목설계
토목적산 및 실습
해외건설실무
인턴십Ⅲ
인턴십Ⅳ
측량학및실습
철근콘크리트공학
콘크리트구조시스템
측지학및GIS
토질역학Ⅱ
수리학Ⅱ
상하수도공학
해외건설적산및시공
설계제도
동역학
시스템공학개론
유체역학
공학시스템분석
공학시스템설계
해외토목실무
구조계획
해외건설프로젝트기획
토목시스템종합설계
교량공학및설계

6545012
6545013
6545014
6545015
6545016
6545017
6545018
6545019
6545020
6545024
6545025
6545026
6545027
6545028
6545029
6545030
6545031
6545035
6545036
6545037
6545038
6545040
6545041
6545042
6545043
6545046
6545048
6545049
6545039
6545050
6545051
6545052
6545056
6545047
6545057
6545058
6545009
6545013
6545016
6545019
6545020
6545026
6545028
6545056

유체역학Ⅱ
철근콘크리트공학및실험
토질역학Ⅰ
구조역학Ⅱ
콘크리트 구조공학
수문학
수리학Ⅰ
측량학Ⅱ 및 실습
토질역학Ⅱ 및 실험
건설교육 논리 및 논술
강구조공학
수리학Ⅱ 및 실험
수자원공학
상하수도공학 및 실험
사진측량학
기초공학
토목시공학
건설교육론
토목구조설계
전산구조해석
지형공간정보공학
건설관리
하천공학
P.S콘크리트공학
지반공학
건설교재 연구 및 지도법
인턴십Ⅰ
인턴십Ⅱ
도로공학
항만공학
교통공학
종합토목설계
해외건설 적산 및 실습
해외건설실무
인턴십Ⅲ
인턴십Ⅳ
측량학Ⅰ및실습
철근콘크리트공학및실습
콘크리트구조공학
측량학Ⅱ및실습
토질역학Ⅱ및실습
수리학Ⅱ및실험
상하수도공학및실험
해외건설적산및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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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농업
생명
환경
대학

산림
학과

6968039 로하스 바이오임업과이용학 6968055 산림과학의 이해 동일

지역
건설
공학과

6970006

6970013

6970031

지역건설공학개론

농업지리학 및 실습

지역정비공학

6970054

6970055

6970056

농업농촌공학입문세미나

농업지리학세미나

지역자원학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환경
생명
화학과

6976040

6976006

환경생명화학개론

공학수학 6976045

6976046

6976047

응용수학

수질환경학

농약독성학

삭제

동일

신설

신설

특용식
물학과

6953026

6953033

연초제조학 및 실험

연초제조공정관리론

6953050

6953051

담배제조학Ⅰ및 실험

담배제조학Ⅱ

동일

동일

식물
의학과

6972040 생물과논리및논술 6972046 생명과학과 논리 및 논술 동일

농업
경제
학과

6903005 농산물전자상거래론

6903046 해외농업개발론

삭제

신설

사범
대학

국어
교육과

7406003

7406016

7406044

7406047

7406027

7406033

7406048

7406004

7406014

7406032

7406017

7406018

7406029

7406007

7406020

구비문학론

국어음운론

문학연구방법

시조 및 가사론

현대문학사

현대희곡론

향가 및 여요론

고소설론

국어문법론

현대작가론

문예사조론

국어의미론

현대비평론

국어방언학

국어학사

7406057

7406058

7406059

7406060

7406061

7406062

7406063

7406064

7406065

7406066

7406067

7406068

7406069

7406070

7406071

구비문학교육론

국어음운지도론

문학연구방법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Ⅱ

현대문학사교육론

현대희곡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Ⅰ

고소설교육론

국어문법교육론

현대작가론 및 교육

문예사조교육론

국어의미지도론

현대비평교육론

국어방언교육론

국어학사교육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역사

교육과

7437076

7437074

동아시아전근대사

서양전근대사

7437085

7437086

동양사개론

서양사개론

동일

동일

윤리

교육과

7440002

7440029

7440058

정치체계이론

한국민주정치론

환경윤리교육론

7440081

7440082

7440083

도덕적 상상력과 공공윤리

인격과 양심론

문화와 윤리

삭제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생물

교육과

7447024 식물형태발생학 7447079

7447080

식물형태학

식물발생학

동일

신설

지구

과학

교육과

7448060

7448082

대기과학지도특론

물리기상학

7448085 대기과학 및 해양학특론 동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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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생활

과학

대학

식품

영양

학과

7718019

7718020

7718052

7718090

7718089

7718053

한국음식연구 및 실습

외국음식연구 및 실습

식품미생물학

식품영양세미나

발효식품학

식품위생관리 및 실험

7718096

7718096

7718097

7718099

7718098

조리 원리 및 실습

조리 원리 및 실습

식품미생물학 및 실험

식품영양연구 및 실습

분자식품영양학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삭제

삭제

신설

아동복

지학과

7707084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707100 언어지도

삭제

신설

패션

디자인

정보

학과

7719062

7719067

7719057

7719017

디지털패션경영

패션벤처기획

패션상품기획

패션소재기획

7719071

7719072

7719073

7719074

패션상품기획 및 실습

패션소재기획 및 실습

패션연구 및 세미나Ⅰ

패션연구 및 세미나Ⅱ

삭제

삭제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소비자

학과

7717027

7717034

7717042

7717015

소비자정보관리

소비자와 마케팅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론

7717075

7717076

7717078

7717077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상담 및 실습

소비자교육 및 실습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약학

대학
약학과

8305061

8305047

8305031

8305007

8305021

8305080

8305001

8305062

8305038

8305026

8305064

8305079

8305004

8305012

8305020

8305060

약품미생물학Ⅰ

유기약품제조화학Ⅰ

약물학Ⅰ

무기약품제조화학

분자생물학

대사조절학

공중보건학

약품미생물학Ⅱ

유기약품제조화학Ⅱ

약물학Ⅱ

독성학

천연의약품학

무기약품제조화학실험

병리학

생약학실험

약품분석학실험

8310018

8310019

8310020

8310021

8310023

8310025

8310026

8310028

8310029

8310030

8310032

8310034

8310022

8310024

8310027

8310031

8310033

8310035

8310036

약품미생물학Ⅰ

유기약품제조화학Ⅰ

약물학Ⅰ

무기의약품학

분자생물학

대사조절학

공중보건학

약품미생물학Ⅱ

유기약품제조화학Ⅱ

약물학Ⅱ

독성학

천연물약품학

약물소재실습

병태생리학Ⅱ

인체호르몬

생물약학실습

경영약학

유전질환

천연물소재개발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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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약학

대학

제약

학과

8306062

8306029

8306041

8306024

8306003

8306050

8306063

8306026

8306034

8306009

8306023

8306061

8306004

약품미생물학Ⅰ

약물학Ⅰ

유기약품제조화학Ⅰ

약물동태학

기기분석

제제물리학

약품미생물학Ⅱ

약물학Ⅱ

유기약품제조화학Ⅱ

무기약품제조화학

생약학실험

약품분석학실험

무기약품제조화학실험

8311018

8311019

8311020

8311022

8311025

8311026

8311027

8311028

8311029

8311030

8311021

8311023

8311024

8311031

8311032

8311033

8311034

8311035

8311036

미생물약품학Ⅰ

약물학Ⅰ

약품합성학Ⅰ

약동학

기기분석학

제제물리학

미생물약품학Ⅱ

약물학Ⅱ

약품합성학Ⅱ

무기제약학

생물약학실습

의약품행정학

생유기화학

약물소재실습

제약산업학

제약공학

임상약제학

생물약제학

제제단위공정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의과

대학

의예과

8608001

8608016

8608028

의학입문

의학전산학

물리화학

8608032

8608034

8608033

8608035

의학입문세미나

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이해

의학연구의 기초

의학연구실습

동일

동일

삭제

신설

신설

의학과

8605139

8605143

8605427

8605428

8605445

의료와 사회Ⅰ

의료와 사회Ⅱ

근골격계Ⅰ

안·이비인후과 및 피부과학Ⅰ

PBL

8605454

8605455

8605458

8605456

8605457

8605459

8605460

8605461

의료와 사회

의학생활의 설계

기초의학 종합시험

인간과 고통에 대한 이해

관련학문에 대한 이해

근거중심의학

임상의학 종합시험

졸업 후 설계

동일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신설

신설

신설

간호

학과

8610001

8610002

8610003

해부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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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2011 2012

비고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전자

정보

대학

전기공

학부

5100003

5100004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06042

5106043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Ⅱ

동일

동일

전자공

학부

5107043

5100003

5100004

정보표시소자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07048

5107047

5107049

디스플레이공학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Ⅰ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Ⅱ

동일

동일

동일

정보

통신

공학부

5100001

5100002

5108026

5108033

5108051

5100003

5100004

창의공학설계Ⅰ

창의공학설계Ⅱ

학생연구

설계프로젝트Ⅰ

설계프로젝트Ⅱ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08054

5108054

5108055

5108056

5108059

5108057

5108058

5108053

창의공학설계

창의공학설계

학생연구세미나

종합설계세미나Ⅰ

종합설계세미나Ⅱ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Ⅱ

전공입문세미나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컴퓨터

공학부

5100003

5100004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09067

5109068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Ⅱ

동일

동일

컴퓨터

공학과

5110022

5110002

5110030

5110038

디지털통신

전자및디지털공학실험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00047

5100046

5100048

5100049

5100050

데이터통신

정보처리실험

산학초청세미나Ⅰ

산학초청세미나Ⅱ

컴퓨터논리 및 논술

동일

동일

동일

동일

신설

소프트

웨어

학과

5111019

5111021

5111034

5111035

5111043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별연구

전산특강

산학특강Ⅰ

산학특강Ⅱ

5111045

5111046

5111047

5111048

5111049

펌웨어프로그래밍

컴퓨터논리및논술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Ⅰ

실무프로젝트

산학특강초청세미나Ⅱ

동일

삭제

삭제

신설

동일

신설

동일

융합

학과

군

조형예

술학과

(전공

공통)

8701011

8701013

8701018

색채조형과 드로잉 기법

현대조각 기법연구

미술행정 및 실무

신설

신설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