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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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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q 배재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능동적인 자아발전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이끌 수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q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대학교는 고종황제로부터「배재학

당」교명을 받은 134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최초이면서 최고(最古)의 고

등교육기관이며,‘크고자하거든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는 건학이념 

하에‘중부권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을 발전목표로 삼아 전 구성원과 함께 '도전

하는 청년 아펜젤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음

q 이 같은 대학 발전목표와 인재상 구현을 통해 배재인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상

생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Servant Leadership'으로, 공

감과 소통으로 미래사회 창조에 적극 협력하는‘Valuable Followership'으로, 끊

임없는 도전과 모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Creative Frontiership'의 교

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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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및 비전과 전략

q 발전계획의 수립

m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대학교는 134년의 역사적 전통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류와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

m 우리대학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과 학습자의 교육 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나섬1885」발전전략의 성과를 점검･평가 후,‘미래를 디자인

하는 창의융합인재배양’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교육, 글로벌, 학생지원, 산

학협력, 대학경영 5대 분야의 전략 방향과 13개 전략과제의「2019 New START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학생중심 교육체계를 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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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m 2019 중장기 발전전략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인재를 배양하는 중부권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우리대학의 핵심역량이 내재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5대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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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3월

1 2 1: 1학기 시작, 3·1절
4: 개강
4〜6: 전과, 복수(부)/연계/융합전공 신청 
4〜7: 청년 아펜젤러 예비학기(1학년)
4〜8: 수강신청 변경
20〜22: 수강철회 신청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수업일수(1/3)
22〜26: 중간고사(수업병행)
24: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5: 어린이날
6: 대체공휴일(어린이날)
12: 석가탄신일
14: 수업일수(2/3)
23: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현충일                   8: 개교기념일10〜12: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10∼12: 1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17〜19: 여름계절학기 등록기간20: 여름방학24: 여름계절학기 개강(6.24〜7.12)26: 1학기 성적입력 마감27~7.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12: 여름계절학기 종강
17: 여름계절학기 성적입력 마감
18〜19: 여름계절학기 성적공람 및 성적이
의 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30: 2학기 복학신청 
9〜16: 2학기 수강신청
15: 광복절
22: 후기 학위증 교부
26〜30: 2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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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9월 

1 2 3 4 5 6 7 1: 2학기 시작
2: 개강 
2〜4: 전과, 복수(부)/연계/융합전공 신청 
2〜6: 수강신청 변경
12〜14: 추석연휴(13일 추석) 
18〜20: 수강철회 신청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25 26 27 28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개천절
9: 한글날
10: 수업일수(1/3)
21〜25: 중간고사(수업병행)
29: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수업일수(2/3)
25: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11: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
9〜12: 2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
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16〜18: 겨울계절학기 등록기간 
20: 겨울방학 
20: 겨울계절학기 개강(12.20.〜1.13.) 
25: 성탄절
26: 2학기 성적입력 마감
27〜1.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13: 겨울계절학기 종강
16: 겨울계절학기 성적입력 마감
17〜20: 겨울계절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24〜26: 설 연휴(25일 설)  
27: 대체 공휴일(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28: 1학기 복학신청 
10〜14: 1학기 수강신청
20: 전기 학위수여식
24〜28: 1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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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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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학교법인 배재학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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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법인 배재학당 운영 기관

< 서울 배재빌딩 및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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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법인 배재학당 정관

배재학당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아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배재대학교

   2. 배재고등학교

   3. 배재중학교

   4. 배재대학교 부속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번지의 4호에 두고 연락사무
소를 대전광역시에 둘 수 있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
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10.03.08., 2012.08.17., 2013.08.27.>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
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변경 2010.03.08.>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
어야 한다. 다만, 법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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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3.20.]

제3절 삭제

제13조∼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6인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변경 2007.03.20.>

   2. 감사 2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고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변경 2007.03.20.>

   1. 이사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의 학교 동창회 유지 이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변경 2018.04.26.>

   2. 감사 3년 <변경 2007.03.20.>

   ② 삭제 <2018.04.26.>

   ③ 학교의 장으로서의 이사의 임기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기독교인으로 하되 다음 비율로 이사회에서 선
임하여 관할청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
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2007.03.20.>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 4인 <변경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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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감리교 세계선교부 소속 선교사 1인 <변경 2007.03.20.>

   3. 학교 동창회 유지 2인 (배재중고 출신 1인, 배재대학교 출신 1인)

   4. 국가, 교육계 또는 배재에 공헌한 자 3인 <변경 2007.03.20.>

   5.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 2인 (배재대학교 총장, 배재고등학교 교장)

   6. 개방이사 4인 <신설 2007.03.20.>

   ② 삭제 <2007.03.20.>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
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기독교인 중 세례교인으로서 배재학당의 건학이념
을 구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변경 2010.03.08.>

   [본조신설 2007.03.20]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
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 2010.03.08.>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
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변경 2010.03.08.>

   ③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변경 2010.03.08.>

   ④ 삭제 <2010.03.08.>

   [본조신설 2007.03.20]

제24조의4(개방감사의 선임) ① 감사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개방감사의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경 2010.03.08.>

   ②∼⑤ 삭제 <2010.03.08.>

   [본조신설 2007.03.20.]

제24조의5(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7인
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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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에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08.]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2007.03.20.>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
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03.20.>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변경 
2007.03.20.>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변경 2007.03.20., 2008.09.08.>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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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
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변경 2016.12.12.>

   6.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변경 2007.03.20.>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2007.03.20.>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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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
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7.03.20.>

제35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후 10일 이내에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
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
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03.20.]

제35조의3(발전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4.26.]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건물,토지)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유가증권 투자

   4. 농장 경영

   5. 임업

   6. 기타사업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배재빌딩관리사무소를 경영한다.

제38조(수익사업의 주소) 배재빌딩관리사무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5번지의 
4호에 둔다.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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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변경 2008.09.08.>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
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변경 2010.03.08.>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변경 
2008.09.08.>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3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총장의 임기
는 4년 단임으로 하고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07.03.20., 2016.12.22., 2018.06.28.>

   ② 대학교의 총장 또는 부총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경 2018.08.21.>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당해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된 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변경 2016.12.22., 2018.08.21.>

   ④ 신규채용되는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거나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본교의 부교수가 교수
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변경 2010.03.08.>

   나. 부교수: 8년 이내의 계약기간

   다. 조교수: 최초 2년 이내 및 이후 4년 이내의 계약기간 <변경 2012.08.17.>

   라. 삭제 <2012.08.17.>

   2. 급여: 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다.

   3. 근무조건: 책임시수 및 소속부서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 교육, 사회봉사, 산학협력 등의 업적과 실적에 관한 사항 <변경 
2012.03.29.>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을 준용하며, 근무기
간은 교수는 정년까지, 부교수는 8년,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



21

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02.11.01.>

   ⑥ 대학 총장 및 부총장을 제외한 교원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변경 2018.01.25., 
2018.04.26.>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2002.11.01., 
2016.12.22., 2018.01.25.>

   ⑧ 삭제 <2012.08.17.>

   ⑨ 배재중학교와 배재고등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신설 2007.03.20.>

   ⑩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03.20.>

   ⑪ 제10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7.03.20.>

제43조의2(기간제교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
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
다.)을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16.10.27.>

   1. 교원이 결원이 생겨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삭제 <2012.12.13.>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학교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
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
직을 명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2018.04.26.>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2018.04.26.>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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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
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2008.09.08., 2012.03.29., 2018.01.25.>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
한다.)를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6.10.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변경 
2008.09.08.>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8.01.25.>

   12.「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
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18.04.26.>

   ②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변경 2016.10.27.>

제45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변경 2002.08.09.>

   1.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
지로 한다.

   3.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변경 2008.09.08., 2018.01.25.>

   6의2. 제44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10.27.>

   7. 제4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변경 2018.04.26.>

   8. 제4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
에 한한다. <신설 2018.01.25.>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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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18.04.26.>

   ②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
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변경 2018.01.25., 2018.04.26.>

제48조(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제48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6.10.27.>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2016.10.27.>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변경 2016.10.27.>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5에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
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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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변경 2016.10.27.>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변경 2016.10.2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
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⑦ 제1항과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
2항 제2호,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⑧ 삭제 <2016.12.22.>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
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2., 변경 2016.12.22.>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할 수 있다. <변경 2016.10.27.>

제50조의2(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및 부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변경 2018.08.21.>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50조의3(명예퇴직) ①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만 한 한다.

   ② 제1항의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학은 대학 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세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교직원 명예
퇴직수당 지급세칙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변경 2008.09.08., 2015.01.22., 
2018.08.21.>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50조의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
무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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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배재대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중학교에 각각 교원인사위원회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2007.03.20., 2016.12.22.>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배재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14.06.24., 2016.12.22.>

   2. 총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를 부총장의 보직에 발령제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변경 2018.01.25.>

   3. 삭제 <2012.03.29.>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배재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변경 2007.03.20., 2016.12.22.>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변경 2007.03.20.>

   5. 기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7.03.20.>

   ③ 배재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
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변경 2014.06.24., 2016.12.22.>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대학교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변경 2018.08.21.>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
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교무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2014.03.01., 2018.08.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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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의 
징계사건과 기타 법령에서 정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
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변경 2016.10.27>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16.10.27.>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7인 <신설 2016.10.27.>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신설 2016.10.27.>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6.10.27.>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6.10.27.>

   다.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6.10.27.>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6.10.27.>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0.27.>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6.10.2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10.2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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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 <신설 2016.10.2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0.27.>

   5. 제67조의 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6.10.27.>

제60조 삭제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
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
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
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임용권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
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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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2016.10.27.>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
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
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
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경 2007.03.20., 
2016.10.27., 2018.06.28.>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6.10.27.>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69조∼제82조 삭제

제4절 일반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사무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시설관
리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변경 2014.03.0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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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관리
운영직, 시설관리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변경 2014.03.01.>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선발, 전직, 전보, 강
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
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변경 2016.12.22.>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일반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2(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제9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부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변경 2018.08.21.>

제87조의3(명예퇴직) ① 배재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 일반직원은 15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
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변경 2008.09.08., 2019.02.19.>

   ② 제1항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조교 <신설 2012.08.17.>

제88조의2(조교) ① 교육·연구 및 사무보조를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16.12.22.>

   ③ 조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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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변경 2016.10.27., 2018.01.25.>

   ② 법인사무국에 기획실과 배재빌딩관리사무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기획실장 및 연락사무소장은 3급 또는 4
급의 직원으로 보하며 배재빌딩관리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6.10.27., 2018.01.25.>

   ③ 기획실에 법인1팀과 법인2팀을 두고 각 법인팀장은 4급 또는 5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6.10.27., 2018.01.25.>

   ④ 배재빌딩관리사무소에 지원팀, 전기팀, 설비팀을 두고, 지원팀장은 5급의 직원으로 보
하고, 전기팀장 및 설비팀장은 6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4.03.01., 2016.10.27., 
2018.01.2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⑥ 법인 사무조직의 직원은 정원내에서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10.27.>

제89조의2(배재학당역사박물관) ① 법인에 배재학당과 관련된 역사자료의 수집, 전시 및 교
육을 위하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둘 수 있다.

   ②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원, 직원 및 외부인사로 보한다.

   ③ 제2항 외부인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8.04.26.>

   1.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2.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

   3. 박물관 관련학과 전공자

   ④ 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학예실을 둔다. <변경 2018.04.26.>

   ⑤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18.04.26.>

   [본조신설 2018.01.25.]

제2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무기획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산학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외부인사를 보직 발령할 수 있다. <변경 2018.01.25., 2018.08.21.>

   ④ 제3항 외부인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8.04.26.>

   1.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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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교육, 교육행정 및 산학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하며, 부총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8.01.25., 변경 2018.04.26., 2018.08.21.>

   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기획부총장, 대외협력부총
장, 산학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2018.01.25., 2018.04.26., 2018.08.21.>

   ⑦ 제3항의 각 부총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08.21.>

   1. 교무기획부총장: 교무·기획 및 일반행정 관련 업무 <변경 2019.02.19.>

   2. 대외협력부총장: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관련 업무

   3. 산학부총장: 산학협력 및 창업 관련 업무

제91조(학장, 대학원장, 캠퍼스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을, 대덕밸리캠퍼스에 캠퍼스장을 둔다. <변경 2014.03.01.>

   ② 학장과 대학원장, 캠퍼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 캠퍼스장은 총장의 명을 얻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대덕밸리캠퍼
스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변경 2012.08.17., 
2014.03.01.>

제92조(행정부서) ① 대학교에 교목실, 교무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학생인재개발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를 둔다. <변경 2007.05.18., 2009.03.01., 2011.06.23., 
2011.10.18., 2015.12.10., 2016.04.01., 2019.02.19.>

   ② 교목실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술정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기획처장, 총무처장, 시설관리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 또는 부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05.18., 2009.03.01., 2011.06.23., 2011.10.18., 
2015.12.10., 2016.04.01., 2016.10.27., 2019.02.19.>

   ③ 교무처, 기획처, 입학홍보처, 학생인재개발처, 총무처, 시설관리처, 대외협력처, 학술정
보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두고, 교무처, 기획처의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
의 교원으로 보하고, 입학홍보처, 학생인재개발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의 부처장은 조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총무처, 시설관리처의 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또한 교목실에는 교목실장을 보좌하기 위해 교목을 둘 수 있으
며, 교목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변경 2007.03.22., 2009.03.01., 2009.09.01., 
2010.03.01., 2011.06.23., 2011.10.18., 2012.02.17., 2012.08.17., 2014.06.24., 2015.12.10., 2016.04.01., 
2016.10.27., 2019.02.19.>

   ④ 각 행정부서에 센터, 부, 원, 실, 팀(과)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 부장, 원장,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과)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1.10.18., 2012.12.13., 2015.12.10., 2016.10.27.>

   ⑤∼⑫ 삭제

   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부서의 분장업무와 제4항의 직제는 총장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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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09.03.01., 2015.12.10.>

제93조(단과대학등의 하부조직)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부, 센터와 팀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 및 부원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
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2.02.17., 2015.12.10., 2016.10.27., 2019.02.19.>

   ② 삭제 <2015.12.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업무는 총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12.02.17., 
2012.08.17., 2015.12.10.>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6.10.27.>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얻어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총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4조의2(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제95조(미래혁신본부) ① 대학 운영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 교육개혁과 대학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각종 평가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미래혁신본부를 둔다. <변경 
2019.02.1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08.21.]

제3절 고등학교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2인을 둘 수 있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에 교목실, 교무행정부, 연구기획부, 인성지도부, 교육지원부, 
입학홍보부, 창의인재부, 체육부, 우남학사부, 진학진로부, 학년부 및 행정실을 두며 교목
실장은 교목으로 보하고 각 부의 장은 교사로 보하며 행정실장은 5급의 직원으로 보한
다. 단, 기관간 인사 교류시 행정실장의 직급은 예외로 한다. <변경 2009.04.23., 2012.08.17., 
2013.03.01., 2014.03.01., 2015.03.26., 2016.10.27., 2016.12.2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4절 중학교

제98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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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에 교목실, 교무부, 연구부, 생활지도부, 체육부, 정보과학부, 창
의인성부, 진로상담부, 학년부 및 행정실을 두며 교목실장은 교목으로 보하고 각 부의 장
은 교사로 보하며 행정실장은 6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변경 2012.08.17., 2014.03.01., 
2016.10.27.>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학교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절 유치원

제100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얻어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그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변경 2016.10.27.>

제6절 정원

제101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102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조선일보에 공고한다.

제10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4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변경 2012.02.20.>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  사

〃

〃

〃

〃

〃

〃

〃

〃

감사

〃

김준원

변호덕

박우동

젠  센

엄재희

모  아

김주병

송수천

송방용

김광우

김용관

강갑문

1918.02.12.

1910.07.20.

1904.09.27.

1898.11.17.

1914.09.27.

1920.05.11.

1909.06.21.

1913.02.18.

1906.05.26.

1913.11.10.

1915.01.18. 

63.09.22 – 67.09.21
61.01.12 – 77.03.26
61.06.27 – 65.01.11
63.04.18 – 69.01.11
63.09.22 – 69.03.15
61.01.12 – 67.06.12
61.06.27 – 68.01.12
62.05.12 – 71.10.11
63.05.29 – 67.05.28
63.09.22 – 67.09.21
63.10.12 – 68.04.01
63.11.23 – 6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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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재중학교와 배재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07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
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투표를 거쳐 2배수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
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08조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
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
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
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
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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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1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
지 아니한다.

제1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
는 해당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11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
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1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
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
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
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규정의 제ㆍ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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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
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⑥“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
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14조제1항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
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
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
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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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
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
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1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0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
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
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
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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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
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3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
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4조(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
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5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
에 따른다.

제126조(이사회의 지원)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
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28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2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
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배재고등학교와 배재중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
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30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1. 학생생활지도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
하지 아니하고 동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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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 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
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
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32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인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
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5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
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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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9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
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7.03.20.>

제141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
원회(이하 이 장에서“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7.03.20.]

제142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
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3.20.]

제143조(교내 평의원의 선임) ① 교원위원은 전체교수회에서 선출하고 직원대표는 전체직원
회에서 선출한다. 학생대표는 학생회장으로 하고 동문대표는 배재대학교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총장이 선임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의원이 모두 확정되면 총장이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7.03.20.]

제144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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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7.03.20.]

제145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학생인 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변경 2019.02.19.>

   [본조신설 2007.03.20.]

제146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
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변경 2010.03.0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10.03.08.>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2010.03.08.>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2010.03.08.>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2010.03.08.>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변경 2010.03.08.>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03.20.]

제147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03.20.]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6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1조
의 7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의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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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무
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1조 제1항 및 별표 1, 2의 각 직
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여자초급대학의 교원은 배재대전초급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79년 3월 13일(문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4월 4일(문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11월 24일(문교부장관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배재실업전문대학 소속의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한 배
재대학 사무직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정관은 198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의 임용기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
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
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
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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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배재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원장 포함)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배재대학 부속유치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배재빌딩 관리사
무소에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배재학당 사무국
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1984년 1월 1일 현재 배재대학에  조교수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는
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
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직으로의 특별채용에 관한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
중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의 특별채용 요
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에 대하여는 기능직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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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고용직의 정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을 199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능직 특별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중 
기능직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기능직으로 특별채용한다. 다만, 기능직의 특별채
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교용직에 대하여는 기능직의 특별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
별채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떄까지 그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까지 채
용할 수 없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배재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장
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배
재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
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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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임명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이 정관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 만료시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대학교원 제외) 중 생년
월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경정관에 불구하고 각 해당호의 규정된 일자
에 당연 퇴직된다.

   1.  1934년 2월 28일 이전인 자:  1999년 2월 28일

   2.  1934년 3월 1일부터 1937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자:  1999년 8월 31일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2000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
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
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여,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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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교 총장 중임 제한 및 재직중 총장으로 임용된 자의 신분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총
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제43조제1항) 및 본교 교원 재직중 총장임용자의 임기
만료후 임용직전의 신분 보장 규정(제43조제3항)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직원 근속승진제 적용대상) 제84조제1항의 일반직원 근속승진제는 중,고등학교 및 
수익사업체에 재직중인 일반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이후 제24조의 3에 의한  개방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이사
를 우선 선임하여야 하며 개방이사의 선임은 최초결원발생시부터 대학평의원회 추천(2
인),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1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추천(1인)으로 선임한다.

  ② 개방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 발생순으로 임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이 정관 시행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
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5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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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등학교 하부조직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로 변경된 고등학교의 하
부조직 및 각 부, 팀의 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변경 및 발령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 별표2의 배재고등
학교, 배재중학교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재고등학교, 배재중학교 기능직10등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직9등
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당시 기능직 10등급으로 재직 중이며 
4년 이상 경과한 자는 2011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진임용하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승진임용하고, 2년 미만 경과한 자는 2012년 5월 23일 
이후 승진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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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는 조교수
로 명칭변경한다. 다만 그 변경일자는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22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능직에서 관리운영직 또는 시설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은 전환되기 전 
기능직의 직급과 호봉을 승계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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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92조에 의한 “학술정보처” 폐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배재빌딩관리사무소의 기술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9조의2는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전 정관에 따른 소속부서 및 보직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재임 중인 이사는 임기 종료일까
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용되는 교무기획부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
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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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

     1.  사 무 국 및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총    계                                          9 명

         사무직계                                          9 명

                             2급                           1 명

                             3급                           1 명

                             4급                           1 명

                             5급                           1 명

                             6급                           2 명

                             7급                           1 명

                             8급                           2 명

     2.  배재빌딩 관리사무소

         -------------------

         총    계                                19 명

         사무직계                                 5 명

                             4급                  1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                  2 명

         기술직계                                11 명

                             6급                  3 명

                             7급                  4 명

                             8급                  4 명

         시설관리직계                             3 명

                             시설관리6급          1 명

                             시설관리8급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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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

     1.  배재대학교

         총    계                                125 명

         사무직계                                 92 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관리직계                             33 명

                             시설관리6급

                             시설관리7급

                             시설관리8급

                             시설관리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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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재고등학교

         ------------

         총    계                                  11 명

         사무직계                                  4 명

                             5급                   1 명

                             6급                   1 명

                             7급                   1 명

                             8급                   1 명

         관리운영직계                              3 명

                             열관리운영9급         1 명

                             전기운영9급           1 명

                             사무운영9급           1 명

         시설관리직계                              4 명

                             시설관리8급           2 명

                             시설관리9급           2 명

     3.  배재중학교

         ----------

         총    계                                  5 명

         사무직계                                  2 명

                             6급                   1 명

                             7급                   1 명

         시설관리직계                              3 명

                             시설관리8급           1 명

                             시설관리9급           2 명

     4.  배재대학교 부속유치원

         ---------------------

         총    계                                  1 명

         사무직계                                  1 명

                             9급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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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 임원

직위 성명 주소

이사장 곽명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서소문동)

이사 안기호

이사 윤태훈 〃

이사 유광수 〃

이사 홍순용 〃

이사 조세제 〃

이사 송기성 〃

이사 조보현 〃

이사 황문찬 〃

이사 이민열 〃

이사 김낙환 〃

이사 최선희 〃

이사 김선재 〃

이사 송희영 〃

이사 고진영 〃

이사 김홍덕 〃

감사 유하정 〃

감사 한백현 〃

q 학교법인 배재학당 법인사무국

직위 성명 주소

사무국장 최창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서소문동)

팀장 신상남 〃

과장 장호석 〃

대리 여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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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배재대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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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립 배경

  본 대학은 미국 감리회 소속 선교사 아펜젤러(Rev. Henry G. Appenzeller)가 1885

년에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 땅에 배재학당을 창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듬

해인 1886년 6월 8일에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증표로 당대의 명필 정학교(丁學喬)

가 쓴 ｢培材學堂(The Hall for the Training to the Useful Men)｣이라는 교명과 현판

을 고종황제로부터 하사 받았다. 그리고 堂訓도 성서(마태복음 20: 26~28)에 있는 ｢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성구를 당시의 한학

자 조한규(趙漢奎)를 통하여 ｢欲爲大者 當爲人役｣으로 한역하여 정하였다. 1895년 3

월에 배재학당은 한국정부와 협정을 맺고 학비 200불을 받고 관비생 200명의 교육

을 위탁받았다.

< 고종활제로부터 하사 받은 배재학당 현판 >

  정규 대학 과정은 1895년 9월 2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영문과에 106명, 국한문과

에 60명, 신학과에 6명의 학생을 받아 가르쳤고, 교수진은 H. G. Appenzeller, G. H. 

Jones, F. Ohlinger, W. A. Noble, E. M. Cable, D. A. Bunker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

온 윤치호, 서재필 등이었다. 그 후 배재대학은 1902년 6월 아펜젤러가 익사자 구조 

도중 순직하여 D. A. Bunker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경신학교 대학과

와 합동하여 YMCA안에서 잠시 명맥을 유지하다가 연희전문학교가 설립되면서 대

학과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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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1959년에 본교 동문인 당시 이승만 박사가 학교부지를 희사하여 서울 장

위동에 건물 기공식까지 거행하였으나 이듬해 4. 19혁명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

다가 1977년 10월 20일에 이르러 허길래(Miss Clara Haward) 박사가 설립(1955. 4. 

26/대전보육학원)하고 이선희 박사가 학장으로 있던 같은 기독교 학교인 대전여자초

급대학과 재단을 합병하여 다시 대학(배재대전초급대학)의 문을 열었다. 그리하여 

1978년에는 배재대전초급대학으로, 1979년에는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개명하였으며, 

1980년 12월 29일에 비로소 10개 학과(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 원예과,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를 갖춘 4년제 정규대학인 ｢배재대학｣(Paichai College)을 1981년 3월 1일부로 인가

받기에 이르렀다.

< 배재의 인물 >

  이후 1982년 초대 학장에 김용우 박사가 취임하여 물리학과, 화학과, 무역학과, 

법학과, 생물학과가 증과 되었고, 1983년 2대학장에 김대준 박사가 취임하였다. 

1986년에 3대 학장에 이성근 박사가 취임하였으며, 1987년 11월에 대학원이 설치 

인가되었고, 1992년 종합대학교로 체제를 바꾸고 그해 정책과학대학원(현 정보통신

대학원)이 인가되었다. 1995년에 박강수 박사가 제2대 총장(제3대 1999년 3월 15일)

으로 취임하였고, 2003년 3월 18일에 제4대 정순훈 총장(제5대 2007년 3월 20일)이 

취임하였다. 2009년 3월 1일에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으며, 2011년 3월 1일에 제6대 

총장으로 김영호 박사가 취임(제7대 2015년 3월 1일)하였다. 2012년 3월 1일에 9개 

단과대학을 5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고, 한류문화산업대학원이 신설되었으며, 

2019년 3월 1일에 제8대 총장으로 김선재 박사가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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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혁

1885.08.03.

1886.04.01.

1886.06.08.

1895.09.01.

1896.04.07.

1902.06.11.

1903.06.

1906.06.

1909.04.23.

1912.01.

1915.02.

1920.05.11.

1925.09.27.

1937.03.03.

1951.08.21.

1955.04.26.

1956.05.04.

1958.04.07.

1959.11.16.

1960.04.19.

1961.10.05.

1971.12.31.

1973.08.30.

1977.10.14.

1977.11.23.

1978.03.01.

1979.02.15.

1979.03.01.

1980.12.29.

1982.06.11.

1982.11.25.

1983.10.05.

1985.06.08.

1986.02.18.

배재학당 창립(설립자 아펜젤러 H.G.Appenzeller)

초대학당장 아펜젤러 취임

고종황제의 ‘배재학당’ 교명 하사

배재대학부 설치(영문학과, 국한문학과, 신학과)

배재학당내에서 「독립신문」발간(서재필)

설립자 아펜젤러(H.G.Appenzeller) 순직(44세, 목포 앞바다)

제2대 학당장 하운셀(C.G.Hounshell) 취임

제3대 학당장 벙커(D.H.Bunker) 취임

배재고등학당 인가(사립학교령)

제4대 학당장 신흥우 박사 취임

배재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조선총독부) 배재학당과 병설운영

제5대 학당장 겸 학교장 아펜젤러 2세(H.D.Appenzeller) 취임

배재학당 교명 폐지(조선총독부)

배재중학교(6년)로 개칭(조선교육령)

배재중학교(3년) 및 배재고등학교(3년)로 개편(교육법)

대전보육학원 설립(설립자 허길래 Clara Howard)

대전보육초급대학 인가(초대 학장 허길래)

학교법인 배재학당 인가

배재대학 기공식 거행(서울 하월곡동)

4.19 혁명으로 공사 중단

대전보육초급대학 제2대 학장 이선희 교수 취임

대전보육초급대학을 대전여자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도마동 학교 이전 부지 매입(8만평)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학교법인 대전보육학원 합병

하워드관 준공(1,460평)

대전보육초급대학을 배재대전초급대학으로 교명 변경

아펜젤러관 준공(1,885평)

배재대전초급대학을 배재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배재대학(정규 4년제) 설립 인가(10개 학과, 400명)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경영학과, 

원예과,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초대 학장 김용우 박사 취임

우남관 준공(1,995평)

제2대 학장 김대준 박사 취임

배재학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

제3대 학장 이성근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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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7.01.

1987.11.09.

1988.03.01.

1989.06.08.

1989.11.03.

1990.02.18.

1990.02.24.

1991.02.28.

1991.09.01.

1991.11.16.

1992.05.01.

1992.07.08.

1993.02.26.

1993.09.03.

1993.12.09.

1995.03.15.

1996.07.15.

1996.08.01.

1996.09.25.

1996.11.02.

1996.11.22.

1997.05.13.

1997.07.11.

1997.11.18.

1998.03.04.

1998.07.01.

1998.07.10.

1998.09.10.

1998.10.01.

1998.12.01.

1999.03.15.

1999.05.07.

1999.07.09.

1999.09.01.

1999.10.25.

전자계산소 설립

대학원 석사과정 설립 인가

사회교육원 개원

｢培材百年史｣ 발간(배재100년사 편찬위원회)

백산관 준공(1,600평)

제4대 학장 이성근 박사 취임

소월관 준공(800평)

목련관(780평) 및 서재필관(700평) 준공

김옥균관 준공(423평)

대학원 박사과정 설립 인가

종합대학교로 승격

초대 총장 이성근 박사 취임

정책과학대학원 설립 인가

주시경 기념 중앙도서관 준공(2,240평)

2부대학(야간) 설립 인가

집현관 준공(788평)

제2대 총장 박강수 박사 취임

대천수련관 준공(367평)

정보화 우수대학 선정(동아일보)

자연과학관 준공(3,240평)

국제통상대학원 설립 인가 

전자정보실(Cyber Space) 개관

교육매체원 개원

정보화 우수대학 선정(동아일보)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과제 선정 - 항산화단백질연구(과학기술처)

학생복지종합지원센터 개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센터 선정(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선정(정보통신부)

정보과학관 준공(1,350평)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과제 선정 - 광혼돈제어연구(과학기술처)

학사개혁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제3대 총장 박강수 박사 취임

배재 21세기관 준공(6,545평)

바이오의약연구센터 선정(RRC)(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중등교원연수원 인가(교육부)

두뇌한국(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선정 - 정보통신분야(교육부)

생물의약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선정(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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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2000.02.02.

2000.07.28.

2000.09.01.

2000.09.25.

2000.09.27.

2001.07.16.

2001.08.18.

2001.09.24.

2001.11.26.

2002.08.09.

2002.08.16.

2002.11.18.

2003.03.01.

2003.06.01.

2003.10.08.

2003.10.22.

2004.02.10.

2004.02.23.

2004.02.27.

2004.04.06.

2004.06.16.

2004.06.24.

2004.06.30.

2004.06.30.

2004.07.30.

2004.08.02.

2004.10.15.

2005.02.07.

2005.03.21.

법무대학원 설립 인가

1999년도 대학종합평가 최우수 대학원, 우수대학 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광경영대학원 설립 인가

한국어교육원 개원

Life & Image Clinic 개관

2000년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교육부)

서울캠퍼스지원센터 신설

2001년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교육인적자원부)

제2회 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전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상 수상)

｢해외우수 IT교육기관 파견·연수사업」수행기관 선정(정보통신부)

시설운영처 신설

2002년도 교육개혁 우수대학 3년연속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사업 선정(교육인적자원부)

제4대 총장 정순훈 박사 취임

대외협력센터 → 대외협력처 승격 / 대학발전추진본부, 평가관리본부 신설

국제교류관, 예술관 기공(총 3,900여평)

학과신설 및 명칭변경 결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 신설, 의류패션학과(야)신설, 게임공학과(야) 신설

   전공분리: 관광·호텔경영 → 관광·이벤트 경영, 호텔컨벤션경영

공연영상학 → 연극영상학, 영상예술학

산학협력단 설립

2004학년도‘IT, 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지원사업’2개 분야 선정(정보통신부)

우남관 증축

2004학년도‘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신규과제 대학 선정(과학기술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선정(IT공학부/협력대학) - 교육인적자원부

학과신설 결정

   법과대학 신설(법학과, 특수법무학과신설)

   영어영문학부 TESOL 전공 신설

   칠예과 신설

학교기업 설립 ‘옻칠데코아트센터’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선정(유전공학과/협력대학)-산업자원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 ‘옻칠데코아트센터’(미술학부 옻칠전공) - 교육인적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선정(원예조경학부/협력대학)-산업자원부

중국 교남시 중등직업전업학교 내 ‘청도배재한국어교육원’ 설치

2005년도 상반기“CEO 공학교육지원사업”선정

(세라믹공학과, 토목공학과) - 한국산업기술재단

2005년 IT교과과정개편사업 선정(게임공학과) -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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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2005.06.07.

2005.08.02.

2005.08.30.

2005.10.07.

2005.10.24.

2005.11.14.

2005.11.28.

2005.12.26.

2006.02.20.

2006.09.18.

2006.09.26.

2007.03.01.

2007.05.01.

2007.05.25.

2007.07.01.

2007.09.01.

2007.10.09.

2008.02.25.

2008.03.

2008.05.20.

창의적과제(광혼돈제어연구) 지원 계속과제 선정-과학기술부

예술관, 국제교류관 준공

배재학당 창립12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

중앙도서관 족보자료실 개관

2005 한국어교육 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선정(교육인적자원부)

배재학당 창립120주년 기념 2005아시아대학총장포럼(제4회) 개최

학과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

   변경: 자연과학대학 → 과학기술바이오대학

분자과학부 향장화학 → 화장품학

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과

원예조경학부(원예학, 환경조경학) → 생명환경디자인학부

(도시원예학, 조경디자인학)

세라믹공학과 → 정보전자소재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 건설환경·철도공학과

   폐지: 경영학과(야), 무역학과(야), 관광·이벤트경영학과(야), 

호텔·컨벤션경영학과(야) 폐지

   분리: IT공학부 →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신설: 광·전기공학과 신설

생명유전공학과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회(2005, 2006~2007) 연속 선정

(산업자원부)

배재학당 창립120주년 기념 제1회 환황해 산·학·관 대학총(학)장포럼개최

배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 지정(중소기업청)

2006년도 NEXT(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선정(정보통신부)

배재국제언어생활관(PAITEL) 준공

2006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부문 10위

제5대 총장 정순훈 박사 취임

아시아선교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양자혼돈연구단 2007년도 도약연구지원사업 과제 선정(한국과학재단)

학과신설 결정

   아펜젤러국제학부(국제비즈니스학전공, 동아시아학전공) 신설

   공공행정학과 신설

분자진단상용화사업단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선정(산업기술평가원)

2007년 지능형기술혁신사업단 제안공모과제 수행기관 선정(건설교통부)

세종문화상 교육부분 수상(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연구소)-문화관광부 

2008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위탁대학 선정

2008년도 NEXT(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선정(정보통신부)

배재대학교 청원 산학협력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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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2008.05.29.

2008.07.10.

2008.07.14.

2008.07.22.

2008.08.01.

2008.08.28.

2008.09.10.

2008.09.29.

2008.10.01.

2009.03.01.

2009.06.26.

2009.07.02.

2009.07.15.

2009.07.21.

2008년도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장학생 위탁대학 및 대학원한국어연수 

위탁교육기관 선정

2008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선정(중소기업청)

학과 및 세부전공 명칭변경 결정

   전산수학콘텐츠학과 → 전산정보수학과 변경

   성악 → 성악 및 뮤지컬 변경

   작곡 → 작곡 및 미디어음악 변경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 모집대학 선정

아펜젤러목사 동상 건립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선정(한국도로공사)

교육대학원 설립 인가

행정대학원 → 행정·심리대학원으로 명칭변경

중등교육연수원 → 교육연수원으로 명칭변경

2008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부문 8위

입시정책연구소 설립

기구 신설 및 개편

   교직부 신설, 교육대학원 신설

   관광경영대학원 → 관광축제호텔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법무대학원, 행정·심리대학원 → 법무·행정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정보통신대학원 → 기술컨설팅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학생처 학생지원센터 폐지 및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업무 이관

   학생처 → 인재육성처로 명칭 변경

   학생처 학생복지과 → 인재육성처 학생복지센터 학생복지과로 소속 변경

   학생처 취업정보실 → 인재육성처 진로개발센터로 명칭 변경 및 진로개발과 신설

   부속기관 고시실 → 인재육성처 배양영재센터로 소속 및 명칭 변경

   부속기관 학생생활상담소 → 인재육성처 학생생활상담소로 소속 변경

   부속기관 체육부 → 인재육성처 체육부로 소속 변경

   부속기관 대천수련관 폐지 및 시설관리처로 업무 이관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사 → 배재미디어센터로 통합

   부설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 산학연컨소시엄센터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 산학연컨소시엄센

터로 소속 변경

   폐지: 2부교학부

중소기업청 2009년 컨설팅대학원지원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사업 선정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계속대학) 선정

학과 신설 및 명칭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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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2010.03.01.

2010.06.03.

2010.08.09.

2010.08.27.

2010.10.05.

2011.03.01.

2011.04.13.

2011.06.23.

2011.10.13.

2011.10.18.

2011.11.16.

2012.02.09.

2012.02.15.

2012.03.02.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 신설

   법학과 → 법학부로 변경(법학전공, 공무원법학전공)

기구 개편

   부속기관 출판부 → 학술정보처 출판지원실로 소속 및 명칭 변경

   부설연구기관 → 마그레브연구소, 다문화교육센터 신설

기구 개편

   교직부 → 교무처 소속으로 변경

   부설교육기관 교양교육지원센터 → 교무처 소속으로 변경

   부속기관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무처 소속으로 변경

   기술컨설팅대학원 → 컨설팅대학원으로 명칭변경

아펜젤러기념관 및 하워드기념관 준공

학과신설

   간호학과 신설 승인, 모집정원 20명, 소속: 과학기술바이오대학

기구 신설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내 교수학습지원과 신설

지식경제부 대전인쇄문화 RIS 지원사업 선정

배재대학교 제 6대 김영호 총장 취임

행정조직 개편 – 대학발전추진본부 신설(총장 직속기구)

행정조직 개편

   인재육성처 + 입학홍보처 → 입학취업처로 통합

   입학홍보처 홍보과 → 비서실 홍보과로 이동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계획 인가(교육과학기술부)

행정조직 개편

   기획처 기획과, 예산과 → 기획팀, 예산팀, 평가팀으로 변경

   대외협력처 국제교류과, 국제학생지원과 →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으로 변경

   비서실 홍보과 → 비서실 홍보팀으로 변경

행정조직 개편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산학협력진흥계 → 산학협력팀, 산학사업팀

으로 변경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1단계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선정(지식경제부)

기구 신설 및 단과대학명 개편

   한류문화산업대학원 신설

   인문대학, 외국학대학 → 하워드대학

   경영대학, 사회대학, 법과대학 → 서재필대학

   과학기술바이오대학, 공과대학 → 아펜젤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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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2012.04.30.

2012.08.01.

2013.04.10.

2013.05.18.

2013.06.08.

2013.12.27.

2014.01.01.

2014.02.04.

2014.03.01.

   관광문화대학, 예술대학 → 김소월대학

   주시경교양대학 신설

학부(과) 신설 및 명칭변경

   여가서비스경영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실버보건학과

   정치외교학과 → 정치·언론학과

   과학기술학부 → 물리융합전기공학과

   생명유전공학과 →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환경디자인학부 → 원예조경학부(원예학), 원예조경학부(조경학)

   미술학부 → 미술조형디자인학과

   음악학부 → 음악학과

   공연영상학부 →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

   칠예학과 폐지 

기구 개편

   교양교육지원센터 → 교양교육부

대전 여성 새일지원본부 지원 기관 선정(여성가족부)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간호학과 입학정원 30명 증원(교육과학기술부)

총 입학정원 조정 2,335명 → 2,320명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서구청)

대전 국제교류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배재학당사 발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서구청)

2013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기구 개편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 기초교양교육부

     국제교육부 폐지

     교양교육부 교양지원과 폐지

     창업 ․ 취업교육부, 융 ․ 복합학부 신설

학부(과) 신설 및 폐지, 명칭변경

   항공운항과 신설

   중소기업컨설팅학과 신설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독일어문화학과 폐지

   프랑스어문화학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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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2014.05.14.

2015.01.22.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 한국어문학과

   심리철학과 → 심리철학상담학과

   TESOL영어과 → TESOL ․ 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어 ․ 중남미학과 → 스페인 ․ 중남미학과

   중국학부 → 중국학과

   정치 ․ 언론학과 → 정치언론안보학과

   법학부 → 공무원법학과

   물리융합전기공학과 → 전기공학과(공학으로 계열 변경)

   전산수학과 → 컴퓨터수학과

   분자과학부 → 제약공학과

   정보전자소재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음악학부 →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미술조형디자인학과 → 미술디자인학부(회화전공)

    미술디자인학부(비주얼디자인전공)-김소월 대학으로 전환

   미디어정보․사회학과 → 미디어콘텐츠학과(김소월대학으로 전환)

   문화예술콘텐츠학과 → 연극영화학과(김소월대학으로 전환)

   복지신학과(하워드대학으로 전환)

   가정교육과(하워드대학으로 전환)

총 입학정원 조정 2,320명 → 2,278명

행정조직 부서명칭 변경

   학술정보처 정보운영과 

    정보기술운영계 → 정보운영계, 시스템개발계 → 정보개발계

행정조직 기구개편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수학습원으로 변경(총장직속기구로 둠) 

    교수학습개발센터(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신설

    e-러닝센터 신설

    교육품질평가센터 신설

행정조직 기구 개편

   입학취업처 배양영재센터 및 학생생활상담소 → 교수학습원 소속으로 변경

   주시경교양대학 교직부 → 교무처 소속으로 변경

   주시경대학 → 주시경교양대학으로 변경

    기초교양교육부 → 기초교육부 및 교양교육부로 변경

    창업ㆍ취업교육부 삭제

    융ㆍ복합교육부 → 융복합교육부로 변경

    교직부 → 교무처 소속으로 변경

    글로벌교육부 신설

    미래역량교육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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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1.

2015.03.01.

2015.07.13.

2015.08.31.

2015.09.01.

2015.10.20.

2016.02.24.

2016.02.24.

2016.02.29.

2016.03.01.

2016.03.01.

2016.04.01.

제7대 김영호 총장 취임

학부(학과) 명칭 변경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미술디자인학부(비주얼디자인전공, 회화전공) → 미술디자인학부

   총 입학정원 조정 2,278명 → 2,173명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대전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국토교통부)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계룡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고용노동부)

청해진대학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기관 선정(고용노동부)

행정조직 기구개편

   학술정보처 정보운영과 → 기획처 정보운영과

   학술정보처 정보열람과, 정보자료과 → 중앙도서관

학부(학과) 명칭 변경

   기업컨설팅학과 →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 글로벌관광호텔학부

   사진영상디자인학과 → 광고사진영상학과

   총 입학정원 조정 2,173명 → 2,093명 

행정조직 기구 개편

   대학발전추진본부 폐지 → 전략평가팀 기획처 편입

   대학창조일자리본부 신설(취업지원팀, 창업지원팀, 나섬HUB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지원팀, 학습지원팀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팀

   기획처 기획과, 예산과 → 기획처 기획예산팀

   교무처 교무과, 학사지원과 → 교무처 교무팀, 학사지원팀

   입학취업처 진로개발센터, 입학과, 입시정책연구소, 학생복지과

   → 입학학생처 입학팀, 입학사정관실, 학생복지팀, 건강증진센터

   총무처 총무과, 경리과 → 총무처 총무팀, 경리팀

   시설관리처 시설과, 관리과 →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교육원 교학과

   → 국제교류처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지원팀

   배재시민법률상담소 → 배재인권센터

   각 대학, 대학원, 대덕밸리캠퍼스 교학과 → 각 대학, 대학원,

   대덕밸리캠퍼스 교학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학술지원센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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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2017.02.02.

2017.02.08.

2017.03.01.

2017.04.04.

2017.05.19.

2017.06.02.

2017.06.12.

2018.02.14.

2018.03.20.

2018.05.08.

2018.05.17.

2018.08.09.

2018.09.04.

2018.09.06.

2019.02.07.

2019.02.28.

2019.03.01.

2019.03.04.

2019.04.12.

   대덕밸리캠퍼스 IPP사업단 신설

   주시경교양대학 나섬인성교육센터 신설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지원대학 선정(교육부)

2017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청해진대학 무역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중남미) 운영기관 승인

K-Move스쿨 하이브리드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일본)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 비즈니스 실무행정 전문가 양성과정(미국)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입학정원 조정 2,093명 → 2,048명

글로벌산학협력센터 설치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 지원사업 선정(교육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대학 선정(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 5년 연속)

2017 충청권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청해진대학 무역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중남미) 운영기관 승인

K-Move스쿨 하이브리드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일본)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2018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기관 선정(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대학 선정_2년 연속(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 6년 연속)

2018 충청권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청년TLO육성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 지원대학 선정(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2018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일본, 중남미) 선정(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 운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청해진대학 무역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중남미) 운영기관 승인

K-Move스쿨 하이브리드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과정(일본)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 비즈니스 실무행정 전문가 양성과정(미국) 선정(한국산업인력공단)

제8대 김선재 총장 취임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우수대학 선정_3년 연속(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사업 7년 연속)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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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및 시설

m 아펜젤러관

아펜젤러관은 1979년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454㎡이

다. H. G Appenzeller는 대한민국 최초로 1885년 배재학당을 창립하고 초대 학당장

을 지냈다. 아펜젤러관에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1층~5층), 배재인권센터, 예비군연

대, 나섬창업라운지(1층), 배양영재센터(4층), 한국어교육원(5층) 등이 자리하고 있다.

m 하워드관

하워드관은 1977년 건립되었고 2002년 1개 층이 증축되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

층, 연면적 5,969㎡이다.  Miss Clara Howard 박사는 1955년 대전 보육학원 설립자 

겸 초대원장을 지냈다. 하워드관에는 현재 공과계열 소속 학과 실험실, 강의실 등과 

함께 창업보육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그

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고 낡은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교체로 약 3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낡은 건물 외관

을 리모델링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m 우남관

우남관은 배재인들의 관심 속에 1982년 2월 24일 착공하여 11월 25일 준공식을 가

짐으로써 1983년부터 종합강의교사로 활용하여 왔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

면적 8,262㎡이며, 본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승격·개편된 이래 처음으로 완공을 

보게 된 건물로 2005년 증축되었다. 이 건물은 종합강의교사로 처음에는 학관(學館)

으로 명명되다가 1983년 9월부터 우남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남”은 1885년 배

재학당 1회 졸업생으로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박사의 호이다. 

이 건물은 약 12억원을 투자하여 41실의 크고 작은 각종 강의실과 260석 규모를 갖

춘 현대식 시청각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다. 우남관은 산학협력단(지하 1층), 교수연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사무실, 대전여성새일지원본부, 창업교육센터(1층), 강의실, 교수연

구실(2, 3, 4층)이 자리하고 있다.

m U-story

U-story는 1988년 건립되었으며, 지하 1층에는 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

에는 커피전문점이 위치하고 있다. 역사박물관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서울)과 연계

되어 1885년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가 학당을 설립한 과정과 배재학당을 빛낸 

인물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Ustory 주변에는 1988년에 조성된 야외

강당이 있어 여름철 학생들의 야외 쉼터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대

동제, 동아리발표회 등을 할 수 있는 원형강당으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정서 생

활과 야외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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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백산관

백산관은 1989년 11월 3일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5,264㎡로 건립되었다. 이 건

물의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70여 개의 제안을 응모 받아 가칭 학생복지회관으로 명

명되었던 이름을 백산관으로 결정하였다. ‘백산’은 배재학당 출신인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호이다. 백산관은 학생자치기구, 동아리실, 500명 정도의 수용규모인 

학생극장 및 복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백산관의 주된 용도가 학생 복지시설임을 

감안해 이중창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소음방지와 온·냉방이 잘되는 복층 창을 설치

했다. 또한 벽 속의 단열재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했으며, 재난 시 안전사고 예

방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해 여러 모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백산관은 현재 학생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총학생회 사무실 및 여학생 휴게실, 신문사, 방송국, 우편취급국 및 학생자치기

구(2, 3층), 동아리, 학생복지시설(4, 5층) 등이 자리하고 있다.

m 소월관

소월관은 1990년 2월 24일 지상 5층, 총 건평 2,619㎡으로 건립되었다. ‘소월’은 

배재학당 출신으로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 김정식의 호이다. 소월관의 1층과 2층

은 사이버보안학과 실습실 및 일반 강의실, 3, 4층은 가정교육과 실습실과 일반강의

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5층은 2015년 항공운항과 실습을 위한 항공기 내부 실습실

(mock-up실)을 설치하여 현장실습 및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항공운항과를 지원하고

자 하는 예비 승무원들과 재학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m 목련관

목련관은 1991년 2월 28일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578㎡로 시공되어 여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준공되었다. 이 건물의 공사비는 학교재정 비용 6억7백4

십만 원과 국고지원 9억 원 등 총 15억7백4십만원이 투자되었다. 1991년 3월 신학

기와 더불어 학생들을 수용하였는데, 목련은 배재대학의 교화(校花)로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학생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명명하였다. 목련

관의 수용인원은 지상 5층, 86개 호실에 각 방마다 4명씩 총 344명이 입주하였으며. 

입실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신입생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입학시험 성적 우선순위로,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건강하며 학업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2007년 개·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 320명 규모의 남학생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층별로 

공동샤워실, 세면실, 화장실, 인터넷실이 있고 5층에는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m 서재필관

서재필관(가칭 ‘부속관’)도 목련관과 동시에 1991년 2월 28일 지상 6층, 연면적 

2,316㎡으로 준공되었다. 기계실(1층), 전기실(2층), 2, 3, 4, 5층은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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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집현관

집현관은 1993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604㎡ 규모로 건립되었다. 집현관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왕실교육, 국사기록, 실록편찬, 과거시험 등을 주관하던 집현전

의 명칭을 붙인 건물로 2007년 개·보수공사를 통해 현재 240명 규모의 남‧여학생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층별로 공동 샤워장, 세면실, 화장실, 인터넷실이 있

고 4층에는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m 김옥균관

김옥균관은 1995년 지상 5층, 총건평 1,400㎡ 규모로 건립되었다. 김옥균은 배재학

당 출신으로 조선말기의 정치가이다. 김옥균관은 현재 학군단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m 주시경 기념 중앙도서관

주시경 기념 중앙도서관은 1995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402㎡ 규모로 건립

되었고 2003년 3월에 4, 5층에 2,060㎡을 증축하여 연면적 9,462㎡에 이르고 있다. 

주시경은 배재학당 출신으로 국어학 중흥의 선구자이다. 주시경 기념 중앙도서관에

는 도서관(1층~4층), 학술정보팀(4층), 정보개발운영팀(1층), 박물관(4층) 등이 자리하

고 있다.

m 자연과학관

자연과학관은 1996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702㎡ 규모로 건립되었다. 자연

과학관에는 자연과학계열 학부사무실, 실험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기기실 등이 자

리하고 있다.

m 정보과학관

정보과학관은 1998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464㎡ 규모로 건립되었다. 컴퓨

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실험실, 교수연구실, 실습실 등

으로 IT관련 학과가 자리하고 있다.

m 배재21세기관

배재21세기관은 1999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1,638㎡ 규모로 건립되었다. 스

포렉스홀(지하 1층), 콘서트홀, 국민은행(1층), 주요 행정부서, 학생지원센터(2층), 강

의실, 교수연구실 등(3, 4, 5층)이 자리하고 있으며, 21세기관에서는 교내·외 행사

들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어 우리 대학을 홍보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배재21세기관은 1999년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준공건축물 부문 대상과 대전광역시 

지역추진위원회에서 뽑은 ‘건축문화 좋은 건축물 40선’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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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예술관

예술관은 2005년 지상 5층, 연면적 9,867㎡ 규모로 건립되었다. 예술관은 별도의 토

목공사를 하지 않고 자연 경사지면을 그대로 살려 지었는데, 전체적인 외형이 그랜

드 피아노 모양이다. 예술관 안에 입주해 있는 미술, 음악, 건축 등 3개 학부의 특

성을 살려 3개 공간으로 구분시킴으로써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모두 달라 색다

른 연출을 보여준다. 또한 전면에 보이는 뉴송 무늬 합판의 노출 콘크리트면에 수

직창이 있고, 그 틈새로 자연 채광이 들어와 아름다운 공간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

히, 예술관은 미국 건축전문 저널인 ‘Architectural Record’사의 2004년 세계 11개 

건축에 선정돼 소개되었으며,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국무총리상)과 대한민

국 토목건축대상 건축물(업무용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m 국제교류관

국제교류관은 2005년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983㎡ 규모로 건립되었다. 국제

교류관은 기존 지형을 복원해 경사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노출콘크리트의 대형 기둥

으로 강의동을 공중에 들어 올림으로써 아이디어 공간을 구성했다. 아트컨벤션홀, 

레저스포츠학과, 광고사진영상학과,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입주 학과와 부서의 특

성을 살려 벽면과 외부공간을 자연스럽게 실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꾸며져 있

다. 국제교류관의 주제는 열린 공간이다. 배움을 향해, 학생을 향해, 나아가 사회를 

향해 열리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두 가지의 공간적 구

성이 적용되었다. 먼저, 본래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대지

를 원형으로 복원하여 그 하부를 다양한 형태의 실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자유로운 통과 동선과 시선의 확장을 위하여 주 강의동 매스를 

들어 올려 공중에 띄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을 하나로 엮어주기 위해서 

둘 사이에 커다란 대 공간을 계획하였다. 결국 이 아트리움은 건물의 허파가 되어 

각각의 공간을 열어주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제교류관은 2005년 한

국건축문화대상에서 특선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

회상(BEST 7)에 선정되었다. 또한, 2012년 제1회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대통령

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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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배재국제언어생활관(PAITEL)

PAITEL은 2006년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8,275㎡ 규모로 건립되었다. PAITEL 

A동은 700여 명 규모의 여학생 기숙사로 다양한 형태의 방(2인×8실-16인실, 3인

×2실-6인실 등), PAITEL B동은 320여 명 규모의 남학생 기숙사로 다양한 형태의 

방(3인×2실-6인실, 4인실 등)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

에는 Unit Furniture, 1인당 1port의 인터넷시스템, 개별 세면대, 화장실, 샤워실, 공

동거실 등의 시설이 있고 각 층별로 공동 인터넷실, 세탁실, 독서실, 학습실, 세미나

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하층은 남녀가 공동 사용하는 공간으로 학생

식당, 편의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복지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PAITEL은 

2006년 대한민국 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상(BEST 7)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대한

민국 토목건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7년 한국 건축문화 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예술관, 국제교류관에 이어 최고의 건축물을 보유한 캠

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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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덕산학협력관

대덕산학협력관 건립 사업은 2008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확장사

업자로 선정되어 1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을 토대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이 산학협력관에 주력한 이유는 대학의 새로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산학

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대학 내의 창업 관련 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다, 정부의 산학협력 연구용역에 대한 참여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덕산학협력관은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337번

지에 위치해 있다. 산학협력관은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16,271㎡로 

지역 대학 산학협력관 중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시설은 

창업보육센터와 대덕밸리캠퍼스로 구성된다. 창업보육센터동에는 BT-NT-IT 관련 

벤처기업 80여 업체를 입주시켜 학문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창업 업체를 육성

하고 있다. 대덕캠퍼스에는 생명공학과가 이전하였으며 공학계열의 실습실이 마련

되어 약 4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m 아펜젤러기념관

아펜젤러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3,299㎡ 규모로, 캠퍼스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설계로 준공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아펜젤러기념관은 대전 최초의 비정형 건축물로, 다양한 첨단 시공 공법이 

총 동원되어 건축과정에서 건축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 공법은 중앙에 위치

해 있는 대강당을 감싸며 다른 각도로 뉘어진 콘크리트 옹벽과 그 끝단에서 만나야 

될 940개의 철골부재를 맞추어야 하는 정밀성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아펜젤러기념관에는 채플이 진행되는 대강당과 복지신학과 교수실

과 사무실 및 강의실이 위치해 있으며, 교회건축기금으로 모아진 4억8천여만원이 

건축비에 보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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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하워드기념관

하워드기념관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헌신한 하워드 선교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동상을 세움과 동시에 하워드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0년 6

월 배재학당 개교 125주년 기념으로 준공식을 가졌다. 하워드기념관은 중문 위에 

있는 좁고 긴 경사지 대지의 형상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지형을 활용한 레벨계획과 경관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 건물로 지어졌다. 하워드기념관에는 유아교육과를 비롯해 유치원과 어

린이집, 보육교사교육원 등 유아교육 관련 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은 획일적이

고 닫힌 공간이란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워드기념관에도 유아교육건축기금으로 

모아진 1억9천7백여만원의 성금이 건축비에 투입됐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998㎡ 규모이다.

m 미래창조관

미래창조관은 2014년 준공한 건물로써 지상 6층 연면적 6,065㎡로 하워드관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교사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된 현대화된 건물이며 교수연구실, 원격

계단 강의실, 일반강의실 및 간호학과 실습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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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MART배재관

SMART배재관은 2015년 준공한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148㎡로 건

립되었다. SMART배재관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1등급 단열재

와 친환경 페인트, 전 층에 LED 등가구를 설치한 유일한 건물이다. 본 건물은 공과

대학과 인문대학의 경계 선상인 제 3주차장에 건립되어 유연한 동선의 흐름과 지형

의 고저차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설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SMART배재관은 편의

점, 계단식강의실, 일반강의실, 세미나실, 학습상담실, 학습지도실과 대학일자리본부, 

배양영재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학생복지팀, 대학교

육혁신원(교수학습지원센터, e-러닝센터, 학생상담센터, 비교과역량강화센터), 주시

경교양대학(융복합교육센터, 나섬인성교육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 캠퍼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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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재대학교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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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무위원 및 교직원 명단

m 교원위원 명단                                           (기준일자: 2019. 3. 1.)

직위 성명

총장 김선재

교무기획부총장 김도완

대외협력부총장 박성태

산학부총장 김한수

교목실장 이성덕

대학원장 김택남

하워드대학장 이상원

서재필대학장 김동건

아펜젤러대학장 강보순

김소월대학장 김홍설

주시경교양대학장 김상욱

대덕밸리캠퍼스장 이상수

미래혁신본부장 박인규

교무처장 이병엽

기획처장 이창훈

입학홍보처장 서병기

학생인재개발처장 강호정

총무처장 김용주

시설관리처장 박기범

대외협력처장 최호택

학술정보처장 김수균

산학협력단장 최창원

대학교육혁신원장 이현주

평생교육원장 송경헌

교수협의회장 민병훈

전국대학노동조합 배재대학교 지부장 염경철

m 전임교원 명단                                           (기준일자: 2019. 3. 1.)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정문권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최정순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박석준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백낙천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지현숙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심혜령 교수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황은하 조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윤준 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이영순 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안미진 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박윤기 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강수자 교수
하워드대학 영어영문학 테렌스  카바노프 조교수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이창인 교수



78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김정태 교수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조영우 부교수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트로이  홀츠 조교수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리차드  스캇 분 조교수
하워드대학 TESOLㆍ비즈니스영어학과 마이클  모시스 조교수
하워드대학 스페인ㆍ중남미학과 손성태 교수
하워드대학 스페인ㆍ중남미학과 이상원 교수
하워드대학 스페인ㆍ중남미학과 유왕무 교수
하워드대학 스페인ㆍ중남미학과 술마루세로 조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이기면 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고정식 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장윤선 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김상욱 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백종인 부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이혁구 부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김옥희 조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조보로 조교수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곽준화 조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김양주 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정순분 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강철구 부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야마나까  미네오 조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니시하나  케이코 조교수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코지마  켄지 조교수
하워드대학 러시아ㆍ중앙아시아학 김우승 교수
하워드대학 러시아ㆍ중앙아시아학 김태진 부교수
하워드대학 러시아ㆍ중앙아시아학 폴루키나 조교수
하워드대학 러시아ㆍ중앙아시아학 김정훈 조교수
하워드대학 심리상담학과 서정욱 교수
하워드대학 심리상담학과 조경덕 교수
하워드대학 심리상담학과 최애나 부교수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이성덕 교수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손의성 부교수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안신 부교수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정지웅 부교수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김기철 조교수
하워드대학 실버보건학과 임진섭 부교수
하워드대학 실버보건학과 박명배 조교수
하워드대학 실버보건학과 임경태 조교수
하워드대학 실버보건학과 정혜원 조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이대균 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김숙령 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이성희 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이진화 부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최항준 조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임현주 조교수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백경순 조교수
하워드대학 가정교육과 이명희 교수
하워드대학 가정교육과 김정현 교수
하워드대학 가정교육과 송진숙 교수



79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하워드대학 가정교육과 문희강 부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김수현 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강호정 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김원겸 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박현민 부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이정언 부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김현동 부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박상연 조교수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김태석 조교수
서재필대학 무역물류학과 경윤범 교수
서재필대학 무역물류학과 이신규 교수
서재필대학 전자상거래학과 김범환 교수
서재필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임광혁 교수
서재필대학 전자상거래학과 김석훈 조교수
서재필대학 기업컨설팅학과 문창권 교수
서재필대학 기업컨설팅학과 방용태 교수
서재필대학 기업컨설팅학과 김진국 교수
서재필대학 글로벌정치ㆍ커뮤니케이션 김광열 교수
서재필대학 글로벌정치ㆍ커뮤니케이션 김욱 교수
서재필대학 글로벌정치ㆍ커뮤니케이션 이정진 조교수
서재필대학 경찰소방 유진숙 교수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임헌만 교수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이혁우 부교수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정석환 조교수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심규익 조교수
서재필대학 정부ㆍ공기업 이혜경 교수
서재필대학 정부ㆍ공기업 정연정 교수
서재필대학 정부ㆍ공기업 오진석 부교수
서재필대학 정부ㆍ공기업 양림 조교수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윤형렬 교수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김종서 교수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김동건 교수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백정웅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물의약학과 이기성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물의약학과 김재진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물의약학과 최창원 교수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곽한식 교수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이종수 교수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김하근 교수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이정기 교수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이준원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김일한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채순기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김정우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이상수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서경훈 교수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차미경 교수
아펜젤러대학 원예산림학과 민병훈 교수
아펜젤러대학 원예산림학과 서병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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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아펜젤러대학 원예산림학과 안영직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원예산림학과 이용하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정회경 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송정영 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이경희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김창수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장종환 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박두영 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주기호 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류황 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김도완 교수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김익상 교수
아펜젤러대학 드론ㆍ로봇공학과 이창훈 교수
아펜젤러대학 드론ㆍ로봇공학과 공현철 교수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안성옥 교수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박동원 교수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서래원 교수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김수균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정재길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남승현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이수진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김홍석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이영우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전기공학과 박종대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기공학과 이진걸 교수
아펜젤러대학 전기공학과 임거수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김성숙 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성수학 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이규봉 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강미경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배선영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황상기 교수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임유진 교수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이범희 교수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이도형 교수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강보순 교수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임대영 교수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이채현 교수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김택남 교수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박원규 교수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송정환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김영백 교수
아펜젤러대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김성수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홍장환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제약공학과 윤인권 교수
아펜젤러대학 제약공학과 민병진 교수
아펜젤러대학 제약공학과 랑문정 부교수
아펜젤러대학 제약공학과 윤국중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전은미 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김윤정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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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조의영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심희숙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문원희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안성윤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박정화 조교수
아펜젤러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조인준 교수
아펜젤러대학 사이버보안학과 이병엽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정강환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김영태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유종서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김석출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박준용 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랄프  커즌스 조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나까무라  도모꼬 조교수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김주호 조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곽용섭 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서진욱 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박근수 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송학준 부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송래헌 부교수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유재원 조교수
김소월대학 외식경영학과 류시현 교수
김소월대학 외식경영학과 정영우 교수
김소월대학 외식경영학과 성혜진 조교수
김소월대학 조경학과 이시영 교수
김소월대학 조경학과 최종희 교수
김소월대학 조경학과 최재혁 조교수
김소월대학 항공운항과 이성만 교수
김소월대학 항공운항과 정희용 부교수
김소월대학 항공운항과 조주은 부교수
김소월대학 항공운항과 정태흥 조교수
김소월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김홍설 교수
김소월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최웅재 교수
김소월대학 레저스포츠학과 김기탁 부교수
김소월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임영호 교수
김소월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강병호 교수
김소월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전영식 조교수
김소월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신상기 조교수
김소월대학 광고사진영상학과 문성준 교수
김소월대학 광고사진영상학과 권순환 교수
김소월대학 광고사진영상학과 오세철 부교수
김소월대학 광고사진영상학과 이상윤 조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박혜선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송경헌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구미지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양리나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이문수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이정임 교수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김현숙 부교수
김소월대학 건축학 김종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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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김소월대학 건축학 이정우 교수
김소월대학 건축학 박인규 교수
김소월대학 건축학 김영주 조교수
김소월대학 건축학 이지혜 조교수
김소월대학 실내건축학 차명열 교수
김소월대학 실내건축학 이란표 교수
김소월대학 실내건축학 김형중 부교수
김소월대학 실내건축학 양정순 조교수
김소월대학 미술디자인학부 이영우 교수
김소월대학 미술디자인학부 김덕순 부교수
김소월대학 미술디자인학부 이지영 조교수
김소월대학 연극영화학과 이봉지 교수
김소월대학 연극영화학과 김형주 교수
김소월대학 연극영화학과 조태준 교수
김소월대학 실용음악과 채경화 교수
김소월대학 실용음악과 황성곤 조교수
김소월대학 실용음악과 최우정 조교수
김소월대학 피아노과 한기남 교수
김소월대학 피아노과 장복희 조교수
김소월대학 피아노과 김도실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김진무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이선희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권정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김화선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조선문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문은주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김재경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박옥희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조은상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강희안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김하윤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오웬 데일리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로버트  모리스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크리스토퍼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리마니치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스가와라도시히로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캐서린  E 고든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심란희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샌티애고  마든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폴  해밀턴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브라이언  클랜치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제이슨  포터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복거철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이귀분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김혜경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김한수 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소정화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정덕화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서성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한미영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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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성명 직명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조세린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이승재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김현정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김영철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이정자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이정우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최순희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배용준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이희영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금상문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이영조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이명원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오화석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최윤국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정구석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이정환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황성은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박찬수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한상국 부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김대곤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박현이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문정현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정임순 조교수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임종보 교수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김정숙 교수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권순자 교수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구상욱 부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김학진 부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신영진 부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박재수 부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한종백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이일행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손주영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민경선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임금재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유태방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송영우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오성 조교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김시태 조교수
교무처 교직부 이현주 교수
교무처 교직부 강명숙 교수
교무처 교직부 최임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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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조교 명단                                               (기준일자: 2019. 3. 1.)

소속 단과대학 소속 학부(과) 및 부서 성명

하워드대학 한국어문학과 이승빈

하워드대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유상미

하워드대학 스페인∙중남미학과 강민선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이의용

하워드대학 중국학과 이정미

하워드대학 일본학과 오의진

하워드대학 영어영문ㆍ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전공 하민정

하워드대학 영어영문ㆍ러시아학부 러시아학전공 김은혜

하워드대학 심리상담학과 김민아

하워드대학 복지신학과 정소이

하워드대학 실버보건학과 이재경

하워드대학 유아교육과 박경아

하워드대학 가정교육과 한경민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조별이

서재필대학 경영학과 신소희

서재필대학 무역물류학과 여정은

서재필대학 전자상거래학과 정혜진

서재필대학 기업컨설팅학과 이주현

서재필대학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전공 최영은

서재필대학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 임서연

서재필대학 행정학과 송세은

서재필대학 공무원법학과 이광용

아펜젤러대학 생물의약학과 김정연

아펜젤러대학 바이오ㆍ의생명공학과 이희원

아펜젤러대학 생명공학과 윤종현

아펜젤러대학 원예산림학과 최윤지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권우정

아펜젤러대학 컴퓨터공학과 한서희

아펜젤러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홍하은

아펜젤러대학 게임공학과 이진희

아펜젤러대학 사이버보안학과 박수완

아펜젤러대학 드론·로봇공학과 정혜진

아펜젤러대학 전자공학과 정은진

아펜젤러대학 전기공학과 박광동

아펜젤러대학 컴퓨터수학과 임대호

아펜젤러대학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 정혜란

아펜젤러대학 신소재공학과 박태욱

아펜젤러대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전공 김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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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펜젤러대학 정밀응용과학부 제약공학전공 조병옥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길경옥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이혜민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권예솔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박효빈

김소월대학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오진혁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신유진

김소월대학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노태훈

김소월대학 항공운항과 신지혜

김소월대학 외식경영학과 민경민

김소월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최지은

김소월대학 미디어콘텐츠학과 김홍은

김소월대학 광고사진영상학과 신영현

김소월대학 의류패션학과 이해린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이지은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최효정

김소월대학 조경학과 배세은

김소월대학 미술디자인학부 서명택

김소월대학 미술디자인학부 소희정

김소월대학 연극영화학과 윤금란

김소월대학 실용음악과 문성준

김소월대학 피아노과 김민지

주시경교양대학 기초교육부 허지수

주시경교양대학 미래역량교육부 이수현

주시경교양대학 나섬인성교육센터 박정아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교육부 김혜빈

주시경교양대학 교양교육부 장누리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교육센터 최준용

행정부서 하워드대학  교학팀 김지현

행정부서 서재필대학 교학팀 김태균

행정부서 김소월대학 교학팀 서유정

행정부서 아펜젤러대학 교학팀 김혜린

행정부서 대덕밸리캠퍼스 교학팀, IPP사업단 듀얼공동훈련센터 최지용

행정부서 일반대학원교학팀 우정민

행정부서 교목실 강다영

행정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겸 예비군연대 최유진

행정부서 교무처 학사지원팀 겸 예비군연대 이정수

행정부서 교직부 겸 교육연수원 이민자

행정부서 대외협력팀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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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비서팀 이혜은

행정부서 홍보팀 임하린

행정부서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지원팀 이준혁

행정부서 교수학습원  배양영재센터 이도희

행정부서 교수학습원 e-러닝센터 하은비

행정부서 교수학습원 e-러닝센터 백종우

행정부서 학생상담센터 손채윤

행정부서 교수학습원지원센터 송시은

행정부서 학술정보팀 오누리

행정부서 사회봉사센터 김보영

행정부서 생활관 고효정

행정부서 생활관 박예은

행정부서 생활관 윤설아

행정부서 생활관 정은희

행정부서 생활관 배준철

행정부서 생활관 정건희

행정부서 생활관 김현식

행정부서 생활관 윤상용

행정부서 생활관 권다솔

행정부서 생활관 조귀호

행정부서 생활관 정현아

행정부서 생활관 황순규

행정부서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지원팀 정유경

행정부서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교육지원팀 김하연

행정부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전해리

행정부서 배재미디어센터 이주영

행정부서 배재인권센터 권민정

행정부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윤보람

행정부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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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직위 성명

비서실 비서팀 팀장 김욱환

비서실 비서팀 직원 박성훈

비서실 비서팀 직원 홍승기

비서실 비서팀 직원 이혜은

미래혁신본부 성과관리센터 교육품질관리팀 직원 박용규

미래혁신본부 성과관리센터 교육품질관리팀 직원 전영주

미래혁신본부 성과관리센터 전략평가팀 팀장 조혜숙

미래혁신본부 성과관리센터 전략평가팀 직원 지정길

미래혁신본부 성과관리센터 전략평가팀 직원 박은석

대학발전추진본부 미래전략팀 직원 김동민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팀 팀장 류수영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직원 박진희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직원 이복섭

대학교육혁신원 e-러닝센터 직원 이진호

대학교육혁신원 학생상담센터 직원 권수경

창업지원단 관리팀 직원 한준희

창업지원단 관리팀 직원 김중환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 팀장 문명숙

주시경교양대학 교학팀 직원 황성연

주시경교양대학 나섬인성교육센터 직원 김영선

주시경교양대학 나섬인성교육센터 직원 박수미

대덕밸리캠퍼스 교학팀 팀장 박종섭

IPP사업단 - 직원 장봉임

IPP사업단 - 직원 조경미

IPP사업단 - 직원 김민아

IPP사업단 - 직원 유선종

IPP사업단 - 직원 김남철

IPP사업단 - 직원 이형순

IPP사업단 - 직원 박흥준

IPP사업단 - 직원 고선기

IPP사업단 - 직원 김은재

대학원 교학팀 팀장 이성구

대학원 교학팀 직원 김연수

대학원 교학팀 직원 한승헌

대학원 교학팀 직원 박제현

교목실 - 직원 박병옥

교목실 - 직원 임지웅

교무처 교무연구팀 팀장 민귀홍

교무처 교무연구팀 직원 강난영

교무처 교무연구팀 직원 김경민

교무처 교무연구팀 직원 주혜진

교무처 교무연구팀 직원 김서영

교무처 학사지원팀 팀장 이인성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정옥순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한성동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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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하월수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도기춘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이다연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신지우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한은혜

교무처 학사지원팀 직원 김연아

교무처 교직부 직원 양종민

기획처 기획예산팀 팀장 성미경

기획처 기획예산팀 직원 최강호

기획처 기획예산팀 직원 이학준

입학홍보처 입학팀 부처장 김기세

입학홍보처 입학팀 팀장 채경천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배희재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조준구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정일정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최평락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김종혁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정대훈

입학홍보처 입학팀 직원 오현일

입학홍보처 홍보팀 직원 이형규

입학홍보처 홍보팀 직원 박용범

대학일자리본부 - 부본부장 이강섭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센터장 최홍규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팀장 우관섭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류영춘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이성일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이유화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정지선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문미아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곽현민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최원진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임지은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정은영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이예나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전인애

학생인재개발처 대학일자리본부 진로취업센터 취업지원팀 직원 유의상

학생인재개발처 체육부 직원 황정택

학생인재개발처 체육부 직원 신용직

학생인재개발처 건강증진센터 직원 김정인

학생인재개발처 건강증진센터 직원 김은선

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팀 팀장 임승철

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팀 직원 손영탁

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팀 직원 조은숙

총무처 총무인사팀 처장 김용주

총무처 총무인사팀 부처장 전인호

총무처 총무인사팀 직원 정창덕

총무처 총무인사팀 직원 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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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총무인사팀 직원 이다은

총무처 재무회계팀 팀장 추민호

총무처 재무회계팀 직원 이석원

총무처 재무회계팀 직원 안주리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처장 박기범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팀장 한창석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손인호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박영하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연성흠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강희용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박문과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강종성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최장수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최재현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윤재상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유승윤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윤선일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김화수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김학중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주임 정성모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송기만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엄준호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윤희현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한주성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홍성표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김홍선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전우재

시설관리처 시설안전관리팀 직원 김철용

대외협력처 국제학생교류팀 팀장 이영복

대외협력처 국제학생교류팀 직원 황정익

대외협력처 국제학생교류팀 직원 김찬기

대외협력처 국제학생교류팀 직원 조용재

대외협력처 국제학생교류팀 직원 고춘연

대외협력처 한국어교육지원팀 팀장 양현모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팀장 김정택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주현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최유진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채희석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최고은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김태호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김현지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주임 오재현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엄희승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한아름

학술정보처 학술정보팀 직원 조얼

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팀장 송희우

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직원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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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직원 신민수

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직원 하승업

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직원 김상훈

학술정보처 정보개발운영팀 직원 이경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팀장 윤상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직원 최계영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직원 추상이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직원 김상희

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 직원 이영하

박물관 - 직원 박은성

배재인권센터 - 직원 조성남

생활관 운영팀 관장 이재복

생활관 운영팀 팀장 염경철

생활관 운영팀 직원 김인경

예비군연대 - 연대장 도광섭

예비군연대 - 직원 남영현

학생군사교육단 - 직원 황태남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직원 한지영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직원 김유정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팀장 윤석웅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 팀장 박인선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 직원 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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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학칙

배재대학교 학칙

[제정 1986.7.3, 일부개정 2019.2.21.]

제1장 총칙

제1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능동적인 자아발전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이끌 수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0.>

제2조(전공 설치 및 입학 정원) ① 본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의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별지 1과 같이 하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00.3.1., 2001.3.1., 2001.9.1., 
2002.9.1., 2005.2.17., 2005.7.6., 2007.1.16., 2009.1.29., 2009.7.21., 2010.10.20., 2011.5.31., 
2012.8.17., 2013.5.15., 2014.4.10., 2015.3.25., 2016.4.15., 2017.12.18., 2018.11.26.>

   ②~⑥ 삭제 <2009.1.29.>

   ⑦ 본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8.>

   ⑧ 제7항에 따른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선발 및 입학, 학생정원, 수업
료 및 설치 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8.>

제2장 삭제 <2009.1.29.>

제3조 삭제 <2009.1.29.>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목개정 2005.2.17.>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단,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수업연한은 5년(10학기)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5.2.17., 2005.8.8., 
2007.1.16., 2011.8.30., 2012.8.17.>

   ② 전 항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
해서는 1년(2학기)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
학(5년제) 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2005.2.17., 2007.1.16., 2011.8.30.>

   ③ 제4조 제2항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4조의2(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1.>

   ②~⑤ 삭제 <2019.2.21.>



95

   [본조신설 2005.2.17.]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를 제 1학
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07.1.16., 2014.2.4.>

   1.~2. 삭제 <2014.2.4.>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계절학
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17., 2006.2.16.>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15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점 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되 교과
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9.1., 2005.8.8., 
2019.2.21.>

   ③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결정으로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
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9.11.25.>

제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개정 2005.8.8., 2006.2.16.>

   2. 개교기념일

   3. 일요일

   4. 국정 공휴일

   ② 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 중에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실험, 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7.1.16., 
2012.8.17.>

제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부(과) 및 등록

제8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편입학, 외국대학으
로부터의 전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9조(입학자격) 각 대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
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
정 2011.8.30.>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
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개정 2011.8.30., 2013.5.8.>

   3. 삭제 <20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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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개정 
1998.7.1., 2016.1.29.>

   ② 입학전형의 절차와 방법은 모집 시에 공고한다. <개정 1998.7.1., 2016.1.29.>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9.>

   ④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
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6.1.29.>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9.>

제9조의3(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
로 한다.

제10조(편입학) 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및 학부(과)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
다. <개정 1999.9.1., 2006.2.16.>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학부(과)의 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단,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
에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0.3.1., 2006.2. 16.>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2006.2.16.>

제10조의2(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2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1998.7.1., 2006.2.16., 2007.1.16., 2016.1.29.>

   ② 삭제 <2016.1.29.>

   ③ 재입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1조(입학지원서류) ① 각 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2016.1.29.>

   1. 소정의 입학 원 및 전형료

   2. 기타 필요한 서류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

부하는 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 
2015.1.8.>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8., 2016.9.9.>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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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
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13조(보증자) 삭제 <2018.10.1.>

제14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06.2.16.>

   ② 등록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1., 2006.2.16.>

제15조(전부(과)) ① 학부(과)를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학부(과)장 및 대학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3.1., 2006.2.16.>

   ② 전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3.1., 2006.2.16.>

   ③ 삭제 <2006.2.16.>

   ④ 삭제 <1999.3.1.>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목개정 2007.1.16.>

제16조(휴학) ① 일반 휴학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학기 중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
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질병, 상해, 임신, 출산: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2.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양육: 주민등
록표등본

   3. 본인 창업: 창업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전항개정 2018.11.26.]

   ③ 휴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6조의2(휴학기간) ①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단,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17.>

   ②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기간의 연
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6조 제2항에 의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0., 개정 
2018.11.26.>

   [본조신설 2007.1.16.]

제17조(입대휴학) ①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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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16.>

   ② 제1항의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학칙 제16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6., 2008.9.10.>

제18조(복학)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
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9조(자퇴) 자원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2.16., 2018.10.1.>

제2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개정 2010.8.31.>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1.8.>

   4. 삭제 <2019.2.21.>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06.2.16.>

제7장 교육과정과 학위수여 <제목개정 2007.1.16.>

제1절 교육과정

제21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과정으로 구
분하며, 교과목 필수와 필수선택, 선택, 자유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2.17., 
2006.2.16., 2009.1.29.>

   ② 교양교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9.>

   ③ 삭제 <2006.2.16.>

   ④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별도의 교육과정편람에 의한다. <개정 2000.3.1., 
2006.2.16.>

   ⑤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16.>

제21조의2(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



99

제21조의3(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유
치원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6.]

제21조의4(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본조신설 2008.1.31.]

제21조의5 삭제 <2010.10.20.>

제21조의6(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② 학‧석사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7.]

제22조(이수단위)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온라
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1., 2011.12.26., 2013.5.15.>

   ② 단, 예체능계열, 인증 및 평가를 위한 교과목은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3조(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필기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방법에 의할 수
도 있다.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0.3.1.>

제26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0.9.1.>

등급 평점 등급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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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C+

4.50

4.00

3.50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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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0

P

F

2.00

1.50

1.00

불계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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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이에 대한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추가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절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제목개정 2007.1.16.>

제28조(이수학점) ① 이수학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에 별도로 정한다. <개
정 2000.3.1., 2005.8.8., 2006.6.14., 2009.1.29., 2011.8.30., 2012.8.17.>

   ②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건축학부 건
축학 전공은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08.9.10.>

   ③ 장기현장실습(IPP)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9.>

   ④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8.>

제29조(다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전공 또는 학부(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2, 3전공으로 
인정하며, 그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1.“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개정 2013.5.15.>

   2.“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 전공이 참여하여 각 학과,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는 전공 <개정 2013.5.15., 2014.2.4.>

   3.“융합전공”: 기존 학과, 전공 개설교과목 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전공으로 신설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공 <신설 2011.12.26., 개정 2013.5.15., 2014.2.4.>

   4.“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전공 <개정 
2011.12.26., 2013.5.15.>

   ②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③ 삭제 <2014.2.4.>

제29조의2(부전공) ① 재학 중 전공이외의 특정전공의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2.17., 2011.12.26., 2015.1.8.>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점인정) ① 제26조에 규정한 학업성적 등급 중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P는 합격으로 한다.

   ② 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2004.1.1., 
2005.8.8.>

   ③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능력별학점인정) ① 교양과목 중 특정교과목은 이를 수강하지 아니하여도 학점취
득특별시험에 의하여 학기 당 최대취득학점 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점취득특
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취득특별시험의 방법,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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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2조(편입 및 전부(과)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 <개정 2000.3.1., 2008.9.10.>

   ② 전부(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이수과목
은 교양 또는 자유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0.3.1., 2008.9.10., 2015.1.8.>

   ③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본 대학교 1~2학년 전공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연계교육과정의 전공과목은 필
히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교과목은 입학 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3.3.1., 2015.1.8.>

제32조의2(외부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온라인에 의한 원격
강좌 또는 군 휴학 중 군 교육·훈련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 중 졸업이수 학점의 1/2 범
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대학의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06.6.14., 2007.1.16., 2009.1.29., 2011.12.26.>

   ②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체험학습, 봉사활동 성격의 
교과목이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11.8.30.>

   ③ 국내·외의 교환학생, 학점 교류학생,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수생, 학점 인정기관의 
교류학생,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가상대학)의 수강 학생, 군 교육·훈련과정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9.1.29., 
2011.12.26.>

   ④ 삭제 <2009.1.29.>

   ⑤ 입학 전 국내·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제32조의3 삭제 <2007.1.16.>

제33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 2005.2.17., 2007.1.16., 2009.1.29., 2011.8.30., 2014.1.10.>

   1. 
                졸업최소

                인정학점

수료학년

 130학점 132학점 140학점 142학점

5년제

건축학 

전공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3학점

66학점

99학점

130학점

34학점

67학점

100학점

132학점

-

35학점

71학점

105학점

140학점

36학점

72학점

107학점

142학점

-

33학점

65학점

97학점

129학점

16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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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4절 졸업 및 학위수여 <제목개정 2007.1.16.>

제34조(졸업 이수학점 및 시기)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
목, 교직 교과목, 자유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 2005.2.17., 2007.1.16., 2008.1.31., 2009.1.29., 2014.1.10.>

   1.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 140학점 이상 <개정 2009.1.29., 2011.1.28., 2011.8.30., 2014.1.10.>

   2.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전공 160학점 이상 <개정 2010.10.20., 2011.8.30., 
2014.1.10.>

   3. 삭제 <2011.8.30.>

   4. 삭제 <2014.1.10.>

   ② 삭제 <2007.1.16.>

   ③ 졸업 시기는 매년 전·후기로 하되 후기졸업 대상은 조기졸업자, 8학기(건축학 전공
은 10학기)이상을 등록하고 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2.17.>

제35조(졸업자격) ① 학칙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부여한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의 심사과정을 거쳐 졸업자격을 부여한
다. <개정 2005.2.17., 2007.1.16., 2008.1.31., 2011.8.30.>

   1.~7. 삭제 <2005.2.17.>

   ②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단, 이공계열 학부(과) 중 총장이 따로 
정한 학과는 3급)이상을 통과한 자에 한해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2011.8.30., 개정 
2015.1.8.>

제36조(졸업인정) ① 학칙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에 의해 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학
부(과)별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5.2.17., 
2007.1.16., 2008.1.31., 2015.1.8.>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3의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단,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제1전공 및 다전공 또는 부전공을 병기하여 수여한다. <개
정 2000.9.1., 2005.2.17., 2007.1.16., 2008.9.10., 2011.1.28., 2011.12.26., 2012.2.2., 2013.5.15., 
2014.4.10., 2015.3.25.>

   ③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각 학부(과) 및 전공에서 부여한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를 이수하지 못한 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단, 
이공계열 학부(과) 중 총장이 따로 정한 학과는 3급) 이상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에게는 수료증만 수여한다. 단,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때 수료 시점의 해당 학위를 수여하
고 학위 수여 시기는 졸업자격 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 <개정 2004.1.1., 2005.2.17., 
2006.2.16., 2007.1.16., 2012.8.17., 2015.1.8.,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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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08.9.10.>

   ⑤ 삭제 <2010.10.20.>

   ⑥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본교와 교육과정
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제36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졸업자격을 거쳐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2회 범위내에서 학기 단위로 유예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9., 2018.7.3., 2019.2.21.>

   [본조신설 2011.8.30.]

제36조의3(명예졸업) ① 본교에 입학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경우

   3. 기타 총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명예졸업자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정한다.

   ④ 명예졸업증서는 본교 정규 학위수여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명예졸업자 명부는 별도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9.2.21.]

제37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 학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한
다. <개정 2008.9.10.>

제8장 포상과 징계

제3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또는 공로가 현저한 자
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제4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의 기회가 부여
되어야 한다. <개정 2006.2.16., 2008.9.10.>

   1. 본교의 교육이념을 위배하거나 학칙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행위 <개정 2008.9.10.>

   2. 고의적인 수업방해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8.9.10.>

   3. 기타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학생 본분에 위반되는 행위 <개정 2006.2.16.>

   ② 징계의 종류는 퇴학, 정학(무기정학 및 유기정학)과 근신으로 한다. <개정 200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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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0.>

   ③ 징계처분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단, 근신은 단과대학 학생징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이 행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④ 학생은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
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9.10.>

제40조의2(위원회) 제38조의 포상과 제40조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와 단과대학 
학생징계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10.]

제9장 등록금 <제목개정 2000.3.1.>

제41조(등록금의 납부)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0.3.1., 2005.2.17.>

제42조(등록금의 종류)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3.1.>

제42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제43조(등록금의 감면)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
다. <개정 2000.3.1.>

제44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00.3.1., 2007.1.16.>

   ②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6.>

제10장 장학금

제45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극
히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위탁생,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 학생, 장애학생 <제목개정 2003.11.1.>

제46조(위탁생) ①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47조(외국인 학생) ① 외국인 및 교포학생이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입학 또
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② 제1항의 학생으로서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력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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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학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단,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6.>

제47조의2(시간제등록 학생) ① 제9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자는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시
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
한다.

   ③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 기타 전형방법으로 선발하되 예·체능계열은 실기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2., 
2011.8.30.>

   ④ 시간제등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8.7.1.>

제47조의3(장애학생) ① 장애학생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육 및 
학습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장애학생이 교육 및 학습활동 등 대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
원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③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본 대학교 학칙 제5
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다.

   ④ 장애학생의 선발 및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1.1.>

제48조(학칙준용) 위탁생, 외국인 학생, 시간제등록 학생,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
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8.7.1., 2003.11.1.>

제12장 공개강좌 및 학점은행제 <제목개정 2007.1.16.>

제49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
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서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종류와 전공이 유사하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30학점 이상, 전공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중에
서 84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되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제51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51조의2(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대학교에 학교법인 배재학당 정관 94조의2에 의거 배
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며, 목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정관 및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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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4.2.10.]

제51조의3(학교기업) ①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배재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
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지 3과 같다. <개정 2011.1.28.>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30학점, 1개 학기당 15학점 이내로 인정 할 수 있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
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04.6.30.>

제51조의4(중앙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학도서관으로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을 둔다. <신설 2016.3.30.>

   ② 대학도서관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며, 도서관위
원회의 장은 총장으로 한다. <신설 2016.3.30.>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30.>

제14장 교수회

제52조(교수회의 설치)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 교수
회와 대학별 교수회를 둔다.

제53조(구성 및 소집) ① 교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4.5., 2008.9.10., 
2012.8.17.>

   ②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54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9.10.>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대학평의원회의 교원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4.5.>

   5.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15장 학생활동

제55조(총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신장하여 대학문화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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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학생회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55조의2(간부자격 기준) 자치기구 간부(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여학생회)의 자격을 다
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자

   2. 이수한 전체 학기의 평점평균이 C+(평점 2.50)이상인 자

   3. 4∼6학기에 재학중인 자

   4. 유기정학 이상 학사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5.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와 그 형의 집행 유예를 
받지 아니한 자)

제56조(회비) 본교 재학생은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조직의 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학생지도)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9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수업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제60조(학생활동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간행물의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
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각 부총장, 대학원장, 각 대학장, 교목실장, 대학발전추진본부장, 
각 처장, 대덕밸리캠퍼스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수협의회장, 노동조합지부장, 
교수학습원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중앙도서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외의 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99.9.1., 2000.3.1., 2001.7.16., 2002.9.1., 
2003.6.1., 2004.11.19., 2006.2.16., 2009.7.21., 2011.8.30., 2011.12.26., 2012.8.17., 2014.2.4., 
2015.1.8., 2016.3.30., 2017.12.18., 2018.10.1., 2018.11.26.,>

제63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4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대학원, 학부(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0.3.1.>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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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장 교원 <장신설 2005.2.17.>

제65조(전임교원의 책임학점 등)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학칙시행세칙(Ⅰ)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2013.1.7.>

   ② 기타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다. <신설 2011.12.26.>

   [본조신설 2005.2.17.]

제18장 학칙개정 <장신설 2005.2.17>

제66조(학칙개정) ① 학칙 개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는 학칙개정안을 입안하여야 한
다. 단, 학칙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해당부
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6.>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학칙개정을 입안한 부서의 장은 이를 사전에 7일 이상의 기간 동
안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2.16., 2007.1.16.>

   1. 학칙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③ 기획처장은 예고를 하지 아니한 학칙개정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입안부서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06.2.16.>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예고를 하는 부서의 장은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⑤ 입안부서는 예고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예고기간 
만료 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⑥ 기획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칙개정안을 규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신설 2006.2.16., 2008.9.10.>

   ⑦ 규정심의위원회는 회부된 학칙개정안을 심의하여 교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2.16.>

   ⑧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칙변경안은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6., 
2009.11.25., 2013.1.7., 2014.1.10.>

   ⑨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된 학칙변경안은 총장이 확정․공고한다. <신설 2014.1.10.>

제19장 보칙 <장신설 2005.2.17.>

제6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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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
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장 대학평의원회 <장신설 2007.4.5.>

제69조(대학평의원회 설치) ① 배재학당 정관 제13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
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자체평가 <장신설 2009.11.25.>

제70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
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변경 학칙은 1986년7월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 학칙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가정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의 

1987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과하고 40명씩으로 
한다.

3. 제26조의 학업성적 분류표시는 198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단 "P"는 1987학년도 입
학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변경 학칙은 198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정원제를 입학정원제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조, 제8조, 제10조, 제34조, 제36
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학칙을 적용한다.

3. 제4조 ①항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변경 학칙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본 학칙 제

40조,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학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사실
상 학생 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중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정원이 초
과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되(별표1)의 변경사항은 199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학사경고는 제20조 제3호의 제적 대

상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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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위 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
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일 현재 2부대학 전산통계학과 재적학생은 산업대학 전자

계산학과(야)에, 2부대학 교회음악과 재적학생은 문과대학 음악학과(야)에, 2부대학 의상
학과 재적학생은 산업대학 의상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현재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재적학생은 졸업시 까지 계속 재적
케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1996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과가 
동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학과 통폐합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998학년도까지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변경 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
으로 한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 미술교육과 재적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재적케 한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금융보험학과와 해외선교학과 및 산업미술학과 재적생은 
각각 경영학과와 신학과 및 미술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후 존속하는 기존학과는 변경된 학과(부) 또는 전공이 소속된 
단과대학에 편입한다.
⑥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1998학년도 이전 졸업생에 대한 수여학위 종별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93년 3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존속했던 사범대학이 '95년10월 4일에 

인문대학으로 조직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 '94, '95학년도에 사범대학으로 입학한 자
는 당시 소속됐던 사범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 미술교육과, 미술학부, 음악교육과, 음악학과는 예·체능대학
에 편입한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자치행정학과 재적생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1997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과가 
동 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999학년도까지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변경전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
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존속했던 '96, '97학번인 외국어학부, 화학 및 생

명과학부 및 '97학번인 수물학부는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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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 '96, '97학년도에 입학한 건설공학부 소속인 자원 환경공학 
및 건축공학 재적생은 명칭이 변경된 토목건축공학부 소속 토목환경공학에 재적하는 것
으로 본다. 또한 '95학년도에 입학한 자원환경공학과 재적생도 변경된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후 각 학과(부) 및 전공의 소속은 변경된 학부 및 각 단과대학
에 편입한다.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에 영상예술학과 재적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공연영상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의 대학에 두는 학부(과)의 정원 중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하여 소

속 대학 및 학부(과)에 편입토록 하였으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 학과로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3. 제10조의 편입학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1998년 6월30일까지 
귀국한 자는 1998학년도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양급식경영학과 재적생은 관광경영학부에 재적하

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미학부, 세계지역학부, 예체능대학 재적생은 각

각 영어영문학부와 러시아·일본·중국학부, 예술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의류학부는 관광경영대학에 편입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제②항은 2001학년도 

입학(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2000학년도부터 인문학부 야간과 러시아·일본·중국학부 야간의 모집단위

가 폐지됨에 따라 2003학년도 1학기 까지 야간강좌를 개설하고 2004년 2월 이후 졸업하
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
(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2000학년도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 입학생들은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
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9학년도 경상학부 및 2000학년도 경영정보학부 입학자가 경제학 및 경제정

보학전공을 선택 시 전자상거래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01학년도 음악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4학년도 1학기까

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
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관광경영대학의 관광경영학부 입학생은 관광문화대

학의 관광경영학부에, 의류학부 입학생들은 관광문화대학 의류패션학부에 재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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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3.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부터 통합․조정된 관광경영학부와 영어영문학부의 전공은 관광

경영학부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생까지, 영어영문학부의 경우 2000학년도 입학생까지 
소급 적용하되, 전공최고학점 등 졸업자격요건은 입학년도별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② 2005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관광경영학부와 의류패션학부의 복학생 및 재입학생
과 2004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영어영문학부와 정보통신공학부의 복학생 또는 재입
학생은 통합된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편
제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새로 개편된 학제는 2003년 3월 1

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정보학부는 경영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

되, 경영학 및 국제통상학 전공은 경영학부의 같은 전공에, 전자상거래학 전공은 전자상
거래학부의 전자상거래학 전공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경영정보학부에 재적하는 것
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중국학전공은 중국학부에, 일본학전공은 일본학과에 러시
아학전공은 러시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고,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러시아·일
본·중국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정보통신공학부(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의 복학생(재입학생)
은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유전공학전공 및 종전의 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환경녹지
학전공, 철학전공, 응용수학전공, 물리학전공자가 복학(재입학)시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
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2004학년도 법학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1학기까

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
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2004학년도 IT공학부 야간의 컴퓨터공학 전공이 폐지됨에 따라 2007학년도 1학기 까
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8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IT공학부 야간의 컴퓨터공학 전공
을 배정받은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의 동일 전공 
또는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국어국문학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에, 심리철학전공은 심리철
학과에, 신학전공은 복지신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인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정치외교학전공은 정치외교학과에, 사회학전공은 사회학과
에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사회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화학전공은 화학과에, 전산정보수학전공은 전산정보수학과
에, 전산전자물리학전공은 전산전자물리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자연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⑥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생물의약학 전공은 생물의약학과에, 유전공학(유전체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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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공은 유전공학과에 생명공학전공은 생명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명과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⑦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세라믹공학 전공은 세라믹공학과에, 고분자재료공학 전공
은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⑧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토목환경공학전공은 토목환경공학과에, 건축학 및 실내건축학 
전공은 건축학부 각각의 전공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토목건축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
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의 2, 제33조, 제34조는 2005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영어영문학부 야간, 행정학과 야간, 의류패션학부 야간, IT공학

부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8년 1학기까지 강좌를 개설하고 2009년 2월 이
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 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화학과 및 세부전공이 칠예인 미술학부의 복학생(재입생)
은 각각 분자과학부 및 칠예과의 재학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독어독문학 전공은 독일어문화학과에, 불어불문학 전공은 
프랑스어문화학과에, 스페인어문학 전공은 스페인어·중남미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
생은 유럽어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경영학 전공은 경영학과에 국제통상학 전공은 무역학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하며 전자상거래학 전공은 전자상거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사회학 전공은 미디어정보·사회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
다.
⑥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주간과 야간의 법학전공은 각각 법과대학 법학과 및 법과대
학 법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 전공은 관광·이벤트경영학과에, 호
텔·컨벤션경영학 전공은 호텔·컨벤션경영학과에, 외식·급식경영학 전공은 외식·급
식경영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관광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
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⑧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연극영상학을 전공하는 자는 복학(재입)시 연극영화학을 전
공하는 학년의 편제에 따를 수 있다.

3. (관련규정의 폐지) 이 변경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졸업논문에 관한 시행규정, 사회봉사교
과목 운영규정, 계절학기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③항의 학부(과) 입학정원

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 ①항은 2005학년도 입학자
부터, 제34조 및 제65조는 2006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 주간 의류패션학부는 의류패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① 2006학년도 경영학과 야간, 무역학과 야간,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야간, 호

텔·컨벤션경영학과 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됨에 따라 2009학년도 1학기 강좌를 개설하
고 2010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복학시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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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주간 또는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자연과학대학은 과학기술바이오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
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유전공학과는 생명유전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명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컴퓨터공학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에,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정보통신공학과에, 전자공학 전공은 전자공학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IT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세라믹공학과는 정보전자소재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신소재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
다.
⑥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토목환경공학과는 건설환경·철도공학과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토목건축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⑦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향장화학 전공은 화장품학 전공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
은 분자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⑧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원예조경학부은 생명환경디자인학부에, 원예학 전공은 도
시원예학 전공에, 환경조경학 전공은 조경디자인학 전공에, 전공 배정이 안된 학생은 생
명환경디자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되 전공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③항 ‘별지1’의 

2007학년도 입학정원표 및 입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2. (야간학부(과)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재입학 허가 경과조치) 야간학부(과)의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최초 모집 단위로 재입학할 수 없는 자는 야간학부(과)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단, 2007학년도 입학편제 변경

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생
부터 한다.

2. (입학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7학년도 특수법무학과의 모집단위가 법학과와 통
합됨에 따라 2006학년도 이전 특수법무학과에 입학한 자는 통합된 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은 영어영문학과에, 영어영문학
부 TESOL전공은 TESOL영어과에, 전공배정이 안된 학생은 영어영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
로 하되 전공 배정 이후에는 변경된 편제에 속한다.
③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외식·급식경영학과는 외식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하
고,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자연계열로 모집한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정보수학과는 전산수학콘텐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⑤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전자물리학과는 과학기술학부 전산전자물리학 전공에 
광·전기공학과는 과학기술학부 광·전기공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한다.

3. 이 변경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 학사에 관한 시행 세칙은 이
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⑥항 ‘별지1’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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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입학정원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2. [야간학부(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학부(과)의 제

적생이 재입학 할 경우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과) 전공의 주간으로 학
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주간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부(과)로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모집단위가 폐지된 야간 학부(과)의 졸업예정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동일학부(과) 전공의 주간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6항 ‘별지1’의 

2009학년도 입학정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2008학년도 신설된 아펜젤러국제학부의 전공은 국제비즈니

스학과 동아시아학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생부터 한다. <개정 2010.2.2.>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전산수학콘텐츠학과의 재적생은 전산수학과에 재적
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법학과, 미술학부 입학생은 학적변동(복학, 재입

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3년 8월까지) 해당 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법학과, 미술학부 입학생 중 2014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법학부, 
미술학부,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법학과”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하
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법학부(법학전공, 공무원법학전
공)”에 재적하는 자로 보며, 분리된 전공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 할 수 있다.
③ 2009학년도 이전에“미술학부”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인
하여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미술학부”또는“비주얼아트디
자인학과”에 재적하는 자로 보며, 분리된 학부(과)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2.>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1학년도 입학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은 2010년 9월 1일

부터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별지1’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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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 2항, 제28조 제1

항, 제33조, 제34조 제1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 제2항은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아펜젤러국제학부 및 칠예과의 2011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학생 중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2012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휴학 또는 제적 전 재적했던 학부
(과)가 동 학칙에 의해 명칭이 변경되거나 모집단위가 통합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부(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정치외교학과, 과학기술학부, 생명유전공학과, 생명환경디
자인학부 도시원예학 전공, 조경디자인학 전공, 음악학부, 미술학부, 공연영상학부 연극
영화학전공, 영상예술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정치․언론학과, 물리융합전기공학과, 바이오
의생명공학과, 원예조경학부 원예학 전공, 조경학 전공, 음악학과, 미술조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인문대학, 외국학대학은 하워드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경영대학, 사회대학, 법과대학은 서재필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과학기술바이오대학, 공과대학은 아펜젤러대학에 재적하
는 것으로 본다.
⑦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관광경영대학, 예술대학은 김소월대학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⑧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인문대학 가정교육과, 예술대학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는 
아펜젤러대학에,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김소월대학에 편입한다.
⑨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예술대학 공연영상학부 연극영화학 전공은 주시경대학 문
화예술콘텐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과학기술학부 전산전자물리학전공, 광전기공학전공

의 입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 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5년 8월까지) 해당 모집
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물리융
합전기공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의 전임강사 폐지는 

2012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3학년도 입학정원은 2013
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1년 8월 31일부 변경학칙의 부칙 2조 제③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술
학부, 정치외교학과의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졸업하는 연도(2013년 8월)까
지 미술학부, 정치외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3년 3월 이후 졸업자는 변
경된 모집단위인 미술조형디자인학과, 정치·언론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음악학과 재적생은 음악학부 클래식음악 전공 에 재적하
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이전의 자연계열 실버보건학과 재적생은 인문계열 실버보건학과
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변경학칙 시행 이전의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의 재적생은 사
진영상디자인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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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4학년도 입학정원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독일어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의 
2013학년도이전의 입학생은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18년 8월
까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19년 2월이후 졸업자는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심리철학과, TESOL영어과,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정치᠊언론
학과, 전산수학과, 정보전자소재공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심리철학상담학
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정치언론안보학과, 컴퓨터수학과, 신소
재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국어국문학과,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과, 중국학부 (중국어
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법학부(법학전공, 공무원법학전공), 분자과학부 (화장품학전공, 
응용화학전공), 물리융합전기공학과, 미디어정보᠊사회학과,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 미술조
형디자인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소속 재적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
는 연도까지(2017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8년 2월 이
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한국어문학과, 중국학과, 공무원법학과, 제약공학과, 전
기공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미술디자인학부(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디자인학부(회화전
공), 연극영화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공공행정학과의 2011학년도 이전의 입학생은 졸업하는 연
도(2015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6년 2월 이후 졸업자
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공공정책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음악학부의 실용음악전공 재적생은 실용음악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⑥ 2014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음악학부 클래식음악 전공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아펜젤러대학 가정교육과 및 주시경대학 실버보건학과는 하워
드대학에, 서재필대학 미디어정보․사회학과와 아펜젤러대학 비주얼아트디자인학과, 주시경
대학 문화예술콘텐츠학과는 김소월대학에 편입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34조(졸업 이수학점 및 시기) 제1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10월 7일부 변경학칙의 부칙 2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정보᠊사
회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미디어콘텐츠학과, 연극영화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스포츠마케팅학(연계전공) 학위수

여명 변경은 2015년 2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5년도 입학정원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미술디
자인학부(회화전공,  비주얼디자인전공)는 소속 재적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
하는 연도까지(2018년 8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9년 2월 이
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미술디자인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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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 ‘별지1’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중소기업컨설팅
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기업컨설
팅학과, 광고사진영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별지1’의 2017학

년도 입학정원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4학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독일어문화학과, 프랑스어문화학과 소

속 학생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추가 개설 없이 각각의 전공으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김소월대학의 글로벌관광호텔학부, 미술디자인학부의 전공은 글로벌관광호텔학, 미술
디자인학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영어영문학과, 러시아학과, 여가서비스경영학과는 

소속 재학생이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까지(2021년 8월까지) 해당모집
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는 변경된 모집단위인 영어영
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전공,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전공, 호텔여
가서비스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심리철학상담학과, 무역학과, 원예조경학부 원예학 전공 재
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심리상담학과, 무역물류학과, 원예산림학과에 재적하는 것으
로 본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정치언론안보학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제약공학과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018학년도
부터 정치언론안보학과는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전공, 나노고분
자재료공학과와 제약공학과는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전공과 제약공학 전
공으로 모집단위를 변경한다. <개정 2019.2.21.>
④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공공정책학과의 2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
인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아펜젤러대학 자연과학계열 원예조경학부 조경학 전공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부(과)의 승인을 받아 김소월대학 공학계열 조경학
과에 재적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⑥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글로벌관광호텔학부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22년 2월 이후 졸업하는 자 중 본인이 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또는 호텔여가서비스학과
에 재적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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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하워드대학 글로벌언어비즈니스계열 항공운항과는 김소월대
학 관광계열에 편입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1항‘별지1’의 각 

대학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 및 제36조 제 2항의‘별지3’의 졸업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류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9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 
전공의 2018학년도 입학생은 변경 전 학부(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학정원 여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③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이벤트경영학과 재적생은 변경된 모집단위인 관광축제
리조트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2019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연극영화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
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학정원 여
석에 관계없이 타 학부(과) 소속으로 학적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2.21.>

부칙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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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각 대학 전공 설치 및 입학정원 <개정 2009.1.29., 2009.7.21., 2010.10.20., 2011.5.31., 
2012.8.17., 2013.5.15., 2014.4.10., 2015.3.25., 2016.4.15., 2017.12.18., 2018.11.26.>

2019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40

인문사회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37
러시아·중앙아시아학 24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 29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24
인문사회 중국학과 중국학 69

인문사회 일본학과 일본학 37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학 35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실버보건학 37

교육 계열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35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가정교육 21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106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 40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 43
인문사회 기업컨설팅학과 기업컨설팅학 26

사회 계열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 34

인문사회 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27)

53
경찰소방 (26)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공무원법학 50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생물의약학 31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 33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29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학 39

IT융복합 계열

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66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56
공학 게임공학과 게임공학 38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 47
공학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52
공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27

공학 드론·로봇공학과 드론·로봇공학 36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컴퓨터수학 22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 41

나노공학 계열
공학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31

자연과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24)

54
제약공학 (30)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 65

김소월
대학

관광 계열

인문사회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 75
인문사회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 67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항공운항 42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 61

문화창조융합 
계열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 44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 37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광고사진영상학 28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 56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33)

60
실내건축학 (27)

공학 조경학과 조경학 26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62
예·체능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34
예·체능 피아노과 피아노 25

주시경
교양대학

합계 5단과대학 5학부, 42학과(51전공)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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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41

인문사회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47
러시아·중앙아시아학 24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 29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25
인문사회 중국학과 중국학 69

인문사회 일본학과 일본학 36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학 33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실버보건학 35

교육 계열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35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가정교육 21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인문사회 경영학과 경영학 106
인문사회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 38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 42
인문사회 기업컨설팅학과 기업컨설팅학 25

사회 계열
인문사회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26)
52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 (26)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 35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공무원법학 51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생물의약학 32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 30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29
자연과학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학 37

IT융복합 계열

공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62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54
공학 게임공학과 게임공학 35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 43
공학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53
공학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24

공학 드론·로봇공학과 드론·로봇공학 36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컴퓨터수학 23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 42

나노공학 계열
공학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32

자연과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20)

48
제약공학 (28)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간호학 65

김소월
대학

관광 계열

인문사회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관광이벤트컨벤션학 75
인문사회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 65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항공운항 40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 60

문화창조융합 
계열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 42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 36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광고사진영상학 28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 57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30)

55
실내건축학 (25)

공학 조경학과 조경학 27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63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학 32
예·체능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32
예·체능 피아노과 피아노 23

주시경교양대학
합계 　5단과대학 5학부, 43학과(52전공)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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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입학정원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문화 계열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44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55

글로벌언어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30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26
인문사회 중국학과 73
인문사회 일본학과 37

인문사회 러시아학과 28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40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심리철학상담학과 33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35

교육 계열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50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30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인문사회 경영학과 108
인문사회 무역학과 38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45
인문사회 기업컨설팅학과 26

사회 계열

인문사회 정치언론안보학과 28

인문사회 행정학과 36
인문사회 공공정책학과 28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55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31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28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30

자연과학
원예조경학부
원예학전공 29
조경학전공 34

IT융복합 계열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54
공학 게임공학과 33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39
공학 전자공학과 53
공학 전기공학과 23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23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40

나노공학 계열

공학 신소재공학과 31

공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21
자연과학 제약공학과 29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50

김소월
대학

관광 계열

인문사회 글로벌관광호텔학부 110
인문사회 여가서비스경영학과 37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5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3

문화창조융합 계열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37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30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59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28)
 실내건축학전공(25)

53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59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35
예·체능 실용음악과 30
예·체능 피아노과 23

주시경교양대학

합계 　5단과대학 4학부, 45학과(51전공)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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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입학정원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문화 계열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45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58

글로벌언어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30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27
인문사회 중국학과 73
인문사회 일본학과 38

인문사회 러시아학과 30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40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심리철학상담학과 33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38

교육 계열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50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30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인문사회 경영학과 109 
인문사회 무역학과 38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46
인문사회 기업컨설팅학과 27

사회 계열

인문사회 정치언론안보학과 30

인문사회 행정학과 37
인문사회 공공정책학과 30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56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32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29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31

자연과학
원예조경학부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30
34

IT융복합 계열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56
공학 게임공학과 33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39
공학 전자공학과 54
공학 전기공학과 25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25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40

나노공학 계열

공학 신소재공학과 32

공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22
자연과학 제약공학과 30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50

김소월
대학

관광 계열

인문사회 글로벌관광호텔학부 110
인문사회 여가서비스경영학과 38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5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5

문화창조융합 계열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37
예·체능 광고사진영상학과 31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61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28)
 실내건축학전공(26)

28
26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59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37
예·체능 실용음악과 30
예·체능 피아노과 25

주시경교양대학 　

5단과대학 4학부, 45학과(51전공)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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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단과대학 계열 학부(과) 입학정원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문화 계열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45 
인문사회 영어영문학과 64 

글로벌언어비즈니스
계열

인문사회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30 
인문사회 스페인·중남미학과 30 
인문사회 중국학과 73 

인문사회 일본학과 40 
인문사회 러시아학과 33 
인문사회 항공운항과 40 

복지·힐링 계열
인문사회 심리철학상담학과 34 
인문사회 복지신학과 24 
인문사회 실버보건학과 40 

교육 계열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50 
자연과학 가정교육과 30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인문사회 경영학과 111 
인문사회 무역학과 38 
인문사회 전자상거래학과 48 
인문사회 중소기업컨설팅학과 30 

사회 계열

인문사회 정치언론안보학과 33 
인문사회 행정학과 38 
인문사회 공공정책학과 32 
인문사회 공무원법학과 58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자연과학 생물의약학과 33 
자연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과 30 

자연과학 생명공학과 32 
　

자연과학
자연과학

원예조경학부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32 
35 

IT융복합 계열

공학 컴퓨터공학과 60 
공학 정보통신공학과 61 

공학 게임공학과 34 
공학 사이버보안학과 40 
공학 전자공학과 55 
공학 전기공학과 28 

자연과학 컴퓨터수학과 27 
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43 

나노공학 계열
공학 신소재공학과 33
공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24 

자연과학 제약공학과 32 
보건의료 계열 자연과학 간호학과 50 

김소월
대학

관광 계열

인문사회 관광·호텔·이벤트·컨벤션경영학부 110 
인문사회 여가서비스경영학과 40 

자연과학 외식경영학과 55 
예·체능 레저스포츠학과 48 

문화창조융합 계열

인문사회 미디어콘텐츠학과 38 
예·체능 사진영상디자인학과 32 
자연과학 의류패션학과 65 

　공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29)
 실내건축학전공(29)

58

예·체능 미술디자인학부 60 　

예·체능 연극영화학과 39 
예·체능 실용음악과 30 
예·체능 피아노과 28 

주시경교양대학 　
5단과대학 4학부, 45학과 (51전공)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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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삭제 <2014.2.4.>

(별지 3) 졸업 학부(과)별 수여학위 종류 <개정 2009.1.20., 2009.11.25., 2010.2.2., 2010.10.20., 2011.1.28., 2012.2.2., 
2012.8.17., 2013.5.15., 2014.2.4., 2014.4.10., 2015.1.8., 2015.3.25., 2016.9.9., 2017.12.18., 2018.7.3., 2018.11.26., 
2019.2.21.>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하워드
대학

글로벌언어
비즈니스 계열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문학사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문학사

러시아·중앙아시아학 문학사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 문학사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문학사
중국학과 중국학 경영학사

일본학과 일본학 문학사

복지·힐링
계열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학 문학사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신학사
실버보건학과 실버보건학 문학사

교육 계열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교육학사
가정교육과 가정교육 교육학사

서재필
대학

경영 계열

경영학과 경영학 경영학사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 경영학사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 전자상거래학사
기업컨설팅학과 기업컨설팅학 경영학사

사회 계열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사

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 행정학사

경찰소방 경찰･소방학사
공무원법학과 공무원법학 법학사

아펜젤러
대학

바이오 계열

생물의약학과 생물의약학 이학사
바이오·의생명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 이학사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이학사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학 이학사

IT융복합
계열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공학사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 공학사

게임공학과 게임공학 공학사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 공학사

전자공학과 전자공학 공학사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공학사

드론·로봇공학과 드론·로봇공학 공학사
컴퓨터수학과 컴퓨터수학 이학사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 공학사

나노공학
계열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공학사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20) 공학사
제약공학 (28) 이학사

김소월
대학

보건의료
계열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사

관광 계열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 경영학사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 경영학사
항공운항과 항공운항 항공경영학사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 경영학사

문화창조융합
계열

레저스포츠학과 레저스포츠학 체육학사

미디어콘텐츠학과 미디어콘텐츠학 미디어학사
광고사진영상학과 광고사진영상학 예술학사

의류패션학과 의류패션학 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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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폐지 <2015.3.25.>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학위명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30) 건축학사
실내건축학 (25) 공학사

조경학과 조경학 공학사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미술디자인학사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음악학사
피아노과 피아노 음악학사

연계전공

식품영양학 이학사
스포츠마케팅학 경영학사

북미통상학 경영학사
스페인‧중남미통상학 경영학사

중국통상학 경영학사
일본통상학 경영학사

영유아보육학 문학사
상담복지학 문학사

예술치료학 문학사
철도전기공학 공학사

노인스포츠지도학 노인스포츠지도학사
스포츠관광학 스포츠관광학사

유아스포츠지도학 유아스포츠지도학사
패션아트디렉터학 예술학사

공항관리학 항공경영학사
기능성화장품/소재학 공학사

융합전공

다문화학 문학사
벤처창업학 경영학사

광고홍보학 경영학사
인문인성교양학 문학사

기초직무학 경영학사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경영학사

글로컬마케팅학 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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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I)

학칙 시행세칙(Ⅰ)

[제정 2007.1.16, 일부개정 2019.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Ⅰ)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에 따른다.

제2장 등록

제3조(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학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당해 학기분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 완료된다.

   ③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다.

제4조(등록금의 납부) ①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09.6.17.>

   ②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4조 제1항의 등록금에 관한 예외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9.2.15.>

   1. 계절학기, 시간제 등록, 학점은행제, 공개강좌 및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는 학점등록을 인정하여 학점단위로 징수한다. 단, 학점 당 수강료는 학기 및 공개강좌 
시작 전에 총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현장실습·인턴십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신설 
2019.2.15.>

   3.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이 수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계절학기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④ 정규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등록의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신설 2010.6.16.>

제5조(등록금의 분납) ① 등록금 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4회로 하고, 납부금액은 처음 3회 
차까지 실납부 총액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 납부 마감은 수업일수 3/4 선까지로 한
다. <개정 2010.6.16., 2018.2.21.>

   ② 납부마감 기간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효로 하고 당해 학기를 휴학처리 한다. 단,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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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첫학기는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2.19., 2018.2.21.>

제6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1.26.>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신설 2011.1.26.>

   ③ 학칙 제40조에 의해 제적된 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26.>

   ②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
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해서 반환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반환사
유 발생일은 최초 휴학일로 한다. <개정 2007.7.6., 2011.1.26., 2019.2.15.>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8조(학업연장자의 등록) ① 학칙 제4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이 졸업요건 미충족으
로 수학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2013.2.19., 2014.2.4., 2019.2.15.>

   1. 1학점~3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6 <신설 2019.2.15.>

   2. 4학점~6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3 <신설 2019.2.15.>

   3. 7학점~9학점 이하: 등록금 전액의 1/2 <신설 2019.2.15.>

   4.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신설 2019.2.15.>

   ② 졸업 이수 학점을 충족하고, 학점이 없는 Pass/Fail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하
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1.8.24.>

   ③ 삭제 <2013.2.19.>

제9조(재입학 및 휴․복학생의 등록 및 환불) ①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재입학 및 복학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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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개정 2014.8.27.>

   ② 재입학생은 당해연도 입학금 및 재입학 학년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규
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 후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는 경우에
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등록 후 수업일수 1/3 이전에 일반휴학을 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
금을 면제한다. 단, 휴학이 시작되는 당해학기에 한하여 본인이 요청할 경우 납입한 등록
금 전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3.2.19., 2016.7.13.>

   ④ 수업일수 1/3 경과 후 일반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단, 본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에
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9., 2018.2.21.>

   ⑤ 등록 후 군 입대 휴학을 한 학생이 전역 후 복학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
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 시 성적대체 인정을 받고 휴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개정 2013.2.19.>

   [제목개정 2013.2.19.]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구성

제10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② 전공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8.>

   ③ 단, 예체능계열 및 인증평가와 관련한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5.8.>

   ④ 학부(과)별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개정 2018.11.14.>

제11조(편성절차) ① 교양 교육과정은 교무처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편성하여 학사제도연구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2.4.18., 2018.11.14.>

   ②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나 전공에서 편성하여 단과 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학사제도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11.14.>

   ③ 교직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전면 및 부분개편으로 구분하며, 전면개편은 4
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 안은 교무처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작성하여 주시경교양대학 교
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전공 교육
과정 개편 안은 학과나 전공에서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4.18., 2015.12.16.,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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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편 안에는 개편사유 및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면개편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전면개편을 위
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⑤ 부분개편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외부사업에 의한 경우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13조(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1.29.>

   ①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및 계열교양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교양필수, 교양필
수선택,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1.8.24., 2011.12.12.>

   ②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전공필수, 전공선택으
로 구분한다.

   ③ 교직교육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설 2009.1.29.>

   ④ 다양한 교과목을 조합하여 학생진로 개발을 위한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과정 체계
를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09.1.29.>

제14조(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양필수: 공통교양교과목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 <개정 2008.1.31.>

   2. 교양필수선택: 공통교양교과목 및 계열교양교과목 중 선택이수과목 <개정 2008.1.31.>

   3. 교양선택: 교양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자유선택 이수과목 <개정 2008.1.31., 2009.1.29., 
2010.1.27.>

   4. 전공필수: 제1전공의 전공필수과목

   5. 전공선택: 전공선택과목, 개별 및 집단 연구과목

   6. 다전공과목: 다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개별 및 집단연구과목 <개정 2009.1.29., 2013.5.8.>

   7. 부전공과목: 부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8. 교직과목: 교직과정 이수자의 필수과목

   9. 삭제 <2010.10.13.>

   10. 자유선택과목: 위 각호 이외의 과목 <신설 2009.1.29.>

제15조(교과목코드 부여방법) 교육과정운영상 교과목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16조(학사제도연구위원회) ① 학칙 제21조 제4항에 의거 전면개편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성·개편 등 학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부학장 및 교무부처장, 학사
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한 단과대학의 교육과정 심의를 위하여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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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9.10., 2009.6.17., 2009.11.11., 2012.1.31., 2016.11.9.>

제2절 교육과정 이수 및 교과목 운영 

제17조(이수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해당 입학연도의 학년·학부(과)의 교육과정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적변동 또는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는 현재 본인의 
해당 학년, 학기에 편성된 신 교육과정으로 이수한다. <개정 2018.2.21.>

   ③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수구분 변경 또는 폐지된 필수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8.2.21.>

   ④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를 면제한다. 단, 동일과목으
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가 변동되어 이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⑤ 타 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소속 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수한 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
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교양교육 과정은 교무처장이,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장
이나 전공주임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18조(졸업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별지 3, 별지 4와 같다. <개정 
2007.7.6, 2008.1.31, 2009.1.29, 2010.10.13., 2011.1.26.,2012.11.7.,2015.12.16>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2.11.7.>

   3. 삭제 <2012.11.7.>

   4. 삭제 <2011.8.24.>

   ② 다전공, 교직과정의 이수학점은 학칙시행세칙(Ⅱ)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③ 제2항의 각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④ 삭제 <2015.6.10.>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1.12.12.>

제19조(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1학년, 2학년의 전공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전문대학에서 미 이수 교과목은 본 대학교 입학 후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과정의 교과이수를 위하여 협력전문대학 및 본 대학교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능력별 학점인정) ① 학칙 제30조의 2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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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특별시험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및 당해 
교과목별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④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 특별시험의 세부사항은 특별시험 시행 시 마다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특별학점) ① 정규 수강학기 이외의 자격증 취득 및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
적도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7.> <개정 2013.12.11.>

   ②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 경
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특별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의 경우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만 허용되며 동일한 자격증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신설 
2012.11.7.>

   ③ 매학기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특별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
우 예외적으로 졸업직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④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자격증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1조(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 ①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학생이 교수와 해당전공(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별 혹은 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학기 첫 주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매 학기 전공별 1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별 및 집단연구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중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연구를 위한 토론 또는 세미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결과 보고서는 해당 학기 성적입력기간 안에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졸업논문 지도를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의2(캡스톤디자인 교과목) 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
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3학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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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현장실습, 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LINC+) 교과목) ① 현장실습 및 인턴십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
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
도 이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6.4.14., 2017.9.13.>

   ②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 및 교양으로 개설 할 수 있으
며,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 LINC+) 신청자는 일반수업과 병행하
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6.4.14., 
2016.9.7., 2017.9.13.>

교과목 학점 이수시간 성적 비 고

현장실습 1. 2 각 3 160시간 이상 P/F

현장실습 5 15 600시간(15주) 이상 P/F

인턴십 15 600시간(15주) 이상 P/F

장기현장실습(IPP) 별도 운영 규정에 따름 P/F

장기현장실습(LINC+) 별도 운영 규정에 따름 P/F

   ③ 현장실습교과목은 운영 시점과 기간, 지역별 범위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분하
고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5.8., 2016.4.14.>

제22조의2(사회봉사 교과목) ① 배재인의 섬김과 양보, 절제와 배려를 통한 인성함양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되 2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사회봉사의 세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제22조3(산학협동연계과목) ①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정부기관 및 기업협의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한 교과목으로서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협약으로 참여하여 정해
진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은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교과목 학점 총 시수 성적

산학협동연계교육 1 3 7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2 6 15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3 9 22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4 12 27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5 15 315시간 이상 P/F

   ③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운영 시점과 기간, 지역별 범위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
분하고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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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기 중 방학 중

국내 국내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국내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해외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2.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심화학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기제와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과목에 대한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구분 운영시기

학기제 1, 2학기

계절제 하계, 동계방학

   2. 산학협동연계과목 학점은 학기제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산학협동연계 교과목 학점과 성적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4. 산학협동연계교육교과목의 경우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5. 산학협동연계교육 대상학년은 산학협력연계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6. 기타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산학협동 연계교육교과목 신청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연계교육의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학생들의 교육계획서, 협약서, 교육과정표 
등을 사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교육계획서 및 교
육일지는 주관부서에서 별도 보관한다.

   2.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의 교육 종료 후 그 결과 (출(석)부, 성적평가표)를 1주 이내에 주
관부서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8.]

제23조(단기 해외연수 학점) ① 자매결연대학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소속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 문화체험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8.6.20.>

구분 학점 이수 시간

어학연수
1 30시간 ~ 60시간 미만

2 60시간 이상

문화체험
1 60시간 ~ 120시간 미만

2 120시간 이상

   ③ 1회의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각 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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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은 통산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하워드대학의 외국어 관
련 학과의 어학연수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7.6., 개정 2008.1.31., 2012.4.18., 
2018.6.20.>

   ④ 단기해외연수 교과목은 계절학기로 운영하며,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 구분한다. <개정 
2008.1.31., 2011.8.24.>

   ⑤ 단기해외연수는 각 단과대학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해외이수학점인정) ①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이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대학
의 학기당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교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과장(전공주임)은 교수회의에서 과목을 심사하여 인정할 전공, 교양, 자유선택 학점
을 확정한 후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인정한 타 대학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전공, 교양,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총 학점을 기재하고, 개별 과목 및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⑤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문화체험의 학점 이수 기준은 제23조 
②항 및 ③항을 따르며, 1개 학기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8.6.20.>

   [본조신설 2009.1.29.]

제23조의3(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
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年)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성적 및 학
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24조(특별강의) 교양과 전문 학술의 특별강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의 제목, 강사의 
직 및 성명, 일시, 강의시간 수, 장소, 대상, 강사료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소속 대학장에
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교외교육) ① 교외교육의 계획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교외교육은 강의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강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외교육은 실시 
2주전까지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학사력

제26조(학사력) ①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 개시 2개월 이전에 학사력을 작성하여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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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② 학사력에는 학기구분, 수업일수, 방학, 공휴일, 중간·기말시험 및 기타 중요행사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학사력에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업시간 편성

제27조(개설교과목 결정) ① 교양과목은 교양교육부, 교직과목은 교직부, 전공과목은 소속대
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하되,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개정 2012.11.7.>

   ② 삭제 <2012.11.7.>

   ③ 학부(과)별 개설과목은 48학점 이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2학점, 간호학과는 55학점 
이내로 한다. 단, 산업단지캠퍼스 소속 학과 및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중점학과로 인정한 
학과의 현장실습 1,2,5, 캡스톤디자인1,2, 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LINC+), 교직 교과목은 
개설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12.11., 2016.9.7., 2017.9.13., 2018.11.14.>

   ④ 개설교과목의 제출 시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8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의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1주일 전에 공
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② 삭제 <2012.11.7.>

   ③ 삭제 <2012.11.7.>

   ④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업시간 편성원칙) ① 동일과목의 수업은 실험, 실습, 실기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② 전임교원은 주당 4일 이상 출강하도록 배정한다. 단, 전임교원이 4일 이상 출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폐강) ① 교양교과목은 30명, 외국어회화 교양교과목은 15명,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5.6.10.>

   ② 삭제 <2012.11.7.>

   ③ Pass/Fail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0.1.27., 
2011.8.24., 2011.12.12., 2012.11.7.>

   ④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학급규모의 설정원칙) ① 수강규모는 교양은 60명, 외국어회화 교과목은 20명, 전공
은 45명을 기준으로 학급규모를 설정하되, 실험실습관련 교과목은 실험실습실 수용규모
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은 150명으
로 한다. <개정 2012.4.18., 2012.11.7. 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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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강인원이 수강규모를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4.18.>

제3절 수강신청

제32조(수강신청시기 및 절차)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을 인터넷 신청 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강신청) ① 매 학기 당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0.6.16., 2011.8.24., 2012.4.18., 
2013.2.19., 2013.12.11., 2016.9.7., 2016.11.9.>

구 분
졸업학점이 130, 132, 

160학점 인 경우

졸업학점이 140, 142학점인 경우

1, 2학년 3, 4학년

일반

학생
18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21학점 까지 

성적

우수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24학점 까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학사

경고자
15학점 까지 15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단,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에 1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1학점을 초과신청
할 수 있다. 

장기현장실습(IPP) 신청자는 8학점 이상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최종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에는 신청학점을 최소한 6학점으로 한
다. <신설 2010.6.16.>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6.16.> 

   ④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나,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
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6.>

   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개정 
2010.6.16.> 

   ⑥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9.1.29., 2010.6.16.>

   ⑦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대학에서 지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6., 2013.8.22.>

   ⑧ 교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수
강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⑨ 불가피하게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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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2(온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 온라인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예외
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2.11.7.>

   [본조신설 2010.6.16.］

제33조의3(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34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
목이 폐강되었거나 강의시간 변경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학기 초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
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기 개시 후 일반 휴학자(중간고사 전에 군입대 휴학자 포함)의 수강신청은 자동적
으로 취소된다. 

제35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매 학기초 30
일 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처에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
회로 인하여 이수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종 학기인 경우 6
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10.13.>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3학년은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미만일 경
우에는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6조 삭제 <2010.1.27.>

제4절 강의 및 수업진행 

제37조(수업계획서) ①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Web 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삭제 <2013.12.11.>

제38조(전임교원의 책임학점) ①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일반대학원 강의(수강인원이 2명 이
상인 강좌에 한하여 매학기 3학점 이내만 인정)를 포함한 별지 5와 같다. <개정 2007. 
7.6., 2011.12.12., 2012.4.18., 2012.11.7., 2013.12.11.>

   ② 삭제 <2013.12.11.>

   ③ 삭제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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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의 책임학점에 미달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12.11.>

   ⑥ 보직을 맡은 전임교원, 외국어교육중심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학점
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9., 2012.11.7.> 

   ⑦ 삭제 <2012.11.7.>

   ⑧ 전임교원 책임학점의 신설 및 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
다. <신설 2013.12.11.>

제39조(강사의 채용) ① 총장은 강사를 채용하여 개설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전임교원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과목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6시간(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업시간 포함) 이내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2019.2.15.> 

   ③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7.>

   ④ 기타 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40조(외부출강 및 수학)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및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
강 2주전까지는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휴강과 보강) ①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강을 하게 될 경우 대학장에게 보
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보강한 후 보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1.14.>

   ② 공휴일, 개교기념일로 인한 휴강은 지정된 기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③ 보강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휴강 및 보강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제42조(출석 및 결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각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③ 삭제 <2008.9.10.>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며, 배우자 및 자녀 사
망으로 인한 결석은 5일, 외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
한다. <개정 2018.11.14.>

   2. 병사관계(징병검사)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 통지서가 있을 때에 1일간 출석으로 인정한
다. <개정 2018.11.14.>

   3.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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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부(과)의 학술답사 여행에 참가한 학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5.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인정한다. 

   6.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원에서 인정하는 기간 중 4주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졸업 예정 학기에 취업, 창업, 인턴,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정상적인 수업참여가 
불가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개정 2018.6.20.>

   8.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9.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은 체육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1.14.>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1절 시험

제43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시험은 학기말시험으로 하며, 학기말시험은 총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학
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 인정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11.12.12.>

   2. 수시시험은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하에 행한다. 

   3. 교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할 수 있다. 

   4. 재시험은 성적을 D0 이상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대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4.> 

제44조(시험관리) ① 모든 시험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출제 및 관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시험답안지 및 성적평가의 근거서류는 담당교수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9.2.15.>

제45조(시험중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감독교수는 감
독보고서에 부정행위 내용을 작성 날인하고 부정행위자의 답안지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를 입학취업처장 및 단과 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의뢰한다. <개정 
2009.6.17., 2011.8.24.> 

   ③ 단과 대학장은 학부(과)장 및 담당과목 교수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징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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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④ 교무처는 징계내용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교
과목만 "F"로 처리 하고,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
로 처리한다.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4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0 
B+ 
B0 
C+ 

4.50 
4.00 
3.50 
3.00 
2.50 

C0

D+ 
D0 
P 
F

2.00 

1.50 
1.00 
불계 
0.00

제47조(평점평균의 산출)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Pass/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점수로는 
인정한다. <개정 2011.8.24.> 

   ③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은 별지 2와 같다. <개정 2007.7.6., 2013.8.22.> 

제48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
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중 2회로 제한한다. 단, 필수과목이 “F” 또
는 “Fail”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그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단, 교육과정 변경 등으
로 동일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A 이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교과목, Pass/Fail 
교과목으로  Pass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다. <개정 2007.7.6., 2014.2.4., 2014.8.27., 
2016.11.9.,2017.6.26.>

   ③ 재수강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
소되지 아니한다.

   ④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과장이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49조(등급별 분포비율) ①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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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비율

교양 전공

 A+, A0 

B0 이상

C+,이하 

 0 ∼ 25%

0 ∼ 70%

30% 이상

 0 ∼ 30%

0 ∼ 70%

30% 이상

   ②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A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교직과목(전공 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

   2. 군사학과목

   3. 캡스톤디자인 및 실험실습 교과목

   4. 4학년 전공교과목(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교과목)

   5.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과목

   6.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전문개정 2018.11.14.]

제50조(성적처리) ①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고사에 응시한 후 입대 휴
학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및 과제물 성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인정한 공식행사로 인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어느 하나를 응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으로 100%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두 번의 정기시험 중 그 한번을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불응 사유가 승인되면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수업일수 2/3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신청한 모
든 과목의 성적 

   2. 삭제 <2008.9.10.>

   3.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교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6. 행정착오에 의한 성적 <개정 2011.12.12.>

   7.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경우 담당교수가 수강 미신고, 성적 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항을 위반한 과목의 성적 <신설 2019.2.15.>

제50조1 (성적확인 및 발송)  ①매 학기 성적표는 세부요소별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통합정
보시스템에서 열람ㆍ확인 한다. <개정 2017.6.26.>

   ② 학사경고자의 성적표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학생보호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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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5.1.7.]

제51조(성적평가표 제출)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
을 산출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간의 성적 공람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해당
학부(과) 사무실, 해당 담당교수 연구실 등에서 공람을 거쳐 최종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② 삭제 <2011.8.24.>

제52조(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① 성적정정은 성적 공람기간에 해당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성적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성적평가표 제출 후에는 성
적정정을 불허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② 성적정정을 요구 받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재심하여, 성적 공람기간 중에 통
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용여부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③ 성적이의신청 기간 외에는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재착
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53조(학점포기) ① 삭제 <2014.2.4.>

   ② 삭제 <2014.2.4.>

   ③ 삭제 <2014.2.4.>

   ④ 삭제 <2014.2.4.>

제54조(학기별 성적순위) 학기별 성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제1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직전학기 성적을 위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학기 성적으로도 처리 안 될 경우 
그 전학기를 적용한다. 단 직전학기의 성적이 없는 1학년의 경우 입학성적을 적용한다. 
<신설 2008.1.31.>

제55조(학사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단, 8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 후 받은 성적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장 
2015.1.7.>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3조 제
⑦항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6장 휴학 및 복학 

제56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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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사정, 질병, 상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창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2.11., 2018.2.21., 
2018.11.14.>

   2. 등록을 마친 후 예기치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는 경우 

   3. 신입생 또는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총
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4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학기개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③ 일반휴학 신청자는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9.6.17., 2018.2.21.> 

제57조(군입대 휴학) ①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군부
대에 입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영일 1주전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복
무를 위한 교육기간도 군 휴학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8.2.21.>

   ② 군입대 휴학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대유학원서 1부 <개정 2016.7.13.> 

   2.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16.7.13.>

   ③ 군입대 휴학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7., 2016.7.13.>

   1.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경유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2.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귀향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휴학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일반휴학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3.>

제58조(복학) ① 일반휴학을 한 후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군입대 휴학 후 제대한 경우에
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 만약 복학대상학생이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미복학으로 제적된다.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복학완료
해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2018.2.21.> 

   1. 복학신청 

   2. 등록금 납부

   3. 수강신청

   ④ 일반휴학 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
쳐 휴학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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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재입학 

제59조(자격) 학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입학학기에 군입대, 질병, 상해로 인한 휴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2018.2.21.>

제60조(신청 및 허가) ① 재입학하려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입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재입학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2018.2.21.>

   ③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으로 허가 한다. <2018.2.21.>

   ④ 삭제 <2010.1.27.>

제61조(학년과 학점)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
며, 해당 학부(과) 및 학년 교육과정에 따라 잔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2조(등록)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등 수학에 필요
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장 편입학 

제63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
은 모집 시마다 이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일반편입학의 경우 대학에 재적중인 학생이나 또는 재적했던 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
으며, 매 학년초(또는 학기초) 전 학년도 1, 2학년의 모집 단위별 제적자 수만큼 3학년, 4
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③ 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익년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
가 지원할 수 있으며, 매 학년초(또는 학기초) 3학년 전체 정원의 5% 이내와 해당모집 
단위 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정원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64조(일반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고 남은 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1.8.24., 
2014.2.4.>

구 분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30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32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40인

학부(과)

졸업최소인정

학점이 142인 
학부(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5년제)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 

4학년 편입

33학점 까지

65학점 까지

98학점 까지

34학점 까지 

66학점 까지 

99학점 까지

35학점 까지

70학점 까지

105학점 까지

36학점 까지 

71학점 까지 

107학점 까지

32학점 까지

64학점 까지 

-

   ② 전공과정은 학부(과)장, 교양과정 및 기타과정은 교무처장이 심사하고, 이를 교무처장
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를 인정한다. 

   ③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공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편입학 한 학부(과)의 1, 2, 3학년에 개설된 전공과
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편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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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 <개정 2008.9.10.>

   2. 교직학점은 전적대학 이수과목 중 본교에 개설된 교직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 <신설 2009.1.29.>

   3. 교양학점은 위 호의 인정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인정하고 학점으로만 표기한다. <개정 
2008.9.10.>

   4.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학점이 본 교 교과목의 학점과 상이할 때에는 합산 또는 분리하
여 인정할 수 있다. 

   5. 편입 학년 이전에 개설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단,『기독교와 
현대사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9.10.> 

   ④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편입학한 학년의 학부(과)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편입학한 이전에 개설된 교육과정이 변동되어 수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
수 면제 할 수 있다. 

   ⑤ 편입 이후 전공과정의 학점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학년 편입 단수전공자: 전적대학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45학점 이상(5년제 건
축학 전공자는 123학점 이상) <개정 2008.9.10., 2018.6.20.>

   2. 4학년 편입 단수전공자: 전적대학 전공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신설 2008.9.10.>

   3. 다전공자: 36학점 이상 <개정 2011.12.12., 2013.5.8., 2014.2.4.> 

   4. 부전공자: 18학점 이상 <개정 2011.12.12., 2014.2.4.> 

   5. 교직과정 이수자: 전적대학 전공교직인정과목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개정 2009.1.29., 
2014.2.4.>

제65조(학사 편입생의 학점인정기준) ① 학사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이수교과목에 
대한 개별인정은 하지 않고 총 취득학점으로 졸업이수 학점의 1/2를 인정한다. 단, 김소
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으로 편입할 경우 64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1.8.24.> 

   ② 학사 편입생의 교육과정 이수는 교양과정은 이수면제하고, 전공과정은 편입학한 학년
의 학부(과) 전공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편입 이후의 전공필수과목은 전적대학
에서의 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학사 편입생의 일반사항은 일반편입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편입학자의 학적부 기재방법)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 학점 중 본교에서 인정한 
학점은 교양 및 전공으로 구분하여 총 학점을 기재한다. 

제9장 졸업 

제67조(졸업자격) 졸업사정에 합격하여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등록의 횟수 

   가. 신입학자: 8학기 이상 

   나. 2학년 1학기 편입학생: 6학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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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학년 2학기 편입학생: 5학기 이상 

   라. 3학년 편입학생: 4학기 이상 

   마. 4학년 편입학생: 2학기 이상 <신설 2009.1.29.>

   바. 학사편입학생: 4학기 이상 

   사. 학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조기졸업자 및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전공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24.> 

   2. 입학연도별 학부(과) 교육과정표에 명시되어 있는 졸업소요 최저 이수 학점 (별지 3)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1.1.26., 2011.8.24., 2011.12.12.> 

제68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기 졸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학기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는 자로서 6학기 내지 7학기 말까지 제67조 2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25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기졸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학기 말 소정의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편(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연계교육과정
에 의해 편입한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69조(졸업성적의 순위) 졸업성적의 순위는 전․후기 졸업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한다. 

   2.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이 많은 순에 따라 정한다. 

   3. 총 취득학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전공의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한다. 

   4. 제1전공의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순에 따라 정한다.

제70조 삭제 <2019.2.15.>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해당 학기말 성적공람기간 종
료일로부터 21일 이내로 하고, 취소신청은 졸업사정 2일전까지로 하며, 이후로는 학사학
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수학을 계속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고, 이
미 졸업학점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으며, 학칙시행세칙(Ⅰ) 제4조에 의거
하여 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되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취득한 성적을 포함한 추가적인 졸업자격 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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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이 취업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당해 학기 졸업신청으로 간주한다.

   ⑦ 수강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에게 학교 시설 이용 및 학적 보유에 따른 비용
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24., 전문개정 2019.2.15.]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71조(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② 정정사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6.>

   1. 개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2. 국적변경: 국내거소사실증명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관련증명서

   3.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 보호자 기준의 주민등록표등본

제11장 제 증명 발급 

제72조(제 증명 발급) ① 본교에 재학, 제적, 수료 또는 졸업한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제 증명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제정 학칙시행세칙(Ⅰ)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제①
항의 적용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Ⅰ)의 제정에 따라 본 학칙시행세칙(Ⅰ) 시행일로 부터 학사
에 관한 내규, 교육과정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단, 2007년 1월 16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사에 관한 내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7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 7조 제②항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2007년 3월 23일 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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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7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5항, 제64조 제1항, 제5항 5호, 제67조 제2호의 적
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
생부터 한다.

  2. (2009~2012 신(新)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2005~2008 교육과정과 2009~2012 교
육과정에서 공통으로 개설된 필수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공통으로 개설되지 
않은 필수 교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에 동일하게 적용)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아펜젤러국제학부의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
터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제1항
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9~2012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2009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또 다른 공학교
육인증교육과정을 복수전공할 때 제1전공 최저 이수학점은 62(설계 18포함)로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자가 복수전공을 할 경우 제2전공을 위한 최저 
이수학점은 2008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3조 제2항은 
2008학년도 이전의 신(편)입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8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53조 제1항은 2010년 8월 30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3. (경과조치)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변경은 2008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 3의 공과대학 건축학 전공에 대한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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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2,3,4호, 제4항 제1, 2호, 제33조 제1항, 제38
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1항, 제 65조 제1항, 제67조 제1호의 사, 2호는 2012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1)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학부(과)별  전공과목 개설학점에서 가정교육과는 2013학년도
에 한해 한시적으로 126학점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 I )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9조(등급별 
분포비율)는 2014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3조(학점포기)는 폐지하나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에 한하여 2013-2학기이전 성적에 대하여 6학점까지 학점포기
를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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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시행세칙( I )은 201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하나 제42조 ④항의 7호는 2016
년 8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단, 제64조(일반 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이수) ⑤항 1에서 5년제 건축학 전공자
의 123학점 이상에 대한 적용은 2019학년도 편입생부터 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Ⅰ)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I)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학업연장자의 등
록)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별지 5] 전임교원의 책임학점표의 보직명칭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2

[별지 1] 삭제 <2011.12.12.>

[별지 2]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 (4.5 만점기준) <개정 2013.8.22.>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등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A+

4.5 100.0 

C+

2.65∼2.74 79.0 

4.45∼4.49 99.0 2.55∼2.64 78.0 

4.40∼4.44 98.0 2.45∼2.54 77.0 

4.35∼4.39 97.0 2.35∼2.44 76.0 

4.30∼4.34 96.0 2.25∼2.34 75.0 

4.25∼4.29 95.0 

C

2.15∼2.24 74.0 

A

4.15∼4.24 94.0 2.05∼2.14 73.0 

4.05∼4.14 93.0 1.95∼2.04 72.0 

3.95∼4.04 92.0 1.85∼1.94 71.0 

3.85∼3.94 91.0 1.75∼1.84 70.0 

3.75∼3.84 90.0 

D+

1.65∼1.74 69.0 

B+

3.65∼3.74 89.0 1.55∼1.64 68.0 

3.55∼3.64 88.0 1.45∼1.54 67.0 

3.45∼3.54 87.0 1.35∼1.44 66.0 

3.35∼3.44 86.0 1.25∼1.34 65.0 

3.25∼3.34 85.0 

D

1.15∼1.24 64.0 

B

3.15∼3.24 84.0 1.05∼1.14 63.0 

3.05∼3.14 83.0 0.95∼1.04 62.0 

2.95∼3.04 82.0 0.85∼0.94 61.0 

2.85∼2.94 81.0 0.75∼0.84 60.0 

2.75∼2.84 80.0 F 0.75미만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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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 (4.0 만점 기준) 

등 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등 급 평점평균 환산점수

A

4.00
3.99~3.95
3.94~3.90
3.89~3.85
3.84~3.80
3.79~3.75
3.74~3.70
3.69~3.65
3.64~3.60
3.59~3.55
3.54~3.50

100.0
99.0
98.0
97.0 
96.0
95.0
94.0
93.0
92.0
91.0
90.0

D

1.49~1.45
1.44~1.40
1.39~1.35
1.34~1.30
1.29~1.25
1.24~1.20
1.19~1.15
1.14~1.10
1.09~1.05
1.04~1.00

69.0
68.0
67.0 
66.0
65.0
64.0
63.0
62.0
61.0
60.0

B

3.49~3.45
3.44~3.40
3.39~3.35
3.34~3.30
3.29~3.25
3.24~3.20
3.19~3.15
3.14~3.10
3.09~3.05
3.04~3.00
2.99~2.95
2.94~2.90
2.89~2.85
2.84~2.80
2.79~2.75
2.74~2.70
2.69~2.65
2.64~2.60
2.59~2.55
2.54~2.50

89.5
89.0
88.5
88.0
87.5
87.0
86.5
86.0
85.5
85.0
84.5
84.0
83.5
83.0
82.5
82.0
81.5
81.0
80.5
80.0

F

0.99~0.95
0.94~0.90
0.89~0.85
0.84~0.80
0.79~0.75
0.74~0.70
0.69~0.65
0.64~0.60
0.59~0.55
0.54~0.50
0.49~0.45
0.44~0.40
0.39~0.35
0.34~0.30
0.29~0.25
0.24~0.20
0.19~0.15
0.14~0.10
0.09~0.05
0.04~0.00

59.5
59.0
58.5
58.0
57.5
57.0
56.5
56.0
55.5
55.0
54.5
54.0
53.5
53.0
52.5
52.0
51.5
51.0
50.5
50.0

C

2.49~2.45
2.44~2.40
2.39~2.35
2.34~2.30
2.29~2.25
2.24~2.20
2.19~2.15
2.14~2.10
2.09~2.05
2.04~2.00
1.99~1.95
1.94~1.90
1.89~1.85
1.84~1.80
1.79~1.75
1.74~1.70
1.69~1.65
1.64~1.60
1.59~1.55
1.54~1.50

79.5
79.0
78.5
78.0
77.5
77.0
76.5
76.0
75.5
75.0
74.5
74.0
73.5
73.0
72.5
72.0
71.5
71.0
70.5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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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개정 2008.1.31., 2009.1.29., 2011.1.26., 2011.8.24.,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3.12.11., 2014.2.4., 2015.6.10., 2016.9.9., 2018.6.20.>

1. 2018-2021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대
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
필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글로
벌

의사
소통
영역
²

취·
창업
실무
영역

3

균형
기초
학문
영역

4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5

심화
글

쓰기
영역

6

하
워
드
대
학

글로벌언어문화계열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학전공
  TESOL‧비지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문

8 4 4 4 2 2
- 24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복지‧힐링계열
  심리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교육계열
  유아교육과 인문

교육계열
  가정교육과 자연

서
재
필
대
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기업컨설팅학과

사회
사회계열
  행정학과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

글로벌정치·커뮤
니케이션전공

  공무원법학과

아
펜
젤
러
대
학

바이오계열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원예산림학과

자연

54
이상

78
이상

IT융복합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드론·로봇공학과

공학

IT융복합계열
  컴퓨터수학과 자연

IT융복합계열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공학

나노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 공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전공
  제약공학전공

자연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자연 1 25 67

이하
43

이상
110
이상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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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
필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글로
벌

의사
소통
영역
²

취·창업
실무영역3

균형
기초
학문
영역

4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5

심화
글

쓰기
영역

6
취·
창업7 실무8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대덕밸리
캠퍼스

생명공학과 자연 8 4 6 6 - - - - 24
24

이하
54

이상
78

이상
39 36 54 18 130

주 1.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배재
리더십(1, 2, 3, 4), 배재인의대학설계(1, 2)

   2.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
어, 의사소통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3. 취·창업실무영역: 택 2과목(4학점)

   4. 균형기초학문교양영역: 소속 단과대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택 2과목(4학점)

   5.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택 1과목(2학점)

   6. 심화글쓰기영역: 택 1과목(2학점)

   7. 취·창업실무영역(취·창업): 대학설계와포트폴리오(2학점), 컴퓨터활용과MOS(2학점), 
이미지메이킹(2학점)

   8. 취·창업실무영역(실무): 지식재산권개론(2학점), 창업과기업가정신(2학점), 창업경영및
회계(2학점)

대
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양
필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글로
벌

의사
소통
영역
²

취·
창업
실무
영역

3

균형
기초
학문
영역

4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5

심화
글

쓰기
영역

6

김
소
월
대
학

관광계열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항공운항과

사회

8 4 4 4 2 2 - 24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관광계열
  외식경영학과 자연

관광계열
  레저스포츠학과 예체

문화창조융합계열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문화창조융합계열
  광고사진영상학과 예능

문화창조융합계열
  의류패션학과 자연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조경학과

공학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 108
이하

15
이상

123이
상 160

문화창조융합계열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예능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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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2017학번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교양 계열
교양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
양
필
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필수
선택

전공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전공

언어
영역
²

자기
계발
 

영역
³

창업
실무
영역

필수
계열
기초
전공

하워
드대
학

글로벌언어문화계열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인문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글로벌언어비지니스계열
  TESOL‧비지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항공운항과

10 4 - 4 - 18

복지‧힐링계열
  심리철학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교육계열
  유아교육과 인문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교육계열
  가정교육과 자연 10 4 - 4 - 18

서재
필대
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무역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중소기업컨설팅학과

사회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사회계열
  정치언론안보학과
  행정학과
  공공정책학과
  공무원법학과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아펜
젤러
대학

바이오계열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자연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바이오계열
 원예조경학부
IT융복합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컴퓨터수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IT융복합계열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IT융복합계열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24

이하 0 42
이상

나노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공학
10 4 - 4 0~6 18~

24
18

이하 6 42
이상

나노공학계열
 제약공학과 자연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자연 10 4 - 4 3 4 25

이상
67

이하 0 43
이상

110
이상 140

김소
월대
학

관광계열
  관광‧이벤트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사회 10 4 - 4 - 18 18
이하 6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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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
교양

산학융복합
계열교양

계교양
필수
¹

교필
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전
공

언어
영역
²

자기
계발
영역
³

실무영
역
4

창업
영역

5
필수

계열
기초
전공

대덕
밸리
캠퍼
스

생명공학과 자연 10 4 - 6 6 31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주 1. 교양필수: 채플(1,2,3,4) 기독교와 현대사회(2학점), 사고와 표현(2학점), 사이버실용영어
1(1학점), 사이버실용영어2(1학점), 배재리더십(1,2,3,4)

   2. 언어영역: 1과 2로 편성된 기초영어, 기초독일어, 기초프랑스어, 기초스페인어, 기초러
시아어, 기초일본어, 기초중국어, 기초베트남어 중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3. 창업·기초실무영역: 전 계열 공통으로 택2(4학점)

   4. 계열교양: 아펜젤러대학은 계열교양으로 0-6학점 이수

[별지 3-1] 삭제 <2011.12.12.>

[별지 3-2] 삭제 <2010.10.13.>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공통교양 계열
교양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교
양
필
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필수
선택

전공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전공

언어
영역
²

자기
계발
 

영역
³

창업
실무
영역

필수
계열
기초
전공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관광계열
  외식경영학과 자연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관광계열
  레저스포츠학과 예체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문화창조융합계열
  의류패션학과 자연 10 4 - 4 - 18

문화창조융합계열
  실내건축학전공 공학 10 4 - 4 - 18 18

이하 12 36
이상

66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예능 10 4 - 4 - 18 24
이하 0 42

이상
66

이상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전공 공학 10 4 - 4 - 18 96

이하 12 15
이상

123
이상 5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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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신설 2012.11.7.>

학과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소
이수
학점

공통교양
계열
교양

계

단수전공

컴퓨 터
공학과

교양
필수

교양필수선택
교양
필수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언어
영역

자기
계발
영역

창업
실무
영역

재직자 4 4 . 4 12 24 39이하 33이상 72 120

1. 교양필수: 기독교와 현대사회(2학점), 사고와 표현(2학점)

2. 언어영역: 1과 2로 편성된 기초영어, 기초독일어, 기초프랑스어, 기초스페인어,

  기초러시아어, 기초일본어, 기초중국어, 기초한자어 중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4. 창업·기초실무영역: 전 계열 공통으로 택2(4학점).

5. 계열교양: 컴퓨터공학과 계열교양(12학점) 이수하여야 함. 

[별지 5] 전임교원의 책임학점 <신설 2013.12.11., 개정 2014.2.4., 2014.8.27., 2014. 2015.6.10., 
2016.7.13., 2017.9.13., 2018.9.12., 2018.11.14., 2019.2.15.>

구분
책임
학점

비고

부총장 0

일반대학원장, 미래혁신본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퇴직
까지 남은 기한이 1년 이하인 교원(정년 및 명예퇴직에 한함)

3

대학장, 교목실장, 대덕밸리캠퍼스장, 미래혁신부본부장, 부처장, 산학협력부
단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교수협의회장, 평생교육원장

6 　

특수대학원장, 유치원장, 박물관장, 배재학당역사박물관장, 생활관장, 한국어교
육원장, 배재미디어센터장, 배양영재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
센터장, 교책연구소장, 대학원부원장, 단과대학부학장, 대학교육혁신부원장

7

정년계열 교원
연구중점 및 산학협력중점 교원 6 　

일반 교원 9

1. 삭제 <2019.2.15.>

2. 책임학점 3~6학점은 3학점 이상, 7학점 이상은 6학점 이상 학부에서 강의하여야 한다. 

3.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 사업단장 또는 수탁 부서장의 책임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학제 개편으로 모집이 정지된 학부(과) 소속의 교원은 신규 교과목 개발을 위해 2년간

  책임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한다. <신설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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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세칙(II)

학칙 시행세칙 (Ⅱ)

[제정 2007.1.16, 일부개정 2019.2.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 세칙(Ⅱ)은 학칙 제67조에 따라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공 선택 및 배정

제2조(적용범위) ① 학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학부제 운영 학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순수
정원 외의 대상자 및 특수재능보유자 중 각 학부에서 인정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7.> 

   ② 학부 소속의 모든 학생은 필히 1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전공신청) ① 전공신청은 2학기말 이전 지정된 기간에 소속 학부장 및 학장의 예비승
인을 얻어 전공배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총장의 허가에 의해 2학년 1학기 진입시 
전공을 배정 받는다. 

제4조(전공배정) ① 전공배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영역의 지망자가 편중될 경우 학생의 적성, 성적 및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
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학부의 전공배정 허용인원은 입학 학년도의 편제정원을 기준하여 전공배정 대상 
학생의 비율로 조정한 정원(매 학년도 10월 1일 기준 재학생)의 최소 70%~최대 1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8.24.>

   ③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전공배정은 입학정원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전공배정 대상자가 지정기간 내에 전공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부장은 전공별 
배정인원을 고려하여 임의로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전공변경) ① 이수중인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초 전공배정으로부터 한 학
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에 해당하며 소정기간에 학부장 및 학장의 예비승인을 얻어 전
공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공변경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 한다. 

   ② 전공변경의 허용범위는 전공변경 신청자의 편제학년에 적용된 전공별 허용인원의 범
위내로 한다. 

   ③ 삭제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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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내 전부(과) 

제6조(허용범위)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과)의 허용범위는 사범계학과를 포함한 전
체 학부(과)로 한다. 단,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로의 
전부(과)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1.1.26., 2011.8.24., 2012.11.7.>

제7조(전·출입 허용인원) ① 학부(과)별 전․출입 허용인원은 2, 3학년 재학 중 학부(과)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학과로의 전입허용인원은 편입, 재
입학, 정원외 입학, 전부(과) 등을 합하여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09.11.11., 2011.8.24.>

   ② 삭제 <2011.8.24.>

   ③ 삭제 <2009.1.29.>

   ④ 모집단위(학과, 전공 포함)가 폐지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과)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8.24.>

제8조(시기 및 제한) ① 전부(과) 희망자는 제3학기에서 제6학기의 학기 초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6학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24., 2013.2.19., 
2013.12.11., 2018.11.14.> 

   ② 전부(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모집단위의 폐지에 의한 경우는 전
부(과)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24., 2013.2.19.>

   ③ 삭제 <2018.11.1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폐지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14.>

제9조(제출서류) 전부(과)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부(과) 지원서 1부. 

   2. 소속 학부(과)장의 의견서 1부.  단, 소속 학부(과)장의 의견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교무
처장의 확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전 학년 성적확인자료 1부. 

제10조(사정원칙) ① 전·출입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전부(과)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높
은 자 및 전부(과) 희망학부(과)의 전공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각 학부(과)의 요구에 의해 시험(필기 또는 면접) 또는 실기테스트(예능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이수) ① 전부(과)한 자의교육과정은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당해 학과(부)의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15.1.7., 2018.6.20.> 

   ② 전부(과)한 시점 이전의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면제 한다. <신설 2008.9.10., 개정 
2009.2.19., 2011.12.12., 2012.11.7., 2013.2.19., 2015.1.7., 2018.6.20.> 

   ③ 교양필수, 교양필수선택 과목의 이수여부는 전부(과) 시행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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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금 정산) ① 전부(과) 확정자의 수강신청 변경과 계열 변동에 따른 등록금 차액
은 정산한다. <개정 2008.9.10.> 

   ② 수업일수 1/2까지 등록금 차액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전부(과)를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제4장 다전공 및 부전공 <개정 2011.12.12., 2013.5.8.> 

제13조(허용범위) 다전공 및 부전공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31., 
2009.6.17., 2011.1.26., 2011.12.12., 2013.5.8.>

   1. 모든 학부(과)의 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3전공 초과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2.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자격 취득
과 무관한 경우는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2.11.7., 
2013.5.8.>

   3.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의 다전공 및 부전
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08.1.31., 2010.1.27., 2010.10.13., 2011.1.26., 
2011.8.24., 2012.11.7., 2013.5.8.>

   4. 삭제 <2015.1.7.>

제13조의 2(다전공 개설 및 폐지) ①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신설 신청서를 주시경교양대
학장에게 제출하고 융복합전공위원회,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설 2019.2.15.>

   ②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폐지 또는 존속 여부는 학사제도연구위원회에서 이수실적을 
평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9.2.15.>

   ③ 설치᠊ 운영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별지 5]와 같다. <신설 2014.2.4., 개정 2015.12.16., 
2019.2.15.>

제14조(신청 자격 및 제한) ① 제1전공 학부(과)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인의 제1전공이 확
정된 자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자는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9., 2013.5.8., 2019.2.15.> 

   ③ 제3전공 신청 자격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제2전공의 전공과목을 9학
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 한다.

   ④ 제1전공 계열과 다른 계열 학부(과)의 전공을 지원할 경우 학생의 적성과 이수능력 
및 지원 학부(과)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전공 및 부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다. 단, 다전공 및 부전공을 취소하거나 학기연
장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당해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학위
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제15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신청 시기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단, 9학기 
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5.8.,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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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고,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단, 다전공 교직과정이수자는 각 해당 전공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5.8., 2018.2.21.>

제16조(교육과정 적용)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육과정은 제1전공과 같은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허락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이
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5.8.>

제17조(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은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10.1.27., 2011.12.12., 
2013.5.8., 2014.2.4.>

   ② 삭제 <2010.10.13.>

   ③ 다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제18조(연계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개정 2014.2.4.>

   1. 삭제 <2014.2.4.>

   2. 삭제 <2014.2.4.>

   ① 교육과정상의 편성학점은 연계전공 이수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50학점 이상을 편성하
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4.>

   ② 교양교과목도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4.>

   ③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영역별 최소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분야별로 
골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4.2.4.>

   ④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융복합전공위원회와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4.2.4., 2018.2.21., 2019.2.15.>

제18조의2(연계 및 융합전공운영) <개정 2014.2.4.>

   ① 연계 및 융합전공교육의 교육과정편성을 위하여 주시경교양대학 내 각 연계 및 융합 
전공별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장은 주시경교양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4.2.4., 
2015.6.10.>

   ② 연계 및 융합전공의 운영 및 관리는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학부에서 한다. <개정 2014.2.4., 
2019.2.15.>

   ③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2.15.>

   [본조신설 2011.12.12.]

제19조(부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부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
없이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의 계열교양은 이수면제 한다. <개정 
2011.12.12., 2014.2.4.>

   ② 부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8.11.14.>

제20조(이수과목 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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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②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이전에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3.5.8.>

   ③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④ 제 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중
복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8., 개정 2013.8.22., 2014.2.4.>

   ⑤ 삭제 <2014.2.4.>

제21조(실험실습비) 다전공 및 부전공에서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제22조(부전공 자격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전환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수요건은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2.21.>

제23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적용) 교직과정 이수자의 다전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
다. <개정 2013.5.8.>

   1. 사범계열 학부(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교직과정 이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주 전공(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과목 50학점 이상, 다전공 과목(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5.8.>

   2. 다전공은 사범계열 학부(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1.29., 2009.6.17., 2013.5.8.>

   3. 삭제 <2009.1.29.>

   4. 자격종별이 다른 다전공의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
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3.5.8.> 

   5.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에 사범계열 학부(과)는 입학정원(주전공학과의 정원기준)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주전공학과의 정원기준)의 20% 이내에서 선발
한다. <개정 2009.1.29.>

제5장 교직과정

제24조(목적) 학칙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의 이수와 자격취득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정한다. 

제25조(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 등은 [별지 1]과 같다. 
<2015.12.16.>

제26조(지원 자격 및 방법) 교직과정이수자의 지원 자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6.17., 2010.6.16.> 

   1.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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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직과정이 개설, 인가된 학부(과)의 2학년 재학생 중 3학기 이수자 <개정 2009.6.17., 
2010.6.16.>

   나. 3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 <개정 2010.6.16., 2018.2.21.>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정 2010.1.27.>

   2. 지원방법 및 선발방법: 2학년 1학기 수업 종료 전 지정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6.17., 2010.6.16., 2013.5.8.>

제27조 (교직과정 교과목) ①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정 교과목은 [별지 2]와 같으며, 영
역별 필수여부 및 본인의 학년에 맞는 수강과목을 결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이 설치된 학부(과)의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지 3]과 같으며, 해당 
표시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직과목 이수학점) 제27조의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별지4]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5.8.>

제29조(교원자격증 신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등
학교 정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졸업
학기 소정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7.> 

   1. 삭제 <2015.1.7.>

   2. 삭제 <2015.1.7.>

제30조(무시험 검정기준)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의 무시험 자격검정은 [별지4]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5.8.>

제31조(교육실습)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는 6학기 중에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해 
1학기 소정기간에 4주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단, 다전공자의 경우는 실습 학기의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5.8.>

제31조의2(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
시험검정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31., 2013.5.8.> 

   ② 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
다. <개정 2013.5.8.>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5.8.>

   ④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5.8.>

   [본조신설 2007.7.6.]

제31조의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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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수강 신청 후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 활동 
전에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직부에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2.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봉사활동 후 각 학교(기관)장의 확
인을 득한 교육봉사기간을 누적 인정하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여야 한다.

   3. 교육봉사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해당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6.］

제6장 계절학기

제32조(계절학기 운영) 학칙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계절학기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3조(수업시간)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수강신청학점) ①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② 장기현장실습(IPP),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7., 개정 2017.9.13., 2017.11.8.>

제35조(수강인원)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 학점 미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목, 학칙시행세칙(Ⅰ) 제
22조의 현장실습 교과목 및 제23조의 단기해외연수 , IPP, LINC+ 계절학기 교과목의 경우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7., 2017.9.13.>

제36조(성적결과조치)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시 졸업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정리함으로 
정규학기 이수교과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한다.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제37조(등록) ① 계절학기 등록시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
업료는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해외연수관련 교과목은 수업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14.2.4., 2019.2.15.>

   ② 수업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개강 전 수강 신
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2.15.>

제38조(시행공고) 계절학기 시작 20일 전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교과목, 수업시간, 수업료 
등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제39조(세부사항) 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시간제 등록학생

제40조(목적) 학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등록 학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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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등록자격) 시간제등록 학생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한다. 

제42조(등록인원)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예체능계와 사범계학부(과)는 제외한다. 

제43조(지원절차) 본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전형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4. 기타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4조(선발방법) ①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은 출신 고등학교의 성적 또는 면접고사로 선
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수강하였던 자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시간제등록을 
원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45조(전형시기) 시간제등록 학생의 선발은 매 학기별로 하되 지원자에 대한 전형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수강학점) 시간제등록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9학점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등록금) 시간제등록 학생의 등록금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총장이 정하는 학점 당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교과와 수업) 시간제등록 학생의 교과와 수업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함을 원칙
으로 한다. 

제49조(학위수여) ①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학칙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부(과)장, 학장
을 경유하여 학사학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학적관리) 시간제등록 학생의 학적은 별도로 관리한다. 

제51조(학년배정) 시간제등록 학생에게는 학년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제 증명 발급) 시간제등록 학생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증, 등록확인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3조(학칙준수 의무)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은 본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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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2010.10.13.>

제54조 삭제 <2010.10.13.>

제55조 삭제 <2010.10.13.>

제56조 삭제 <2010.10.13.>

제57조 삭제 <2010.10.13.>

제58조 삭제 <2010.10.13.>

제59조 삭제 <2010.10.13.>

제60조 삭제 <2010.10.13.>

제61조 삭제 <2010.10.13.>

제62조 삭제 <2010.10.13.>

제9장 보칙

제63조(준용) 이 학칙시행세칙(Ⅱ)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제정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7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Ⅱ)의 제정에 따라 본 학칙시행세칙(Ⅱ) 시행일로 부터 교직
과정 운영규정, 복수전공 운영 규정, 부전공 시행규정, 전공 선택 및 배정에 관한 규정, 
전부(과)제도 운영 규정 및 시간제 등록학생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단, 2007년 1월 16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년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7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 은 2008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조치) 제8장 제54조~제62조의 적용은 공학교육인증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2008. 3. 1일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2010. 3. 1일 이후 
편입하는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8년 9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3조 4호(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 면제)의 적용은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
자부터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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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단, 제11조 제2항, 
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
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30조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2학년, 
2011학년도 3학년, 2012학년도 4학년 편입생부터 한다.

2. (공학교육인증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경과조치) 2008학년 3월 1일 이후 공학교육인증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학부(과) 1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
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 한다. 

2. (경과조치) 제13조 제4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한다.

3. (경과조치) 제23조 제2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학칙시행세칙(Ⅱ) 제13조, 제17조의 적용은 2008학년도 이후의 신(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부터 한
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조 제2항, 제6조, 제8조 제3항, 제13조 제3호, 제4호의 단과대학명 및 아
펜젤러국제학부 폐지의 적용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제13조 4호중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학생의 복수(부)전공 허용은 2012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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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7조, 제18조는 2014년 이후 다전공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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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시행세칙(Ⅱ)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 시행세칙(II)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8조의2(연계 및 융합
전공운영) 제2항의 명칭변경(융복합교육센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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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 <개정  2008.1.31., 2009.1.29., 
2010.1.27., 2010.10.13., 2011.12.12., 2012.11.7., 2013.12.11., 2015.12.16., 2018.2.21.>

학부(과)명 전   공 표시과목

선발인원

비고2018
학년도

2017
학년도

2016
학년도

2015
학년도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국어 4 4 4 4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학 3 3 3 3 교육부 재승인
복지신학과 복지신학 종교 2 2 2 2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영어 2 3 5 6 교육부 재승인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 영어 2 3 3 3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중남미학 스페인어 2 2 2 3
중국학과 중국학 중국어 4 4 4 4

일본학과 일본학 일본어 3 3 3 3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학․중앙아시아학 러시아어 2 2 3 3 교육부 재승인

경영학과 경영학 상업 8 8 8 8 교육부 재승인

무역물류학과 무역물류학 상업 - 3 3 3
교육부 재승인
2018학년도 

폐지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글로벌관광호텔학 관광 - - - 10

외식경영학과 외식경영학 조리 - 5 5 5 2018학년도 
폐지

원예산림학과 원예산림학
식물자원

·조경
- 2 2 2

교육부 재승인
2018학년도 

폐지

조경학과 조경학
식물자원

·조경
2 3 3 3 교육부 재승인

신소재공학과 신소재공학 요업 - 2 2 2 2018학년도 
폐지

피아노과 피아노 음악 2 2 2 2

실용음악과 실용음악 음악 3 2 2 2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미술 5 5 5 6

[별지 2]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정 교과목 <개정 2009.1.29., 2013.5.8., 2014.8.27., 2018.2.21.>

영 역 과  목
이 수 학 점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 직 이 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14 학점 12학점

 교 직 소 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4 학점 6학점

 교 육 실 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 학점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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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교직과목이 설치된 학부(과)의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개정 2009.1.29., 2010.1.27., 
2010.10.13., 2013.12.11., 2018.2.21.>

전 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한국어문학 국 어

(1)국어교육론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
상 이수

심리상담학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
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복지신학 종 교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
학, 세계종교(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
대종교, 종교와과학, 종교학사, 종교와문화

 

유아교육
유치원

정교사(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
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
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
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
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가정교육 가정

(1)가정교육론
(2)영양학, 식품과조리
(3)의복재료와관리, 의복디자인과구성
(4)주거학, 실내디자인
(5)가정경영, 소비자학
(6)아동학, 가족학
(7)가정생활과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진로

(1)-(7 )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
상 이수

영어영문학

영 어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
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
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
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
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
운론, 영미문화

 

TESOL․비즈니스
영어학

스페인·
중남미학

스페인어
스페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스페인어학개
론, 스페인어권문학개론, 스페인어문법, 스페인어회
화, 스페인어강독, 스페인어작문, 스페인어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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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중국학 중국어
중국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
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일본학 일본어
일본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일본어작
문, 일본어강독, 일본문화

 

러시아학․
중앙아시아학

러시아어
러시아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러시아어학개
론, 러시아문학개론, 러시아어문법, 러시아어회화, 
러시아어작문, 러시아어강독, 러시아문화

경영학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3)회계원리, 회계이론, 재무회계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5)무역학개론, 무역영어, 무역실무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자원관리론(ERP)

(1)분야 필수, 
(2)~(6)분야
중 각 분야에
서 1과목 이
상 이수

무역물류학

글로벌관광
호텔학부

관광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
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외식경영학 조리
조리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
과·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외식경영및관리학

 

원예산림학
식물자원·

조경

농업교육론,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조경학

신소재공학 요업
공업교육론, 요업원료학, 내화물공학, 결정구조학, 
요업물리, 시멘트공학, 유리공학, 요업공정, 강도
학, 요업재료, 분체공학

산업체 현장
실습 필수 이
수

실용음악

음 악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전공실기, 국악실
기, 시창·청음, 국악가창지도법, 합창·합주지도
법, 국악개론, 국악사, 서양음악사, 화성법, 음악
분석및형식론, 장구반주법, 피아노반주법

 

피아노

미술디자인학 미 술

미술교육론, 현대미술론, 소묘, 색채학,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표현기법, 서
예,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미술사(한국, 동양, 서
양미술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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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교직과목 이수학점 및 주전공 무시험 검정기준 <신설 2013.5.8.>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 재입학자 포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술 실습

2회 이상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 신입학 한 학년

- 편입학, 재입학, 전과: 편입학, 재입학, 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의 신입학학년도를 편입학, 재입학, 전과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교직과정 이수자: 신입학학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전공이수자: 다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 기준을 적용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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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개설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신설 2014.2.4., 2015.6.10., 2015.12.16., 2016.9.7., 2018.2.21., 
2018.6.20.>

연계전공

연계전공명 참여학과 비고

식품영양학 가정교육과, 외식경영학과,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
학과, 생명공학과

스포츠마케팅학 레저스포츠학과, 경영학과

북미통상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중국통상학 중국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스페인‧중남미통상학 스페인‧중남미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일본통상학 일본학과,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상담복지학 심리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교직부

예술치료학 심리상담학과, 연극영화학과, 미술디자인학부, 피아노과, 유
아교육과, 가정교육과, 교직부

철도경영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경영학과

철도전기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기공학과

노인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실버보건학과

스포츠관광학 레저스포츠학과,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유아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유아교육과

패션아트디렉터학 의류패션학과, 연극영화학과

공항관리학 항공운항과, 일본학과

기능성화장품/소재학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제약공학

2. 융합전공

융합 전공명 비 고

다문화학

벤처창업학

광고홍보학

인문인성교양학

기초직무학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글로컬마케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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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1. 교내 장학제도

q 목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

운 학생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제공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사

회에 나가 다시 후배들을 위하여 환원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장학생 선정과 장학

금 지급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q 선발기준

m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거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학부(과)의 추

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m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C(1.91) 이상인 학생[단, 성적장학금(전액, 최우수, 

우수, 모범)은 3.50이상]선발 

q 장학금 신청기간 

매 학년도 학기말 6월, 12월에 신청 접수하여 다음 학기 학비감면으로 장학금 지급

q 장학금 신청절차 

m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 예금주(학생 본인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m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 신규 ⇒ 저장 하면 신청

이 완료되며 출력할 필요가 없음. 단, 「장학금 신청 종류」에 해당되는 학생

들은 교내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 증빙서류와 함께 학사지원팀(장학담

당자)에 제출

m 교내장학금 신청 확인 방법: ‘승인’으로 되어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

m 제출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장학담당(21세기관 213호)

- 연락처: 042-520-5221, 5223, 5420

- 주소: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q 장학금 신청 종류 <별지 1> 참조

m 배재하워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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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수능성적 국어, 수학 3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2개 이상 학생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1부, 수능성적표 원본 1부 

m 배재가족자녀장학금

- 신청자격: 부 또는 모가 배재출신(배재중, 배재고, 배재대학교(학부)를 졸업

한 자)의 자녀가 입학한 경우 입학금 면제(타 장학금으로 입학금을 수혜 받

은 경우는 제외)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졸업증명서 각1

부

m 특기(경연)장학금 

- 신청자격: 본교 주최 경연실기대회(전국고등학생 대상)에서 대상, 1위, 2위를 

수상한 학생(대상: 1년, 1위: 최초 학기 등록금 전액, 2위: 최초 학기 등록금 

50%면제(단, 음악경연대회는 학과기준에 따라 적용))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경연대회 장학증서 각 1부 

m 국가유공장학금(전액면제) 【국가장학금 신청 불필요】

- 신청자격: 국가보훈대상자(교육보호) 및 직계자녀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 각 1부

m 대학교직원복지장학금・법인 교직원복지장학금(전액면제) 

- 신청자격: 대학에 재중중인 교직원의 자녀 및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직 교직

원의 직계자녀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m 한가족장학금 

- 신청자격: 본교에 2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가 동시에 본교에 재적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등록금의 30% 이내)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2명일 경우 각각 제출),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최근 6개월 이내)

· 기존에 한가족장학 혜택을 받았던 학생은 교내장학금 신청만 완료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m 희망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 반드시 신청】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에게 등록금의 50%이내

를 장학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

인서 중 1부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0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며, 기존에 

학교에 제출하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드시 국가장

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는【교내장학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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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학계로 제출, 본인명의로 발급받

은 서류만 인정

-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m 교역직계장학금

- 신청자격: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매학기 장학금으로 지급(20만원)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감리교 교역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부 

-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며, 직전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도 증빙 자료를 다시 제

출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m 교육직계장학금 【교내장학금신청서】

- 신청자격: 전국교육회 산하(초, 중, 고, 병설유치원 정교사) 자녀에게 매학기 

장학금으로 지급(20만원)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며, 직전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도 증빙 자료를 다시 제

출해야만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m 배재사랑장학금 

- 신청자격: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게 장학금 지급 

· 장애학생 중 장애등급 1~3급 학생에게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 제출서류

· 장애학생: 교내장학금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다문화가정학생: 교내장학금신청서,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m 영어성적우수장학금(정규 TOEIC 장학금)

- 신청자격: 영어성적 취득한지 6개월 이내 학생에게 본교에 재학기간 중 1회

에 한하여 지급(1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 TOEIC 점수: 재학생은 900점(영문, TESOL 950점)

※ TOEFL, TEPS 성적은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로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교내장학금신청서, 토익점수 성적표 원본 각 1부

* 위 기재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은 본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q 장학금 지급제한 및 장학금 환수 

m 휴학(단, 등록금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m 수업 연한 초과한 경우(단, 졸업유보 및 학기연장자, 총장이 인정하는 예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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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경우는 제외)

m 재학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유기정학 이상) 

m 제15조의 기준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m 교내장학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자 

m 교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m 수강신청 과목 중 미이수(F학점)과목이 있는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m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m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m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q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장학금 지급 규정 제20조(이중수혜금지) 각종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음(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2. 교외 장학제도

q 교외장학금은 선발시기에 따라 선발기준, 성적제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q 교외장학금은 금액, 선발기간 등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명칭 수혜대상 지급내용 비고

국가장학금 
I유형

재학생 전원 
신청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확인결과 소득 8분위 
이하 해당 자

소득분위별로
장학재단에서 
정해진 금액
차등지급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평점평균2.75)이상인 자

◆ 장애학생: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국가장학금 
II유형

재학생 전원 
신청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확인결과 소득 8분위 
이하 해당 자 

소득분위별로 
예산범위 내 
일정비율로 
차등지급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평점평균2.75)이상인 자

◆ 장애학생: 이수학점 제한 없이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에 준함
◆ 한국장학재단 지급규정에 준함.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인문100년)

◆ 신규장학생 
- 인문사회계열 
학부(과)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 계속장학생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된 학생으로 해당학기 

선발 시
등록금 전액

◆ 신입생 
- 정시전형: 수학능력 성적우수
- 수시전형: 고교내신 성적우수
◆ 재학생(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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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에 충족된 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 신규장학생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부(과)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 계속장학생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된 학생으로 해당학기 
성적기준에 충족된 자

선발 시 
등록금전액

◆ 신입생
- 정시전형: 수학능력 성적우수
- 수시전형: 고교내신 성적우수
◆ 재학생(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7점 이상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장학재단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91이상인 자

한국장학재단
다문화멘토링 

장학금
지원대상 해당자 장학재단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91이상인 자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장학금

지원대상 해당자 장학재단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1.91이상인 자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
품부장학금
(농업인자녀)

농어업인자녀 중 
성적우수자

학기별 50~150
만원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평점평균 2.75) 이상인 자
- 소득분위 0～8분위자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부장
학금(영농후

계)

농림수산계열학과 재학생 학기별 250만원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평점평균 2.75) 이상인자

정수장학회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써 단과 
대학장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 3.25이상이며 
학업석차 5%이내인 자

본솔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써 
단과대학장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 2.75이상인 자

계룡장학재단 
장학금

대전지역 재학생으로 
성적우수자

학기별 150만원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5점(평점평균 3.25) 이상인자

배재장학재단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재단에서 추천하는 자

학기별 100만원 배재장학재단 선발 기준에 준함

문사철장학금

인문계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학기별 200만원 직전학기 3.5이상인 자

두원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신철범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대전광역시 대전시 거주하고 연 150만원 성적우수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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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장학금

대전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예체능, 
성적에서 뛰어난 
가계곤란학생

1회지급

의용소방대
장학금

의용소방대에서 선발하여
통보한 학생

해당소방서 
결정

의용소방대기준에 준함

강남구청저소
득층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강남구 1년 이상거주자)

학기당 200만원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자

KT IT
마스터장학금

이공계 관련학과 3학년 
학생으로써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기마다 변동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

기독교대한
감리회장학금

감리회 교역자로써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연 300만원
성적우수자 순, 
직전학기 성적 3.25이상인 자

천사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후원의집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불우학우면학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배재동문직원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최고경영자
과정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안기호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박태은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에델바이스
장학금(독일
어문화학과)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호현장학금
(독일어문화

학과)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유아교육과 
교수동문회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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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동문회장학

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건설환경․철
도공학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중국학부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프랑스어문
화학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법재장학금
(법학과)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가정교육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영어영문학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TESOL·비
즈니스영어

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경영학과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수업료일부
면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C학점(1.91이상인 자)

기타 
교외장학금

교수선교회장학금
대전동구대청장학금
동양북스장학금
한국방송광고공사장학금
KSD나눔재단장학금
해성문화재단장학금
한국자산관리공단장학금
국민은행(장세숙)장학기금
KT&G상상장학금
KT IT마스터장학금
충남인재육성장학금
고속도로장학재단장학금
영풍문화재단장학금
외국인바자회장학금
인석장학금
행복나눔장학금
형애장학회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장자녀장학금

해당 기관 
기준

해당 기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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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자금 대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자격 

◆ 만 35세 이하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C학점 상당)이상 

◆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C학점 
상당) 이상 충족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학부모의 자녀

◆ 성적기준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70점 (C학점 
상당)이상 충족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 당 

150만원(연 300만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 당

150만원(연 300만원) 

◆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생활비

대출금리  
2019-1학기 
연2.20%(매 학기변동금리) 

2019-1학기 
연2.20%(고정금리) 

무이자 

상환방법 

의무적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거치기간(최대 10년), 
상환기간(최대 10년)

졸업 또는 수료 2년 
후부터 매월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기타 
◆ 특별추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에게 

대학에서 학생 별 추천, 재학기간 중 2회까지 가능 

◆ 특별추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시 2회까지 
가능. 단, 일반 
든든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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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1981.3.1, 전면개정 2014.3.1., 일부개정 2018.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배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
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본교의 장학금 지급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
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장학금지급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지급단체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규정의 관리와 운영은 처장이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설치) 본교의 장학금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본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 정책에 관한 심의 

   2. 본교 및 외부장학금의 종목별 액수 배정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 액의 심의·결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재임기
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회) ①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85

제9조(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관련 개별상담 및 각종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가계곤란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제10조(장학사정관의 역할) 장학사정관은 장학관련 개별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장학금을 지
급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제11조(종류 및 수혜조건)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조건은 다음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5.5.13.>

   ③ 교외장학금은 아래와 같다

   1. 장학재단 및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사설 장학금 등

   2.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 II유형,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멘토링장학금, 
보훈장학금 등)

제4장 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선발

제1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교내장학금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제13조(신청자격의 제한) 장학생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생 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8.> 

   2. 수업 년한 초과한 경우(단, 총장이 인정하는 예외 조건인 경우는 제외) <개정 
2018.11.14.>

   3. 재학기간 중·징계를 받은 경우(유기정학 이상) 

   4. 제15조의 기준 성적 및 취득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교내 장학금 신청서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자

   6. 교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수강신청 과목 중 미이수(F학점)과목이 있는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8.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9. 장학금은 본교 학칙 제4조(수업년한 및 재학년한)에 의거 8학기(건축학 전공은 10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단, 국가유공장학금(교육보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0.8., 
2018.11.14.>

제14조(장학금배정) 처장은 매 학년도마다 장학금배정 종목과 액수 및 인원을 결정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과 및 해당 기관에 배정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장학생 추천) 각 학부(과)에서는 다음의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학과교수회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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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1.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환산기준 C학점(1.91)이상인자 단, 성적학습장려장학금은 예외
로 한다.<개정 2014.10.8.>  

   2. 성적우수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환산기준 B+학점(평점평균 3.5이상) 및 총 취
득학점이 15학점이상(단 4학년, 건축학은 5학년은 12학점이상) 취득자 <개정 2014.10.8.>

   3. 경제적 사정 곤란자 

   4. 학년간 장학생수 평균 유지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6. 신입생은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18.11.14.>

제16조(장학생의 확정) 처장은 각 학과 및 기관에서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과정, 
추천기준, 선발제한학부(과)간 균형,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장학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8조(지급기준액) ① 장학금 지급 기준액은 매 학기마다 본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 사유에 따
라 근로성, 포상성, 학습장려, 생활비지원, 취업진로 및 해외취업지원, 교환학생 및 해외 
장․ 단기 어학연수장학금, 도전글로벌배낭여행장학금, 공모전장학금은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5.12.16.>

제19조(지급방법) 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학비감면

   2. 등록 후: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하며,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
우에는 학자금대출 원금을 상환 처리한다.

제20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근로성, 포상성, 학습장려, 취업진로 및 해외취업지원, 교육 및 교역직계, 교환학생, 
한가족, 학생복지, 배재사랑, 배양영재, 총장격려, 학제개편, 특성화학과지원 장학, 배재학
당창립130주년기념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단, 희망복지장학금과 솔선장학금은 중복수혜 
할 수 없다. <개정 2014.3.1., 2014.10.8., 2015.12.16., 2016.6.15.> 

   ② 기타 사유에 따라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③ 이중수혜 대상자일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 시 대
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환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1.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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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급결과보고) 처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및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199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
일학년에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하는 학생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3. 신입생은 입학당시의 경우 제9조1호에만 적용되며, 제9조4호의 성적우수장학금, 5호의 성
적장려장학금, 6호의 모범 A, B 장학금은 입학당시 학년도의 2학기부터 해당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6년6월10일부터 시행한다. 

2. 신입생은 입학당시의 경우 제 9조1호에만 적용되며, 제9조4호의 우수장학금, 5호의 장려장
학금, 6호의 모범장학금 및 7호의 솔선장학금은 입학당시 학년도의 2학기부터 해당된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8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8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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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1998년12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0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7월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6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6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8월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9월3일부터 시행한다. 

2. 제9조 제4항 및 제21조6호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1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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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에 따라 대여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제9조 제2항 제1호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전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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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별지 1>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2017-1학기부터 학자금대출자장학금은 폐지하고, 마중물장학금을 신설하여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별지 1>의 배재하워드장학금은 2018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별지 1>의 격려장학금(학생자치기구)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별지 1>의 배재하워드장학금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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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제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장학명 지급대상
모집
구분

장학금액 지급기준
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교내
장학
금

배재
장학
금

입학
성적
장학
금

배재아펜젤
러장학금 전체수석 신입생 4년 등록금  

전액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X

배재학당이
사장장학금 단과대학 수석

신입생
(수시) 

2년 등록금 
50%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15 X신입생

(정시)
2년 등록금  

전액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15

배재대학교
총장장학금

학부(과)수석
신입생
(수시) 

1년 등록금 
50%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X
신입생
(정시) 

1년 등록금  
전액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학부(과) 성적

우수
신입생
(수시) 

1학기 등록금 
50%  

X신입생
(정시)

1학기 등록금 
전액  

배재하워드
장학금(국, 
수, 영 영

역)

수능성적 국어, 
수학, 영어 1등
급 중 2개 영역 
조건을 충족한 

자
신입생

4년 등록금 전
액(학기당 학
습장려금 300
만원 지급)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X
수능성적 국어, 
수학 2등급 이
내, 영어 1등급 
중 2개 영역 조
건을 충족한 자

신입생 2년 등록금  
전액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수능성적 국어, 

수학 3등급 이내, 
영어 2등급 이내 
중 2개 영역 조
건을 충족한 자

신입생 1년 등록금  
전액

재학중 3.7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학생부종합
(배양영재)
전형우수장

학금

입학성적 1~3위 신입생
(수시) 

최초학기 150
만원 학생부종합(배양

영재)전형 최초
합격자 중 입학
성적순으로 지급

X입학성적 4~8위 신입생
(수시) 

최초학기 100
만원

입학성적 9~15위 신입생
(수시) 

최초학기 70
만원

배재학당 
창립130주년
기념장학금

입학성적 상위
20%이내 인원

신입생
(정시) 

최초학기 110
만원 2015학년도 정시

모집 발표 시기
별 최초합격자중 
전형유형 구분없
이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순으로 
지급(대전지역고
등학교졸업자장
학금과 중복될 

경우 본장학금을 
먼저 지급하며, 
입학 후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수혜가능)

X

입학성적 상위 
20%초과~60%

이내 인원
신입생
(정시) 

최초학기 90
만원

입학성적 상위 
60% 초과인원

신입생
(정시) 

최초학기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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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나섬1885
장학금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정시)

수업료 
80만원

2018학년도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에게 지급하며, 

교내장학금과 중
복 불가(단, 입학
후에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중복
수혜가능)

X이학,공학,예· 체
능계열

신입생
(정시)

수업료 
100만원

특기입학 
장학금

본교 주최 경연
대회입상자중 장
학증서에 따라 
장학금 지급(장
학증서 첨부)

신입생 대상: 1년 등록
금 전액, 1위: 
최초학기등록
금 전액, 2위:
최초학기 등록
금 50% (단, 
음악경연대회
는 학과기준에 

따라 적용

재학중 3.5이상 
유지, 취득학점 

15
(단,소월문학상의
경우2018학년도
신입생에한하여
대상2년등록금전

액적용)

경연대회 
입상 장학

증서

신입생

신입생

기타
장학
금

체육특기 
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
학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재학 중에는 입
상실적에 따라 

지급
X

대전·세종
지역고등학
교졸업자장

학금

대전·세종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일반계, 
전문계)중 정원
내 최초합격한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등록금 
150만원

대전·세종지역 고
등학교(일반고, 

특성화고)졸업자
로서 정원내 최초
합격 등록자에게 

지급

X

만학도장학
금

입학기준 만30
세이상 학생에게 
지급(2014~2015
학년도 입학자까

지는 50%,  
2016학년도 입학
자부터는 20%로 

변경)

신입생, 
편입생

최초학기 등록
금 전액, 2학
기부터 8학기

까지 20%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편입학
장학금

편입학학생에게 
지급 편입학

전적대학 성적 
기준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연계교육과정
전형입학자는
성적과상관없
이첫학기전액
지급(교육연계
과정협정대학:
대덕대학,대전
과학기술대학,
대전보건대학,
한국영상대학)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X

재입학
장학금

재입학학생에게 
지급 재입학 입학금 전액 정규학기내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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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지급대상
모집
구분

장학금액 지급기준
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교내
장학
금

배재
가족
장학
금

신분
장학
금

배재가족 
자녀장학금

부 또는 모가 배
재중,고, 대학교
를 졸업한 자의 
자녀에게 지급

신입생 입학금 전액 해당증명서 
제출자 

부 또는 모
의 졸업증

명서

배재사랑 
장학금

장애인으로 입학
한 학생중 장애
등급 1~3급에게 
지급(2015년도 
입학생부터)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해당증명서 

제출자 및 재학중 
1.91이상 

장애인증명
서 또는  

다문화가정
증빙 자료다문화가정 학생

에게 지급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한가족
장학금

본교에 한가족(2
촌이내) 중 2인 
이상이 동시 재
적시 재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30%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가족관계증
명서 또는 
주민등록등

본
새터민
장학금

새터민가정인 
경우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전액 재학중 C학점

(1.91이상) 
새터민증명

서

교내
장학
금

배재
가족
장학
금

신분
장학
금

대학교직원
복지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정
규직)의 자녀에
게 정규학기까지 
지급(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재직시
와 동일하게 지
급. 단, 계약직원
의 경우에는 재
직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전액 재학중 C학점

(1.91이상)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
계증명서

법인교직원
복지장학금

본 재단에 재직
하고 있는 교직
원(정규직)의 자
녀에게 정규학기
까지 지급(정년
퇴직 및 명예퇴
직자에 대하여는 
재직시와 동일하
게 지급. 단, 계
약직원의 경우에
는 재직중에 한
하여 지급한다)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전액 재학중 C학점

(1.91이상)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
계증명서

교육직계 
장학금

전국교육회 산하 
교육자 자녀에게 
지급(초,중,고 교

사)자녀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20만원,중복

수혜가능) 

매학기 해당증명
서 제출자 및 재
학중 C학점(1.91

이상)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
계증명서

교내
장학
금

배재
가족
장학
금

신분
장학
금

교역직계 
장학금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20만원,중복

수혜가능) 
매학기 해당증명
서 제출자 및 재
학중 1.91이상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
계증명서

글로
벌장
학금

국제
화장
학금 

글로벌
장학금

외국인유학생에게 지
급하며, 정부초청장
학생은 국가에서 정
한기준에 적용하고, 

주시경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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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6
월, 12월)

성적
장학
금

성적
장학
금

성적전액장
학금

학부(과)성적
우수자 재학생 수업료 전액 재학중 B+학점

(3.5이상) X
성적최우수

장학금
학부(과)성적

우수자 재학생 수업료의 72% 재학중 B+학점
(3.5이상) X

성적우수 
장학금

학부(과)성적
우수자 재학생 수업료의 52% 재학중 B+학점

(3.5이상) X
성적모범 
장학금

학부(과)성적
우수자 재학생 수업료의 35% 재학중 B+학점

(3.5이상) X

성적향상 
장학금

성적이 향상된 
학생에게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되
며, 성적장학생
(전액,최우수,우
수,모범)으로 선
발된 학생은 제

외

재학생

직전학기 3.0이
상: 1.0향상 시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직전학기 2.0
이상~3.0미만: 
1.0향상 시 수

업료 일부
직전학기 2.0미
만: 1.0향상 시 
수업료 일부

직전학기 2.0미
만: 2.0향상 시 
수업료 일부

성적학습 
장려장학금

학사경고자로서 
학습지원프로그
램를 이수한 학
생중 성적향상에 
따라 차등지급

(단, 성적향상장
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재학생

직전학기 3.5
이상 향상 수

업료일부 학사경고 학습장
려프로그램 수료
자에게 지급되며, 
장학금 성적기준 
예외로 지급함

X
직전학기 2.5이
상~3.5미만 향
상 수업료 일부
직전학기 1.9초
과~2.5미만 향
상 수업료 일부

교내
장학
금

성적
장학
금

성적
장학
금

영어성적 
우수장학금

공인영어능력시
험 우수자

(TOEIC 900점)  
 이에 상응하는 
TOEFL<CBT, 

IBT>, TEPS 포
함) 단, 영문과, 
테솔과 950점 

재학생 1학기 수업료 
전액

1회에 한함.(지원
일 기준 최근 1
년 이내 성적만 
인정)- 재학생

영어성적증
명서

선복학
장학금

선복학자가 8학
기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장학금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희망
복지
장학
금

희망
복지
장학
금

희망복지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
부모가족증명서
를 제출한 학생

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50%

매학기 해당증명
서 제출자 및 재
학중 C학점(1.91
이상) 단, 신입생 
배재학당창립130
주년기념장학금과 
최초학기 개인지
급할 경우에는 중
복수혜가능함.(등
록금범위내에서 
중복수혜가능)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
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
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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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중이거나 학과 
기여도가 큰 학
생으로 학부(과)
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직전학기 성적 C
학점(1.91 이상)
자로서 해당학부
(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X

학생복지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자 또는 가계곤란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마중물
장학금

가계 곤란 학생 
중 학부(과) 추
천을 받아 선발

된 학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1회(최저 

성적 기준 없음)
학업성취도
향상계획서

격려
장학
금

기타
장학
금

격려장학금
(학생자치

기구)

학생자치기구 임
원중 선출직으로 
임명된 학생에게 

지급

 회장, 
부회장, 
사무국

장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

재학중 직전학기 
성적(2.5이상) X

격려장학금
국가나 학교발전
에 기여한 공로
가 크다고 인정
되는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학부모교육 
자문위원   
자녀 특별

장학금

학부모 교육 자
문위원으로 활동
하는 자녀에게 

장학금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등록
금범위 외로 지

급
X

체육진흥 
장학금

체육부 소속 학
생중 매학기 체
육위원장의 추천
을 받은 학생에

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총장격려 
장학금

국가나 학교발전
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학생군사교
육단

(ROTC)장
학금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중 간부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내
장학
금

특성
화장
학금

기타
장학
금

특성화
장학금

공공행정학과(2012
학년도 이전 입학자)
에 입학 및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학과
선발기준에 의거 장

학금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공공행정학과(학
과선발기준) X

학제개편 
장학금

학제개편으로 폐
과된 학과 재학

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특성
화학
과지
원장
학금

교육인재양
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과)의 
추천을 받아 지급

재학생
(유아,
가정)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196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장학명 지급대상
모집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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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6
월, 12월)

글로벌언어
문화인재양
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한국
어문,
영문)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내
장학
금

특성
화장
학금

특성
화학
과지
원장
학금

글로벌비즈
인재양성
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테솔,
스,중,
일,     

   러,
독,프)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복지인재양
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심리,
복지,
실버)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창조경영인
재양성장학

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경영,
무역,

전자상, 
중소기

업)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국정관리자
양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행정,
공공정
책, 정
치언론, 
공무원
법학)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BT인재양
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생물,
바이오, 
생명, 
원예,
조경)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IT인재양
성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재학생 
(컴공,
정보,

게임공,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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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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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사이버, 
전자, 
전기, 
수학, 

건설환
경)

나노소재화
학인재양성

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신소
재,나
노,제
약공
학)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의료
인재양성
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간호)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관광
인재양성
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관광,
호텔,
여가, 
항공,
외식)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창조문화
인재양성
장학금

학과 특성화 사업
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
우, 가계곤란 및 
학과 기여도가 큰 
학생에게 학부

(과)의 추천을 받
아 지급

재학생
(미콘,
사진,
의류,
레저,
미술,
음악, 
연극, 
건축,

실내건
축)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내
장학
금

백산
장학
금

근로
장학
금

백산장학금
(교내행정
도우미장학

금)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
운 학생으로 교내
에 배치되어 인턴
봉사 및 근로하는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등록금 범위 
외 지급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학과사랑 
장학금

배재리더십 프로
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지급
하며, 근로성장
학금으로 지급

재학생 등록금 범위 
외 지급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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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구분

장학금액 지급기준
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백산
복지
장학
금

기타
장학
금

백산복지 
장학금

(각부서사
업관련장학
명칭사용)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자격증 취
득 학생 또는 교
내 각 부서 사업 
참가자 중 장학금 
대상자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또는 
등록금 범위 

외 지급
(각부서지급기

준에따름)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배양영재 
장학금

본교 입학 후 국
가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 및 이에 
준하는 고시1차 
합격자, 7급이상 
공무원시험 합격
자, 기사1급에 준
하는 자격증 취득
자, 교내에서 시
행하는 각종 프로
그램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중복수혜가능)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해외
어학연수
장학금

교환학생 및 해
외어학연수로 파
견되는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등록금 범위 

외 지급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글로벌배재
장학금(우
수재학생)

우수 재학생에게 
해외연수 장학금

으로 지급
재학생 등록금 범위 

외 지급
모집단위별 선발, 
성적장학과 중복

수혜가능
X

국가
장학
금   

     
   
(교
비대
응)

기타
장학
금

국가유공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
자녀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전액
(국고50%, 교

비50%)
재학중 C학점
(1.91이상)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
상자증명서

근로
장학
금

국가근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생
으로 선정된 학

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국고80%, 교

비20%)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저소
득층
장학

국가장학금 
II유형(교
비대응)

국가장학금 신청
자중 소득분위 

산정완료 학생에
게  소득분위별

로 차등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내
장학
금

국가
장학
금   

     
     
(교
비대
응)

근로
장학
금

다문화
멘토링
장학금

다문화멘토링 국
가근로장학생으
로 선정된 학생

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국고100%, 
교비10%)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

장애학생 도우미
로 선정된 학생

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내
장학
금

기부
금운
용장
학금

기부
금운
용장
학금

천사장학
금, 후원의
집장학금, 

불우학우면
학장학금 
등 각학과
추천장학금

학부(과)의 추천
을 받은 학생에

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X

교외
장학
금 

국가
장학
금

국가
장학
금

국가장학금 
I유형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0~8분위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장학재단 지정
금액

재학중 B학점
(2.75이상), 취득

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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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매학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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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I유형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1~8분위 
학생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지급계획에 
따라 매학기 

변동) 

재학중 B학점
(2.75이상), 취득

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
역인재장학

금)

한국장학재단 지
역인재장학금 지
급규정에 따라 지
급하며, 국가장학
금 신청자중 소득
분위를 통과한 학
생으로 성적우수

자에게 지급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지급계획에 
따라 매학기 

변동) 

재학중 B+학점
(3.5이상), 취득
학점 12학점(한
국장학재단 지급
기준에 따라 변
동될수 있음)

해당증명서 
제출

국가
우수
장학
금

국가우수 
장학금(인
문사회계)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해당학기 성적기
준에 충족된 학

생에게 지급
신입생 선발시 등록금 

전액
재학중 B+(3.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교외
장학
금 

국가
장학
금

국가
우수
장학
금

국가우수 
장학금(이

공계)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해당학기 성적기
준에 충족된 학

생에게 지급
신입생 선발시 등록금 

전액
재학중 B+(3.5
이상), 취득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국가
장학
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교과목중 현장실
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
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후 
취업예정 된 자

재학생
(3학년
이상)

수업료 전액,  
취업준비 장려

금 학기당 
200만원지원

 재학생중 C학점
(70점이상)

해당증명서 
제출

근로
장학
금

지식봉사 
장학금(교
육기부)

사회봉사과목 수
강생으로 지역  
교육청 및 지자
체 지역아동센터 
봉사프로그램 참
여자 중 정부인
증 사회봉사기관
에 봉사하는 학

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중 C학점
(1.91이상)

해당증명서 
제출

농림
축산
식품
부

농림축산식
품부장학금
(후계인력
브레인)

농림수산식품계
열학과 재학생으
로 졸업 후 농식
품분야 종사의지
가 확고한자(단, 
농어업인 자녀 
또는 본인 농어
업인 종사자 중 
우수 학생은 우

선선발)

재학생 해당기관 지정
장학금

재학중 C학점
(1.91이상), 취득

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농림축산식
품부장학금
(농업인자

녀)

농어입인 또는 
자년로서 농림수
산식품계열 재학
생, 졸업후 1차 

또는 6차 영농종
사자

재학생 해당기관 지정
장학금

재학중 C학점
(1.91이상), 취득

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농림축산식
품부장학금
(후계인력

영농)

농어입인 자녀
(학과, 전공 제

한 없음)
재학생 해당기관 지정

장학금
재학중 B학점점
(3.00이상), 취득

학점 12학점
해당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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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외부장학재단 및 개인(장학기금포함)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장학
기관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특성화 학과지원장학금의 모집구분은 편제정원에 따라 명칭변경하여 지급한다.

* 장학금지급기준은 정규학기(8학기)이내에 지급한다.

* 정률 장학금 지급시 백원단위 절사(국가유공장학금 제외)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장학명 지급대상
모집
구분

장학금액 지급기준
제출서류
(매학기 6
월, 12월)

교외
장학
금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에서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해당 소방소 

결정)
의용소방대 기준

에 준함
해당증명서 

제출
새마을지도
자자녀장학

금
새마을지도자 자
녀로 선발된 학

생에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해당 새마을
회에서 결정)

새마을회 기준에 
준함

해당증명서 
제출

교외
장학
금 

사설
및기
타

사설
장학
금

대전인재육
성장학금

대전시에 거주하
고 대전시에 소
재한 대학에 재
학중인 예체능 

성적에서 뛰어난 
가계곤란 학생에

게 지급

재학생 수업료 일부 성적우수자 수 해당증명서 
제출

사설
장학
금

사랑드림 
장학금

소외계층가정 대
학생들을 위한 
학비지원으로  

인류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우수
인재학생인 자

신입생,
재학생 수업료 일부

재학생중 C학점
(70점이상), 취
득학점 12학점 
해당 기관에 준

함

해당증명서 
제출

사설
장학
금

정수장학회
장학금 외 

다수

가정형편이 곤란
하고 타의 모범
이 되는 자로서 
단과대학장 추천

을 받은 자
재학생 수업료 전액

재학중 A학점
(4.0이상), 학업
석차 5%이내인 

자
해당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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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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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목표

건학이념 이해 및 대학의 정체성 교육

5대 필수역량의 균형 발전

실천․체험 기반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2. 편성 기본방향

목표 교육과정 편성 기본방향

건학이념 이해 및
대학의 정체성

교육

- “(가칭)청년 아펜젤러 예비학기” 운영
  · 신입생 입학 후 첫 주, 비교과 과정
- “채플”,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현행대로 편성

5대 필수역량의
균형 발전

- 균형 교양교육을 위한 교양필수 교과목 체계 재편
  · 교양지도 교과목(“배재인의 대학설계1, 2”) 신설
  · 계열별 균형 교육을 위한 균형기초학문영역 신설
- 교양/전공 교과목별로 5대 필수역량을 연계

실천․체험 기반
교육

- 모든 전공에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전필/전선)
  · 캡스톤디자인 모든 전공에 개설 권고
- 취․창업 역량(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 편성
  · NCS 기반, 사회 수요 맞춤형, 산학연계 교과목
  · 교양필수선택으로 취․창업실무 영역 편성
- 3, 4학년에 실천. 체험 교과목 편성 확대
  · 학년별 기초-발전-심화/체험의 학습단계 체계화
- 비교과 과정과 연계 확대
  · 비교과 활동 인증을 교과목과 연계
  · 서비스러닝 유형 교과목 편성 유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소프트웨어(코딩) 관련 교양 교과목 편성
  · 교양필수선택으로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신설
- 융복합 전공 교과목 편성 유도
-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
- 다양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교수법 도입 유도
  · 팀티칭, 플립드러닝, 블렌디드러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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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2021 교육과정 기본틀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
양
필
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글로
벌

의사
소통
영역
²

취·
창업
실무
영역

3

균형
기초
학문
영역

4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5

심화
글
쓰기
영역

6

하
워
드
대
학

글로벌언어문화계열
  한국어문학과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학전공
  TESOL‧비지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문

8 4 4 4 2 2 - 24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복지‧힐링계열
  심리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교육계열
  유아교육과 인문

교육계열
  가정교육과 자연

서
재
필
대
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무역물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기업컨설팅학과

사회사회계열
  행정학과
  글로벌공공인재학부
    정부·공기업전공
    글로벌정치·커뮤
    니케이션전공
  공무원법학과

아
펜
젤
러
대
학

바이오계열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원예산림학과

자연

8 4 4 4 2 2
- 24

24
이하

54
이상

78
이상

39 36 54 18 130

IT융복합계열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게임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드론·로봇공학과

공학

IT융복합계열
  컴퓨터수학과 자연

IT융복합계열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공학

나노공학계열
  신소재공학과 공학

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전공
  제약공학전공

자연

보건의료계열
  간호학과 자연 1 25

67
이하

43
이상

110
이상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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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교양필수: 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2학점), 기초글쓰기(2학점), 배재리더십(1, 2, 

3, 4), 배재인의대학설계(1, 2)

※ 사고와표현→기초글쓰기, 사이버토익1, 2 폐지

2. 글로벌의사소통영역: 1과 2로 편성된 의사소통영어,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의사소통

스페인어, 의사소통러시아어, 의사소통일본어, 의사소통중국어 각 영역에서 택 1과목(4학점)

3. 취·창업실무영역: 택 2과목(4학점)

4. 균형기초학문교양영역: 소속 단과대학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택 2과목(4학점)

5.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택 1과목(2학점)

6. 심화글쓰기영역: 택 1과목(2학점)

대학 학부(과) 또는 전공 계열

교양과정 전공과정

졸업
최저
이수
학점

교
양
필
수
¹

교양필수선택

교양
선택

계

단수전공 다전공 부전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소계
제1
전공

제2
전공

제1
전공

부
전공

글로
벌

의사
소통
영역
²

취·
창업
실무
영역

3

균형
기초
학문
영역

4

창의
와소
프트
웨어
영역

5

심화
글
쓰기
영역

6

김
소
월
대
학

관광계열
  관광이벤트컨벤션학과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항공운항과

사회

8 4 4 4 2 2 - 24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관광계열
  외식경영학과 자연

관광계열
  레저스포츠학과 예체

문화창조융합계열
  미디어콘텐츠학과 인문

문화창조융합계열
  광고사진영상학과 예능

문화창조융합계열
  의류패션학과 자연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조경학과

공학

문화창조융합계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공학
108
이하

15
이상

123
이상

160

문화창조융합계열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실용음악과
  피아노과 

예능
24

이하
42

이상
66

이상
39 36 54 18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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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교육과정 

구분
현행: 2014~2017 교육과정

구분
개정: 2018~2021 교육과정

내용 학점 내용 학점

교양
필수

채플1, 2, 3, 4 0

10
교양
필수

좌동

0

8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2 2

사고와표현 2 기초글쓰기 2

사이버토익1 1

폐지 -

사이버토익2 1

배재리더십1 1

좌동

1

배재리더십2 1 1

배재리더십3 1 1

배재리더십4 1 1

- 배재인의대학설계1, 2 0

교양
필수
선택

언어영역1 2

8
교양
필수
선택

글로벌의사소통영역1 2

16

언어영역2 2 글로벌의사소통영역2 2

창업실무영역1, 2 4 취·창업실무영역 4

- -
균형기초
학문영역

인문과철학

4

경제와사회

과학과수리

문화와예술

- -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2

심화글쓰기영역 2

계열교양
(아펜젤러대학 해당학과)

3~6
계열
교양

폐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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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양필수

m “사고와표현”: “기초글쓰기”로 명칭 변경

m “사이버토익”: 폐지

m 교양지도 교과목으로 “배재인의대학설계1, 2” 신설

m 교양필수 총 학점: 10학점 → 8학점 (2학점 축소)

q 교양필수선택

m 언어 영역을 글로벌의사소통영역으로 명칭 변경

- 심화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외국어로 1, 2 수강함을 원칙으로 함

m 창업실무영역을 취·창업실무영역으로 명칭 변경 

m 균형기초학문영역 신설

- 인문과철학, 경제와사회, 과학과수리, 문화와예술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

- 현행 교양선택 및 창업실무영역 교과목 중 일부를 이동 편성

-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3개 하위 영역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해

서 영역별 1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균형교양 학습 유도

m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신설

- 현행 교양선택 및 창업실무영역 교과목 중 일부를 이동 편성

- 1개 과목을 선택

m 심화글쓰기영역 신설

- 현행 교양선택 및 창업실무영역 교과목 중 일부를 이동 편성

- 1개 과목을 선택

m 교양필수선택 총 학점: 8학점 → 16학점 (8학점 증가)

m 계열교양은 전공으로 이동 편성을 검토

- 대학평가인증 대비: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대체 지양

q 교양선택

m (가칭)청년아펜젤러예비학기 비교과 활동으로 신설

- 신입생 입학 후 첫 1주 동안 본부, 단과대학, 학과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신입생 첫 학기 수업 시간 조정

m 학과 개설 교양선택은 1학과 1교과목 원칙

- 균형기초학문영역,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심화글쓰기영역 신설로 교양선택 

과목 조정

- 단, 국고등 외부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교양교과목은 1학과 1교과목 원칙에서 제외

m 자전공학생 수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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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2021 교육과정 교양영역 구분

q 교양교육과정 운영

m 이수구분과 교과목명이 동일하나, 교육과정별 과목코드가 다른 경우 동일 교

과목으로 지정을 원칙으로 함(채플1, 2, 3,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배재

리더십1, 2, 3, 4 등). 

m 단, 2018-2021 교필 ‘기초글쓰기’와 2014-2017 교필 ‘사고와표현’에 한하

여 동일교과목 및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함

m 교과목명이 동일하나, 이수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지정 불가

m 교양필수현황

영역(大) 영역(中) 영역(小) 코드번호 비고

Ⅰ. 기초
교양교육

1. 글쓰기교육
1) 기초글쓰기
2) 심화글쓰기

2. 외국어교육 3) 글로벌의사소통
3. 4차산업창의기반교육 4) 창의와소프트웨어

Ⅱ. 중핵
교양교육

1. 나섬인성교육
1) 기독교인성교육
2) 아펜젤러인성교육

2. 균형기초학문교육

1) 인문과철학
2) 경제와사회
3) 과학과수리
4) 문화와예술

Ⅲ. 일반
교양교육

1. 주제교양교육

1) 자연과과학
2) 인간과문명
3) 사회와문화
4) 도덕과종교
5) 예술과여가

2. 취창업실무교육 1) 취・창업
2) 기술・실무

3. 유학생교양교육 1) 언어기반한국어교육
2) 지식기반한국어교육

2014-2017 2018-2021
비고

교과목명 학년
이수
구분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년
이수
구분

학점
시수

채플1,2,3,4 교필 0-0-0 채플1,2,3,4 교필 0-0-0 P/NP
기독교와
현대사회

1 교필 2-2-0
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

1 교필 2-2-0

사고와표현 1 교필 2-2-0 기초글쓰기 1 교필 2-2-0
사이버토익1 교필 1-0-0 폐지
사이버토익2 교필 1-0-0 폐지
배재리더십1 1-2 교필 1-0-2 배재리더십1 1-2 교필 1-0-1
배재리더십2 2-1 교필 1-0-2 배재리더십2 2-1 교필 1-0-1
배재리더십3 2-2 교필 1-0-2 배재리더십3 2-2 교필 1-0-1
배재리더십4 3-1 교필 1-0-2 배재리더십4 3-1 교필 1-0-1

배재인의대학설계1,2 1 교필 0-0-0 P/NP
계 10학점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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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양필수선택

- 글로벌의사소통영역

주 1. 의사소통외국어(영어 포함): 현행 유지

2. 기초한자: 폐지 후 교양선택으로 운영 

3. 의사소통독일어, 의사소통프랑스어: 개설 가능 인원 수강신청 시 1개 분반 유지

4. 의사소통베트남어: 신설

2014-2017 2018-2021
비고

영역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점 시수

언어영역 1
(기초외국어)

2-2-0 글로벌의사소통영역1 2-2-0

언어영역 2
(기초외국어)

2-2-0 글로벌의사소통영역2 2-2-0

창업‧취업영역 2-2-0 취·창업실무영역1, 2
2-2-0
2-2-0

기초실무영역 2-2-0
균형기초
학문영역

인문과철학
경제와사회
과학과수리
문화와예술

2-2-0
2-2-0

소속 단과대
학 제외한 

3개 영역에서 
2과목 택

계열교양
(자연, 공학계열)

3-3-0
6-6-0

폐지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2-2-0

심화글쓰기영역 2-2-0

계 8~14 계 16

2014-2017 2018-2021
비고

교과목명 학점-시수 교과목명 학점-시수
기초영어1 2-2-0 의사소통영어1 2-2-0
기초영어2 2-2-0 의사소통영어2 2-2-0
기초독일어1 2-2-0 의사소통독일어1 2-2-0
기초독일어2 2-2-0 의사소통독일어2 2-2-0
기초프랑스어1 2-2-0 의사소통프랑스어1 2-2-0
기초프랑스어2 2-2-0 의사소통프랑스어2 2-2-0
기초스페인어1 2-2-0 의사소통스페인어1 2-2-0
기초스페인어2 2-2-0 의사소통스페인어2 2-2-0
기초중국어1 2-2-0 의사소통중국어1 2-2-0
기초중국어2 2-2-0 의사소통중국어2 2-2-0
기초러시아어1 2-2-0 의사소통러시아어1 2-2-0
기초러시어어2 2-2-0 의사소통러시어어2 2-2-0
기초일본어1 2-2-0 의사소통일본어1 2-2-0
기초일본어2 2-2-0 의사소통일본어2 2-2-0
기초한자어1 2-2-0 폐지
기초한자어2 2-2-0 폐지
기초베트남어1 2-2-0 의사소통베트남어 2-2-0
기초베트남어2 2-2-0 의사소통태국어 2-2-0

의사소통아랍어 2-2-0 교선에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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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실무영역

2014-2017 2018-2021
영역　 교과목명 영역 교과목 비고

자격증 자격증 개인정보관리사입문
영역
구분
없음

개인정보관리사입문 기존

　 　   글로벌강소기업이야기 신설
창업 창업 글로벌통상환경 글로벌통상환경 기존
　 　   글로컬비즈니스마케팅 신설
창업 창업 기술사업화개론 기술사업화개론 기존
창업 창업 기술창업실무 기술창업실무 기존
실무 리더십및팀 워크 리더십과코칭스킬 리더십과코칭스킬 기존
창업 창업 발명과특허 발명과특허 기존
　 　   방송프로듀서의세계 신설
창업 창업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기존
창업 창업 비즈니스상상력 비즈니스상상력 기존
실무 갈등관리및협상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기존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비즈니스한국어 신설
창업 창업 사회적기업의창업 사회적기업의창업 기존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 신설
창업 창업 아이디어와시장 아이디어와시장 기존
　 　   여행사창업및경영 신설

진로탐색 진로탐색 역량개발과취업설계 역량개발과취업설계 기존
창업 창업 원예와창업 원예와창업 기존
자격증 자격증   유통관리사입문 신설
창업 창업 인도와브릭스경제 인도와브릭스경제 기존
실무 리더십및팀 워크 자기경영리더십 자기경영리더십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직무능력향상 직무능력향상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직업과직무의이해 직업과직무의이해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직업과진로탐색 직업과진로탐색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직업과취업전략 직업과취업전략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기존
창업 창업 창업과경영이해 창업과경영이해 기존
창업 창업   창업과창업가정신 신설
창업 창업 프론티어창업솔루션 프론티어창업솔루션 기존

진로탐색 진로탐색 핵심취업전략 핵심취업전략 기존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핵심취업전략한국어 신설
창업 창업 e-비즈니스창업과경영 　 폐지
창업 창업 FTA와한국경제   폐지
실무 글로벌시장과자원관리 경영및회계   폐지

창업 창업
기술시장및시장정보의
수집과가공

  폐지

창업 창업 기업경영사례   폐지
진로탐색 진로탐색 대학생활과경력개발   폐지
창업 창업 동남아시아경제와통상   폐지
창업 창업 동남아시아통상전략   폐지
창업 창업 무역과물류   폐지
창업 창업 민간기업입문하기   폐지
창업 창업 생활금융의이해   폐지
실무 리더십및팀워크 성공CEO특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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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기초학문영역

2014-2017 2018-2021
영역　 교과목명 영역 교과목 비고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성공취업글쓰기와토론   폐지
실무 갈등관리및협상 성공하는대화의기술   폐지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성공하는취업한국어   폐지
실무 수리정보처리 엑셀과엑세스   폐지
창업 창업 엑셀과전산회계   폐지
창업 창업 오일머니와중동경제   폐지

창업 창업
유대인을통해본기업가
정신

  폐지

진로탐색 진로탐색 인생과커리어설계 　 폐지
자격증 자격증 재무설계1   폐지
자격증 자격증 재무설계2   폐지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전공기반사고와표현(인
문∙사회,경영,이공)

  폐지

실무
글로벌시장과 자원

관리
지식재산권개론   폐지

창업 창업 창업과기업가정신   폐지
창업 창업 창업능력향상   폐지

실무 문서작성의이해
취업준비를위한쓰기와
인터뷰

  폐지

실무 수리정보처리 파워포인트와워드   폐지
창업 창업 현대생활과재테크   폐지

2018-2021
영역 교과목명 비고

인문과철학 기초상식한자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대학생활과인성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동양의미학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문학의이해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배재논리학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삼국지와삶의지혜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세계문화유산답사기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신실크로드의언어이해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영화로읽는동양종교와철학사상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유럽인의삶과역사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유학생을위한재미있는역사이야기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인물로본동아시아역사이야기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중국역사바로알기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중국인의밥상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철학이해와상상력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한국사의이해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현대인과정신건강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현대중국역사의이해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인문과철학 르네상스스토리(신설) 하워드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EU경제이야기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FTA와글로벌통상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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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
영역 교과목명 비고

경제와사회 국제사회와국제기구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글로벌사회의이해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동남아시아경제이야기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스마트생활금융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시사한국어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재미있는지식재산권이야기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진로설계와기업입문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현대사회와재테크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경제와사회 현대사회의부모와자녀 서재필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과학기술과사회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과학기술의융복합적이해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생활속의생명과학(신설)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생활속의실용과학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생활속의수학(신설)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손안의유비쿼터스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유학생을위한생활속과학이야기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유학생을위한생활속수학이야기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인간과효소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재미있는정보디스플레이세계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정보통신입문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과학과수리 예술속과학이야기(신설) 아펜젤러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건축과디자인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샹송,와인그리고혁명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세계축제문화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우리전통음악의이해와감상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유럽박물관탐방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유럽축제문화산업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유학생을위한한국문학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음악어드벤쳐(음악의모험)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이슬람언어와문화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중남미사회와문화콘텐츠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지중해와인류문명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파라오와이집트문명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팟캐스트방송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패키지여행과배낭여행의이해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현대건축의이해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문화와예술 화교경제권의문화와커뮤니티 김소월대학 소속 학과 수강제한(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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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 심화글쓰기영역

2018-2021

영역 교과목명 비고

창의와소프트웨어 SNS활용1인미디어제작

창의와소프트웨어 대학인을위한엑셀

창의와소프트웨어 대학인을위한워드와한글

창의와소프트웨어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창의와소프트웨어 대학인을위한프로그래밍

창의와소프트웨어 동영상편집기초

창의와소프트웨어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

창의와소프트웨어 비즈니스컴퓨터활용

창의와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의이해

창의와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입문

창의와소프트웨어 인터넷과정보관리

창의와소프트웨어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

창의와소프트웨어 컴퓨터와생활수학

창의와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

창의와소프트웨어 포토샵그래픽활용

창의와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2019-2학기 신설

2018-2021

영역 교과목명 비고

심화글쓰기 고전읽기세미나

심화글쓰기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

심화글쓰기 실용글쓰기와토론

심화글쓰기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

심화글쓰기 유학생을위한심화글쓰기

심화글쓰기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심화글쓰기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

심화글쓰기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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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양 교육과정 편성 비교표

교양필수교과목 (2014-2017) 교양필수교과목 (2018-2021) 

교과목명
과목수
(2014)

과목수
(2017)

교과목명 과목수

교
양
필
수

채플1, 2, 3, 4 4 4

교
양
필
수

채플1, 2, 3, 4 4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1 2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1

사고와표현 1 1
배재인의대학설계 1, 2 2

사이버토익1 1 1

기초글쓰기 1

사이버토익2 1 1

배재리더십1 1

배재리더십1 1 1

배재리더십2 1

배재리더십2 1 1

배재리더십3 1

배재리더십3 1 1

배재리더십4 1
배재리더십4 1 1

대덕캠퍼스 과목 6
대덕캠퍼스 과목 8 8

교
양
필
수
선
택

언어영역1, 2 18 18

교
양
필
수
선
택

글로벌의사소통영역1, 2 24

취·창업실무영역 34

창업실무영역1, 2 43 59
균형기초학
문영역

인문과철학 33

경제와사회 27

과학과수리 19

계열교양
(아펜젤러대학)

8 8

문화와예술 27

창의와소프트웨어영역 17

심화글쓰기영역 8

교
선

281 458
교
선

223

계 370 564 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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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공교육과정 

q 편성 기준

m 편성: 학기 당 72학점 이내(예: 5-7-6-6과목), 1년 144학점 이내

※ 개설: 학기 당 48학점 이내(예: 3-5-4-4과목), 1년 96학점 이내

- 미술학부 트랙제: 3,4학년만 2배 편성 인정

- 학부내 전공: 2,3,4학년 편성 인정

m 전공필수 교과목: 24학점 이내 편성

- 4학년은 진로지도, 졸업 요건 교과목(졸업논문, 졸업지도 등)을 제외한 필수 

교과목 편성 불가

- 단, 전공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 예외 인정(건축

학 인증, 간호교육인증)

m 모든 전공에 <캡스톤디자인1, 2>, <현장실습1, 2, 5> 편성(전필 또는 전선, 단, 

현장실습5는 전선만 가능)을 원칙으로 함

- 현장실습 1, 2, 5, 캡스톤디자인1, 2,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직 교과목은 편성 

및 개설학점 제한에서 예외

m 다양한 교수법 도입 협조 요청: 플립러닝, 팀티칭, 블렌디드러닝 등

m 전공과진로1: “전공과진로”로 명칭 변경

m 계열기초전공: 폐지

m 대학, 단과대학, 학과(전공)의 교육목표 연계

m 교과목-역량 연계

q 졸업요건 교과목(졸업논문, 졸업시험 등)

m ‘졸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교과목은 0학점(0-0-0)이며, 이수구분은 ‘전

필’로 부여함(단, 졸업요건 교과목이 아닌 일반 교과목에는 ‘졸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m 4학년 2학기에 1회만 편성하나, 실제 개설은 조기 졸업자, 선복학생 등을 위

하여 4학년 1학기에도 개설

m 졸업요건 교과목(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은 희망하는 전공에 한하여 편성하므

로, 편성을 원하지 않는 전공에서는 미편성 가능

q 캡스톤디자인

m 캡스톤디자인은 모든 전공에 개설 권고

m 편성 시기: 3-2 및 4-1 편성 원칙

- 2학년 및 4-2학기 미 편성: 캡스톤디자인은 졸업시험, 졸업과제에 버금가는 

종합적인 성격의 과목이므로 2학년은 배움의 정도가 미약, 4-2학기는 취업 

준비 및 현장실습 위주의 수업 진행

- 전부(과) 등의 제도를 감안할 때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3-2 및 4-1 편성

을 원칙으로 하되, 개설은 학과사정에 따라 1또는 2를 선택해서 개설 

m 단, 전공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 예외 인정(건축학 

인증, 간호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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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

m 현장실습1,2: 현장실습1은 4-3학기, 현장실습2는 4-4학기로 개설 권고

- 현장실습이 편성된 학부(과)의 4학년에는 전공 필수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것을 권고

- 단, 전공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 예외 인정(건축

학 인증, 간호교육인증)

q 언어현지실습/문화현지실습

m 학부(과)에서 필요한 경우 편성 가능(단, 제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 및 운영)

q 학점-이론/실습 시수 

m 학점이 이론은 1학점 1시수, 실습은 1학점 2시수를 원칙으로 함

m 단, 예체능계열에 한하여 이론 및 실습 시수의 합이 학점과 일치할 경우 예외 

인정

m 단, 전공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편성해야 하는 경우 예외 인정(건축학 

인증, 간호교육인증)

q Pass/Non Pass 교과목

m 전공과진로, 졸업과제 일체, 진로지도,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5, ICT

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장기현장실습(LINC+), 현지답사및실

습, 문화체험, 언어현지실습,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영양사현장실습

q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m 기초-발전-심화․체험으로 학습단계별 체계화

m 교과목 유형, 교수법 유형 표시

<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구분 학기
교
과
목

이수구분

학점
/시
수

교과목 유형 교수법 유형

전필 전선
캡스
톤디
자인

인턴
십

현장
실습

서비
스
러닝

N
C
S

기반 
과목

L
I
N
C+
과목

블
렌
디
드
러
닝

플
립
러
닝

P
B
L

M
O
O
C

팀
티
칭

협
동
강
의

외
국
어
강
의

상
담
지
도

기초
1-1

1-2

발전
2-1

2-2

심화∙
체험

3-1

3-2
4-1

4-2

※ 학과/전공의 모든 전공과목 포함

※ 교과목 유형: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현장실습, 서비스러닝, NCS기반 과목, LINC+ 과목

※ 교수법 유형: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PBL, MOOC, 팀티칭, 협동강의, 외국어강의, 상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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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드맵

q 단과대학 교육목표 (재)구성 로드맵

m 교육목표 (재)구성 프로세스

m 학교 교육목표

m 학교 필수역량

m OOO대학 교육목표

m 학교-OOO대학 교육목표 연관성

m OOO대학 교육목표-필수역량 연관성

q 교육목표 (재)구성 프로세스

q 학교 교육목표

No. 교육목표

1
Servant Leadership: 공동체속에서 상생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지성인 배양

2
Valuable Followership: 공감과 소통으로 미래사회 창조에 적극 협력하는 전인적 
감성인 배양

3
Creative Frontiership: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개척자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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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필수역량

No. 필수역량 정의

1 행동인성
인간이 누구나 바르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로, 자신의 내적 동기나 
욕구의 표현을 조절하고 제한하여, 개인과 사회적·환경적 필요를 잘 
조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특성

2 자유감성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인들의 감정과 
욕구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를 촉진하는 능력

3 자립지성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해 그것이 어떠하다는 의견을 가짐으로써,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판단하는 능력

4 공감소통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 도전수행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능력

q OOO 대학 교육목표 

No. 교육목표
1 　
2 　
3 　
4 　
...
n

q 학교-OOO 대학 교육목표 연관성

OOO대학 교육목표

학교 교육목표

1 2 3 4 ... n

　 　 　 　 　 　

1 　실천적 지성인 　 　 　 　 　

2 　전인적 감성인 　 ● ◑ 　m 　 　

3 　창의적 개척자 　 　 　 　 　 　

* 연관성 표시: ●-연관성 강함(3), ◑-연관성 보통(2), m-연관성 약함(1)

m OOO대학 교육목표-필수역량 연관성

OOO대학 교육목표

필수역량

1 2 3 4 ... n

　 　 　 　 　 　

1 행동인성 ● ◑ 　m 　 　 　

2 자유감성 　 　 　 　 　 　

3 자립지성 　 　 　 　 　 　

4 공감소통 　 　 　 　 　 　

5 도전수행 　 　 　 　 　 　

* 연관성 표시: ●-연관성 강함(3), ◑-연관성 보통(2), m-연관성 약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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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부(과) 교육과정 개편 로드맵

m 교육과정 구성 프로세스

m 교육 환경 분석

- 지역 산업 분석

- 인력 수요 분석

- 학과 내부 역량 분석

m 수요 분석

m 교육목표와 역량 도출

- 학과 교육목표

- 단과대학-학과 교육목표 연관성

- 역량 중요도 평가

m 교과과정 (재)구성

- 산학 위원회 구성

- 교과목-역량 연관성/구성 요소/로드 맵

q 교육과정 구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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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환경 분석

m 지역 산업 분석

【작성방법】
1) 지역 산업에 대하여 조사하고 학과와의 연관성 분석한 내용 기술

- 대전/충남/충북지역 산업 분석
-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종합계획), 한국산업단지공단(대전/충남 

산업단지현황) 자료 참조
2) 그림, 도표 등 활용 

m 인력 수요 분석

【작성방법】
1) 학과 직무와 관련된 인력 수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 기술

- 교육부 인력수급 동향 관련 자료 참조
- 고용조사 분석센터(survey.keis.or.kr),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미래의 직업세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www.career.go.kr) 자료  참조
- 한국산업단지공단(대전/충남 산업단지현황) 자료 참조

2) 그림, 도표 등 활용 

m 학과 내부 역량 분석

【작성방법】
1) 학과 내부 역량에 대하여 2개 역량, 5개 세부 분야별로 분석한 내용 기술

- 타대학 유사학과 자료: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대학특성화알리미(www.hiedumap.net) 사이트 참조

- 고용조사 분석센터(survey.keis.or.kr) 참조
2) SWOT 분석, 그림, 도표 등 활용 

<작성 서식 ①-1>

내부 현황 분석 시사점

관리
역량

비전 및 전략
* 학과의 비전과 전략 현황을 
기술

▶
* 학과의 비전과 향후 추진 
전략을 기술

특성화 계획
* 학과의 특성화 현황

▶
* 학과의 특성화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기술

운영
역량

입학/유지
* 학과의 입학경쟁율, 
재학생충원율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현황 및 분석

▶
* 현황분석에 기초한 향상 
방안

교원
(교육/연구/상담)

* 교원의 전공현황, 
교육현황(책임학점, 강의 평가 
등), 연구실적현황(논문, 저서 
등), 상담지도  현황 및 분석

▶

* 현황분석에 기초한 향상 
방안

취업지원
* 학과의 취업상담, 취업률 추이, 
취업 현황(취업 분야, 직무 등) 
및 분석

▶
* 현황분석에 기초한 향상 
방안

<작성 서식 ①-2>

직무 유형(직업군) 2016 2017 2018



222

q 수요 분석

【작성방법】
 1)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수요자 요구 사항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 기술
    - <서식 3-1> 산업체 요구 사항 설문지 
    - <서식 3-2> 졸업생 직무 선호도 조사 설문지
    - <서식 3-3> 재학생 직무 선호도 조사 설문지
* 각 서식 당 대상자를 선정하여 10개 이상의 설문지 취합 필요(e-mail, 전화 등)
 2) 그림, 도표 등 활용 

<작성 서식 ②>

q 학과 교육목표와 역량 도출

m 산학 위원회 구성

【작성방법】
 1) 산업체 전문가의 의견 반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가능하면 SME(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산학 위원회 구성(SME의 구성이 최대 50%)
 2) 그림, 도표 등 활용 

<작성 서식 ③>

No. 성명 소속 SME여부
1 　 　 　
2 　 　 　
3 　 　 　
4 　 　 　
5 　 　 　
6 　 　 　
7 　 　 　
8 　 　 　
9 　 　 　
10 　 　 　

* SME는 현장 전문가를 의미함

설문조사 구분 분석방법 수요 조사 주요 내용 요약 (교육과정 개편 관련)분석 내용

산업체 요구 
사항 설문

조사기간: 
조사대상: ??명
(자문단 ??명)
분석방법: 
FGI조사/분석

졸업생 직무 
선호도 조사 

설문

조사기간: 
조사대상: ??명
분석방법: 
빈도분석

재학생 직무 
선호도 조사 

설문

조사기간: 
조사대상: ??명
분석방법: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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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 유형

【작성방법】
 1) 학과 교육목표 설정
    - 학교, 단과대학의 인재상, 교육목표와 연계
    - 환경 분석(지역 산업 분석, 인력 수요 분석, 내부 역량 분석) 결과 반영
    - 4~6개 정도의 교육목표 설정
 2) 인재양성 유형 설정
   - 교육목표에 따른 인재양성 유형을 정의
   - 주요 진로 및 직업 분야, 주요 직무 내용에 대해 기술
   - 핵심 직무는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기술

<작성 서식 ④-1>

No. 교육목표

1 　

2 　

3 　

4 　

<작성 서식 ④-2>

m 인재양성 유형

m 단과대학-학과 교육목표 연관성

【작성방법】

 1) 소속 단과대학의 교육목표를 확인하여 단과대학-학과 교육목표의 연관성 표시

<작성 서식 ⑤>

OOO학과 교육목표

OOO대학 
교육목표

1 2 3 4 5 6

　 　 　 　 　 　

1 　 　 　 　 　 　
2 　 　 　 　 　 　 　
3 　 　 　 　 　 　 　
4 　 　 　 　 　 　 　

* 연관성 표시: ●-연관성 강함(3), ◑-연관성 보통(2), m-연관성 약함(1)

인재양성 유형 직업분야 및 진로 핵심 직무

예) 상담 전문가

임상심리사, 아동청소년상

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 상담사

임상심리, 상담심리, 청소년 상담복지, 진

로지원, 청소년 활동,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 사회복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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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역량 중요도 평가

【작성방법】

 1) 역량별 중요도 평가

- 학과에서 선정한 인재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아래 제시된 역량 20개에 대한 중요도 

평가

- 학생, 교원, 산업체 등 중요도 평가 결과의 평균을 기재(대상별 가중치 적용 가능)

- 중요도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산학위원회 협의를 통해 학과의 역량으로 선정(개수 제

한 없음)

- <전공역량 설명> 에 제시된 배재대학교 역량 정의 및 키워드 참조

<전공역량 설명> 

번호 핵심역량 역량 정의 및 핵심 키워드

1

인성

나눔과 섬김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솔선수
범하여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에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능력
[키워드: 솔선수범, 봉사의식, 배려(타인에 대한 존중]

2 자아 존중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서 자신
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믿는 능력
[키워드: 자기이행, 자애, 자기신뢰]

3 정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자세로 성
실하게 수행하는 능력 
[키워드: 적극성, 끈기, 성실]

4 책임감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성실한 내면을 표현하는 능력 
[키워드: 진실(솔직), 약속이행, 학습윤리]

5

감성

공감적 수용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전달하는 
말과 행동에 관심을 보여 반응을 해주는 능력
[키워드: 경청, 관심, 호응]

6 정서 조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타인과 조화롭게 화합하고, 자신
의 감정을 침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침착, 화합, 감정조절]

7 상호 신뢰
상대방과 상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에
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능력 
[키워드: 포용력, 믿음, 호의]

8 공동체 의식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
고, 타인과 협력하며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
[키워드: 예절, 협력, 질서]

9

지성

이해력
상대방의 의견, 설명, 언어 표현 등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명확
히 이해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화 하는 능력
[키워드: 이해/해석, 메타인지, 활용(전이)]

10 논리적 분석력

주어진 대상을 논증의 기본구조와 실증적 근거 제시를 통해 논
리 정연하게 사고하고, 다른 지식과 비교 분석을 통해 어떤 의
미나 결과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논리적사고, 분석적사고, 추리력]

11 통합적 사고력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상호 연관시키고, 통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종합평가력, 통찰력, 종합적결론도출능력]

12 창의 융합력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방법에서 벗어나 문제의 정확한 인과관계
를 기반으로 새롭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호기심, 독창성, 융합적사고, 창의적대안도출]

13 소통 의사 전달 능력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 등을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로 정확하
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키워드: 말하기(대화, 발표 등), 글쓰기, 메시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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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서식 ⑥-1>

번호
필수
역량

역량
중요도(5점 만점)

학과역량선정
학생 교원 산업체 평균

1

인성

나눔과 섬김 4.4 4 4.0 4.1 
2 자아 존중 4.4 4 4.2  4.2  

3 정직 4.4 3.6 4.7 4.2
4 책임감 4.5 5 5.0  4.8  책임감

5

감성

공감적 수용 4.5 4.6 4.3  4.5  공감적 수용
6 정서 조절 4.3 3.8 4.5  4.2  

7 상호 신뢰 4.4 3.8 4.2  4.1  
8 공동체 의식 4.5 4 4.5  4.3  

9

지성

이해력 4.4 4.2 4.5  4.4  이해력
10 논리적 분석력 4.2 4 4.7  4.3  

11 통합적 사고력 4.4 5 4.7  4.7  통합적 사고력
12 창의 융합력 4.1 3.8 3.3  3.8  

13

소통

의사 전달 능력 4.5 4.6 4.8  4.7  의사전달능력
14 대인 관계 능력 4.4 4.0 4.5  4.3 

15
다문화 수용 

능력
4.3 3.2 4.0  3.8  

16 외국어 능력 4.1 3.2 3.3  3.5  

17

수행

자기 주도적 
수행 능력

4.5 4.4 4.0  4.3  

18 문제 해결 능력 4.4 5 4.7  4.7  문제해결능력

19 정보 활용 능력 4.4 3.8 4.5  4.2  
20 도전적 추진력 4.4 4 4.3  4.2  

* 학생, 교원, 산업체 등 중요도 평가 결과의 평균을 구하여 기재

번호 핵심역량 역량 정의 및 핵심 키워드

14 대인 관계 능력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상
호작용에서 적절한 갈등관리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관계형성, 갈등관리, 리더십]

15
다문화 수용 

능력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바탕으로 타문화를 편견없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능력
[키워드: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활동, 글로벌 프렌드십]

16 외국어 능력

외국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습득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외국어(글이나 말)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외국어관심(습득), 외국어표현능력, 외국어학습자료 활
용]

17

수행

자기 주도적 
수행 능력

스스로 성취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순서)와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능력
[키워드: 목표수립, 우선순위결정능력, 자기주도 관리/실행]

18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 분석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키워드: 문제인식력, 문제 원인분석력, 대안(해결책)도출력]

19 정보 활용 능력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한 후,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 때 
정보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키워드: 정보요구분석력, 정보수립능력, 정보 재구성/활용능력, 
정보윤리]

20 도전적 추진력

직면한 상황을 가치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도전적 자세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완성도 높게 일을 실행해 나가는 능력
[키워드: 도전, 열정(몰입), 주도성,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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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공역량 정의

【작성방법】

 1) 역량별 중요도 평가에서 선정된 전공역량에 대하여 전공 성격에 맞춰서 전공역량을 정

의한다.

- 위에서 정의한 역량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의이므로, 선택된 역량에 대하여 전공에 맞

게 재정의 필요

<작성 서식 ⑥-2>

전공역량 명 역량 정의

(예제)논리적 분석력
해결 과제를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전공 역량 2

전공 역량 3

전공 역량 4

전공 역량 5

전공 역량 6

m 인재양성 유형-전공역량 연관성

<작성 서식 ⑥-3>

인재양성 유형 필요 전공 역량

예) 상담 전문가

위에서 정한 전공역량 중에서 인재양성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 역량 선정(복수 가능)
예) 전공역량 2
예) 전공 역량 2, 전공역량 4, 전공역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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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과과정 (재)구성

m 교과목-역량 연계성

【작성방법】

 1) 선정된 역량과 교과목 연관성 매핑

- 역량 중요도 평가에서 선정된 역량과 교과목 간 연관성 표시

- 역량과 학교 필수역량 매핑 정보를 이용하여 교과목과 필수 역량과의 연관성 자동 매

핑 실행

 2) 구성 요소-교과목/프로그램 일람표,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 작성

 3) 그림, 도표 등 활용 

m 교과목 – 전공능력 연계성

<작성 서식 ⑦-1: 교과목-역량 연관성 일람표>

단계 학기 교과목
역량

역량1 역량2 역량3 ... 역량n※ 

기초
1-1

1-2

발전
2-1

2-2

심화
·

체험

3-1

3-2

4-1

4-2

※ 역량n: 예를 들면, 역량 중요도 평가(9쪽)에서 선정된 역량이 20개 중에서 5개이면, 5개 열만 작성

※ 연관성 표시 방법: ●-연관성 강함(3), ◑-연관성 보통(2), m-연관성 약함(1)

※ 역량 중요도 평가에서 선정된 역량과 교과목간 연관성 표시

m 단계별 교과목 구성

<작성 서식 ⑦-2: 역량별 교과목 구성>

역량
학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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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역량 1

전공역량 2

...

전공역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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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과정 편성 변경 내역

<작성 서식 ⑧-1: 교과목 편성 변경 내역>

2014~2017년 편성 체계 대비 변경 내용에 대해 종합하여 기술

신설 교과목에 대한 신설 사유를 선정된 전공능력 혹은 수요자 요구에 따른 신설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작성 서식 ⑧-2: 교과목 신설 사유>

<작성 서식 ⑧-3: 교과목 개선 사유>

(개선 교과목은 교과 내용 변경, 학점 변경, 학기 변경 등 중요 개선 교과목 중심으

로 기술)

<작성 서식 ⑧-4: 교과목 폐지 사유>

구분 계 유지 신설 개선 폐지

교과목 수

변경 학점수

교육과정 중점 편성 방향

대내외 여건분석 및 수요조사에 따른 인재양성 유형 및 전공능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기술
예) 1. **** 전공능력 강화를 위해 AAA, BBB 교과목 등을 신설함

신설 교과목 명 변경 사유

상담 행정
예) 산업계 인터뷰, 설문조사 및 NCS 분석 결과, 상담의 각 분
야에서 ‘행정 실무＇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역
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함

폐지 교과목 명 변경 사유

개선 교과목 명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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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로 개발 구성 요소

m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 정의

<전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성 요소 정의표>

영역 구성 요소 정의

전공 탐색 및 
진로 개발

1 전공 탐색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응하도록 도와줌

2 진로 개발 진로 설정 및 진로 개발에 도움을 줌

실무역량
교육

3 캡스톤디자인
창의적 종합설계 과정으로, 제품 등의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함

4 인턴십 및 현장실습
협약 체결된 외부 기업에서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실무 역량을 강화시킴

5 서비스 러닝
수업에서 배운 지식, 기술, 태도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천(봉사)하도록 함

6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기업/기관 맞춤형 교육, 
NCS 기반 교육 등. 전공과 연계하여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시킴

7 졸업 인증

전공 분야 전문인으로서 가져야할 자세를 갖게 
한다. 포트폴리오 제작, 인증지도(전공인증, 
수상실적 인증 등), 졸업작품전, 논문 작성, 상담을 
통한 진로지도 등이 해당

전공 기초·
심화 교육

8 전공 기초 교육
비교과과정으로 전공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전공 수학 
능력을 갖추게 함

9 전공 심화 교육
비교과과정으로 우수한 학생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심화 전공 
능력을 갖추게 함

학제간 교육 
다변화

10 융·복합 교육
융합전공, 연계전공에 포함되는 교과목 및 
융·복합 주제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

글로컬역량
강화

11 지역사회 밀착 프로그램
창의인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밀착 
프로그램 

12 해외 인턴십/현장실습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과 현장실습

13
해외 공동 학위/교환 학
생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동학위 
과정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14 글로벌 전공 탐방 전공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탐방 활동

15 E-러닝/MOOC 활용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여 교내 및 교외 전공 
교육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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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서식 ⑨: 구성 요소-교과목/프로그램 일람표>

영역 구성 요소
교과목 및 
프로그램

내용

전공 탐색 및 
진로 개발

1 전공 탐색

2 진로 개발

실무역량
교육

3 캡스톤디자인

4 인턴십 및 현장실습

5 서비스 러닝

6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7 졸업 인증

전공 
기초·심화 

교육

8 전공 기초 교육

9 전공 심화 교육

학제간 교육 
다변화

10 융·복합 교육

글로컬역량 
강화

11 지역사회 밀착 프로그램

12 해외 인턴십/현장실습

13 해외 공동 학위/교환 학생

14 글로벌 전공 탐방

15 E-러닝/MOOC 활용

※ 구성 요소에 적합한 교과목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가능한 다양한 구성 요소(특히, 실무 역량

과 융·복합 교육)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교과목/프로그램 개발

※ 학과/전공의 모든 전공 과목이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구성 요소별로 과목이 중복되어도 무방함

※ 교과목 및 프로그램: 15개 구성 요소 중 학과(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 관련된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을 기입

※ 내용: 구체적인 세부 내용 기입

q 전공과진로

m 전공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전공과진로1, 진로지

도, 졸업지도를 1-1학기, 4-1학기, 4-2학기에 편성함

q 실무능력 확보를 위한 교과목으로 전공 교육과정 재편성

m 전공 교육과정을 실무능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성함

m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확보를 위한 수강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정의 

로드맵을 제시함

m 직업군(NCS)과 연계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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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협력 교과목 편성 및 개설

m 산학협력에 필수적인 교과목으로는 캡스톤디자인(또는 창의적설계)과 현장실

습 교과목이 있음

- 캡스톤디자인(창의적설계):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 캡스톤디자인1(3-2학기), 캡스톤디자인2(4-1학기), 현장실습1(4학년), 현장실

습2(4학년) 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편성 및 개설함(단, 산업단지캠퍼스로 이

전하는 학과는 전공필수로 개설함)

q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or.kr)에 의거하여 편성 

m 편성: 150학점 이내(계열공통 I, II 포함)

- 매학기 75학점(학년별 5-7-7-6과목) 편성

- 타전공 차용 교과목 6~30학점을 자전공 교과목으로 편성 및 개설학점에서 

예외로 함

m 개설: 102학점 이내(계열공통 I, II 포함)

- 매학기 51학점(학년별 3-5-5-4과목) 개설

m 협동강의: 1학년 교과목 중 [전공학개론] 성격의 과목은 전공내 전임 교수 전

체가 공동으로 강의하는 “협동강의” 교과목으로 운영(권장)

q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적극 설치

m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설치함

-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부(과),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 융합전공: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제공할 수 없고, 연계전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공

m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을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독립된 전공처럼 

주시경교양대학에 설치하여 학생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함

q 기타 사항

m 복수전공과 부전공 장려 위해 복수전공의 제2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위한 요

구학점을 감소함

m 산학협력단 소속 학과는 산학협력 교과목 추가 편성으로 확대함

- 전공과진로,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예외로 편성 및 개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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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과교육과정

q 글쓰기 Lab 운영

교양교육부에 글쓰기 Lab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글쓰기 첨삭지도 지원

q PCU 어워드

m 공인외국어 시험점수, MOS자격증, 복수전공, 졸업성적(GPA), 봉사 등을 고려

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명예 부여

m PCU 어워드 수상 기준(안)

- 2012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PCU어워드 제도를 2014 교육과정에서도 존치시킴

- 공인영어점수에서 공인외국어점수로 확대

- 졸업시 졸업장 외에 PCU어워드를 수여함

- PCU어워드 수상기준

구   분 기   준

공인외국어 시험점수

TOEIC: 전공자 800점, 비전공자 700 이상
중국어 HSK: 전공자 6급, 비전공자 5급 이상
일본어 JLPT: 전공자 1급, 비전공자 2급 이상
스페인어 DELE: 전공자 A2, 비전공자 A1 이상
이외의 공인 시험은 이에 준한 점수 이상

MOS자격증 2개 분야 이상 보유

복수전공 복수전공 또는 “교양트랙” 이수자

졸업성적 4.0 이상

봉사활동 1학점 이상

글로벌비즈니스마케터 추후에 결정

※ 본 기준은 2014년 입학생부터 적용, 이전 입학생은 2012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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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2-2013 교육과정과 비교

q 교양필수현황

2012-2013 2014-2017

비고
교과목명 학년

이수
구분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년
이수
구분

학점-
시수

채플1,2,3,4 교필 0-0-0 채플1,2,3,4 교필 0-0-0 4회이상

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

1 교필 2-2-0
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

1 교필 2-2-0

사고와표현 1 교필 2-2-0 사고와표현 1 교필 2-2-0

사이버실용영어1 1 교필 1-0-0 사이버토익1 교필 1-0-0
학년/학기변동

동일지정

사이버실용영어2 1 교필 1-0-0 사이버토익2 교필 1-0-0
학년/학기변동

동일지정

배재리더십1 1-2 교필 1-0-1
전필->교필
동일미지정

배재리더십2 2-1 교필 1-0-1
전필->교필
동일미지정

배재리더십3 2-2 교필 1-0-1
전필->교필
동일미지정

배재리더십4 3-1 교필 1-0-1
전필->교필
동일미지정

계 6학점 계 10학점

q 교책교과목

2012-2013 2014-2017

비고
교과목명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점-
시수

배재새내기
세미나

1-1 교필 1-0-0
배재새내기
세미나

1-1 교선 1-0-0

입학전 합숙교육 및 학기 중 
집체 교육

신입생만 이수
P/NP과목

전공과진로1 1-1 전필 1-1-0 전공과진로1 1-1 전필 0-0-0

동일과목지정
이수면제

학생상담으로 변경
P/F과목

전공과진로2 1-2 전필 1-1-0 - - - - 폐지

배재리더십1 2-1 전필 0-0-2 배재리더십1 1-2 교필 1-0-1
학년/학기 변경
동일미지정
P/F과목

배재리더십2 2-2 전필 0-0-2 배재리더십2 2-1 교필 1-0-1
학기변경
동일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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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양필수선택

2012-2013 2014-2017

비고
교과목명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점-
시수

P/F과목

배재리더십3 3-1 전필 0-0-2 배재리더십3 2-2 교필 1-0-1
학년/학기변경
동일미지정
P/F과목

배재리더십4 3-2 전필 0-0-2 배재리더십4 3-1 교필 1-0-1
학기변경
동일미지정
P/F과목

취업과진로 4-1 전필 1-1-0 취업과진로 3-2 교선 2-2-0

학년/학기변경
이수구분변경
학점/시수변경

캠프로 진로개발센터 운영
P/F과목

- - - - 진로지도 4-1 전필 0-0-0
4학년 진로지도 과목

P/F과목

- - - - 졸업지도 4-2 전필 0-0-0

-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예외(3-0-0)
위관련 교과목이 없는 
학과는 졸업관련 교과목

필히 개설(0-0-0)
-P/F과목

2012-2013 2014-2017

비고
영역

학점
-시수

교과목명
학점
-시수

언어영역 1(기초외국어) 2-2-0 언어영역 1(기초외국어) 2-2-0

언어영역 2(기초외국어) 2-2-0 언어영역 2(기초외국어) 2-2-0

창업실무영역1 2-2-0 창업영역 2-2-0 영역세분화

창업실무영역2 2-2-0 실무영역 2-2-0 영역세분화

자기계발영역1 2-2-0 - - 폐지

자기계발영역2 2-2-0 - - 폐지

계열기초교양2(자연,공학계열) 3-3-0 계열교양(자연, 공학계열)
3-3-0
3-3-0

희망학과
교양필수

계 18 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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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공필수(계열공통기초전공)

2012-2013 2014-2017
비고

영역 학점-시수 교과목명 학점-시수

- 3-3-0
계열공통기초전공1
계열공통기초전공2

3-3-0
3-3-0

신설
모든계열, 학과

전공필수

계 6

q 기초외국어(제2외국어포함)

※ 기초외국어(영어 포함): 현행 유지

※ 기초한자: 폐지 후 교양선택으로 운영

※ 기초독일어, 기초프랑스어: 개설가능인원 수강신청시 1개분반 유지

※ 기초베트남어 1,2: 신설

※ 기초한국어 1,2: 신설(외국인 전용)

2012-2013 2014-2017
비고

교과목명 학점-시수 교과목명 학점-시수

기초영어1 2-2-0 기초영어1 2-2-0

기초영어2 2-2-0 기초영어2 2-2-0

기초독일어1 2-2-0 기초독일어1 2-2-0 1개 분반 유지

기초독일어2 2-2-0 기초독일어2 2-2-0 1개 분반 유지

기초프랑스어1 2-2-0 기초프랑스어1 2-2-0 1개 분반 유지

기초프랑스어2 2-2-0 기초프랑스어2 2-2-0 1개 분반 유지

기초스페인어1 2-2-0 기초스페인어1 2-2-0

기초스페인어2 2-2-0 기초스페인어2 2-2-0

기초중국어1 2-2-0 기초중국어1 2-2-0

기초중국어2 2-2-0 기초중국어2 2-2-0

기초러시아어1 2-2-0 기초러시아어1 2-2-0

기초러시어어2 2-2-0 기초러시어어2 2-2-0

기초일본어1 2-2-0 기초일본어1 2-2-0

기초일본어2 2-2-0 기초일본어2 2-2-0

기초한자어1 2-2-0 교양선택으로 전환

기초한자어2 2-2-0 교양선택으로 전환

기초베트남어1 2-2-0 신설

기초베트남어2 2-2-0 신설

기초한국어1 신설

기초한국어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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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실무영역

2014~17학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영역에 관계없이 2과목이상(4학점이상)이수하여야 

졸업가능

2012-2013 2014-2017

영역 교과목명 영역 교과목명 비고

커뮤니
케이션

리더가되는성공적인글쓰기
전략

커뮤니케이션 영역폐지

현대사회와스피치

성공하는프리젠테이션

발표와토론

이미지메이킹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IT(MOS)
컴퓨터활용1

폐지
구체적인 강의내용명시
(예: 엑셀, 엑세스 등)

교양선택으
로 편제컴퓨터활용2

창업과
경영

기술시장및시장정보의
수집과가공

실천적
적응력 창업

원예와창업

영역분리 
및 과목
추가

창업과경영의이해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기술창업실무 발명과특허

성공CEO경영 사회적기업의창업

지식재산권개론
기술시장및시장정보의
수집과가공

경영및회계 기술창업실무

리더십(문제해결과의사결정) e-비즈니스창업과경영

e-비지니스창업과경영 아이디어와시장

시업계획서작성및부석 비즈니스상상력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기술사업화개론

직업과취업전략

창업과기업가정신

창업과경영이해

프론티어창업솔루션

창업능력향상  

엑셀과전산회계

유대인을통해본기업가
정신

민간기업입문하기

오일머니와중동경제

동남아시아통상전략

인도와브릭스경제

FTA와한국경제

기업경영사례

무역과물류

글로벌통상환경

생활금융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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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2014-2017

영역 교과목명 영역 교과목명 비고

현대생활과 재테크

동남아시아경제와통상

실무

리더십 및
팀워크

성공CEO특강

영역
세분화
및

과목추가

리더십과코칭스킹

자기경영리더십  

갈등관리
및 협상

성공하는대화의기술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문서작성의
이해

성공취업글쓰기와토론

전공기반사고와표현
(인문·사회,경영,이공)

성공하는취업한국어
(외국인전용)

취업준비를위한쓰기와
인터뷰

수리·
정보처리

파워포인트와워드

엑셀과엑세스

글로벌시장
과자원관리

지식재산권개론

경영및회계

진로
탐색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직업과취업전략

인생과커리어설계    

직무능력향상

대학생활과경력개발

직업과진로탐색

역량개발과취업설계

핵심취업전략

직업과직무의이해

자격
증

개인정보관리사입문

재무설계1,2

공무원
시험

수험국어, 수험영어, 
수험한국사

폐지
교양선택
으로 편제수험경제학, 수험행정법, 

수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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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설지침

q 사고와표현

구분 내용

교과목명 사고와표현

학점·시수 2학점, 2시수

개설학기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소개

m 교양인과 인재에게 요구하는 기초 소양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임

m 글쓰기 기술과 기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문서 작성능력 배양 과목”을, 

스마트배재 인재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비판적 글쓰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

써의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을 지향하도록 보완함

관리주체 교양교육부

이수구분 교양필수

기타사항

m 현행 교육과정의 “문서 작성능력 배양 과목”은 단과대별, 학과별로 운영

되면서 교육적 효용성의 저하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

양교육부에서 총괄 운영하는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함

m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을 모두 포괄하는 ‘사고와표현’ 

과목의 통일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자 함

m 사고와표현 수업에서 이루어진 글쓰기에 대한 첨삭지도를 위해 교양교육부

의 글쓰기Lab실 마련

- ｢전공기반사고와표현｣을 통해서 분야별 필요에 의한 표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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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토익

구분 내용

교과목명 사이버토익1 사이버토익2

학점·시수 1학점, 1시수 1학점, 1시수

개설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소개

m TOEIC을 비롯한 공인영어시험을 통한 영어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관문으로 확산되었음

m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영어교육과 학원을 통한 공인영어시험 공부를 이중적

으로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m 대학 영어교육의 실용성을 보다 강화하여 공인영어시험 준비과정을 도입함

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및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m 온라인시스템의 활성화와 스마트 교육방법의 확산이라는 최근의 추세에 맞

춰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운영됨

관리주체 교양교육부

이수구분 교양필수

기타사항

m 사이버토익 교과목을 1학년에 편성함으로써 저학년 과정에 공인영어시험의 

체계와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m 사이버토익 교과목의 성과가 교양 교육과정에서 교양선택으로 제공되는 공

인영어시험 교과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양 교육과정 영어담당 교수인력

이 사이버토익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함

m 공인영어시험 대비 교육 전문 업체는 공인영어시험 자격증 강좌의 운영 및 

온라인 교육체계에 대한 경험과 인력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

고 전문적인 강좌 제공이 가능할 것임

m 공인영어시험 대비 교육 전문 업체의 강좌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부가 관리주체가 되어 강좌운영 및 학점처리 과정을 체계

적으로 관리함

- 학기말에 전문 업체의 주도 하에 모의공인영어시험을 실시함

- 학점 부여는 전문 업체에서 제공한 모의공인영어시험 결과에 따라서 교

양교육부의 담당교수가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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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실무영역

구분 내용

소개

m 기업은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에서 쓰기, 읽기, 발표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파워포인트, 엑셀 등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

함

m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는 추세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고려할 수 있음.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기

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관리주체 교양교육부

이수구분 교양필수선택

학점·시수 교과목 당 2학점, 2시수

개설학기 1학기 또는 2학기

기타사항

m 창업·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2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창업·실무영

역은 4분야로 구분함

- 창업

- 실무

- 진로탐색

- 자격증 

m 자전공 학생 수강금지

- 모든 교양선택 교과목은 자전공 학생 수강 금지: 전공별로 수강금지 과목 

지정

- 교필선 외국어교과목을 제외한 외국어 교과목: 제1전공 학생 수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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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캡스톤디자인

구분 내용

교과목명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디자인2

학점·시수 3학점, 이론2시수, 실습2시수 3학점, 실습6시수

개설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소개

m 캡스톤디자인(창의적설계):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

는 교육과정

m 창의적인 설계 과정을 통해 전공의 이해 및 논리적 사고 향상

m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밀착형으로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산업체 이해와 

취업률 제고

관리주체 학부(과)

이수구분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산업단지캠퍼스 참여 학과는 전공필수)

기타사항

m 분반: 학생 수 ÷ 팀원 수

m 팀 구성은 학생, 교수, 산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m 정년계열 전임교수가 담당함

m 교수 1인당 최대 3시수까지만 인정하고 책임시수로는 인정하지 않음

m 결과물로는 제안서, 주간보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서 등이 

가능함

m 성적평가는 등급(A, ..., F 등)으로 평가함

m 강의시수는 (시수 ÷ 분반 수) × (교수별 지도 분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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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

구분 내용

교과목명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학점·시수 3학점 0시수 (P/F로 평가) 3학점 0시수 (P/F로 평가)

개설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중

소개

m 전공 분야별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 이외에 캠퍼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산업

체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임

m 전공 분야별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 이외에 캠퍼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산업

체 현장 경험을 제공함

m 산업현장을 미리 경험하게 하여 졸업 후 취업 시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제고

함

m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밀착형으로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산업체 이해와 취업

률이 제고됨

관리주체 학부(과)

이수구분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산업단지캠퍼스 참여 학과는 1과목 이상 전공필수)

기타사항

m 3학년2학기 겨울방학 혹은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

라 4학년 1학기 혹은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현장실습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

게 함

m 산업단지 캠퍼스(LINC 사업) 참여학과는 4주(1일 8시간 기준, 160시간)이상 실

시함. 기타 학과는 산업체 여건에 따라 9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m 현장실습 내용을 기록한 현장실습 일지(출결 상황, 주단위 업무일지, 산업체 

평가 포함)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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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공과진로

구분 내용

교과목명 전공과진로1 진로지도 졸업지도

학점·시수 과목당 1학점 1시수 (P/F로 평가)

개설학기 1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소개

m 신입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를 통해 대학 초기의 혼

란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생활 유도

m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의 자기계발 및 진로개발·지도를 통해 

대학생활

m 교수와 학생 간의 1대 1 밀착 지도 및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과목 

이외의 개인별 생활지도체계 구축

관리주체 학부(과)

이수구분 전공필수

기타사항

m 정년계열 전임교수가 담당하며, 강의·면담 등의 형태로 지도

m 분반: 재학생을 정년계열의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분반 개설

m 1학년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적응 지도

- 전공별 1학년 1학기에 학교적응을 위한 대학생활과 각 학부(과)별 세부 

전공 및 졸업 후 가능 진로 소개

- 1대 1의 밀착형 면담을 통해 교우관계 등의 생활상담과 대학에서의 올

바른 학습법 안내

m 4학년 학생들의 진로개발 및 지도

- 학부(과)별 다양한 진로소개, 전공분야(응용분야) 미래 예측, 전공별 진로

지도

m 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m 전담교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학생들이 전담교수의 전공과진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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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q 연계전공의 정의 및 이수학점

m 정의: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부(과),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전공

m 이수 학점: 36학점

q 연계전공의 학점 운영

m 2014학년도 이전 신청자 

- 2개 전공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연계한 전공에 소속된 이전 학생은 연

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42학점 중 소속 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상대 전공에

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계한 전공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은 

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42학점 중 각 전공에서 각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한다.

- 3개 전공 이상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식품영양학, 영어관광통번역학)연

계한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연계전공 이수에 필요한 42학점 중, 소속 전공

에서 21학점 이상,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전공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해

야 한다.

 - 제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

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m 2014학년도 이후 신청자

- 연계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문분류별 

최소학점 기준 충족)

- 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

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q 융합전공의 정의 및 이수학점

m 정의: 융합전공은 참여 학부(과)의 교육과정으로는 제공할 수 없고, 연계전공

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공

m 이수학점: 36학점

q 융합전공의 전공 운영

m 융합전공은 각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전공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전공 운영

의 편의를 위하여 융합전공 별로 융합전공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융

합전공운영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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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합전공의 교과과정 운영

m 융합전공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학문 분야별 이수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했

을 경우 해당 융합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m 각 전공별 이수 학문분야와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음

- 2014학년도 이전 신청자

·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 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교과목과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 단, 해당 연계전공 이수학점 중에서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해 제 

1전공 교과목과 중복 인정할 수 있다.

- 2014학년도 이후 신청자

· 융합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문분류

별 최소학점 기준 충족)

· 융합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제 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교과목과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q 기타 사항

m 소속: 모든 연계전공과 융합전공은 주시경교양대학에 소속함

m 신설 및 폐지: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의 신설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전

공에서는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학사제도운영위원회

에 회부하여 논의함 . 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는 총장이 최종 결정함

m 홈페이지 운영

- 연계전공, 융합전공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융복합교육부 홈페

이지에 전공별로 게시함

·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소속 교수로서의 전공운영위원 명단 및 연락처

· 전공 주임 및 학과 연락처

· 교육목표 및 향후 진로

· 각 학년별 교육과정

- 기존의 학과나 전공에서 원하는 경우, 각 학과 홈페이지에 해당 학과나 전공 소속 

학생이 이수할 수 있는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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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과정

1. 교육 목표

  교직과정은 각급학교 교사로서 올바른 인격과 교육관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활

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교직과정은 인

성교육, 창의적교육,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배재대학교의 교육목적에 기초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이면서 조화로운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2. 교직과정 소개 및 안내

  교직부는 유치원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

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

하여 총 2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유치원, 전문상담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학과는 유아교육, 가정교육, 교직설치학과(한국어문학, 영어영문학, 러시아 

․ 중앙아시아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 스페인·중남미학, 중국학, 일본학, 심리상

담학, 복지신학, 경영학, 조경학, 미술디자인학, 실용음악, 피아노)가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당 주전공 과목의 중등학교 정

교사(2급) 자격이 부여된다. 복수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다전공 과목의 

자격증도 같이 부여된다.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되는 유아·중등교사 임용시험(유치원·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관련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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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 교육과정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험

비고

교직 EDU182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Pedagogy 2 2 0 　

교직 EDU18202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History

2 2 0 　

교직 EDU18204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 2 0 　

교직 EDU18301 교육과정 Educational Curriculum 2 2 0

교직 EDU18302 교육사회 Educational Sociology 2 2 0

교직 EDU18304 교육방법및공학
Educational Methods & 
Technology

2 2 0 　

교직 EDU18306 교직실무
Practice of Teacher 
Training

2 2 0 　

교직 EDU18307 특수교육학개론 Special Education 2 2 0 　

교직 EDU18308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Prevention &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2 2 0

교직 EDU1430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 Management

2 2 0 　

교직 EDU18404 학교현장실습 Teaching Practices 2 2 0 　

교직 EDU18402 교육봉사활동1
Educational Activity & 
Assistance 1

1 0 0 　

교직 EDU18403 교육봉사활동2
Educational Activity & 
Assistance 2

1 0 0 　

교선 EDU18207 생활지도 Guidance 2 2 0 　

교선 EDU18209 다문화인권교육론
Multicultural & Human 
Rights Education

2 2 0 　

교선 EDU18210 학습소수자지도법
A Method of Guidance of 
Minority Learner

2 2 0 　

교선 EDU18211 인성교육론
Personality Education 
Theory

2 2 0 　

교선 EDU18212 진로교육과진로지도
Career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2 2 0

교선 EDU18309 세계시민교육론
Global Citizen Education 
Thoer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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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직 교과목 해설

 EDU182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Pedagogy, 2-2-0)

현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 기법, 목

적, 과정, 평가 등에 대하여 개관한다.

 EDU18202 교육철학및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 History, 2-2-0)

교육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철학 사조 및 교육

사의 흐름을 개관한다.

 EDU18204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2-0)

교육현상을 심리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발달, 학습자의 개인차, 특수한 학습자, 학습의 행동주의 및 인지

주의 관점, 학습자 동기, 교수이론,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교육과 정신건강, 교육평

가로 구성된다.

 EDU18301 교육과정 (Educational Curriculum, 2-2-0)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기초를 이해, 토론한다. 교육과정의 기본개념 및 

영역, 유형, 기본원리, 주요 논쟁점들 및 문제점들에 관하여 다룬다.

 EDU18302 교육사회 (Educational Sociology, 2-2-0)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과 사회학, 교육제도, 교육과 사회구조, 교육과 불평등, 학교와 사회, 교

육사회학의 과제로 구성된다.

 EDU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 Management, 2-2-0)

교육행정 및 이론의 다양한 개념, 목적,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실제에 적용하며,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경영의 문제 진단을 통하여 효

율적인 교육행정 및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

 EDU18304 교육방법및공학 (Educational Methods & Technology, 2-2-0)

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법과 기술들을 개관한다.

 EDU18306 교직실무 (Practice of Teacher Training, 2-2-0)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수업, 학생

지도, 학급운영 등의 교사로서 요구되는 전 영역에 대해서 개관한다.

 EDU18307 특수교육학개론 (Special Education, 2-2-0)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전반

적인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을 이해하고 각기 다른 특수 교육대상자들의 특성 및 교

수방법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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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18308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Prevention & Understanding of School 

Violence, 2-2-0)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목이다. 예비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교과 시간에 수시로 이에 대한 자각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식과 대처방안을 학습한다.

 EDU18402,18403 교육봉사활동1,2 (Educational Activity & Assistance 1, 2, 2-2-0)

학교 교육현장이나 교육 관련 분야에서 방과후 학생지도, 장애인 봉사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현장실습 위주로 운영한다.

 EDU18404 학교현장실습 (Teaching Practice, 2-2-0)

중고등학교에서 4주간 예비교사로서 수업, 학생지도 및 연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

한 실습을 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함양한다.

 EDU18207 생활지도 (Guidance, 2-2-0)

교사로서 학생들의 자기지도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학

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이론적 고찰과 다양한 심리검사의 활용 등 실제적 접근을 통

해 생활지도를 개관한다.

 EDU18209 다문화인권교육론 (Multicultural & Human Rights Education, 2-2-0)

우리 사회의 제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다루고

자 한다. 다양한 인권교육기법을 다루어 다문화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DU18210 학습소수자지도법 (A Method of Guidance of Minority Learner, 2-2-0)

학교학습과 관련한 문제를 학습자가 잘 극복하도록 돕는 예비교사의 역량을 기르

며, 자신의 학습행동 이해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을 돕고자 하는 예비교사로서의 역

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EDU18211 인성교육론 (Personality Education Theory, 2-2-0)

인권의 관점에서 학교 및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고민한다.

 EDU18212 진로교육과진로지도 (Career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2-2-0)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진로이해 또는 적성진단 등을 주된 내

용으로 하여 생애발달에 필요한 활동 을 지도한다.

 EDU18309 세계시민교육론 (Global Citizen Education Theory, 2-2-0)

세계화시대 지구촌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감

수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부합하는 가치와 태도를 체

득하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인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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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규정

1. 배재대학교 학칙

제7장 교육과정과 학위수여 <제목개정 2007.1.16.>

제1절 교육과정

제21조(교육과정 및 교과목)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과정으로 구
분하며, 교과목 필수와 필수선택, 선택, 자유선택으로 구분한다.<개정 2005.2.17., 
2006.2.16., 2009.1.29.>

   ② 교양교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9.>

   ③ 삭제 <2006.2.16.>

   ④ 각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별도의 교육과정편람에 의한다. <개정 2000.3.1., 
2006.2.16.>

   ⑤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2.16.>

제21조의2(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

제21조의3(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유
치원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Ⅱ)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6.]

제21조의4(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5.15.>

   [본조신설 2008.1.31.]

제21조의5 삭제 <2010.10.20.>

제21조의6(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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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석사연계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7.]

제22조(이수단위)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온라
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1., 2011.12.26., 2013.5.15.>

   ② 단, 예체능계열, 인증 및 평가를 위한 교과목은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3.5.15.>

제2절 시험과 성적

제23조(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필기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방법에 의할 수
도 있다.

제25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0.3.1.>

제26조(성적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0.9.1.>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A0

B+

B0

C+

4.50

4.00

3.50

3.00

2.50

C0

D+

D0

P

F

2.00

1.50

1.00

불계

0.00

제27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이에 대한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개시 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추가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절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제목개정 2007.1.16.>

제28조(이수학점) ① 이수학점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학칙시행세칙(Ⅰ)에 별도로 정한다. <개
정 2000.3.1., 2005.8.8., 2006.6.14., 2009.1.29., 2011.8.30., 2012.8.17.>

   ② 계절학기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건축학부 건
축학 전공은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2008.9.10.>

   ③ 장기현장실습(IPP)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9.>

   ④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8.>

제29조(다전공) ① 학생은 재학 중 전공 또는 학부(과)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2, 3전공으로 
인정하며, 그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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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복수전공”: 2개 이상의 전공 <개정 2013.5.15.>

   2.“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 전공이 참여하여 각 학과,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하는 전공 <개정 2013.5.15., 2014.2.4.>

   3.“융합전공”: 기존 학과, 전공 개설교과목 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전공으로 신설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공 <신설 2011.12.26., 개정 2013.5.15., 2014.2.4.>

   4.“자기설계전공”: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전공 <개정 
2011.12.26., 2013.5.15.>

   ② 다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3.3.1., 2011.12.26., 2013.5.15.>

   ③ 삭제 <2014.2.4.>

제29조의2(부전공) ① 재학 중 전공이외의 특정전공의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5.2.17., 2011.12.26., 2015.1.8.>

   ②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점인정) ① 제26조에 규정한 학업성적 등급 중 D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P는 합격으로 한다.

   ② 학기당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2004.1.1., 
2005.8.8.>

   ③ 졸업 및 진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능력별학점인정) ① 교양과목 중 특정교과목은 이를 수강하지 아니하여도 학점취
득특별시험에 의하여 학기 당 최대취득학점 외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점취득특
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점취득특별시험의 방법, 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3.1.]

제31조(학점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2조(편입 및 전부(과)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
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 및 교양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 <개정 2000.3.1., 2008.9.10.>

   ② 전부(과)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학부(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전부(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이수과목
은 교양 또는 자유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00.3.1., 2008.9.10., 2015.1.8.>

   ③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본 대학교 1~2학년 전공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연계교육과정의 전공과목은 필
히 이수해야 한다. 미 이수교과목은 입학 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3.3.1., 2015.1.8.>

제32조의2(외부학점인정) ① 재학 중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 온라인에 의한 원격
강좌 또는 군 휴학 중 군 교육·훈련과정 등에서 취득한 학점 중 졸업이수 학점의 1/2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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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대학의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06.6.14., 2007.1.16., 2009.1.29., 2011.12.26.>

   ② 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체험학습, 봉사활동 성격
의 교과목이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1.3.1., 2002.3.1., 2003.3.1., 2011.8.30.>

   ③ 국내·외의 교환학생, 학점 교류학생,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수생, 학점 인정기관의 
교류학생,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기관(가상대학)의 수강 학생, 군 교육·훈련과정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 2001.3.1., 2009.1.29., 
2011.12.26.>

   ④ 삭제 <2009.1.29.>

   ⑤ 입학 전 국내·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제32조의3 삭제 <2007.1.16.>

제33조(수료학점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 2005.2.17., 2007.1.16., 2009.1.29., 2011.8.30., 2014.1.10.>

   1. 
                졸업최소

                인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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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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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시행세칙(I)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구성

제10조(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 등 포함)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에서 얻은 단위를 1학점
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② 전공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8.>

   ③ 단, 예체능계열 및 인증평가와 관련한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5.8.>

   ④ 학부(과)별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개정 2018.11.14.>

제11조(편성절차) ① 교양 교육과정은 교무처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편성하여 학사제도연구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2.4.18., 2018.11.14.>

   ②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나 전공에서 편성하여 단과 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학사제도연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8.11.14.>

   ③ 교직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의 개편은 전면 및 부분개편으로 구분하며, 전면개편은 4
년 주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 안은 교무처와 주시경교양대학에서 작성하여 주시경교양대학 교
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전공 교육
과정 개편 안은 학과나 전공에서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무처 학사제도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4.18., 2015.12.16., 2018.11.14.>

   ③ 개편 안에는 개편사유 및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면개편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전면개편을 위
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⑤ 부분개편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단, 외부사업에 의한 경우는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13조(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1.29.>

   ①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및 계열교양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교양필수, 교양필
수선택,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1.8.24., 2011.12.12.>

   ② 전공교육과정은 각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이를 전공필수, 전공선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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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③ 교직교육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설 2009.1.29.>

   ④ 다양한 교과목을 조합하여 학생진로 개발을 위한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과정 체계
를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09.1.29.>

제14조(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양필수: 공통교양교과목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 <개정 2008.1.31.>

   2. 교양필수선택: 공통교양교과목 및 계열교양교과목 중 선택이수과목 <개정 2008.1.31.>

   3. 교양선택: 교양 및 전문교양교과목 중 자유선택 이수과목 <개정 2008.1.31., 2009.1.29., 
2010.1.27.>

   4. 전공필수: 제1전공의 전공필수과목

   5. 전공선택: 전공선택과목, 개별 및 집단 연구과목

   6. 다전공과목: 다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개별 및 집단연구과목 <개정 2009.1.29., 2013.5.8.>

   7. 부전공과목: 부전공 이수전공의 전공과목

   8. 교직과목: 교직과정 이수자의 필수과목

   9. 삭제 <2010.10.13.>

   10. 자유선택과목: 위 각호 이외의 과목 <신설 2009.1.29.>

제15조(교과목코드 부여방법) 교육과정운영상 교과목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제16조(학사제도연구위원회) ① 학칙 제21조 제4항에 의거 전면개편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 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편성·개편 등 학사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제도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단과대학 부학장 및 교무부처장, 학사
지원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한 단과대학의 교육과정 심의를 위하여 단과대학 
내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9.10., 2009.6.17., 2009.11.11., 2012.1.31., 2016.11.9.>

제2절 교육과정 이수 및 교과목 운영 

제17조(이수원칙)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해당 입학연도의 학년·학부(과)의 교육과정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적변동 또는 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는 현재 본인의 
해당 학년, 학기에 편성된 신 교육과정으로 이수한다. <개정 2018.2.21.>

   ③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수구분 변경 또는 폐지된 필수과목은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8.2.21.>

   ④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를 면제한다. 단, 동일과목으
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가 변동되어 이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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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타 학부(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소속 학부(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해당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수한 과목의 학점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
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교양교육 과정은 교무처장이, 전공교육과정은 학과장
이나 전공주임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18조(졸업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별지 3, 별지 4와 같다. <개정 
2007.7.6, 2008.1.31, 2009.1.29, 2010.10.13., 2011.1.26.,2012.11.7.,2015.12.16>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2.11.7.>

   3. 삭제 <2012.11.7.>

   4. 삭제 <2011.8.24.>

   ② 다전공, 교직과정의 이수학점은 학칙시행세칙(Ⅱ)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③ 제2항의 각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④ 삭제 <2015.6.10.>

   1. 삭제 <2012.11.7.>

   2. 삭제 <2011.12.12.>

제19조(전문대학과의 연계교육과정) ① 전문대학과 협력을 체결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1학년, 2학년의 전공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전문대학에서 미 이수 교과목은 본 대학교 입학 후 이수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과정의 교과이수를 위하여 협력전문대학 및 본 대학교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능력별 학점인정) ① 학칙 제30조의 2에 의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특별시험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및 당해 
교과목별 담당교수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특별시험 대상과목은 특별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④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⑥ 특별시험의 세부사항은 특별시험 시행 시 마다 따로 정한다. 

제20조의2(특별학점) ① 정규 수강학기 이외의 자격증 취득 및 외부공인시험으로 인정된 성
적도 별도 학기로 구분하여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이수학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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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7.> <개정 2013.12.11.>

   ②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재직 중 교육, 실습, 연구 및 근무 경
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③ 특별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의 경우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만 허용되며 동일한 자격증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신설 
2012.11.7.>

   ③ 매학기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특별학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
우 예외적으로 졸업직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④ 특별학점 인정과목 및 자격증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1조(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 ①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학생이 교수와 해당전공(혹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별 혹은 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학기 첫 주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매 학기 전공별 1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별 및 집단연구 기간은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기간 중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연구를 위한 토론 또는 세미나를 실시해야 한다. 

   ④ 연구결과 보고서는 해당 학기 성적입력기간 안에 학부(과)장,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개별 및 집단연구 과목은 졸업논문 지도를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의2(캡스톤디자인 교과목) 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학문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
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3학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제22조(현장실습, 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LINC+) 교과목) ① 현장실습 및 인턴십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
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
도 이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6.4.14., 2017.9.13.>

   ②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 및 교양으로 개설 할 수 있으
며, 학기제로 운영되는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 LINC+) 신청자는 일반수업과 병행하
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5.8., 2016.4.14., 
2016.9.7., 20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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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학점 이수시간 성적 비 고

현장실습 1. 2 각 3 160시간 이상 P/F

현장실습 5 15 600시간(15주) 이상 P/F

인턴십 15 600시간(15주) 이상 P/F

장기현장실습(IPP) 별도 운영 규정에 따름 P/F

장기현장실습(LINC+) 별도 운영 규정에 따름 P/F

   ③ 현장실습교과목은 운영 시점과 기간, 지역별 범위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분하
고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5.8., 2016.4.14.>

제22조의2(사회봉사 교과목) ① 배재인의 섬김과 양보, 절제와 배려를 통한 인성함양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되 2학점까지 인정한다.

   ③ 사회봉사의 세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제22조3(산학협동연계과목) ①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정부기관 및 기업협의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개설한 교과목으로서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협약으로 참여하여 정해
진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은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교과목 학점 총 시수 성적

산학협동연계교육 1 3 7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2 6 15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3 9 225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4 12 270시간 이상 P/F

산학협동연계교육 5 15 315시간 이상 P/F

   ③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운영 시점과 기간, 지역별 범위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
분하고 지역적으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지역 학기 중 방학 중

국내 국내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국내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해외 학기제 산학협동연계교육 해외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교육

   2.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심화학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기제와 계절제 산학협동연계과목에 대한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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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운영시기

학기제 1, 2학기

계절제 하계, 동계방학

   2. 산학협동연계과목 학점은 학기제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해당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3. 산학협동연계 교과목 학점과 성적으로 조기 졸업할 수 없다. 

   4. 산학협동연계교육교과목의 경우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5. 산학협동연계교육 대상학년은 산학협력연계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4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6. 기타 산학협동연계교과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산학협동 연계교육교과목 신청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산학협동연계교육의 신청은 해당부서에서 학생들의 교육계획서, 협약서, 교육과정표 
등을 사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교육계획서 및 교
육일지는 주관부서에서 별도 보관한다.

   2. 산학협동연계 교과목의 교육 종료 후 그 결과 (출(석)부, 성적평가표)를 1주 이내에 주
관부서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8.]

제23조(단기 해외연수 학점) ① 자매결연대학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해외대학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소속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 문화체험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8.6.20.>

구분 학점 이수 시간

어학연수
1 30시간 ~ 60시간 미만

2 60시간 이상

문화체험
1 60시간 ~ 120시간 미만

2 120시간 이상

   ③ 1회의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각 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어학연수나 문화체험은 통산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하워드대학의 외국어 관
련 학과의 어학연수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7.6., 개정 2008.1.31., 2012.4.18., 
2018.6.20.>

   ④ 단기해외연수 교과목은 계절학기로 운영하며, 성적은 Pass 또는 Fail로 구분한다. <개정 
2008.1.31., 2011.8.24.>

   ⑤ 단기해외연수는 각 단과대학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각 단과대학별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해외이수학점인정) ①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이 해외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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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기당 취득학점 허용범위 내에서 교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과장(전공주임)은 교수회의에서 과목을 심사하여 인정할 전공, 교양, 자유선택 학점
을 확정한 후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인정한 타 대학 이수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전공, 교양,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총 학점을 기재하고, 개별 과목 및 성적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개설된 전공 필수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⑤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생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문화체험의 학점 이수 기준은 제23조 
②항 및 ③항을 따르며, 1개 학기의 문화체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8.6.20.>

   [본조신설 2009.1.29.]

제23조의3(군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①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
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年) 12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성적 및 학
점으로 한다. <개정 2014.8.27.>

   ③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복학하는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24조(특별강의) 교양과 전문 학술의 특별강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강의 제목, 강사의 
직 및 성명, 일시, 강의시간 수, 장소, 대상, 강사료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소속 대학장에
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교외교육) ① 교외교육의 계획은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 교외교육은 강의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강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외교육은 실시 
2주전까지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

제1절 학사력

제26조(학사력) ①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 개시 2개월 이전에 학사력을 작성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② 학사력에는 학기구분, 수업일수, 방학, 공휴일, 중간·기말시험 및 기타 중요행사 등
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학사력에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업시간 편성

제27조(개설교과목 결정) ① 교양과목은 교양교육부, 교직과목은 교직부, 전공과목은 소속대
학 및 학부(과)에서 주관하되,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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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삭제 <2012.11.7.>

   ③ 학부(과)별 개설과목은 48학점 이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62학점, 간호학과는 55학점 
이내로 한다. 단, 산업단지캠퍼스 소속 학과 및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중점학과로 인정한 
학과의 현장실습 1,2,5, 캡스톤디자인1,2, 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LINC+), 교직 교과목은 
개설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3.2.19., 
2013.12.11., 2016.9.7., 2017.9.13., 2018.11.14.>

   ④ 개설교과목의 제출 시에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온라인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1.7.>

제28조(수업시간표 작성) ① 교무처장은 교양과목의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1주일 전에 공
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② 삭제 <2012.11.7.>

   ③ 삭제 <2012.11.7.>

   ④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변경할 때에는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업시간 편성원칙) ① 동일과목의 수업은 실험, 실습, 실기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 

   ② 전임교원은 주당 4일 이상 출강하도록 배정한다. 단, 전임교원이 4일 이상 출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폐강) ① 교양교과목은 30명, 외국어회화 교양교과목은 15명,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2.11.7. 2015.6.10.>

   ② 삭제 <2012.11.7.>

   ③ Pass/Fail 교과목,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10.1.27., 2011.8.24., 2011.12.12., 2012.11.7.>

   ④ 폐강여부는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학급규모의 설정원칙) ① 수강규모는 교양은 60명, 외국어회화 교과목은 20명, 전공
은 45명을 기준으로 학급규모를 설정하되, 실험실습관련 교과목은 실험실습실 수용규모
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인정교과목은 150명으
로 한다. <개정 2012.4.18., 2012.11.7. 2015.6.10.>

   ② 수강인원이 수강규모를 초과할 경우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2.4.18.>

제3절 수강신청

제32조(수강신청시기 및 절차)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을 인터넷 신청 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절차에 따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강신청) ① 매 학기 당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단, 아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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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0.6.16., 2011.8.24., 2012.4.18., 
2013.2.19., 2013.12.11., 2016.9.7., 2016.11.9.>

구 분
졸업학점이 130, 132, 

160학점 인 경우

졸업학점이 140, 142학점인 경우

1, 2학년 3, 4학년

일반

학생
18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21학점 까지 

성적

우수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21학점 까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24학점 까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20

이상인자)
학사

경고자
15학점 까지 15학점 까지 18학점 까지

단,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학점에 1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1학점을 초과신청
할 수 있다. 

장기현장실습(IPP) 신청자는 8학점 이상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최종학기(8학기, 5년제 건축학 전공은 10학기)에는 신청학점을 최소한 6학점으로 한
다. <신설 2010.6.16.>

   ③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0.6.16.> 

   ④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나,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
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6.>

   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개정 
2010.6.16.> 

   ⑥ 수강신청 상한선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으로 삭제한다. <개정 2009.1.29., 2010.6.16.>

   ⑦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 및 대학에서 지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6., 2013.8.22.>

   ⑧ 교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가 수
강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⑨ 불가피하게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33조2(온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 온라인 교과목은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예외
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2.11.7.>

   [본조신설 2010.6.16.］

제33조의3(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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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3.12.11.］

제34조(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교과
목이 폐강되었거나 강의시간 변경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학기 초 지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에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
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기 개시 후 일반 휴학자(중간고사 전에 군입대 휴학자 포함)의 수강신청은 자동적
으로 취소된다. 

제35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매 학기초 30
일 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처에 제출
하여 허가를 받아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교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
회로 인하여 이수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종 학기인 경우 6
학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10.13.>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 후 이수 신청 학점이 1~3학년은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미만일 경
우에는 성적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6조 삭제 <2010.1.27.>

제4절 강의 및 수업진행 

제37조(수업계획서) ①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교원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
신청 전까지 Web 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② 삭제 <2013.12.11.>

제38조(전임교원의 책임학점) ① 전임교원의 책임학점은 일반대학원 강의(수강인원이 2명 이
상인 강좌에 한하여 매학기 3학점 이내만 인정)를 포함한 별지 5와 같다. <개정 2007. 
7.6., 2011.12.12., 2012.4.18., 2012.11.7., 2013.12.11.>

   ② 삭제 <2013.12.11.>

   ③ 삭제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⑤ 제1항의 책임학점에 미달되는 전임교원의 경우 그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2.11.7., 2013.12.11.>

   ⑥ 보직을 맡은 전임교원, 외국어교육중심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책임학점
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9., 2012.11.7.> 

   ⑦ 삭제 <2012.11.7.>

   ⑧ 전임교원 책임학점의 신설 및 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
다. <신설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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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강사의 채용) ① 총장은 강사를 채용하여 개설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전임교원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과목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 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6시간(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업시간 포함) 이내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2019.2.15.> 

   ③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7.>

   ④ 기타 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40조(외부출강 및 수학) 전임교원이 타 대학 및 기관에 출강 및 수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
강 2주전까지는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휴강과 보강) ①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강을 하게 될 경우 대학장에게 보
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보강한 후 보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1.14.>

   ② 공휴일, 개교기념일로 인한 휴강은 지정된 기간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③ 보강은 보강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되 휴강 및 보강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4.>

제42조(출석 및 결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부(과)장을 경유 각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 후 1주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지각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③ 삭제 <2008.9.10.>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며, 배우자 및 자녀 사
망으로 인한 결석은 5일, 외조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
한다. <개정 2018.11.14.>

   2. 병사관계(징병검사)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 통지서가 있을 때에 1일간 출석으로 인정한
다. <개정 2018.11.14.>

   3.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여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학부(과)의 학술답사 여행에 참가한 학생은 해당 학부(과)장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5.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 인정한다. 

   6. 본인의 신병으로 인한 결석은 병원에서 인정하는 기간 중 4주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졸업 예정 학기에 취업, 창업, 인턴,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정상적인 수업참여가 
불가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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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9., 개정 2018.6.20.>

   8. 예비군훈련에 참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9.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은 체육부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1.14.>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1절 시험

제43조(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시험은 학기말시험으로 하며, 학기말시험은 총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학
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온라인에 의한 학점 인정 교과목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11.12.12.>

   2. 수시시험은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 
책임하에 행한다. 

   3. 교무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 시험을 과할 수 있다. 

   4. 재시험은 성적을 D0 이상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병역,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대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4.> 

제44조(시험관리) ① 모든 시험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책임하에 출제 및 관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시험답안지 및 성적평가의 근거서류는 담당교수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9.2.15.>

제45조(시험중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감독교수는 감
독보고서에 부정행위 내용을 작성 날인하고 부정행위자의 답안지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를 입학취업처장 및 단과 대학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의뢰한다. <개정 
2009.6.17., 2011.8.24.> 

   ③ 단과 대학장은 학부(과)장 및 담당과목 교수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생징계위원회 회의
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④ 교무처는 징계내용을 학적부에 기록하고,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부정행위 교
과목만 "F"로 처리 하고, 무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F"
로 처리한다.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4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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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0 
B+ 
B0 
C+ 

4.50 
4.00 
3.50 
3.00 
2.50 

C0

D+ 
D0 
P 
F

2.00 

1.50 
1.00 
불계 
0.00

제47조(평점평균의 산출)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별 평점×학점)의 총합]÷수강신청 
총학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Pass/Fail로 평가되는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점수로는 
인정한다. <개정 2011.8.24.> 

   ③ 평점평균 백분율 환산기준은 별지 2와 같다. <개정 2007.7.6., 2013.8.22.> 

제48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으로 평
가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교과목의 성적은 별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중 2회로 제한한다. 단, 필수과목이 “F” 또
는 “Fail”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그전에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단, 교육과정 변경 등으
로 동일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또는 A 이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교과목, Pass/Fail 
교과목으로  Pass된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다. <개정 2007.7.6., 2014.2.4., 2014.8.27., 
2016.11.9.,2017.6.26.>

   ③ 재수강한 교과목 중 이미 취득한 성적의 무효로 인한 그 당해 학기의 학사경고는 취
소되지 아니한다.

   ④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학과장이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49조(등급별 분포비율) ① 학업성적의 등급별 분포 비율은 다음 기준에 준 한다.

등   급 비율

교양 전공

 A+, A0 

B0 이상

C+,이하 

 0 ∼ 25%

0 ∼ 70%

30% 이상

 0 ∼ 30%

0 ∼ 70%

30% 이상

   ② 등급별 분포비율 예외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A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교직과목(전공 교과교육영역과목 포함)

   2. 군사학과목

   3. 캡스톤디자인 및 실험실습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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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학년 전공교과목(건축학부 5년제 건축학 전공은 5학년 전공교과목)

   5.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과목

   6.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전문개정 2018.11.14.]

제50조(성적처리) ① 학기 중 수업일수 1/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고사에 응시한 후 입대 휴
학한 자의 해당학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 및 과제물 성적으로 100% 대체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인정한 공식행사로 인하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 어느 하나를 응시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으로 100% 대체 인정받을 수 있다. 

   ③ 두 번의 정기시험 중 그 한번을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불응 사유가 승인되면 한 번의 정기시험 성적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적은 취소한다. 

   1. 징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수업일수 2/3 이상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 신청한 모
든 과목의 성적 

   2. 삭제 <2008.9.10.>

   3.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얻은 교과목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5.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6. 행정착오에 의한 성적 <개정 2011.12.12.>

   7. 교수의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였을 경우 담당교수가 수강 미신고, 성적 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항을 위반한 과목의 성적 <신설 2019.2.15.>

제50조1 (성적확인 및 발송)  ① 매 학기 성적표는 세부요소별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통합정
보시스템에서 열람ㆍ확인 한다. <개정 2017.6.26.>

   ② 학사경고자의 성적표는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학생보호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본조신설 2015.1.7.]

제51조(성적평가표 제출)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성적
을 산출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5일간의 성적 공람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 해당
학부(과) 사무실, 해당 담당교수 연구실 등에서 공람을 거쳐 최종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1.8.24., 2012.11.7.> 

   ② 삭제 <2011.8.24.>

제52조(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① 성적정정은 성적 공람기간에 해당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성적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최종 성적평가표 제출 후에는 성
적정정을 불허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② 성적정정을 요구 받은 해당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재심하여, 성적 공람기간 중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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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용여부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6., 2018.11.14.>

   ③ 성적이의신청 기간 외에는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재착
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14.>

제53조(학점포기) ① 삭제 <2014.2.4.>

   ② 삭제 <2014.2.4.>

   ③ 삭제 <2014.2.4.>

   ④ 삭제 <2014.2.4.>

제54조(학기별 성적순위) 학기별 성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2. 해당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제1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4.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직전학기 성적을 위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직전학기 성적으로도 처리 안 될 경우 
그 전학기를 적용한다. 단 직전학기의 성적이 없는 1학년의 경우 입학성적을 적용한다. 
<신설 2008.1.31.>

제55조(학사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단, 8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 후 받은 성적에 대하여는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장 
2015.1.7.>

   ②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33조 제
⑦항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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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칙 시행세칙(II)

제4장 다전공 및 부전공 <개정 2011.12.12., 2013.5.8.> 

제13조(허용범위) 다전공 및 부전공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31., 
2009.6.17., 2011.1.26., 2011.12.12., 2013.5.8.>

   1. 모든 학부(과)의 전공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3전공 초과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2.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단, 교원자격 취득
과 무관한 경우는 사범계열 학부(과)의 다전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7., 2012.11.7., 
2013.5.8.>

   3. 김소월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및 아펜젤러대학 간호학과의 다전공 및 부전
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08.1.31., 2010.1.27., 2010.10.13., 2011.1.26., 
2011.8.24., 2012.11.7., 2013.5.8.>

   4. 삭제 <2015.1.7.>

제13조의 2(다전공 개설 및 폐지) ①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신설 신청서를 주시경교양대
학장에게 제출하고 융복합전공위원회,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신설 2019.2.15.>

   ②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폐지 또는 존속 여부는 학사제도연구위원회에서 이수실적을 
평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9.2.15.>

   ③ 설치᠊ 운영되는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별지 5]와 같다. <신설 2014.2.4., 개정 2015.12.16., 
2019.2.15.>

제14조(신청 자격 및 제한) ① 제1전공 학부(과)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본인의 제1전공이 확
정된 자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는 제1전공 학부(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 교원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자는 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9.1.29., 2013.5.8., 2019.2.15.> 

   ③ 제3전공 신청 자격은 제1전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제2전공의 전공과목을 9학
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 한다.

   ④ 제1전공 계열과 다른 계열 학부(과)의 전공을 지원할 경우 학생의 적성과 이수능력 
및 지원 학부(과)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 다전공 및 부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하다. 단, 다전공 및 부전공을 취소하거나 학기연
장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당해학기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학위
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2013.5.8.>

제15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신청 시기는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단, 9학기 
이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5.8., 2018.2.21.>

   ② 신청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고,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다. 단, 다전공 교직과정이수자는 각 해당 전공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5.8.,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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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과정 적용)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육과정은 제1전공과 같은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허락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적용연도를 이
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5.8.>

제17조(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다전공의 전공이수 학점은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없이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6., 2010.1.27., 2011.12.12., 
2013.5.8., 2014.2.4.>

   ② 삭제 <2010.10.13.>

   ③ 다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8.11.14.>

제18조(연계 및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개정 2014.2.4.>

   1. 삭제 <2014.2.4.>

   2. 삭제 <2014.2.4.>

   ① 교육과정상의 편성학점은 연계전공 이수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50학점 이상을 편성하
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4.>

   ② 교양교과목도 전공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2.4.>

   ③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영역별 최소이수기준을 명시하여 각 분야별로 
골고루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4.2.4.>

   ④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융복합전공위원회와 학사제도연구위원회, 교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4.2.4., 2018.2.21., 2019.2.15.>

제18조의2(연계 및 융합전공운영) <개정 2014.2.4.>

   ① 연계 및 융합전공교육의 교육과정편성을 위하여 주시경교양대학 내 각 연계 및 융합 
전공별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장은 주시경교양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4.2.4., 
2015.6.10.>

   ② 연계 및 융합전공의 운영 및 관리는 주시경교양대학 융․복합학부에서 한다. <개정 2014.2.4., 
2019.2.15.>

   ③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2.15.>

   [본조신설 2011.12.12.]

제19조(부전공의 전공이수 학점) ① 부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 분야의 전공이수 구분에 관계
없이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부전공의 계열교양은 이수면제 한다. <개정 
2011.12.12., 2014.2.4.>

   ② 부전공의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전공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8.11.14.>

제20조(이수과목 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②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 이전에 다전공 및 부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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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7., 2013.5.8.>

   ③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다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9., 2011.12.12., 2013.5.8.>

   ④ 제 1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중
복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8., 개정 2013.8.22., 2014.2.4.>

   ⑤ 삭제 <2014.2.4.>

제21조(실험실습비) 다전공 및 부전공에서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제22조(부전공 자격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전환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며, 이수요건은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2.21.>

제23조(교직과정 이수자의 적용) 교직과정 이수자의 다전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
다. <개정 2013.5.8.>

   1. 사범계열 학부(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 학부(과)의 교직과정 이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주 전공(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과목 50학점 이상, 다전공 과목(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 21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교원자격증을 복수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5.8.>

   2. 다전공은 사범계열 학부(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전공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1.29., 2009.6.17., 2013.5.8.>

   3. 삭제 <2009.1.29.>

   4. 자격종별이 다른 다전공의 경우 자격 종별에 관계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다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한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다전
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09.1.29., 2013.5.8.> 

   5.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중에 사범계열 학부(과)는 입학정원(주전공학과의 정원기준)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입학정원(주전공학과의 정원기준)의 20% 이내에서 선발
한다. <개정 2009.1.29.>

제5장 교직과정

제24조(목적) 학칙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의 이수와 자격취득 절차에 관한 사
항을 정한다. 

제25조(선발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 표시과목 및 선발인원 등은 [별지 1]과 같다. 
<2015.12.16.>

제26조(지원 자격 및 방법) 교직과정이수자의 지원 자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6.17., 2010.6.16.> 

   1. 지원자격 

   가. 교직과정이 개설, 인가된 학부(과)의 2학년 재학생 중 3학기 이수자 <개정 2009.6.17., 
20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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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5 이상인 자 <개정 2010.6.16., 2018.2.21.>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정 2010.1.27.>

   2. 지원방법 및 선발방법: 2학년 1학기 수업 종료 전 지정기간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9.6.17., 2010.6.16., 2013.5.8.>

제27조 (교직과정 교과목) ①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정 교과목은 [별지 2]와 같으며, 영
역별 필수여부 및 본인의 학년에 맞는 수강과목을 결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이 설치된 학부(과)의 기본 이수과목 또는 분야는 [별지 3]과 같으며, 해당 
표시과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직과목 이수학점) 제27조의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별지4]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5.8.>

제29조(교원자격증 신청)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 등재되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중등
학교 정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졸업
학기 소정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5.1.7.> 

   1. 삭제 <2015.1.7.>

   2. 삭제 <2015.1.7.>

제30조(무시험 검정기준)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의 무시험 자격검정은 [별지4]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5.8.>

제31조(교육실습)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는 6학기 중에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해 
1학기 소정기간에 4주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한다.  단, 다전공자의 경우는 실습 학기의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5.8.>

제31조의2(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
시험검정실시,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31., 2013.5.8.> 

   ② 위원회는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
다. <개정 2013.5.8.>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5.8.>

   ④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5.8.>

   [본조신설 2007.7.6.]

제31조의3(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교직과정 이수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수강 신청 후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봉사 활동 
전에 소속 학부(과)를 경유하여 교직부에 제출하고, 교육봉사활동 인정가능여부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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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5.8.>

   2.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교육봉사활동 후 각 학교(기관)장의 확
인을 득한 교육봉사기간을 누적 인정하며 1학점당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여야 한다.

   3. 교육봉사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해당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교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6.］

제6장 계절학기

제32조(계절학기 운영) 학칙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계절학기의 개설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3조(수업시간)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수강신청학점) ①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7학기(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9학기)를 이수한 자의 경우는 8학점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② 장기현장실습(IPP), LINC+장기현장실습 및 교과목 신청자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9.7., 개정 2017.9.13., 2017.11.8.>

제35조(수강인원)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 학점 미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목, 학칙시행세칙(Ⅰ) 제
22조의 현장실습 교과목 및 제23조의 단기해외연수 , IPP, LINC+ 계절학기 교과목의 경우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9.7., 2017.9.13.>

제36조(성적결과조치)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시 졸업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정리함으로 
정규학기 이수교과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한다.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제37조(등록) ① 계절학기 등록시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
업료는 학기개설 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해외연수관련 교과목은 수업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14.2.4., 2019.2.15.>

   ② 수업료는 감액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개강 전 수강 신
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2.15.>

제38조(시행공고) 계절학기 시작 20일 전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교과목, 수업시간, 수업료 
등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제39조(세부사항) 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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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 육 과 정

[하워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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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대학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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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하-1

1. 교육목표

  현대는 융합과 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순

수 학문인 국어국문학과 응용 학문인 한국어교육학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학,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한국어문학과는 한국어학 및 한국문학,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배재학당의 문학적 정신을 이어 받아 

김소월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고,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한국어학 인재들을 배출

해 온 전통 깊은 순수 인문학의 ‘국어국문학과’의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100만 여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고 한국

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전문 교사를 양성해 온 응용인문학으로서

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실제성과 효율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대는 융합

과 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 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순수 인문학과 응

용 인문학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 문학,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순수 학

문으로서의 한국어학 및 한국문학을 연구할 수 있고, 응용 학문으로써 외국인을 대상으

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직 과목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국어교사가 될 수도 있으며, 언론사 및 출판 관련 분야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한국어문학과에서는 입학 후 2학년부터 적용되는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4학년 교육실습

까지 모든 과목을 이수하면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중등교사, 대학 또는 유관기관의 한국어 교사, 다문화센터 교사, 한문·논술 지

도사 및 출판사의 기획/편집 전문가 등으로 취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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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KLL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KLL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KLL18408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1 1 전선 KLL18102 문예창작기초
Foundation of Literary 
Art Creation

3 3 0

1 1 전선 KLL18103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3 3 0

1 1 전선 KLL18104 한국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3 3 0

1 1 전선 KLL18105 한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 3 0 교직과목

1 2 전선 KLL18106
대중매체와국어
생활

Mass-Media & Korean 
Life Study

3 3 0

1 2 전선 KLL18107 문장표현론
Practice of Korean 
Sentence Expression

3 3 0

1 2 전선 KLL18108 한국어교육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3 3 0

1 2 전선 KLL18109 한문입문
Understanding of 
Korean Written 
Chinese

3 3 0

2 1 전선 KLL18201 방송구성입문
Introduction to 
Broadcast Script

3 3 0

2 1 전선 KLL18202 한국고전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 3 0 교직과목

2 1 전선 KLL18203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 3 0

2 1 전선 KLL18204 한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Novels

3 3 0

2 1 전선 KLL18205 한국어문법론
Studies on Korean 
Grammar

3 3 0 교직과목

2 1 전선 KLL18206 한국어문어교육론
Education Theory of 
Korean Written 
Languag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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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선 KLL18207 한국어음운론 Korean Phonology 3 3 0

2 1 전선 KLL18208 화법과의사소통
Narration & 
Communication

3 3 0 교직과목

2 2 전선 KLL18209 국어교과교육론
Korean Education 
Study

3 3 0 교직과목

2 2 전선 KLL18210
다문화한국어
교육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Education in 
Multiculturalism

3 3 0

2 2 전선 KLL18211 소설창작연습
Exercise of Novel 
Creation

3 3 0

2 2 전선 KLL18212 한국민속학 Korean Folk Culture 3 3 0

2 2 전선 KLL18213 한국어교사론 KFL Teacher Theory 3 3 0

2 2 전선 KLL18214 한국어교육방법론
Teaching Methodology 
of Korean

3 3 0

2 2 전선 KLL18215 한국어어문규범 Korean Orthography 3 3 0

2 2 전선 KLL18216 한국현대시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3 3 0

3 1 전선 KLL18302 고전문학사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 3 0 교직과목

3 1 전선 KLL18301
국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Korean Material Study 
& Method of Guidance

3 3 0 교직과목

3 1 전선 KLL18303 한국어구어교육론
Education Theory of 
Korean Spoken 
Language

3 3 0

3 1 전선 KLL18304 한국어문법교육론
Didactics of Korean 
Grammar

3 3 0

3 1 전선 KLL18305 한국어의미론 Korean Semantics 3 3 0

3 1 전선 KLL18306 현대문학주제론
Theory of Korean 
Literature Subject

3 3 0

3 2 전선 KLL18307
국어교직논리및
논술

Teaching Logic & 
Statement

3 3 0 교직과목

3 2 전선 KLL18308 시창작연습
Exercise of Poetry 
Creation

3 3 0

3 2 전선 KLL18309 이중언어교육론
Didactics of 
Bilingualism

3 3 0

3 2 전선 KLL1831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KLL18311
한국어수업참관
및분석1

Observing & analyzing 
of KFL Class 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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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KLL18312 한국어어휘교육론
Didactics of Korean 
Vocabulary

3 3 0

3 2 전선 KLL18313 한국어화용론 Korean Pragmatics 3 3 0

3 2 전선 KLL18314 현대문학사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3 3 0 교직과목

4 1 전선 KLL18402 고전문학강독
Reading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 3 0

4 1 전선 KLL18403 대조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3 3 0

4 1 전선 KLL18404 수필교육론 Essay Education Study 3 3 0 교직과목

4 1 전선 KLL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KLL18406 한국어교육과정론
Designing Curriculum 
Syllabus for KFL

3 3 0

4 1 전선 KLL18407 한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3 3 0 교직과목

4 1 전선 KLL18408 한국어정보학
Korean Linguistic 
Informatics

3 3 0

4 1 전선 KLL18409 한국어평가론 KFL Assessment 3 3 0

4 2 전선 KLL18411 응용언어학 Applied Linguistics 3 3 0

4 2 전선 KLL18412 중세국어강독
Reading on Korean 
Language From Middle 
Age

3 3 0

4 2 전선 KLL18413 한국문학과사회
Korean Literature & 
Society

3 3 0

4 2 전선 KLL18414
한국어교육자료
개발

Materials Development 
in Teaching KFL

3 3 0

4 2 전선 KLL18415
한국어수업참관
및분석2

Observing & Analyzing 
of KFL Class 2

3 2 2

4 2 전선 KLL18416 현대비평론
Theory of Modern 
Criticism

3 3 0

4 2 전선 KLL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3 4 전선 KLL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3 전선 KLL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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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KLL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학과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가능한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

로 방향을 제시한다.

 KLL18102 문예창작기초 (Foundation of Literary Art Creation, 3-3-0)

문학작품에 대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문학 작품을 실제적으로 창

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를 모색한다.

 KLL18103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3-3-0)

한국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부터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등 각 장

르의 기본적 이론을 개관하여 심화된 문학연구의 기초를 닦게 하며, 문학예술의 창작과 

향수를 위한 교양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KLL18104 한국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3-3-0)

한국 전통문화에서 현대문화에 이르는 요소들을 살피고 문화의 각 영역별 특징과 한국적 

발현 향상을 통해 한국문화가 지닌 특성과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KLL18105 한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

한국어학개론은 언어의 기초이론을 통해 언어의 구조와 생성원리를 공부하는 과목이다. 

나아가 일반 언어학과 개별 언어학의 상보적 관계,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학, 언어학과 

인접과학 등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학 연구의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KLL18106 대중매체와국어생활 (Mass-Media & Korean Life Study, 3-3-0)

한국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의 특징과 유형을 이해하고 대중매체가 우리의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KLL18107 문장표현론 (Practice of Korean Sentence Expression, 3-3-0)

글이란 사고 내용의 체계화와 감정 양식의 질서화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화의 창조를 위

해 불멸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글쓰기의 능력을 함양

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문장의 구성원리와 이론을 이해하여 올바른 문장구사의 

훈련을 실시한다.

 KLL18108 한국어교육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3-3-0)

한국어교육학이라는 교과학의 성립 근거와 의의, 본 교과학의 세부 전공 영역을 탐색하

고 그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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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109 한문입문 (Understanding of Korean Written Chinese, 3-3-0)

한자와 한자어의 구성원리와 한문의 기본문형을 인지하고 고사성어와 한자숙어를 익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구사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기초한문까지 이해하도록 한다.

 KLL18201 방송구성입문 (Introduction to Broadcast Script, 3-3-0)

영상매체와 영상언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목으로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 그

리고 대본쓰기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 중심의 내용으로 교과목이 짜여

져 있다.

 KLL18202 한국고전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3-0)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입문 단계로써, 국문학의 형성기로부터 애국계몽기(19세기 말) 이

전까지 생산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원전 강독을 통하여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본격적인 전공학습의 기초능력과 토대를 마련토록 한다.

 KLL18203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3-0)

현대 한국사회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록 한다. 전통문화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제

국주의의 영향 그리고 다문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를 조망해 보

도록 한다. 본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KLL18204 한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Novels, 3-3-0)

한국소설의 기원, 본질, 구성, 문체 등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습득한다. 소설의 

감상과 창작은 물론 작품의 체계적 분석과 독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분석 개

념과 관련 사항들을 작품을 통하여 연구한다.

 KLL18205 한국어문법론 (Studies on Korean Grammar, 3-3-0)

한국어의 형태구조에 대하여 기술구조주의 형태분석 방법으로 고찰하고, 한국어의 품사

이론과 체계를 이해하며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특히 실용문법에 

준거하여 강의한다.

 KLL18206 한국어문어교육론 (Education Theory of Korean Written Language, 3-3-0)

언어교육학의 주요 4기능 교육 영역에 대한 심화과목으로 문자언어를 통한 산출적 기능

과 수용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각 부분별 전략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더

불어,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익힌다.

 KLL18207 한국어음운론 (Korean Phonology, 3-3-0)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의 발성 과정을 이해

하고 우리말의 음운 체계 및 발음과 표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KLL18208 화법과의사소통 (Narration & Communication, 3-3-0)

현대사회는 의사소통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는 말하기, 다 듣기 능력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표현이 중요하다. 본 강좌는 국어국문학

과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화법을 중심으로 강의, 연설 등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의 중요한 내용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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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209 국어교과교육론 (Korean Education Study, 3-3-0)

국어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국어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다.

 KLL18210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Education in Multiculturalism, 3-3-0)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의 유입으로 이제 한국은 명실 공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

였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한국어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

하여 이해하는 시각을 가지도록 이끈다.

 KLL18211 소설창작연습 (Exercise of Novel Creation, 3-3-0)

전문작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써 소설의 기본적인 특성과 요소, 그리고 이

야기의 구성원리를 알게 하며 직접 창작한 작품들을 합평, 토론함으로써 소설 창작 능력

을 키우게 한다.

 KLL18212 한국민속학 (Korean Folk Culture, 3-3-0)

한국민속·무속·놀이문화·관혼상제 등의 우리나라 고유문화 전반에 대한 개괄적이며 

총체적 고찰을 한다.

 KLL18213 한국어교사론 (KFL Teacher Theory, 3-3-0)

언어 교수법이 가지는 이론적인 배경과 특징을 활용하여 실제 한국어 수업에 어떻게 적

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수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원리와 

특징, 수업에서의 적용 방법을 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위한 지도안을 설계하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언어교수법에 대해서 분석한다.

 KLL18214 한국어교육방법론 (Teaching Methodology of Korean, 3-3-0)

교육방법론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과 주요 교육방법론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교육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이를 토대로 한 교육의 실제를 경험한다.

 KLL18215 한국어어문규범 (Korean Orthography, 3-3-0)

한국어 4대 어문 규정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을 

학습하여 한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어문 규범의 체계를 이론적으로 파

악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바른 쓰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글쓰기 자료와 다양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어문 규범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분

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어 어문규범에 대한 지식을 공고히 한다.

 KLL18216 한국현대시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Poetry, 3-3-0)

1900년대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어 온 한국 현대시의 대표작들을 각 시대

순 시인순으로 강독하면서 작품의 감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 현대시사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이후 심화된 문학연구의 기초를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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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302 고전문학사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3-0)

상대가요로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고소설 등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고전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들 문학의 형성 전개과정에서의 장르별 영향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고전문학전반에 대한 사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KLL18303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Korean Material Study & Method of Guidance, 3-3-0)

국어교과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국어교재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지도 방법과 절차를 설

정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합당한 지도 내용과 학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재의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한다.

 KLL18304 한국어구어교육론 (Education Theory of Korean Spoken Language, 3-3-0)

언어 교육학의 실제 영역으로 구두 언어를 통한 산출적 기능과 수용적 기능의 특성을 살

피고, 이들 주요기술(Skills)의 부분별 전략과 특성을 학습한다.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연

계를 갖는다.

 KLL18305 한국어문법교육론 (Didactics of Korean Grammar, 3-3-0)

한국어 문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문법 교육방법론의 모색을 위해 다양한 문

법 교육 이론을 탐색하고 한국어 교육문법의 교육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경험한다.

 KLL18306 현대문학주제론 (Theory of Korean Literature Subject, 3-3-0)

한국 현대문학의 통사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개관한다. 특히 문학적 사실들의 인과적 연

관, 작품 상호간의 원천과 영향, 작가와 작품의 문학적 원천 등을 역사성의 바른 인식을 

통하여 작품의 올바른 평가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KLL18307 국어교직논리및논술 (Teaching Logic & Statement, 3-3-0)

국어 교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와 논술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여 교육 

현장 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한다.

 KLL18308 시창작연습 (Exercise of Poetry Creation, 3-3-0)

시 창작의 전반적 과정을 각기 사례를 통하여 공부하고 시 창작 실기에 필요한 기본적 

이론들을 쉽게 정리하여 살펴본다. 또 예제를 통하여 평가하고 개작하는 과정을 거친 다

음 학생들이 직접 쓴 작품들을 합평 토론하게 하여 전반적인 시창작의 힘을 기른다.

 KLL18309 이중언어교육론 (Didactics of Bilingualism, 3-3-0)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외국어 습득에 관한 기초 개념을 다룬다. 이를 

기반으로 결혼 이주 여성 혹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어떻게 시

행할 것인가의 방안도 탐색한다.

 KLL1831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한국어문학의 여러 세부 전공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결과물을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전공지식의 현장 활용 경험을 쌓음으로써 졸업 후, 전공 전

문성의 실제성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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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311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1 (Observing & analyzing of KFL Class 1, 3-2-2)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 학습을 토대로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의 수업을 참관하여 한국

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나아가 참관한 수업의 분석을 통해 수업준비와 수업 적

응을 준비한다.

 KLL18312 한국어어휘교육론 (Didactics of Korean Vocabulary, 3-3-0)

한국어 어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휘 교육에 필요한 이론을 탐색한다.

 KLL18313 한국어화용론 (Korean Pragmatics, 3-3-0)

한국어 화용론에 대한 기초 이론의 탐색을 통해 언어 교육에서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이

해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KLL18314 현대문학사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3-3-0)

현대 한국문학의 통시적 흐름을 개관한다. 특히 문학적 사실들의 인과적 관련, 작품 상

호간의 영향 관계, 작가와 작품의 연관성과 역사성을 파악하고 현대한국문학이 지니는 

문학성과 역사성의 바른 인식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에 도달할 수 있

도록 한다.

 KLL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학과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졸

업 후 가능한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L18402 고전문학강독 (Reading 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3-3-0)

고소설의 개념, 형성과정, 중국소설과의 관계, 작품에 표현된 사상 등 고소설에 관한 일

반적 이론을 학습하고 작가와 독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조선조 산문문학의 

대표였던 고소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확립시킨다.

 KLL18403 대조언어학 (Comparative Linguistics, 3-3-0)

한국어 학습자 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등 전 분야에 걸

친 대조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학습자 언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고 향후 교실에

서의 응용가능성도 모색한다.

 KLL18404 수필교육론 (Essay Education Study, 3-3-0)

한국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필 문학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필의 유형, 

특성을 연구하고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감상해서 수필문학의 이해를 도모한다.

 KLL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한국어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진출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콘텐츠를 고안하고 제

작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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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406 한국어교육과정론 (Designing Curriculum Syllabus for KFL, 3-3-0)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일반 이론의 탐색과 교육과정의 여러 유형, 교육 과정 설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경향 등의 학습과 아울러 교수요목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한다.

 KLL18407 한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3-3-0)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말과 글

의 변천을 언어 접촉과 언어 사회 변화의 맥락 속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아울러 국어사 

자료의 독해를 통해 문화 유산에 대한 향유 능력을 함양한다.

 KLL18408 한국어정보학 (Korean Linguistic Informatics, 3-3-0)

말뭉치가 언어정보학에 필수 불가결한 연구 대상 자료이기 때문에 언어정보학은 다른 말

로 말뭉치 언어학이라고 한다. 말뭉치의 기본적 개념을 익히고 활용 도구의 사용법과 분

석의 방법을 두루 익힌다.

 KLL18409 한국어평가론 (KFL Assessment, 3-3-0)

언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일반 이론을 탐색하고 기초적인 평가 용어들을 익힌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별 한국어 평가의 원리를 이해하고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도구의 

제작에 관한 실제적인 문항 개발 연습을 한다.

 KLL18410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이 학과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가능한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

로 방향을 제시한다.

 KLL18411 응용언어학 (Applied Linguistics, 3-3-0)

한국어 교육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응용언어학적 관련 지식들을 완전히 습득한다. 이를 

통해 응용언어학 지식과 한국어 교육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

 KLL18412 중세국어강독 (Reading on Korean Language From Middle Age, 3-3-0)

중세국어 문헌에 대한 연구와 중세국어의 일반적 특징 및 전후시대 언어와의 차이점을 

살핀다. 특히 훈민정음의 기원, 체계를 비롯하여 조선초기의 언어상태를 공시적 관점에

서 당시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KLL18413 한국문학과사회 (Korean Literature & Society, 3-3-0)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또 다른 방법론을 모색한

다. 이를 위해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다양한 장르에 대한 문학적 특징을 탐색하고 이해

를 높인다.

 KLL18414 한국어교육자료개발 (Materials Development in Teaching KFL, 3-3-0)

국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각 지역에서의 상황별, 학습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 접근과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교재의 분석 등을 시도하

고 실제 모형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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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L18415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2 (Observing & Analyzing of KFL Class 2, 3-2-2)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론 학습을 토대로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의 수업을 참관하여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나아가 참관한 수업의 분석을 통해 수업준비와 수업 

적응을 준비한다.

 KLL18416 현대비평론 (Theory of Modern Criticism, 3-3-0)

한국 문학작품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본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문학비평의 

일반 이론으로부터 다양한 문학비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한다.

 KLL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한국어문학과 관련 시설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KLL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한국어문학과 관련 시설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KLL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한국어문학과 관련 시설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한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2.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3. 콘텐츠 창작 전문가 양성

4. 퍼블리싱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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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교육전문가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전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문화관광체
육부 장관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본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한국어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능력, 한국어교육 관련 정부 기관 
및 출판사 등의 기획/개발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국내 외 한국어교육기관 강사, 한국어문화 보급 관련기관 직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어학개론

1-2 대중매체와국어생활, 문장표현론, 한국어교육개론, 한문입문

2-1 한국사회의이해, 한국어문법론, 한국어문어교육론, 한국어음운론

2-2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방법론, 한국어어문규범

3-1 한국어구어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의미론

3-2 이중언어교육론,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1,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화용론,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3-4)

4-1 진로지도, 대조언어학,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정보학,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2(4-3)

4-2 졸업지도, 응용언어학,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2, 현장실습5

2.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교육부 장관 발급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어과 교직과정 이수 및 
국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국어계열 교육 기획/개발 실무능력

졸업 후 진로 국어교사, KSL교사, 사교육전문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어학개론

1-2 대중매체와국어생활, 문장표현론, 한국어교육개론, 한문입문

2-1 한국고전문학개론, 한국소설의이해,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음운론, 화법과의사소통

2-2 국어교과교육론, 한국어어문규범

3-1 고전문학사,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한국어의미론

3-2 국어교직논리및논술, 한국어화용론, 현대문학사,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3-4)

4-1 진로지도, 고전문학강독, 수필교육론, 한국어사,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2(4-3)

4-2 졸업지도,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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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콘텐츠 창작 전문가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확보되는 
실무능력

문예창작 및 콘텐츠 전문가 / 방송프로그램 계열 실무능력

졸업 후 진로 한류콘텐츠 창작가,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문화콘텐츠작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어학개론

1-2 대중매체와국어생활, 문장표현론, 한국어교육개론, 한문입문

2-1 방송구성입문, 한국소설의이해, 한국사회의이해

2-2 소설창작연습, 한국민속학, 한국현대시의이해

3-1 현대문학주제론, 스토리텔링의이해, 고전문학사

3-2 시창작연습, 현대문학사,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3-4)

4-1 진로지도, 수필교육론, 고전문학강독,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4-3)

4-2 졸업지도, 현대비평론, 한국문학과사회, 현장실습5

4. 퍼블리싱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다문화 교육 역량, 퍼블리싱 실무 역량 등 한국어문화 지식 기반 융·복합 역량
을 갖춘 전문가 인재를 양성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능력, 한국어교육 관련 정부 기관 
및 출판사 등의 기획/개발 능력, 다문화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 국내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교‧강사
-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 교‧강사
-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 진학
- 다문화센터, 노동자 한국어 교육기관 교‧강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문화의이해, 한국어학개론

1-2 대중매체와국어생활, 문장표현론, 한국어교육개론, 한문입문

2-1 한국사회의이해, 방송구성입문

2-2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3-1 스토리텔링의이해

3-2 이중언어교육론,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1,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3-4)

4-1 진로지도,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정보학,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2(4-3)

4-2 졸업지도, 한국어교육자료개발,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2,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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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Russian Area Studies)

하-2
-1

1. 교육목표

  영어영문·러시아학부(영어영문학 전공)는 영어학 및 영미문학과 문화와 관계된 다양

하고 체계적인 교과목의 학습과 교수를 통해서, 전공에 관련된 각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본 전공은 실용영어, 영어교육, 영어학, 영미문학의 4분야로 나뉘는 교과과정 

로드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m 실용영어 (영어실무전문가 과정)

영문강독, 영어회화, 영어작문, 영어스피치연습, 토익1·2, 시사영어를 비롯한 취업과 

관계된 실용영어 등의 강좌를 통해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영어실무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m 영어교육 (영어교육전문가 과정)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직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수업연습, 교육

실습 등의 강좌를 통해 영어교육전문가를 배출한다.

m 영어학 (영어학지적탐구 과정)

영어학개론, 영어음성음운론, 영어통사론, 영어발달사 등의 과정을 통해 언어로서의 

영어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성인을 배양한다.

m 영미문학 (영미문학과문화전문가 과정)

영문학개론, 영미문학/문화사, 영국소설의이해, 영국시의이해, 미국시의이해, 영문학과

신화, 영미드라마의이해, 셰익스피어와 대중문화 등의 강좌를 통해서 인문적 소양을 

갖춘 영미문학과 문화전문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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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소개 및 안내

  영어영문학과(현재 영어영문·러시아학부 영어영문학 전공)는 1885년 배재학당이 설립

된 후 최초에 만들어진 3개의 학과 중 하나이며, 1980년 배재대학 인가 시 개설된 10개 

학과 중 중심학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과이다. 권위 있는 6분의 교수진

과 함께 영어영문학과는 실용영어, 영어교육, 영어학 및 영미 문학과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좌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영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외국인 교수 중심으로 실시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어강

의와 영어권 국가로의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은 영어구사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마인드

를 함양시켜준다. 또한 영어영문학과의 석·박사 과정은 학문으로서의 영어영문학 과정

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의 학술연구 및 문화산업을 이끄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m 졸업 후 진로: 교수, 통역·번역가, 공·사립학교 영어교사, 학원 영어강사, 언어치료

사, 영어교육관련분야, 공무원, 항공사 및 항공승무원, 여행사, 무역업체, 외국계기업, 

금융기관, 신문사 및 방송사

m 취득 자격증: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ETAT (코리아헤럴드 내외 경제신문 주관 영어

번역 자격시험), 무역영어, 통역사, 관광통역안내원, TC(Tour Conductor, 여행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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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ENR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ENR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ENR18406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1 1 전필 ENR18102 영문법1 English Grammar 1 3 3 0 

1 1 전필 ENR18103 영미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British & 
American Culture

3 3 0 

1 1 전필 ENR18104 영어회화1 English Conversation 1 3 3 0 

1 2 전필 ENR18109 영문강독1 English Reading 1 3 3 0 

1 2 전필 ENR18110 영문법2 English Grammar 2 3 3 0 

1 2 전필 ENR18111 영어회화2 English Conversation 2 3 3 0 

2 1 전필 ENR18201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0 교직

2 1 전선 ENR18202 영문강독2 English Reading 2 3 3 0 교직

2 1 전선 ENR18203 영미드라마의이해
Understanding British & 
American Drama

3 3 0 　

2 1 전선 ENR18204 영어스피치연습 English Speech Practice 3 3 0 　

2 1 전선 ENR18205 영어회화3 English Conversation 3 3 3 0 　

2 2 전필 ENR18206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 3 0 교직

2 2 전선 ENR18207 영미산문 English Essays 3 3 0 　

2 2 전선 ENR18209 영어발음연습
English Pronunciation 
Practice

3 3 0 　

2 2 전선 ENR18210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3 3 0 교직

2 2 전선 ENR18211 영어회화4 English Conversation4 3 3 0 교직

2 2 전선 ENR18208 영어교과교육론
Theories in English 
Education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01 영미소설입문
Introduction to British 
& American Novel

3 3 0 　

3 1 전선 ENR18302 영미시입문
Introduction to British 
& American Poetr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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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ENR18303
영어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Materials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06 영어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in 
English

　 　 　 　

3 1 전선 ENR18304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14 토익1 TOEIC 1 3 3 0

3 2 전선 ENR18307
셰익스피어와
대중문화

Shakespeare & Popular 
Culture

3 3 0 

3 2 전선 ENR18308 영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Novel

3 3 0 

3 2 전선 ENR18309 영국시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Poetry

3 3 0 

3 2 전선 ENR18311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3 3 0 교직

3 2 전선 ENR18312 토익2 TOEIC 2 3 3 0

3 2 전선 ENR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ENR18310
영어교직논리 및
논술

Logical Thinking & 
Writing in English 
Education

3 3 0 교직

4 1 전선 ENR18402 미국문학특강
Special topics in 
American Literature

3 3 0 

4 1 전선 ENR18403 미국시의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Poetry

3 3 0 

4 1 전선 ENR18404 영문학과신화
English Literature & 
Mythology

3 3 0 

4 1 전선 ENR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ENR18413 시사영어 Carrent English 3 3 0

4 2 전선 ENR18407 미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Novel

3 3 0 

4 2 전선 ENR18408 영국문학특강
Special topics in British 
Literature

3 3 0 교직

4 2 전선 ENR18409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3 3 0 

4 2 전선 ENR1841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ENR1841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ENR1841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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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ENR18102 영문법1 (English Grammar 1, 3-3-0)

다양한 예문을 통해 기초적인 영문법 지식을 습득하고 이 영문법 지식을 영어의 말하기, 

듣기, 글쓰기와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영어 구사능력

을 향상한다.

 ENR18103 영미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British & American Culture, 3-3-0)

영미의 독특한 에티켓, 예절, 관습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특색이나 전통에 대해 알아본다.

 ENR18104 영어회화1 (English Conversation 1, 3-3-0)

1학년 학생들의 기초적인 대화 기술, 영어토론과 회화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ENR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학생들의 전공과 졸업 후 진로선택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ENR18109 영문강독1 (English Reading 1, 3-3-0) 

본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역사, 예술, 과학, 그리고 문화사에서 선택한 교훈적이고 흥미로

운 영어구문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영어문장을 효

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NR18110 영문법2 (English Grammar 2, 3-3-0)

다양한 예문을 통해 중급 수준의 영문법 지식을 습득하고 이 영문법 지식을 영어의 말하

기, 듣기, 글쓰기와 독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한다.

 ENR18111 영어회화2 (English Conversation 2, 3-3-0)

학생들의 영어회화 기술을 증진시키고 수업 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환경에서도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돕기 위함이다.

 ENR18201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

영어의 음운, 어휘, 구문 및 의미조직과 언어학 이론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현

대 언어이론을 적용한 영어 기술방법을 소개한다.

 ENR18202 영문강독2 (English Reading 2, 3-3-0)

영문강독은 기본적으로 영문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학생들은 예술

과 문학, 과학과 수학, 역사와 사회학에 관련된 영어로 된 교재 및 다양한 종류의 영자

신물, 영어저널, 그리고 영어잡지를 읽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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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203 영미드라마의이해 (Understanding of British and American Drama, 3-3-0)

현대적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미 주요 극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영어의 말하기, 듣

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기른다.

 ENR18204 영어스피치연습 (English Speech Practice, 3-3-0)

공적이거나 사적인 상황에서 영어로 자기 의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기술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기술도 함께 학습한다.

 ENR18205 영어회화3 (English Conversation 3, 3-3-0)

조금 더 심화된 영어 대화 기술과, 영어토론이나 회화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ENR18206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3-0)

영시, 드라마, 소설의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영문학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영문학에 관

련된 중요 장르, 기법,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

 ENR18207 영미산문 (English Essays, 3-3-0)

영미의 시대정신과 문화를 대표할만한 다양한 종류의 산문을 폭 넓게 읽고 이해한다.

 ENR18209 영어발음연습 (English Pronunciation Practice, 3-3-0)

정확하고 자연스런 영어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영어의 자음과 모음, 강세, 리듬 패턴을 

학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복 연습하고 익힌다.

 ENR18210 영어작문 (English Composition, 3-3-0)

영어 작문의 입문과정이며, 학생들은 영어로 어떻게 올바르게 글을 쓰는지에 관해 배운

다. 영어의 구조, 문법 등을 포함하여 글쓰기에 있어서 효과적인 요소를 다룬다.

 ENR18211 영어회화4 (English Conversation 4, 3-3-0)

학생들에게 더 심화적인 영어회화 기술을 증진시키며 수업 내에서 뿐 아니라 다른 어떠

한 환경에서도 영어회화에 대한 더욱더 강한 자신감을 돕기 위함이다.

 ENR18208 영어교과교육론 (Theories in English Education, 3-3-0)

언어 학습과 언어교육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언어학적 특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러한 특성과 관점을 토대로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ENR18301 영미소설입문 (Introduction to British & American Novel, 3-3-0)

영미권의 주요 작품들을 읽고 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성장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

해를 한다. 다양한 작품을 읽음으로써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영어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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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302 영미시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Poetry, 3-3-0)

영미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개념, 시의 언어·형식·내용의 특성과 다

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영미시의 주요 시편들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ENR18303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s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in 

English Education, 3-3-0)

적합하고 좋은 영어교재와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며, 다양한 교수방법 및 기법과 교안작성법과 교수자료 제작법을 학습하여 교안

에 기초한 영어수업 진행을 연습한다.

 ENR18306 영어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in English, 3-3-0)

영미의 다양한 종류의 아동문학작품을 읽고 분석함으로써 문화와 문학의 교차점으로써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ENR18304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3-3-0)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발성에 관계된 조음음성학과 영어의 음운, 형태소, 강세, 억양 패

턴 등을 포함하는 영어의 음운구조를 배운다.

 ENR18314 토익1 (TOEIC 1, 3-3-0)

토익 시험에 대비하는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ENR18307 셰익스피어와대중문화 (Shakespeare & Popular Culture, 3-3-0)

셰익스피어 영화들을 셰익스피어 원작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르네상스 당대의 영국적 상황

을 이해하고 그것이 영화화된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셰익스피어의 현대성을 분석한다.

 ENR18308 영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Novel, 3-3-0)

영국소설가들의 주요작품을 폭넓게 읽음으로써 영국소설에 대한 이해를 함양시킨다. 영국소

설의 구조, 서술기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ENR18309 영국시의이해 (Understanding English Poetry, 3-3-0)

초창기 영시부터 현대 영시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주요 시인들의 대표적인 시편들을 

읽어나감으로써 영국시의 폭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ENR18311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3-3-0)

통사연구에 쓰이는 기본개념, 필요한 형식, 전개방법을 배우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ENR18312 토익2 (TOEIC 2, 3-3-0)

토익 실전 시험을 준비하는 고급과정으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실전 문제풀이를 도모한다.

 ENR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창의적인 종합설계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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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310 영어교직논리및논술

(Logical Thinking & Writing in English Education, 3-3-0)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능력을 개발하

며, 영어작문의 원칙과 다양한 스타일을 학습하여 자신의 사고를 영어로 논리적이고 효

과적으로 쓰는 논술 능력을 개발한다.

 ENR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영어영문학을 기초로 하여 진로에 대해 앞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ENR18402 미국문학특강 (Special topics in American Literature, 3-3-0)

미국문학특강은 미국문학작품에서의 인물이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출생, 인종, 식민

주의, 이민에 관한 독특한 개념을 다룬다. 주요 독해 자료로는 소설, 문학 및 문화이론,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이 포함된다.

 ENR18403 미국시의이해 (Understanding of American Poetry, 3-3-0)

초창기 미국시부터 현대 미국시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주요 시인들의 대표적인 시편들

을 읽어나감으로써 영국시와 구별되는 미국시의 폭과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ENR18404 영문학과신화 (English Literature & Mythology, 3-3-0)

영문학의 토대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영문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

고 서구인들의 정서와 문화 전반의 이해를 도모한다.

 ENR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창의적인 종합설계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관련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 팀워크.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NR18413 시사영어 (Carrent English, 3-3-0)

시사영어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시사상식을 넓히고 영어독해 능력을 강화시

킨다. 국내외 영자신문, 영어저널, 영어잡지 등을 통해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장한다.

 ENR18406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상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취업에 도움을 준다.

 ENR18407 미국소설의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Novel, 3-3-0)

미국소설의 특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소양

을 함양함과 동시에 고급 영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NR18408 영국문학특강 (Special topics in British Literature, 3-3-0)

영국문학특강은 영국문학작품에서의 인물이나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출생, 인종, 식민

주의, 이민에 관한 독특한 개념을 다룬다. 주요 독해 자료로는 소설, 문학 및 문화이론,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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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409 영어발달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3-3-0)

고대영어에서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영어에 나타난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적 변화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살펴본다.

 ENR1841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ENR1841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ENR1841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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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영어실무전문가과정

2. 영어교육전문가과정

3. 영어학지적탐구과정

4. 영미문학과문화전문가과정

1. 영어실무전문가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과정은 대학 4년 재학기간 동안 영어 communication을 위한 4가지 
기본능력-즉,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능력을 배양하여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영어기본 능력 배양을 
위한 영문법, 영문강독, 영어회화, 영어작문, 영어발표 등의 강좌를 4년 동안 
연계해서 수강하도록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영어권현지실습을 통해 
영어권 문화에서 살아있는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의 어느 
분야에 나가서도 영어실무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화된 교육을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회진출에 요구되는 토익시험에 
대비하는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1. 관광·이벤트경영학과와의 연계전공을 통한 “영어관광통번역” 실무능력 
확보
2. 융합전공을 통해“글로벌항공서비스” 실무능력 확보

졸업 후 진로 공무원, 공사, 항공승무원, 여행사, 금융기관, 무역업체, 언론, 관광통역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영문법1, 영미문화의이해, 영어회화1, 전공과진로

1-2 영문강독1, 영문법2, 영어회화2

2-1 영문강독2, 영어회화3

2-2 영미산문, 영어작문, 영어회화4

3-1 토익1

3-2 토익2, 캡스톤디자인1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2 졸업지도,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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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교육전문가과정(외국어교육전문가)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제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교과과정
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할 영어전문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영어교육전문가 과정에서는 “영어능력향
상”, “언어습득 및 교육학적 배경”과 “실제 강의 능력개발” 등의 교육목표
를 가진다. 즉 이 과정을 통해 (1)영어의 네 가지 기능(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kills)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2)외국
어로서의 영어 습득과정에 관한 영어교육의 이론을 이해시키고, (3)실제 교육환경
에서의 교수방법을 연마시킴으로써 영어교육전문가를 배출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되거나,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국공립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이 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공립학교 영어교사, 사립학교 영어교사, 학원 영어강사, 사회교육기관 영어강사, 
영어교재개발 연구원, 영어학원 창업, 영어교육 관련 사업분야, 
대학원진학(영어교육교수)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영문법1, 영미문화의이해, 영어회화1, 전공과진로

1-2 영문강독1, 영문법2, 영어회화2

2-1 영어스피치연습

2-2 영어교과교육론

3-1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2 영어교직논리 및 논술

4-1

4-2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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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학지적탐구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영어학 지적탐구 과정은 영어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언어이론에 대한 분석 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영어의 기본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바탕으로 언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부터 시작하여, 영어의 소리 
체계, 문장의 구조, 의미의 분석, 영어의 발달 과정 등을 학습한다. 교과과정으로 
영어학개론, 영어발음연습, 영어음성음운론, 영어통사론, 영어발달사, 영어학특강 
등의 강좌가 편성되어있으며, 이 연계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한 한국어의 대조 분석을 통해 언
어의 보편 소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영한번역, 영어독해교육능력, 영어발음교육능력, 영어문법교육능력, 대학원진학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영어학 교수), 언어치료사, 통번역가, 언론인, 외국계금융기관, 
무역회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영문법1, 영미문화의이해, 영어회화1, 전공과진로

1-2 영문강독1, 영문법2, 영어회화2

2-1 영어학개론

2-2 영어발음연습

3-1 영어음성음운론

3-2 영어통사론

4-1

4-2 영어발달사, 현장실습5



301

4. 영미문학과문화전문가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영미문학과 문화 전문가 과정은 영미문학과 문화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 분
야에 대한 보편적인 소양을 쌓아 미래 전문인으로서의 직업 활동에 적합한 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영미문학에 대한 지식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영미 양 
국가와 더불어 전 세계 영어사용국의 지적/학문적 흐름을 파악하여 선진 국민으
로서의 의식과 지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학적 지식을 
공유할 때에라야 만 편협한 학문적 관점을 벗어나 인류보편적인 문학을 이해하
고, 나아가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창작활동까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영미문학과 문화전문가 과정에서는 순수문학만을 강조하지 않고 문화사에 대한 
교과과정을 개설해 영어 사용 국가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서 졸업 후 학생들이 국제 문화 전문가로서 세계
를 누비며 각종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서구 문화와 문학의 토대가 되는 영미문학과 문화 관련강좌를 통해서 인
간의 보편적인 의식과 감정을 이론적으로 성찰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생
활에 필요한 지식인으로서 적합한 소양을 갖추도록 함과 아울러 넓게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범 인류에 대한 이해를 지닌 전인적 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영미문학과 문화에 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확보함과 아울러 과정 이수 후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서 근무.

졸업 후 진로

영미문학관련 교수, 영미 영상/영화 번역가, 영미문학/문학 번역사, 영미문화 
비평가, 공무(시청 및 구청)번역 지원 담당자, 영문 에디터(해외문학 출판 
편집인),시인/소설가 및 학자,(영미 문학 담당)독서 논술 전문가, 국제항공 
업무지원 담당자, 문화센터 교양담당 강사(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해외 
무역회사 문화 담당관, 대기업 해외 홍보관, 해외 유학 및 대학원 진학(영문학을 
바탕으로 한 각종 전문 대학원 진학)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영문법1, 영미문화의이해, 영어회화1, 전공과진로

1-2 영문강독1, 영문법2, 영어회화2

2-1 영미드라마의 이해

2-2 영문학개론

3-1 영미소설입문, 영미시입문, 영어아동문학

3-2 셰익스피어와대중문화, 영국소설의이해, 영국시의이해

4-1 미국문화특강, 미국시의이해, 영문학과신화, 시사영어

4-2 미국소설의이해, 영국문학특강,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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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Divis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Russian Area)

하-2
-2

1. 교육목표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세계인으로서의 공감과 소통능력 배양

하고, 교환학생 제도와 장단기 언어연수를 활용한 현지교육을 통해 실무러시아어의 구사

능력과 지역전문지식을 가진 실천적 지성인을 양성하며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로서의 도

전정신과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함양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현재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전공)는 

1989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러시아어 숙달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 경

제, 사회 등 구 소련지역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소련 지역연구학

과로 시작하였다. 1991년 구 소련의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학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2018년부터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 인력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영어영문·러시아학부(영어영문학 전공)로 확대 개편하였다.

3. 향후 진로계획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현재 영어영문·러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 전공) 동문

들은 졸업 후 교육 및 언론, 연구소, 통번역, 무역, 외교, 관광 분야 등 전공과 관련해 다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고, 높은 전공지식과 철저한 전문가의식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진출 업종으로는 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사,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한국방송공

사, 경찰청 외사과, KBS광고공사, 대전MBC, 대원무역, 대학 강사, 러시아 국제변호사, 러

시아 및 CIS 전문여행사, 충남도청 국제교류부서, 대사관, 삼성 SDI,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고, 이외에도 러시아와 증앙아시아지역 담당자로서 기업체 현지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

는 동문도 다수이다. 

졸업생들 중 일부는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이나 한양대 아태지역대학원, 고려대 대학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등지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 현황>

외교계: 주러 모스크바 한국대사관, 주 키르기즈스탄 한국 대사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

사관 및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문화담당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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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유통계: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보명종합상사, 대원무역, 로고스 테크놀로지, 현대자

동차, 삼성SDI

연해주 진출 섬유 합작기업체 관계 및 법조, 공기업: 충남도청 국제교류담당 사무관(5급

공무원 직급), 한국방송공사, 경기도 경찰청(외사계), 국제변호사, KBS광고공사, 대전MBC,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학원: 모스크바국립대, 이르쿠츠크 국립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동구지역학과, 교육대

학원), 한양대 아태지역 대학원, 중앙대, 연세대, 한양대 등 기타 대학원

교육계: 대학 강사, 교수, 속초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사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ENR18114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and Course 0 0 0 P/NP

4 1 전필 ENR18451 진로지도 Career Counseling 0 0 0 P/NP

4 2 전필 ENR18459 졸업지도 Graduation Counseling 0 0 0 P/NP

1 1 전선 ENR18107 러시아어입문
Introduction to Russian 
Language

3 3 0 　

1 1 전선 ENR18105
원어민러시아어
실습1

Russian Conversational 
Practice 1

3 2 2 　

1 1 전선 ENR18106
러시아·중앙아시아
학개론

Introduction to Russian 
Language and Cental Asia 
Studies

3 3 0 　

1 2 전선 ENR18113 러시아어응용
Application of Russian 
Language

3 3 0 　

1 2 전선 ENR18112
원어민러시아어
실습2

Russian Conversational 
Practice 2

3 2 2 　

1 2 전필 ENR18108 러시아사회문화 Russian Society & Culture 3 3 0

2 1 전필 ENR18251 러시아어회화2-1 Russian Conversation 2-1 3 3 0

2 1 전선 ENR18254 러시아어문법1 Russian Grammar 1 3 3 0 교직

2 1 전필 ENR18253 중급러시아어강독
Intermediate Russian 
Reading

3 3 0

2 1 전필 ENR18252 유라시아지리 Eurasian Geography 3 3 0 　

2 1 전선 ENR18256 중앙아시아역사 Central Asia History 3 3 0 　

2 1 전선 ENR18255 유라시아지역사회
Regional Society in 
Eurasia

3 3 0

2 1 전선 ENR18257 카자흐스탄어입문
Introduction to Kazakh 
Language

3 3 0

2 2 전필 ENR18258 러시아어회화2-2 Russian Conversation 2-2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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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ENR18262 러시아어문법2 Russian Grammar 2 3 3 0 교직

2 2 전선 ENR18260 러시아문예강독
Russian Art & Lit. 
Reading

3 3 0

2 2 전선 ENR18263 러시아역사 Russian History 3 3 0 　

2 2 전선 ENR18259 IT활용러시아어 Using It in Russian 3 3 0 　

2 2 전선 ENR18261 러시아시장경제 Market Economy in Russia 3 3 0

2 2 전선 ENR18264
우즈베키스탄어
입문

Introduction to Uzbek 3 3 0

3 1 전선 ENR18355 러시아어회화3-1 Russian Conversation 3-1 3 3 0 교직

3 1 전필 ENR18351 실무러시아어강독 Practical Russian Reading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57 실무러시아어작문
Practical Russian 
Composition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53
러시아어교과
교육론

Russian Curriculum of 
Education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56
러시아정치 및
국제관계

Russia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3 1 전선 ENR18354
러시아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Russian Study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3 3 0 　교직

3 1 전선 ENR18352 러시아민속과종교
Russian Folklore and 
Religion

3 3 0 　

3 1 전선 ENR18358
중앙아시아지역
경제

Economy in Central Asia 3 3 0

3 2 전선 ENR18360
러시아어교직논리
및논술

Russian Education Theory 3 3 0 교직

3 2 전선 ENR18359
러시아사회구조와
시회발전

Social Structure & Social 
Development in Russia

3 3 0

3 2 전선 ENR18361 러시아어회화3-2 Russian Conversation 3-2 3 3 0 교직

3 2 전선 ENR18364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ENR18356
한국유라시아관계
연구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 Eurasia

3 3 0 　

3 2 전선 ENR18363
중앙아시아문화와
종교

Central Asian Culture & 
Religion

3 3 0 　

3 2 전선 ENR18362 유라시아지역경제
Regional Economy in 
Eurasia

3 3 0 　

3 3 전선 ENR18366
러시아어권
문화체험

Cultural Practice in 
Russian-Speaking Countries 
1

2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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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3 전선 ENR18367
러시아어권
어학연수1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Russian Speaking 
Countries 1

2 0 0 P/NP

3 4 전선 ENR18368
러시아어권
문화체험2

Cultural Practice in 
Russian-Speaking Countries 
2

2 0 0 P/NP

3 4 전선 ENR18369
러시아어권
어학연수2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Russian Speaking 
Countries 1

2 0 0 P/NP

4 1 전선 ENR18455 실무러시아어회화
Practical Russian 
Conversation

3 3 0

4 1 전선 ENR18458
중앙아시아정치및
국제관계

Central Asia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4 1 전선 ENR18454 러시아철학과사상
Russian Philosophy & 
Thoughts

3 3 0 　

4 1 전선 ENR18453
러시아어통·번역
연습

Practice in Russia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3 3 0 　

4 1 전선 ENR18456 유라시아무역
indigenous Religion & 
Society in Siberia

3 3 0 　

4 1 전선 ENR1845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ENR18452 러시아문학과예술 Russian Literature & Arts 3 3 0 교직

4 2 전선 RUS14410
비즈니스러시아어
회화

Business Russian 
Conversation

3 3 0

4 2 전선 ENR18460 러시아어학개론
Introduction to Russian 
Language Studies

3 3 0 교직

4 2 전선 ENR18461 북극연구 Arctic Research 3 3 0 　

4 2 전선 ENR18463 시베리아지역연구 Regional Studies of Siberia 3 3 0 　

4 2 전선 ENR18462
비스니스러시아어
회화

Business Russian 
Conversation

3 3 0

4 2 전선 ENR18465 유라시아한인사회
Ethnic Korean Society in 
Eurasia

3 3 0 　

4 2 전선 ENR18464
유라시아민족문제
연구

Eurasian Ethnic Problems 
Research

3 3 0

4 2 전선 ENR1846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ENR1846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ENR1846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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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ENR18114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1학년 새내기들의 대학 적응과 자기 탐색을 위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강의다.

 ENR18107 러시아어입문 (Introduction to Russian Language, 3-3-0)

러시아어의 철자법에서 부터 발음, 단어암기, 기초문법의 이해, 기본적인 문장의 학습을 

통하여 초급수준의 러시아어를 학습한다.

 ENR18105 원어민러시아어실습 1 (Russian Conversational Practice 1, 3-2-2)

원어민 교수가 발음, 억양, 멜로디를 교정하면서, 일상생활의 생생한 표현들을 반복 연습

시켜 기초 수준의 회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한다.

 ENR18106 러시아·중앙아시아학개론(Introduction to Russian Area & Central Asia 

Studies, 3-2-2)

러시아연방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지리 등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학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넓히고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ENR18113 러시아어응용 (Application of Russian Language, 3-3-0)

러시아어입문의 계속과정으로 기초적인 문법과 단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회화와 

작문을 연습한다.

 ENR18112 원어민러시아어실습2 (Russian Conversational Practice 2, 3-2-2)

원어민러시아어1의 계속과정으로 동일한 강의 목표를 가지고 초급 러시아어의 회화 능력

을 심화한다.

 ENR18108 러시아사회문화 (Russian Society & Culture, 3-3-0)

러시아 사회를 볼 수 있는 시각과 개념을 사회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괄한다.

 ENR18251 러시아어회화2-1 (Russian Conversation 2-1, 3-3-0)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러시아어 텍스트를 단어, 문법, 문장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해함으로써 러시아어 회화 능력을 배양한다.

 ENR18254 러시아어문법1 (Russian Grammar 1, 3-3-0)

러시아어 문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력을 높이고 그 활용법을 숙달한다.

 ENR18253 중급러시아어강독 (Intermediate Russian Reading, 3-3-0)

다양한 소재의 러시아어 텍스트들을 번역하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초급 러시아어에서 이수한 기본적인 러시아어독해와 활용능력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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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252 유라시아지리 (Eurasian Geography, 3-3-0)

세계 면적의 1/6을 점유하고 있었던 구소련의 공간분석, 특히 자연, 인문, 지리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기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ENR18256 중앙아시아역사 (Central Asia History, 3-3-0)

실크로드 시기부터 티무르제국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형성과정과, 

19세기 러시아 제국, 20세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온 중앙아

시아 국가들의 역사과정을 살펴 본다.

 ENR18257 카자흐스탄어입문 (Introduction to Kazakh Language, 3-3-0)

카자흐스탄 어의 철자법과 발음, 기초문법의 이해, 일상회화의 학습을 통해 초급 수준의 

카자흐스탄 어를 학습한다.

 ENR18255 유라시아지역사회 (Regional Society in Eurasia, 3-3-0)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져 있는 만큼 각 지역과 도시들도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를 가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러시아와 구 소련권의 도시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루고 비교함으로써 러시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한다.

 ENR18258 러시아어회화2-2 (Russian Conversation 2-2, 3-3-0)

러시아어회화 2-1의 계속과정으로 동일한 강의 목표를 가지고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을 

키우는데 힘쓴다.

 ENR18262 러시아어문법2 (Russian Grammar 2, 3-3-0)

러시아어 문법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해력을 높이고 그 활용법을 숙달한다.

 ENR18260 러시아문예강독 (Russian Art & Lit. Reading, 3-3-0)

러시아 문화와 예술 분야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문학과 예술 장르의 문

헌과 작품을 감상하고 번역하여 중급의 러시아어 독해 능력을 향상토록 한다.

 ENR18263 러시아역사 (Russian History, 3-3-0)

1917년 혁명과 소비에트 체제 출범 이후 펼쳐진 현대러시아사의 역사적인 흐름을 정치, 

사회 및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민주화 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여 본다.

 ENR18261 러시아시장경제 (Market Economy in Russia, 3-3-0)

소련 경제체제의 성립, 발전, 그리고 소멸과정을 경제 구조적, 과정을 경제 구조적, 과정

론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은 물론 새로 출범한 러시아와 CIS, 그리고 각 독립국가의 경

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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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259 IT활용러시아어 (Using It in Russian, 3-3-0)

4차 산업혁명 및 정보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인터넷과 IT 기기 활용을 통해 러시아 관

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러시아어 권역에서의 온라인 상거래 등에 필요한 용어와 방법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ENR18264 우즈베키스탄어입문 (Introduction to Uzbek, 3-3-0)

우즈베키스탄 어의 철자법과 발음, 기초문법의 이해, 일상회화의 학습을 통해 초급 수준

의 우즈베키스탄 어를 학습한다.

 ENR18355 러시아어회화3-1 (Russian Conversation 3-1, 3-3-0)

3학년 러시아어회화 과정으로 중급 수준의 회화 능력을 심화한다.

 ENR18351 실무러시아어강독 (Practical Russian Reading, 3-3-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제 분야의 관련 문헌들을 번역, 요약,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강독 수준을 증대시키고 고급화, 실용화를 추구하며 특히 현대 구어체 

러시아어와 무역 및 통상 등 실무에 필요한 실무적 능력에도 초점을 맞춘다. 

 ENR18357 실무러시아어작문 (Practical Russian Composition, 3-3-0)

현대 구어체 러시아어와 무역실무에 필요한 실무 작문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ENR18356 러시아정치및국제관계 (Russia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3-0)

러시아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구 소련 가맹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벨로 루시, 발틱 3

국, 카프카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고 유라시아 권역의 통합 또

는 분리 가능성을 분석한다.

 ENR18358 중앙아시아지역경제 (Economy in Central Asia, 3-3-0)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 과정과 지역 내 경제협력 및 러시아어 경제

권역의 형성과 발전 전망을 살펴 본다.

 ENR18352 러시아민속과종교 (Russian Folklore and Religion, 3-3-0)

러시아의 민속음악과 구전문학 등의 민속연구를 통하여 러시아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및 

문화의 바탕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으려고 하며, 민간신앙과 러시아 정교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를 탐구한다.

 ENR18353 러시아어교과교육론 (Russian Curriculum of Education, 3-3-0)

교과교육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교과 성격, 교

육목적, 교육내용 구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학교 

학습장면을 고려하여 교수계획안을 작성하고 가상 교실수업을 실시해봄으로써 교수능력

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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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360 러시아어교직논리및논술 (Russian Logic & Discourse for Teaching, 3-3-0)

교수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어전공에 알맞은 논술 능력을 배

양한다.

 ENR18354 러시아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Russian Study Teaching Materials & Teaching 

Methods, 3-3-0)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지도법에 대한 현교과과정의 

목표와 지도방향을 분석해보며, 시행되고 있는 고교 러시아어 교과과정의 체계를 검토한

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교과서 및 교재 편성시의 과목별 

주안점, 효과적 외국어 교수법을 익히도록 한다.

 ENR18361 러시아어회화3-2 (Russian Conversation 3-2, 3-3-0)

러시아어 회화 3-1의 계속과정으로 동일한 강의목표를 가지고 중급에서 고급 수준에 이

르는 회화 능력을 심화한다.

 ENR18365 한국유라시아관계연구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3-3-0)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교류현황과 외교관계를 살

펴보고 유라시아 지역국가로의 진출과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ENR18359 러시아사회구조와사회발전 (Social Structure & Social Development in Russia, 

3-3-0)

혁명 이후의 소련 및 러시아의 사회구조와 사회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의 러시아 사회가 택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ENR18363 중앙아시아문화와종교 (Central Asian Culture & Religion, 3-3-0)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 및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슬람 종

교가 정치, 종교, 문화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ENR18362 유라시아지역경제 (Regional Economy in Eurasia, 3-3-0)

러시아는 세계 육지면적의 1/8을 점유하는 거대한 국가로서 7개의 연방지구{북서, 수도권

(중앙),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로 구분되고 있다. 각 연방 지구별 인구, 자원, 

산업, 투자 등의 전반적인 경제 잠재력과 경제현황과 과제를 분석한다.

 ENR18455 실무러시아어회화 (Practical Russian Conversation, 3-3-0)

초급, 중급, 고급러시아어회화 단계를 거쳐 완성한 능력을 실용화에 활용하는 단계로써, 

취업 및 진학에 필요한 회화를 익힌다.

 ENR18460 러시아어학개론 (Introduction to Russian Linguistics, 3-3-0)

현대 러시아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러시아어의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 모국어

와 외국어 습득이론, 언어습득 과정과 문자언어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러시아어 학습

의 본질을 터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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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454 러시아철학과사상 (Russian Philosophy & Thoughts, 3-3-0)

18,19세기 이래 지식인과 민중, 철학과 문학, 역사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20세기까지의 

러시아 철학사상의 흐름을 개관하고 세계사적 의미를 고찰하여 현대러시아의 지적흐름을 

파악한다.

 ENR18452 러시아문학과예술 (Russian Literature & Arts, 3-3-0)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발레를 감상하고 비평할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문학과 예술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

 ENR18456 유라시아무역 (Eurasian Trade Policy, 3-3-0)

러시아·구소(독립국가연합)의 대외무역의 제도적, 정책적, 경제적 변화를 연구하면서 한

국경제와의 상관함수를 알아본다.

 ENR18458 중앙아시아정치및국제관계 (Central Asian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3-0)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개별적 정치상황을 살펴봄은 물론 이들 국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다. 아울러 CIS 내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사이의 국가간 교류협력 및 갈등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는 과목이다.

 ENR18462 비즈니스러시아어회화 (Business Russian Conversation, 3-3-0)

러시아 경제활동 및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함께 러시아와의 무역실무에 필요한 

전문용어들을 습득한다.

 ENR18461 북극연구 (Arctic Research, 3-3-0)

영토적으로 러시아가 북극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고 직접적인 영향권 속에 있다는 점에서 

기후온난화에 따른 북극해빙 문제와 자원 및 북극항로 개발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 등을 장단기적 안목과 국가 간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목이다.

 ENR18464 유라시아민족문제연구 (Eurasian Ethnic Problems Research, 3-3-0)

제정러시아 이래 러시아 및 소비에트 체제가 안고 있던 민족문제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책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나 그동안 연구되지 

못하였던 러시아 민족주의의 발상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의 현재모습과 향후 러

시아의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ENR18463 시베리아지역연구 (Regional Studies of Siberia, 3-3-0)

세계 면적의 1/10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의 정치·경제적 가치 

및 활용방안,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의 샤머니즘과 지역주의 등을 살펴보면서 

시베리아 진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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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18453 러시아어통·번역연습 (Practice in Russia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3-3-0)

초급, 중급, 실무 러시아어에서 익힌 어휘 능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신문, 잡지등 주요 문

헌들의 번역과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통역용어들을 습득함으로써 러시아어 통·번

역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ENR18465 유라시아한인사회 (Ethnic Korean Society in Eurasia, 3-3-0)

소련과 러시아라는 다민족 사회 속에서 소수민족으로서의 한인이 생존해 온 역사와 한민족

으로서의 문화연속성, 그리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생존전략에 대해 알아본

다. 또한 한-러협력이라는 맥락에서 이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는 과목이다.

 ENR1846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4학년 2학기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

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ENR1846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3학년 겨울방학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

게 된다.

 ENR1846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4학년 여름방학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

게 된다.

 ENR18364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러시아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

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ENR1845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캡스톤디자인1을 기초로, 러시아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

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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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해외취업 및 지역전문가 분야

2. 통번역 분야

3. 대학원진학 및 교직 분야

1. 해외취업 및 지역전문가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확대에 따라 러
시아어 구사능력 및 이들 국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학과는 실무 러시아어의 구사능력과 지역학적 전문성을 겸비한 전
문 인력 배양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하고 있
는 무역, 물류, 관광 분야와 연구소 및 외교관련 기관에 지역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실무 러시아어의 구사능력과 지역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전문가

졸업 후
진로

무역, 물류, 의료관광관리, 외교 및 공기업 CIS 국가전문인력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러시아어입문(1-1),러시아어응용(1-2),원어민러시아어실습1(1-1),전공과진로(1-1),
러시아·중앙아시아학개론(1-1)

1-2 원어민러시아어실습2(1-2),러시아사회문화(1-2),러시아어응용(1-2)

2-1
중급러시아어강독(2-1),러시아어회화2-1(2-1),러시아어문법1(2-1),유라시아지리
(2-1),유라시아지역사회(2-1), 카자흐스탄어입문(2-1)

2-2
러시아어회화2-2(2-2),러시아문예강독(2-2),러시아어문법1(2-2),러시아역사(2-2),러
시아시장경제(2-2)

3-1
실무러시아어강독(3-1),실무러시아어작문(3-1),러시아어회화(3-1),러시아정치및국
제관계(3-1),중앙아시아지역경제(3-1)

3-2
러시아어회화(3-2),러시아사회구조와발전(3-2),중앙아시아문화와종교(3-2),한국유
라시아관계연구(3-2),캡스톤디자인1(3-2)

3-3 러시아어권어학연수1(3-3),러시아어권문화체험1(3-3)

3-4 러시아어권어학연수2(3-4),러시아어권문화체험2(3-4)

4-1
실무러시아어회화(4-1),유라시아무역(4-1),중앙아시아정치및국제관계(4-1),캡스톤
디자인2(4-1),진로지도(4-1)

4-2 유라시아한인사회(4-2),러시아어학개론(4-2),졸업지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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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번역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러시아어 동시통역 및 번역전문가가 될 수 있는 러시아어 숙달 및 기초지식을 
배양하며 이를 위한 러시아어 자격시험 준비를 지원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

졸업 후
진로

통역분야, 번역 프리랜서, 러시아 및 CIS 국가교류기관 통번역 인력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러시아어입문(1-1),러시아어응용(1-2),원어민러시아어실습1(1-1),전공과진로(1-1),
러시아중앙아시아학개론(1-1)

1-2 원어민러시아어실습2(1-2),러시아사회문화(1-2),러시아어응용(1-2)

2-1
러시아어문법1(2-1),러시아어회화2-1(2-1),중급러시아어강독(2-1),유라시아지리
(2-1),유라시아지역사회(2-1),

2-2
러시아어문법2(2-2),러시아어회화2-2(2-2),러시아문예강독(2-2),러시아역사(2-2),IT
활용러시아어(2-2)

3-1
실무러시아어강독(3-1),실무러시아어작문(3-1),러시아어회화(3-1),러시아정치및국
제관계(3-1),러시아민속과종교(3-1)

3-2
러시아어회화(3-2),유라시아지역경제(3-2),러시아사회구조와발전(3-2),캡스톤디자
인1(3-2),

3-3 러시아어권어학연수 1(3-3),러시아어권문화체험 1(3-3)

3-4 러시아어권어학연수2(3-4),러시아어권문화체험2(3-4)

4-1
실무러시아어회화(4-1),러시아어통번역연습(4-1),러시아철학과사상(4-1)
러시아문학과예술(4-1),캡스톤디자인2(4-1),진로지도(4-1)

4-2 비즈니스러시아어회화(4-2),유라시아민족문제연구(4-2),졸업지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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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진학 및 교직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러시아어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러시아어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러시아
어 교사 및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러시아어 교육 

졸업 후
진로

러시아어 교사분야, 국내외 지역전문대학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국가   
대학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러시아어입문(1-1),러시아어응용(1-2),원어민러시아어실습1(1-1),전공과진로(1-1),
러시아중앙아시아학개론(1-1)

1-2 원어민러시아어실습2(1-2),러시아사회문화(1-2),러시아어응용(1-2)

2-1
러시아어문법1(2-1),러시아어회화2-1(2-1),중급러시아어강독(2-1),유라시아지리
(2-1),유라시아지역사회(2-1),중앙아시아역사(2-1)

2-2 러시아어문법2(2-2),러시아어회화2-2(2-2),러시아문예강독(2-2),러시아역사(2-2)

3-1
실무러시아어강독(3-1),러시아어회화(3-1),러시아민속과종교(3-1),러시아어교과교
육론(3-1),러시아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1)

3-2
러시아어회화(3-2),러시아사회구조와발전(3-2),한국유라시아관계연구(3-2),유라시
아지역경제(3-2),러시아어교직논리및논술(3-2),캡스톤디자인1(3-2)

3-3 러시아어권어학연수1(3-3),러시아어권문화체험1(3-3)

3-4 러시아어권어학연수2(3-4),러시아어권문화체험2(3-4)

4-1
실무러시아어회화(4-1),중앙아시아정치및국제관계(4-1),실무러시아어회화(4-1),캡
스톤디자인2(4-1),진로지도(4-1)

4-2 유라시아민족문제연구(4-2),북극연구(4-2),시베리아지역연구(4-2),졸업지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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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Department of TESOL·Business English)

하-3

1. 교육목표

m 섬김과 나눔, 배려를 실천하는 건전한 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

m 탁월한 실용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m 첨단 멀티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차세대 영어교육

전문가 양성

m 탁월한 영어소통능력과 융복합 실무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비즈니스 영어전문가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 대상 영어교육”을 의미합니다. 배재대학교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는 TESOL

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하여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 역

량을 갖춘 미래형 영어교육전문가와 글로벌비즈니스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학부 및 대학원 모두 미국 북플로리다주립대학교(UNF)와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국제학교(TCIS) 교생 실습, 기업체 인턴 및 현장실습, 해외취업교육과정을 통

하여 취업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

업 시 PCU TESOL자격증을 비롯한 세부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성화교육과정 

트랙(어린이영어지도사, 영어학습코치, 글로벌비즈니스영어전문가), 5년 안에 TESOL 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부-대학원 통합교육과정 트랙, 글로컬마케팅 융합전공, 북

미통상학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과정 이수자는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영어를 중심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발표, 실습, 코칭, 토론 등 최신 교수법과 비즈

니스/서비스 분야의 실무지식을 결합한 융합 특성화 교육의 성과로 매년 졸업생들이 영

어교육, 글로벌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국내외 대학원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우수한 성

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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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탁월한 영어실력과 전공지식을 갖춘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등영어교사자격증 중등 영어교사(교직 이수자)

TESOL자격증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 방과후학교 영어교사 
전문영어강사(영어전문 어학원, 대학 부설 어학원 등) 및 영어교육 
사업가 
통역·번역사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진학)
영어교육 전문기업 

영어학습코치자격증
영어전문코치로 활동 및 영어코칭센터 교습소 창업
영어교육 전문기업체, 출판사, 연구소 

어린이영어지도사자격증
어린이 전문 어학원 강사, 영어마을 교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파견 
영어교사 

글로벌비즈니스영어전문가
자격증

글로벌교육, 무역, 물류, 해외영업, 글로벌서비스 및 기타 분야 국내 
및 외국계 기업 취업 

TESOL 학·석·박사 
연계과정

대학원 진학 석, 박사 취득(학자, 교수) 
학·석사 통합 5년 과정과 더불어 석·박사 연계과정을 통하여 
과정 단축 가능

복수전공제도, 연계전공, 융합전공과 연계 시 진로 

m 인접 분야(경영, 관광, 호텔, 무역물류, 미디어콘텐츠, 복지신학 등) 복수전공

  - 항공, 관광, 호텔, 리조트 등 서비스 분야  

  - 신문, 방송 등 미디어 분야

  - 해외 구호 및 봉사 분야의 비정부기구(NGO) 요원, 선교사 

m 융합전공

  - 글로컬마케팅학 융합전공: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국내외 마케팅, 해외

    영업, 무역, 글로벌물류 분야 기업 및 해외 취업 )

m 연계전공

  - 북미통상학 연계전공: 한·미, 한·캐나다 FTA 협정 기반 북미지역 및 영어권 국가 

    전문 통상전문가 양성



317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TSL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0 0 0 P/NP

4 1 전필 TSL18401 진로지도 Career Counseling 0 0 0 P/NP

1 2 전선 TSL18102 TESOL개론 Introduction to TESOL 3 3 0
TESOL  

Certificate 
Core

1 1 전선 TSL18103
초급영어듣기
말하기1

Beginn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and 
Conversation

3 3 0 　

1 1 전선 TSL18104
초급영어읽기
쓰기1

English Reading and 
Writing Patterns 1

3 3 0 　

1 1 전필 TSL18105
글로벌언어
비즈니스개론

Introduction to Global 
Language & Business

3 3 0 　

1 1 전선 TSL18107
초급영어듣기
말하기2

Beginn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 
Conversation 2

3 3 0

1 2 전선 TSL18106
초급영어읽기
쓰기2

English Reading and 
Writing Patterns 2

3 3 0 　

2 1 전필 TSL18201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 3 0 교직기본이수

2 1 전필 TSL18202
중급비즈니스
영어읽기쓰기
연습1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Reading & Writing 
1

3 3 0 융합

2 1 전선 TSL18203 영어어휘연습 English Vocabulary Practice 3 3 0 융합

2 1 전선 TSL18211
중급비즈니스
영어듣기및
말하기연습2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2

3 3 0 융합

2 1 전선 TSL18419 영문법과독해
English Grammar and 
Reading

3 3 0
교직기본이수

융합

2 1 전선 TSL18204
자기주도영어
학습이론과
실제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3 3 0 　

2 1 전선 TSL18205
중급비즈니스
영어듣기
말하기연습1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Listening & 
Speaking 1

3 3 0

2 2 전필 TSL18207
중급비즈니스
영어읽기쓰기
연습2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Reading & Writing 
2

3 3 0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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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필 TSL18206
응용언어학과
영어
커뮤니케이션

Applied Linguistics and 
English Communication

3 3 0

3 1 전선 TSL18210
영어지도 및
발표연습1

Practicum for English 
Teaching 1

3 3 0 　

2 2 전선 TSL18208 영미문화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3 3 0
교직기본이수

융합

2 2 전선 TSL18211
중급비즈니스
영어듣기및
말하기연습2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2

3 3 0 　

2 2 전선 TSL18209
영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English Materials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3 3 0 교직필수

3 1 전선 TSL18301
고급실무영어
회화

Advanced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3 3 0
교직기본이수 

융합

3 2 전선 TSL18306
멀티미디어디
자인도구활용
언어교육

English Education With 
Multimedia Design tools

3 3 0 　

3 1 전선 TSL18302
고급실무
영작문

Advanced Practical English 
Writing 

3 3 0 융합

3 1 전선 TSL18304
영어교과
교육론

Introduction to English 
Education

3 3 0 교직필수

3 1 전선 TSL18303
어린이영어
지도법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3 3 0 　

3 1 전선 TSL18314
영어듣기말하
기연습및
지도법

Practice & Methodology for 
English Listening & 
Speaking

3 3 0
TESOL 

Certificate 
Core

3 2 전선 TSL18310
영어학습코칭
및컨설팅

Coaching and Consulting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3 3 0 　

3 2 전선 TSL18309
영어읽기쓰기
연습및지도법

Practice & Methodology  
for English Reading & 
Writing

3 3 0
TESOL 

Certificate 
Core

3 2 전선 TSL18308
영어교직논리
및논술

English Logic & Discourse 
for Teaching

3 3 0 교직필수

3 2 전선 TSL18307
비즈니스영어
프레젠테이션

Business English 
Presentation

3 3 0 　

4 1 전선 TSL18416 현장실습1 Field Study 1 3 0 0 P/NP

4 1 전선 TSL18402
고급비즈니스
영어말하기
쓰기연습

Advanced English Speaking 
& Writing Practice

3 3 0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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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TSL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전공과목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올바른 비전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TSL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전공 및 학생의 희망에 따른 진로를 설정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취업서류를 준비하

고 모의면접 훈련을 실시한다.

 TSL18105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 (Introduction to Global Language & Business, 3-3-0)

영어가 사용되는 국내외 환경에서 창업 및 기획, 마케팅, 영업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배양한다.

 TSL18104 초급영어읽기쓰기1 (Beginner English Reading & Writing Patterns 1, 3-3-0)

영어 텍스트의 기본요소와 쓰기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영어 읽기 및 쓰

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TSL18103 초급영어듣기말하기1 (Beginn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 Conversation 

1, 3-3-0)

원활한 기본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TSL18403
영어지도 및
발표연습2

Practicum for English 
Teaching 2

3 3 0
TESOL 

Certificate 
Core

4 1 전선 TSL18405
영어평가
이론과실제

English Language Testing 3 3 0 　

4 2 전필 TSL18407 졸업시험 Graduation Examination 0 0 0
TESOL 

Certificate 
Core

4 2 전선 TSL18410
영어어휘
지도법

Methodology for English 
Vocabulary

3 3 0 　

4 2 전선 TSL18411
영어음성
음운론

English Applied Phonetics 
and Phonology

3 3 0 교직기본이수

4 2 전선 TSL18412
영어
커뮤니케이션

English Communication 3 3 0 융합

4 2 전선 TSL18414 현장실습5 Field Study 5 15 0 0

4 2 전선 TSL18408
고급실무영어
독해

Advanced Practical English 
Reading

3 3 0
교직기본이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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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18102 TESOL개론 (Introduction to TESOL, 3-3-0)

TESOL의 역사적·이론적 바탕을 소개하며 다양한 TESOL 프로그램, 전공도서, 저명학자

들에 대하여 배우면서 TESOL의 역동적인 학문적 성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

들을 제공한다.

 TSL18106 초급영어읽기쓰기2 (Beginner English Reading & Writing Patterns 2, 3-3-0)

초급영어읽기쓰기1을 기반으로 영어 텍스트의 구성요소와 쓰기 패턴을 학습을 심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영어 읽기 및 쓰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한다.

 TSL18107 초급영어듣기말하기2 (Beginn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 Conversation 

2, 3-3-0)

원활한 기본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

시한다.

 TSL18202 중급비즈니스영어읽기쓰기연습1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Reading & 

Writing 1, 3-3-0)

영어 쓰기 패턴에서 학습된 기술과 패턴을 적용한 작문 연습을 통하여 짧은 문단이나 에

세이를 작문한다.

 TSL18201 영어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

현대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어의 음운론, 통사론, 화용론, 의미론, 모국어

와 외국어습득이론, 언어습득 과정과 문자언어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영어학습의 본질

을 터득하게 된다.

 TSL18205 중급비즈니스영어듣기말하기연습1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Listening 

& Speaking 1, 3-3-0)

여러 가지의 상황 설정을 통하여 사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영어 청

취와 대화 표현 능력을 길러서 영미인과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SL18203 영어어휘연습 (English Vocabulary Practice, 3-3-0)

말하기/쓰기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어학습의 기초인 다양한 어휘에 노출되어 어근, 파생

어, 어족 등의 암기뿐만 아니라 활용법까지 학습하여 어휘력을 배양한다.

 TSL18204 자기주도영어학습이론과실제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Theory & 

Practice, 3-3-0)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에 필수적인 비전과 목표 설정, 성취 계획, 시간 관리, 멘

토링, 피드백, 성격검사 등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 이론을 탐구하며 동시에 자신의 

영어학습에 적용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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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18207 중급비즈니스영어읽기쓰기연습2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Reading & 

Writing 2, 3-3-0)

영어 쓰기 패턴에서 학습된 기술과 패턴을 적용한 작문 연습을 통하여 짧은 문단이나 에

세이를 작문한다.

 TSL18206 응용언어학과영어커뮤니케이션 (Applied Linguistics & English   Communication, 

3-3-0)

현대응용언어학의 주요 분야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영어교수학습과 글로벌비즈니스 상

황에서 활용 가능한 영어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학습하고 연습한다.

 TSL18210 영어지도및발표연습1 (Practice for English Teaching and Presentation, 3-3-0)

영어수업을 교수하는 방법에 관한 2학년과 3학년 과정의 완성 과정으로써 효과적인 교수

법 이론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

 TSL18208 영미문화 (British and American Cultures, 3-3-0)

영미 서구문화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문화가 영어교수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SL18211 중급비즈니스영어듣기말하기연습2 (Intermediate Business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 2, 3-3-0)

여러 가지의 상황 설정을 통하여 사고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영어 청

취와 대화 표현 능력을 길러서 영미인과 일상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SL18209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English  Material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3-3-0)

예비교사들이 교수자료를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의 나이와 영어 능력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한다.

 TSL18301 고급실무영어회화 (Advanced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 3-3-0)

영어를 사용하여 실용적인 단어와 문장이 주어지는 광범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다.

 TSL18302 고급실무영작문 (Advanced  Practical English Writing, 3-3-0)

글로벌비즈니스 실무에 필수적인 영문 문서의 구조, 텍스트 구성, 전문영어 어법 및 맞

춤법을 학습함으로써 고급수준의 비즈니스 실무 수행에 필요한 영작문 능력을 배양한다.

 TSL18304 영어교과교육론 (Introduction to English Education, 3-3-0)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습득이론들을 학습, 평가하고 이를 영어학습 현장에 효과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연구한다.

 TSL18303 어린이영어지도법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3-3-0)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및 학습이론과 어린이에게 

적합한 영어 표현들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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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18305 영어듣기말하기연습및지도법 (Practice & Methodology for English Listening 

& Speaking, 3-3-0)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필요한 지도법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TSL18307 비즈니스영어프레젠테이션 (Business English Presentation, 3-3-0)

공식적인 비즈니스 영어 발표 또는 영어 면접에 대비하여 전문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

양한다.

 TSL18402 고급비즈니스영어말하기쓰기연습 (Advanced English Speaking & Writing 

Practice, 3-3-0)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연습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급 수준의 전문 대화와 토론

을 영어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SL18403 영어지도및발표연습2 (Practicum for English Teaching 2, 3-3-0)

효과적인 영어수업 지도와 발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어말하기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배양한다.

 TSL18310 영어학습코칭및컨설팅 (English Learning Coaching & Consulting, 3-3-0)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영어능력 진단, 분석에 기반한 컨설팅과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단어 각 영역에 효과적인 학습법 코칭에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실습 중심으

로 훈련한다.

 TSL18306 멀티미디어디자인도구활용언어교육 (English Education with Multimedia 

Design Tools, 3-3-0)

첨단 멀티미디어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수 및 학습이론을 학습하고 수업계획서 작

성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상의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SL18308 영어교직논리및논술 (English  Logic & Discourse for Teaching, 3-3-0)

교수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테솔전공에 알맞은 논술 능력을 배양한다.

 TSL18309 영어읽기쓰기연습및지도법 (Practice & Methodology for English Reading & 

Writing, 3-3-0)

영어 읽기와 쓰기 지도에 필요한 교수법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TSL18405 영어평가이론과실제 (English Language Testing, 3-3-0)

언어평가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TOEIC 및 기타 영어시험의 구성 원리와 특성

을 학습하여 영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며 영어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무능력도 배양한다.

 TSL18410 영어어휘지도법 (Teaching Methods for English Vocabulary, 3-3-0)

어휘 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관찰을 통해 효율적인 어휘교수법을 습득하고 교육 현장

에서 어휘 학습의 실제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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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L18411 영어음성음운론 (English  Phonetics & Phonology, 3-3-0)

영어의 올바른 발음을 체계적으로 익혀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SL18412 영어커뮤니케이션 (English Communication, 3-3-0)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

 TSL18408 고급실무영어독해 (Advanced Practical English Reading, 3-3-0)

대학교 수준의 실용 영어 본문을 독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심도 있

는 영어 독해에 노출함으로써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TSL18407 졸업시험 (Graduation Examination, 0-0-0)

영어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의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졸업 자격의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유창하면서도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

을 점검한다.

 TSL18414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3-0-0)

습득한 TESOL 이론과 교수법,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영어교육 현장 또는 영어를 사

용하는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TSL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습득한 TESOL 이론과 교수법,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실제 영어교육 현장 또는 영어를 사

용하는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TSL18419 영문법과독해 (English Grammar and Reading, 3-3-0)

실용적인 영어 텍스트 읽기 연습을 통하여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데 필수적인 영문법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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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1. TESOL자격증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고도의 영어 말하기/쓰기 능력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중심 영어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업계획서 작성 능력과 실제 모의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을 검증
하여 배재대학교 TESOL 자격증을 취득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영어 교수 능력 및 지
식(영어 습득, 평가, 교수법, 교재개발, 멀티미디어활용 영어교육 등) 

졸업 후 진로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 방과후학교 영어교사, 영어전문강사(영어전문학원, 대학 부
설어학원 등) 및 영어교육 사업가, 통역·번역사(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진학), 영어
교재 개발 회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1-2
TESOL개론(1-1),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1-2), 전공과진로(1-1), 초급영어읽기쓰
기1(1-1), 초급영어듣기말하기1(1-1), 초급영어읽기쓰기2(1-2), 초급영어듣기말하기
2(1-2)

2-1/2-2
영어학개론(2-1), 중급비즈니스영어읽기쓰기연습1(2-1), 중급비즈니스영어읽기쓰기
연습2(2-2)

3-1/3-2
영어듣기말하기연습및지도법(3-1), 영어읽기쓰기연습및지도법(3-2), 멀티미디어디
자인도구활용영어교육(3-2)

4-1/4-2 영문법과독해(4-1), 영어지도및발표연습2(4-1), 졸업시험(4-1, 4-2)

로드맵 목록

1. TESOL 자격증 과정

2. 영어학습코칭 자격증 과정

3. 어린이영어지도사 자격증 과정

4. 글로벌비즈니스영어전문가 과정

5. TESOL 학·석·박사 연계 과정

6.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교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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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학습코치 자격증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학습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 개발,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상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 성격, 기질,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적절한 학습법을 컨설팅
해주는 개별학습자 맞춤형 영어학습을 위한 코치 및 학습컨설턴트 자격증을 취
득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자기주도 영어교육 이
론 및 경험, 상담, 코칭 능력. 

졸업 후 진로 영어교육 전문기업체, 출판사, 연구소, 영어전문강사 및 영어교육 관련 창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1-2
TESOL개론(1-1),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1-2), 전공과진로(1-1), 초급영어읽기쓰
기1(1-1), 초급영어듣기말하기1(1-1), 초급영어읽기쓰기2(1-2), 초급영어듣기말하기
2(1-2)

2-1/2-2 자기주도학습영어이론과실제(2-1),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2-2)

3-1/3-2
멀티미디어디자인도구활용영어교육(3-2), 영어학습코칭및컨설팅(3-2), 캡스톤디자
인1(3-2)

4-1/4-2
영어음성음운론(4-2), 영어평가이론과실제(4-1), 영어어휘지도법(4-2) 캡스톤디자인
2(4-1) 영어지도및발표연습2(4-1)

3. 어린이영어지도사 자격증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어교육 이론을 습득
하고, 모의수업 실습을 통하여 실제 영어수업 능력을 배양하여 어린이영어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
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어린이영어 지도 이론 
및 경험 

졸업 후 진로 어린이 전문 어학원 강사, 영어마을 교사, 어린이집 및 유치원 파견 영어교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1-2
TESOL개론(1-1),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1-2), 전공과진로(1-1), 초급영어읽기쓰
기1(1-1), 초급영어듣기말하기1(1-1), 초급영어읽기쓰기2(1-2), 초급영어듣기말하기
2(1-2)

2-1/2-2
영어지도및발표연습1(2-2), 영어어휘연습(2-1), 영미문화(2-2), 중급비즈니스영어듣
기말하기연습1(2-1), 중급비즈니스영어듣기말하기연습2(2-2)

3-1/3-2
어린이영어지도법(3-1), 고급실무영작문 (3-1), 영어교직논리및논술(3-2), 장기현장
실습3(3-2)

4-1/4-2
영어지도및발표연습2(4-1), 장기현장실습1(4-3), 장기현장실습2(4-3) 장기현장실습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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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비즈니스영어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원어민에 준하는 비즈니스실무영어 및 관련 실무능력을 갖춘 통상, 물류, 글
로벌비즈니스 실무영어전문가를 배양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비즈니스 실무 관련 
영어 능력

졸업 후 진로 일반 기업, 무역, 외국계 기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1-2
TESOL개론(1-1),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1-2), 전공과진로(1-1), 초급영어읽기쓰
기1(1-1), 초급영어듣기말하기1(1-1), 초급영어읽기쓰기2(1-2), 초급영어듣기말하
기2(1-2)

2-1/2-2 응용언어학과영어커뮤니케이션(2-2),  중급비즈니스영어듣기말하기연습1(2-1)

3-1/3-2 고급실무영어회화(3-1), 비즈니스영어프레젠테이션(3-2)

4-1/4-2 고급실무영어독해(4-2), 미디어를통한영어교육(4-1), 영어커뮤니케이션(4-1)

5. TESOL 학·석·박사 연계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의 학문지향형 과정으로써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
여 5년 내에 TESOL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석박사 과정도 연
계할 경우 추가적인 과정 단축이 가능하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영어교육 이론 및 
교수 경험, TESOL 관련 대학원 진학 자격 취득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대학원 진학, 학자, 교수, 연구원, 영어교육 교/강사 및 영어교육 관련 
창업, 교재개발, 출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1-2
TESOL개론(1-1), 글로벌언어비즈니스개론(1-2), 전공과진로(1-1), 초급영어읽기쓰
기1(1-1), 초급영어듣기말하기1(1-1), 초급영어읽기쓰기2(1-2), 초급영어듣기말하
기2(1-2)

2-1/2-2 영어지도및발표연습1(2-2)

3-1/3-2 영어교과교육론(3-1), 어린이영어지도법(3-1), 

4-1/4-2
영어평가이론과실제(4-1), 고급비즈니스영어말하기쓰기연습(4-1), 영어지도및발표
연습2(4-1)



327

6.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교직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의 교직과정으로서 교직필수, 교직기본이수과목 및 
기타 교직과목 이수 후 중등 영어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적 영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등), 영어교육학 이론 및 
교생실습을 통한 실제 영어수업진행 능력.

졸업 후 진로 중등 영어교사(교직이수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영어학개론, 영문독해를통한문법연습1, 교직 관련 교과목 

2-2 영미문화,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 관련 교과목

3-1 고급실무영어회화, 영어교과교육론

3-2 영어교직논리및논술

4-1 비즈니스영어말하기쓰기연습

4-2 영어음성음운론, 고급실무영어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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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중남미학과
(Spanish Language and Latin American Studies)

하-4

1. 교육목표

  본 전공의 기본 교육과정은 유창한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데 있습니다. 스페인·

중남미학과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화 언어인 스페인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습득하여 스페인어권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정통한 맞춤식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합니다. 또한 유럽과 북미, 라틴 아메리카로 이

어지는 거대 소비시장이 필요로 하는 21세기의 글로벌 맞춤 BIZ(비즈니스) 인재 그리고 

신 감성문화 시대를 이끄는 실무·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스페인·중남미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스페인·중남미학과는 유럽의 스페인과 북미 대륙의 멕시코, 그리고 중남미 대륙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해외현장 학습을 통해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정통한 글로벌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사용 국가수 세계 2위, 인구수 세계 3위를 차지하는 21세기 국제무대의 필수

어 입니다. 또한, 중남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날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

제공용어입니다. 우리 학과는 매년 성적 우수자와 장학생을 선발하여 스페인어권 국가로 

보내며 교환학생과 해외어학연수제도를 통해 국제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 있습니다.

  스페인·중남미학과의 기본적인 교육목표는 모든 졸업생들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하

고 쓰며, 듣고 읽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학년 때부터 매우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전 학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4학년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스페인어 실력을 갖추게 되

며,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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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m 취득 자격증: D.E.L.E(스페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스페인어 자격시험), 번역사, 동시통

역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m 졸업 후 진로: 공무원(사법부공무원, 행정부공무원, 외무부공무원, 안기부, 경찰 등), 

중·고교 교사, 대사관근무 KOTRA, 무역관련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 기업의 해외지

사, 여행사 및 관광업체, 외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번역, 통신 분야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SPN18101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and 
Course 

0 0 0 P/NP

4 1 전필 SPN18401 진로지도 Career Counseling 0 0 0 P/NP

1 1 전선 SPN18103
초급스페인어
문법1

Basic Spanish Grammar 
1

3 3 0 　

1 1 전선 SPN18102
초급스페인어
강독1

Basic Spanish Reading 1 3 3 0 　

1 1 전선 SPN18105
초급스페인어
회화1

Basic Spanish 
Conversation 1

3 3 0 　

1 1 전선 SPN18104
초급스페인어
작문1

Basic Spanish 
Composition 1

3 3 0 　

1 2 전선 SPN18107
초급스페인어
문법2

Basic Spanish Grammar 
2

3 3 0 　

1 2 전선 SPN18106
초급스페인어
강독2

Basic Spanish Reading 2 3 3 0 　

1 2 전선 SPN18109
초급스페인어
회화2

Basic Spanish 
Conversation 2

3 3 0 　

1 2 전선 SPN18108
초급스페인어
작문2

Basic Spanish 
Composition 2

3 3 0 　

2 1 전선 SPN18205
중급스페인어
문법1

Intermediate Spanish 
Grammar 1

3 3 0

2 1 전선 SPN18204
중급스페인어
강독1

Intermediate Spanish 
Reading 1

3 3 0

2 1 전선 SPN18215
중급스페인어
회화1

Intermediate Spanish 
Conversation 1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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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선 SPN18206
중급스페인어
작문1

Intermediate Spanish 
Composition 1

3 3 0 　

2 1 전선 SPN18202
시청각
스페인어1

Beginner's Spanish 
Conversation with A-V 
1

3 3 0

2 1 전선 SPN18203 실용스페인어 Practical Use Spanish 3 3 0 　

2 2 전선 SPN18213
중급스페인어
문법2

Intermediate Spanish 
Grammar 2

3 3 0

2 2 전선 SPN18212
중급스페인어
강독2

Intermediate Spanish 
Reading 2

3 3 0

2 2 전선 SPN18216
중급스페인어
회화2

Intermediate Spanish 
Conversation 2

3 3 0

2 2 전선 SPN18214
중급스페인어
작문2

Intermediate Spanish 
Composition 2

3 3 0

2 2 전선 SPN18209
시청각
스페인어2

Beginner's Spanish 
Conversation with A-V 
2

3 3 0

2 2 전선 SPN18211
이야기가있는
라틴아메리카문화

The  story  of  Latin 
American Culture

3 3 0

2 2 전선 SPN18210
영상으로읽는중
남미역사
문화의이해

Screen Study on 
Latin-American History 
& Culture

3 3 0

2 2 전선 SPN18208
스페인어권
문화의이해

Comprehension Spain 
Cultura

3 3 0

3 1 전선 SPN18302
고급스페인어
강독1

Advanced Spanish 
Reading 1

3 3 0

3 1 전필 SPN18301
고급스페인어
회화1

Advanced Spanish 
Conversation 1

3 3 0

3 1 전선 SPN18303
고급스페인어
작문1

Advanced Spanish 
Composition 1

3 3 0

3 1 전선 SPN18308
중남미현대
문화

Modern Culture of Latin 
America

3 3 0

3 1 전선 SPN18304 생활스페인어 Spanish daily conversation 3 3 0 　

3 1 전선 SPN18307
스페인역사문화
의이해

Comprehension of 
Spanish History and 
Culture

3 3 0 　

3 1 전선 SPN18305
스페인어교과
교육론

Pedagogics of Spanish 
Languag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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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선 SPN18306
스페인어교과교
재연구및지도법

Studies of Spanish 
Textbook & Teaching 
Method

3 3 0

3 2 전선 SPN18311
고급스페인어
강독2

Advanced Spanish 
Reading 2

3 3 0

3 2 전필 SPN18309
고급스페인어
회화2

Advanced Spanish 
Conversation 2

3 3 0

3 2 전선 SPN18312
고급스페인어
작문2

Advanced Spanish 
Composition 2

3 3 0

3 2 전선 SPN18315 응용스페인어 Applied Spanish 3 3 0 　

3 2 전선 SPN18310 DELE스페인어 DELE Spanish 3 3 0 　

3 2 전선 SPN18313
라틴아메리카
문화읽기

Reading for Latin 
American culture

3 3 0 　

3 2 전선 SPN18314
스페인어교직
논리및논술

Logics and Discourse for 
Teaching

3 3 0

3 3 전선 SPN18318
스페인어권
어학연수1

Field Study of Language 
in Spanish Speaking 
Countries 1

2 0 0
계절학기, 
총30시간 
P/NP

3 3 전선 SPN18317
스페인어권
문화체험1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2 0 0
계절학기,
총60시간 
P/NP

3 4 전선 SPN18320
스페인어권
어학연수2

Field Study of Language 
in Spanish Speaking 
Countries 2

2 0 0
계절학기,
총30시간 
P/NP

3 4 전선 SPN18317
스페인어권
문화체험2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2 0 0
계절학기,
총60시간 
P/NP

4 1 전선 SPN18406 시사스페인어 Current Spanish 3 3 0

4 1 전선 SPN18404
스페인어번역
명작읽기

Spanish Translation 
Reading

3 3 0

4 1 전선 SPN18405
스페인어회화
연습

Spanish Conversation 
Exercise

3 3 0

4 1 전선 SPN18407
중남미문화
세미나

Seminar on the 
Literature of Latin 
America

3 3 0

4 1 전선 SPN18402
비즈니스
스페인어

Business Spanish 3 3 0

4 2 전필 SPN18409 졸업시험
Test for Bachelor's 
Degree

0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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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SPN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Majors & Caeers , 0-0-0)

전공별 1학년 1학기에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 상담과 학습향상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SPN18103 초급스페인어문법1 (Basic Spanish Grammar 1, 3-3-0)

스페인어 기초문법지식을 익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실제 연습해 봄으로써 스페인어 문장

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독해과정을 통하여 학습한다.

 SPN18102 초급스페인어강독1 (Basic Spanish Reading 1, 3-3-0)

평이한 스페인 단편문학을 통하여 스페인어의 기본구조를 숙달시키고, 스페인어 단편문

학의 기본구조와 경향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SPN18105 초급스페인어회화1 (Basic Spanish Conversation 1, 3-3-0)

스페인어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초적 의사소통 표현을 상

황과 테마별로 학습하여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회화가 가능하도록 실제 연습해 본다.

 SPN18104 초급스페인어작문1 (Basic Spanish Composition 1, 3-3-0)

스페인어에 대한 기초 문법과 어휘, 표현, 문형 등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스페인어 문장

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선 SPN18413
스페인중남미
역사문화

Spain and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3 3 0 　

4 2 전선 SPN18415
중남미사회와
문학

Latin America Society 
and Literature

3 3 0 　

4 2 전선 SPN18414
이야기가있는라
틴아메리카문학

Latin American literature 
in the story

3 3 0

4 2 전선 SPN18412
스페인어실무
회화

Practical Conversation in 
Spnish

3 3 0

4 2 전선 SPN18416
취업스페인어
연습

Spanish Practice for 
Career

3 3 0 　

4 2 전선 SPN18411
무역실무
스페인어연습

Commercial Spanish 
Practice

3 3 0

4 2 전선 SPN18410 라틴문화탐방 Latin Cultural Tour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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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18107 초급스페인어문법2 (Basic Spanish Grammar 2, 3-3-0)

스페인어 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독해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스페인어의 총체적인 문

법을 학습한다.

 SPN18106 초급스페인어강독2 (Basic Spanish Reading 2, 3-3-0)

기초적인 스페인어문장과 문학작품을 가지고 문장의 구조와 표현력을 학습함으로써 독해

능력을 기른다.

 SPN18109 초급스페인어회화2 (Basic Spanish Conversation 2, 3-3-0)

초급스페인어회화1을 통해 배운 스페인어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일상대화의 기본구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주어진 주제와 텍스트를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SPN18108 초급스페인어작문2 (Basic Spanish Composition 2, 3-3-0)

기초적인 문장의 이해라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스페인어 문장으로 표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사항, 어휘, 관용어구, 문장 연결법 등을 총체적으로 지도함으

로써 스페인어 문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SPN18205 중급스페인어문법1 (Intermediate Spanish Grammar 1, 3-3-0)

스페인어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독해과정을 통하여 중급 수준의 스페인어 문법을 학

습한다.

 SPN18204 중급스페인어강독1 (Intermediate Spanish Reading 1, 3-3-0)

스페인어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기본적인 스페인어강독을 통해 스페인어 

문장의 구조와 표현법을 학습함으로써 정확한 독해 능력을 기른다.

 SPN18215 중급스페인어회화1 (Intermediate Spanish Conversation 1, 3-3-0)

초급스페인어 회화의 심화학습 단계로써, 기초적 회화 문장을 응용하여 복문과 중문을 

사용하여 의사 전달하는 단계이다.

 SPN18206 중급스페인어작문1 (Intermediate Spanish Composition 1, 3-3-0)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작문 연습을 반복해서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문장 구사

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SPN18202 시청각스페인어1 (Beginner's Spanish Conversation with A-V 1, 3-3-0)

시청각 기재 및 교재를 통해 Lab실을 활용하여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기초회화를 위한 

초보적인 어학훈련을 한다.

 SPN18203 실용스페인어 (Practical Use Spanish, 3-3-0)

중급회화학습에 대한 보완적 학습과목으로써, 실제 생활 속에서 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사용되는 다양한 스페인어 표현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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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18213 중급스페인어문법2 (Intermediate Spanish Grammar 2, 3-3-0)

중급스페인어문법1에 대한 연결 강의로서, 중급 수준의 스페인어 문법을 스페인어문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독해과정을 통하여 학습한다.

 SPN18212 중급스페인어강독2 (Intermediate Spanish Reading 2, 3-3-0)

스페인어문학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중급 스페인어강독을 통해서 독해력을 훈

련함과 동시에 스페인어권의 문화, 역사, 생활풍습 등을 함께 학습한다.

 SPN18216 중급스페인어회화2 (Intermediate Spanish Conversation 2, 3-3-0)

초급스페인어 회화의 심화학습 단계로써 기초적 회화 문장을 응용하여 복문과 중문을 사

용하여 의사 전달하는 단계이다.

 SPN18214 중급스페인어작문2 (Intermediate Spanish Composition 2, 3-3-0)

중급스페인어작문1에 대한 연결 강의로서, 중급 수준의 한국어 문장을 스페인어로 짓는 

능력을 연습한다.

 SPN18209 시청각스페인어2 (Beginner's Spanish Conversation with A-V 2, 3-3-0)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 스페인어 회화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 지리를 학습함으로

써 스페인어 사용국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SPN18210 영상으로읽는중남미 역사문화의이해 (Screen Study on Latin-American 

History & Culture, 3-3-0)

광범위한 중남미 역사와 문화를 영상자료를 통해 보다 쉽고 거부감 없게 학습한다.

 SPN18211 이야기가있는라틴아메리카문화 (The  story  of  Latin American Culture 3-3-0)

스페인, 중남미의 문화 이해를 위해 스페인,중남미 영화, 예술작품 등을 다양하게 감상한다.

 SPN18208 스페인어권문화의이해 (Comprehension Spain Cultura, 3-3-0)

스페인, 중남미 등 스페인어권 국가의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스페인어권 국가에 대한 구

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SPN18302 고급스페인어강독1 (Advanced Spanish Reading 1, 3-3-0)

고급 수준의 스페인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을 학습함으로써, 스페인 소설, 희곡 등 스페

인어권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SPN18301 고급스페인어회화1 (Advanced Spanish Conversation 1, 3-3-0)

스페인어를 실제로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화중심의 듣고 말하기 능력

을 기른다.

 SPN18303 고급스페인어작문1 (Advanced Spanish Composition 1, 3-3-0)

다양한 주제의 내용과 텍스트를 정확한 스페인어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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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18308 중남미현대문화 (Modern Culture of Latin America, 3-3-0)

중남미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과목으로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중남미 

각국에 대한 중요한 특성과 그 이해를 향상 시킨다.

 SPN18304 생활스페인어 (Spanish daily conversation, 3-3-0)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페인어나 어학연수 생활에 필요한 생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과정으

로, 비디오와 오디오테이프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기본문형과 정확한 발음을 숙지한다.

 SPN18307 스페인역사문화의이해 (Comprehension of Spanish History and Culture, 3-3-0)

스페인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토론식 수업과 발표수업을 

통해 스페인의 과거와 현재를 학습한다.

 SPN18305 스페인어교과교육론 (Pedagogics of Spanish Language, 3-3-0)

교과교육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교과 성격, 교

육목적, 교육내용 구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학교 

학습장면을 고려하여 교수계획안을 작성하고 가상 교실수업을 실시해봄으로써 교수능력

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SPN18311 고급스페인어강독2 (Advanced Spanish Reading 2, 3-3-0)

고급스페인어강독1의 연계과목으로써, 고급 수준의 스페인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을 학습

함으로써, 스페인 소설, 희곡 등 스페인어권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SPN18309 고급스페인어회화2 (Advanced Spanish Conversation 2, 3-3-0)

고급수준의 스페인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는 훈련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구

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SPN18312 고급스페인어작문2 (Advanced Spanish Composition 2, 3-3-0)

고급수준의 다양한 주제의 내용을 정확한 스페인어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PN18315 응용스페인어 (Applied Spanish, 3-3-0)

스페인어로 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문서 작성

법과 표현법을 공부한다.

 SPN18310 DELE스페인어 (DELE Spanish, 3-3-0)

스페인 정부에서 인정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 시험인 Dele에 대비하여 실전적인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일반적인 스페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SPN18313 라틴아메리카문화읽기 (Reading for Latin American culture, 3-3-0)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전통문화 학습을 통해 중남미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나 태도 등을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문화의 기본소양을 숙지하고 라틴문화의 본질과 특성 

등을 경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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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8314 스페인교직논리및논술 (Logics and Discourse for Teaching, 3-3-0)

교수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 전공에 알맞은 논술 능력을 배양한다.

 SPN18306 스페인어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3-3-0)

외국어 교과교육론에 바탕을 두고 스페인어 지도법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

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

서를 중심으로 현 교과과정의 목표와 지도방향을 분석해 보며, 시행되고 있는 고교 스페

인어 교과과정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

고 교과서 및 교재 편성시의 과목별 주안점, 효과적 외국어 교수법을 익히도록 한다.

 SPN18401 진로지도 (Career Counseling, 0-0-0)

졸업 후 취업과 장래 진로계획 설계 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심도 있는 면담과 지도 등

을 통해 대학원 진학 및 학생들의 진로취업에 도움을 준다.

 SPN18406 시사스페인어 (Current Spanish, 3-3-0)

스페인어신문, 시사 잡지, 스페인어방송, 인터넷사이트 등을 교재로 하여 기본적인 시사 

스페인어를 이해하고 아울러 현대 스페인어권 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

취시킨다.

 SPN18404 스페인어번역명작읽기 (Spanish Translation Reading, 3-3-0)

스페인, 중남미의 문학작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 작품들을 연구하여 이해시킨다.

 SPN18405 스페인어회화연습 (Spanish Conversation Exercise, 3-3-0)

일상적인 회화 뿐 만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스페인어로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게 하

고 스페인, 중남미의 방송(뉴스, 드라마)도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SPN18407 중남미문화세미나 (Seminar on the Literature of Latin America, 3-3-0)

스페인과 중남미의 다양한 문화를 발표수업을 통해 간접 체험해 봄으로써, 각 문화능력

을 기른다. 스페인, 중남미의 전통 음식 만들기, 전통 악기 연주해보기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화를 이해해 본다.

 SPN18402 비즈니스스페인어 (Business Spanish, 3-3-0)

스페인어로 된 무역, 상업 관련 문서작성법, 경제용어 등을 학습함으로써 졸업 후 비즈

니스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전문성을 기른다.

 SPN18416 취업스페인어연습 (Spanish Practice for Career, 3-3-0)

스페인어로 된 장문의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된 장문의 텍스트를 스페인

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전문적 번역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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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N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ination, 0-0-0)

4년간의 수업을 통해 수학한 스페인 문학 및 중남미 문학, 스페인 언어학에 관해서 기본

적이고 종합적인 측정을 한다.

 SPN18413 스페인중남미역사문화 (Spain and Lati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3-3-0)

중남미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과목으로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고 발표수

업을 통해 중남미 각국에 대한 중요한 특성과 그 이해를 향상 시킨다.

 SPN18415 중남미사회와문학 (Latin America Sociaty and Literature, 3-3-0)

중남미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중남미 현존 작가들의 경

향과 특성을 이해하고 대표적 작품을 분석 토의한다.

 SPN18414 이야기가있는라틴아메리카문학 (Latin American literature in the story, 3-3-0)

스페인, 중남미의 문학작품 이해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영화, 예술작품 등을 다양하게 감상한다.

 SPN18412 스페인어실무회화 (Practical Conversation in Spanish, 3-3-0)

스페인, 중남미에 관련된 다양한 비디오 자료,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

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토론수업을 바탕으로 한다.

 SPN18411 무역실무스페인어연습 (Commercial Spanish Practice, 3-3-0)

무역실무에 필요한 요소 중점으로 스페인어를 학습하여, 졸업 후 해외 및 국내 취업에 

강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SPN18410 라틴문화탐방 (Latin Cultural Tours, 3-3-0)

스페인과 중남미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유적 등을 둘러보며 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사

고와 행동양식 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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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해외마케팅요원

2. 중남미지역전문가

3. 통역사

1. 해외마케팅요원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1) 대상: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타영역(관광·이벤트경영, 호텔·컨벤션경영, 
외식경영, 의류패션 등) 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2) 목적: 관광, 호텔 , 의류,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어를 필요로 하는 
취업 
*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각자의 복수전공에 따른 과목 선택

확보되는 
실무능력

스페인과 중남미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이벤트를 기획하며, 전문 관광 가이
드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또 스페인과 중남미의 의류, 패션, 식문화 소개 및 교
류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졸업 후 진로
기업체, 무역회사, 금융기관, 공무원, 각종 연구소의 관리직 및 교직이수자의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임용, 대학원 진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스페인어 문법1, 초급스페인어강독1, 초급스페인어회화1, 
초급스페인어작문1, 전공과진로

1-2 초급스페인어문법2, 초급스페인어강독2, 초급스페인어회화2, 초급스페인어작문2

2-1 중급스페인어회화1, 시청각스페인어1, 

2-2 중급스페인어회화2, 시청각스페인어2, 

3-1 고급스페인어강독1, 고급스페인어작문1,스페인역사문화의이해, 중남미현대문화

3-2 고급스페인어강독2, 고급스페인어작문2,스페인역사문화의이해,

4-1 진로지도, 전공과진로, 스페인어번역명작읽기1 

4-2
졸업시험, 전공과진로 , 이야기가있는라틴아메리카문학, 중남미사회와 문학, 
스페인중남미역사문화 , 무역실무스페인어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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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미지역전문가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1) 대상: 일반 무역회사나 각종 기관 및 단체
2) 목적: 스페인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통·번역 전문가로서의 취업

확보되는 
실무능력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전문 통역가와 전문 번역가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졸업 후 진로 기업체, 무역회사, 금융기관, 외무부 같은 국가공무원 또는 공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스페인어 문법1, 초급스페인어강독1, 초급스페인어회화1, 초급스페인어작문1, 
전공과진로

1-2 초급스페인어문법2, 초급스페인어강독2, 초급스페인어회화2, 초급스페인어작문2

2-1 실용스페인어

2-2
이야기가있는 라틴아메리카문화, 영상으로읽는중남미역사문화, 
스페인어권문화의이해

3-2 DELE스페인어, 응용스페인어

4-1 진로지도, 시사스페인어, 중남미문화세미나, 비즈니스스페인어

4-2 졸업시험, 취업스페인어연습, 타틴문화탐방

3. 통역사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18학점 이상 27학점 이하 아래 분야에서 학점 취득, 지도교수와 개별상담 필요.
1) 대상: 스페인 및 중남미 국가의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면서 스페인어가 필요한 분야 취업
2) 목적: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문화관련 분야 취업목표

확보되는 
실무능력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멕시코 중심의 북미 지역, 과테말라부터 파나마에 이르는 
중미지역, 그리고 남미지역에 대한 경제, 자원,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
인으로서 능력을 기른다. 

졸업 후 진로 무역회사, 중남미 분야의 국가 공무원, 코트라(KOTRA)와 같은 무역 전문 공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스페인어 문법1, 초급스페인어강독1, 초급스페인어회화1, 초급스페인어작문1, 
전공과진로1,

1-2 초급스페인어문법2, 초급스페인어강독2, 초급스페인어회화2, 초급스페인어작문2

2-1 중급스페인어강독1, 중급스페인어문법1, 중급스페인어작문1

2-2 중급스페인어강독2, 중급스페인어문법2, 중급스페인어작문2

3-1 고급스페인어회화, 생활스페인어, 스페인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고급스페인어회화2, 스페인어교직논리및논술

4-1 스페인어회화연습

4-2 스페인어실무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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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과
(Department of China Studies)

하-5

1. 교육목표

  중국학과는 유창한 중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G2시대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 및 중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학과에서는 언어와 사회문화, 중국경제

통상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맞춤식 교육과정과 로드맵을 운영하

고 있다. 또한 3+1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중국 각 유수의 대학에 파견하여 원

활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체험과 현장 학습을 통해서 

중국에 정통한 지역전문가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중국학과는 중국과 관련된 실무인재를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1989년 중국학과(문학

사)를 창설하였고, 2003년에는 중국학부로 승격하여 2학년부터 중국어학전공(문학사)과 중

국통상학전공(경영학사) 2개의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2014년부터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학과(경영학사)로 개편하였다. 중국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직과정 이수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중국학과는 중국의 유수 대학과의 3+1 교환학생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을 1년간 중국의 

20여개 자매대학에 파견하여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2009년 중앙일보의 관련 학과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상위권 그룹으로 평가받았으며, 중국학과의 졸업생들은 이미 한·중 

교류의 최전선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학과는 중국통상

학 전공, 중국어관광통번역 전공, 글로벌항공서비스 전공, 글로벌항공경영 전공 등의 다양

한 연계, 융합전공을 통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최적의 커리큘럼

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학과는 연모회(중국원어연극), 이퀄(중국어콩트), 창창(중국전통무용), 사자패(중국전

통 사자춤), 용패(중국전통 용춤), 태극권(중국전통 태극권), 노래패(중국노래) 등의 7개 동

아리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중국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중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매년‘중국학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소모임 활동 공연을 관람하며, 교수, 재학생, 졸업생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중국어말하기 대회’,‘배재 글로컬 마케터 외국어 PT 경진 대회’등 다

양한 학습 모둠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맞춤형 비즈니스 중국어 실무능

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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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중등2급 정교사(중국어), 중국투자기업, 무역회사,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의료코디네이

터, 한국투자 중국기업,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항공·해운 등 

운수기업, 각종 민간 및 정부기관 연구소의 연구원

중국학과의 자격증

m HSK (중국한어수평고시): 제1언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급 표준화고시로, 세계 27개국 100 여개 고시 지역이 있다. 

http://www.hsk.or.kr

m BCT (Business Chinese Test): BCT는 HSK와 같이 중국정부 주관인데 토익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면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실용성을 강

화한 BCT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http://www.bctkorea.com

m CPT (Chinese Proficiency Test): ‘중국어 능력시험’을 말한다. CPT는 실제 생활에

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측정/평가가 목표이다. http://www.geumdong.co.kr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CHI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CHI18102 중국의이해1 Introduction to China 1 3 3 0

1 1 전선 CHI18103
기초통상중국어
회화1

Primary Commercial 
Chinese 1

3 3 0 　

1 1 전선 CHI18104 초급중국어학습1 Elementary Chinese 1 3 3 0

1 2 전필 CHI18105 중국의이해2 Introduction to China 2 3 3 0

1 2 전선 CHI18106
기초통상중국어
회화2

Primary Commercial 
Chinese 2

3 3 0 　

1 2 전선 CHI18107 초급중국어학습2 Elementary Chinese 2 3 3 0 　

2 1 전필 CHI18201 중급중국어강독1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1

3 3 0
교직기본
이수

2 1 전필 CHI18202 현대중국경제
Contemporary Chinese 
Economy

3 3 0

2 1 전선 CHI18203
HSK초급청해
연습

Practice in Elementary 
Chinese Listening 
Comprehension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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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선 CHI18204
기초비즈니스
중국어회화1

Primary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1

3 3 0

2 1 전선 CHI18205 생활중국어회화1
Living Chinese 
Conversation 1

3 3 0 교직기본 이수

2 1 전선 CHI18206 중국어문법작문1
Chinese Grammar & 
Composition 1

3 3 0
교직기본
이수

2 1 전선 CHI18207
현대중국정치와
국제관계

Modern China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2 2 전필 CHI18208
중국관광경제
지리

China Tour Economic 
Geography

3 3 0

2 2 전필 CHI18209 중국어문법작문2
Chinese Grammar & 
Composition 2

3 3 0 교직기본 이수

2 2 전선 CHI18210
HSK중급청해
연습

Practice in 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Comprehension

3 2 2

2 2 전선 CHI18211
기초비즈니스
중국어회화2

Primary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2

3 3 0

2 2 전선 CHI18212 생활중국어회화2
Living Chinese 
Conversation 2

3 3 0 교직기본 이수

2 2 전선 CHI8213
중국역사문화와
소수민족

China History Culture & 
Minority Race

3 3 0

2 2 전선 CHI18214 중급중국어강독2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2

3 3 0 교직기본 이수

3 1 전선 CHI18301
중국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Chinese Textbook 
Research & Teaching 
Methods

3 3 0 교직기본 이수

3 1 전선 CHI18302 고급중국어1 Advanced Chinese 1 3 3 0 교직기본 이수

3 1 전필 CHI18303
중국경제정보
해석1

Analyze Economy 
information in China 1

3 3 0

3 1 전선 CHI18304 중국문화와예술 China Culture & Art 3 3 0

3 1 전선 CHI18305
중국세무회계
실습

China Tax Accounting 
Practice

3 3 0

3 1 전선 CHI8306
중국어교과
교육론

Chinese Language 
Teaching

3 3 0 교직기본 이수

3 1 전선 CHI18307
중국어시청각
회화

Chinese Audio-Visual 
Conversation

3 3 0

3 1 전선 CHI18308
중급비즈니스
중국어회화1

Intermediate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1

3 3 0

3 1 전선 CHI18309
중국비즈니스
문화

China Business Cultur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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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필 CHI18310 고급중국어2 Advanced Chinese 2 3 3 0

3 2 전선 CHI18311
중국경제정보
해석2

Analyze Economy 
information in China 2

3 3 0

3 2 전선 CHI18312
중국기업경영
전략

China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3 3 0

3 2 전선 CHI18313
중국어교직논리
및논술

Chinese Logic & 
Discourse for Teaching

3 3 0 교직기본 이수

3 2 전선 CHI18314 중국영화와음악 Chinese Movies & Music 3 3 0

3 2 전선 CHI18315
중국인의먹거리
문화

Chinese Food Culture 3 3 0

3 2 전선 CHI18316
중급비즈니스
중국어회화2

Intermediate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2

3 3 0

3 2 전선 CHI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3 전선 CHI18318
중국어권
문화체험1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1

2 0 0 P/NP

3 3 전선 CHI18319
중국어권
어학연수1

 Field Study of Language 
in Chiness1

2 0 0 P/NP

3 4 전선 CHI18320
중국어권
문화체험2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2

2 0 0 P/NP

3 4 전선 CHI18321
중국어권
어학연수2

 Field Study of Language 
in Chiness 2

2 0 0 P/NP

4 1 전필 CHI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CHI18402 중국무역투자론
Theory Tradition 
investment in China

3 3 0

4 1 전선 CHI18403 고대한어와한자
Old Chinese & Chinese 
Character

3 3 0 교직기본 이수

4 1 전선 CHI18404
중국산업경제
분석

China Industrial 
Economies Analysis

3 3 0

4 1 전선 CHI18405
중국어능력측정
평가

The Measurement & 
Assessment of Chinese 
Ability

3 3 0

4 1 전선 CHI18406
중국어문화
세미나

Chinese Culture Seminar 3 3 0 교직기본 이수

4 1 전선 CHI18407
중국지역경제
세미나

China Regional Economic 
Seminar

3 3 0

4 1 전선 CHI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2 전필 CHI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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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CHI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전공과목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여 올바른 비전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CHI18102 중국의이해1 (Introduction to China 1, 3-3-0)

중국 사회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시각과 논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문화적 상대성에 의거하여 중국 사회 전반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풍토, 중

국인의 자연관, 연중행사, 전통의식, 종교의식, 성의식, 역사, 언어 및 문학, 전통예술 등

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CHI18103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Primary Commercial Chinese 1, 3-3-0)

중국과의 통상과정에 필요한 중국어를 교육한다. 무역서식, 투자서식, 거래상품 내역 등

과 관련된 중국어를 학습한다.

 CHI18104 초급중국어학습1 (Elementary Chinese 1, 3-3-0)

표준중국어를 학습한다. 발음부터 시작하여 초보적인 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간체자와 번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약 300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여 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

도록 반복 숙달케 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CHI18410
동아시아
비즈니스문화

East Asia Business 
Culture

3 3 0

4 2 전선 CHI18411 매스컴중국어 Mass Media Chinese 3 3 0

4 2 전선 CHI18412
중국마케팅전략
세미나

China Marketing Strategic 
Seminar 

3 3 0

4 2 전선 CHI18413 중국문학과역사
Introduction to Literature 
Linguistics

3 3 0 교직기본 이수

4 2 전선 CHI18414 중국시장분석 China Market Analysis 3 3 0

4 2 전선 CHI18415
중국지역문화
세미나

China Regional Culture 
Seminar

3 3 0

4 2 전선 CHI18416
현대한어번역
연습

Modern Chinese Translate 
Character

3 3 0

4 2 전선 CHI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CHI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CHI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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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105 중국의이해2 (Introduction to China 2, 3-3-0)

중국 사회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시각과 논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문화적 상대성에 의거하여 중국 사회 전반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풍토, 중

국인의 자연관, 연중행사, 전통의식, 종교의식, 성의식, 역사, 언어 및 문학, 전통예술 등

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 질것이다.

 CHI18106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Primary Commercial Chinese 2, 3-3-0)

중국과의 통상과정에 필요한 중국어를 교육함. 경제 중국어, 무역서식, 투자서식, 거래상

품 내역 등과 관련된 중국어를 학습한다.

 CHI18107 초급중국어학습2 (Elementary Chinese 2, 3-3-0)

표준중국어를 학습한다. 발음부터 시작하여 초보적인 회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간체자와 번체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약 300개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여 이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

도록 반복 숙달케 한다.

 CHI18201 중급중국어강독1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1, 3-3-0)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급의 중국어 문장을 강독한다. 생

활중국어에서 학습한 500자 정도의 한자와 600여개의 단어를 토대로 하여, 이의 반복 훈

련과 새로운 자휘의 습득을 통하여 1,000자 정도의 한자와, 1,500개 정도의 단어를 숙지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과 문장구조를 학습하여 학생들에게 고난도의 문장을 이해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과과정이다.

 CHI18202 현대중국경제 (Contemporary Chinese Economy, 3-3-0)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하여 학습한다. 개혁개방의 배경과 방향, 체제전환의 

방법비교,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개념, 농업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 가격개혁, 무역관

리체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CHI18203 HSK초급청해연습 (Practice in Elementary Chinese Listening Comprehension, 3-2-2)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중국어

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야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교과목은 한국인과 중국인 교수가 번갈아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국어를 얼마나 정

확하게 듣고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가를 측정하면서 중국어의 듣기능력을 제고시킨다.

 CHI18204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Primary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1, 3-3-0)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반 중국어를 학습함. 중국인의 상습관, 상관행, 중국시장

의 유통구조, 상품거래, 대금결제, 중국의 상거래 관련 법규와 제도, 투자, 무역 등과 관

련된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능력을 배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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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205 생활중국어회화1 (Living Chinese Conversation 1, 3-3-0)

1학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보적인 중국어 회화를 훈련

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설정하여 이에 사용되는 초보적인 단어

와 숙어 및 기본적인 문장구조를 사용하여 구두로 작문과 표현연습을 하여 중국인과 실

제 대화할 수 있는 초보적인 회화 능력을 배양한다.

 CHI18206 중국어문법작문1 (Chinese Grammar & Composition 1, 3-3-0)

중국어에 대한 기초 문법과 어휘, 표현 문형 등을 기반으로 중국어 문장을 표현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작문 연습을 반복해서 실시함으로써 다

양한 문장 구사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CHI18207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Modern China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3-3-0)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정, 건국이후의 정치과정,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

평이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 국가성질, 중국공산당 조직 및 기능, 사회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공산당영도와 다당합작제도, 통일전선정책, 특별행정구제도, 일국양

제, 중국의 양안관계, 중국의 민주화운동, 간부제도, 국제관계, 세계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을 강의함으로써 중국정치의 본질을 밝히고 인민을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CHI18208 중국관광경제지리 (China Tour Economic Geography, 3-3-0)

중국의 경제 분포와 관련된 경제지리를 익힘. 중국의 경제개발구, 주요 도시, 교통, 나아

가 지역별 산업구조, 생산규모, 소득수준, 시장상황, 인구수준, 자원분포, 대외개방도, 외

국인 투자, 무역규모 등에 대하여 비교연구 한다.

 CHI18209 중국어문법작문2 (Chinese Grammar & Composition 2, 3-3-0)

초급중국어작문을 기초로 하여 보다 고난도의 중국어 문장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작문 연습을 반복해서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문장 

구사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CHI18210 HSK중급청해연습 (Practice in 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Comprehension, 3-2-2)

초급 청해연습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고급의 문장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듣기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본 교과목을 통해 문장으로

서의 중국어를 정확하게 듣고 이를 근거로 본인의 답변을 준비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CHI18211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Primary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2, 3-3-0)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반 중국어를 학습한다. 중국인의 상습관, 상관행, 중국시

장의 유통구조, 상품거래, 대금결제, 중국의 상거래 관련 법규와 제도, 투자, 무역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중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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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212 생활중국어회화2 (Living Chinese Conversation 2, 3-3-0)

생활중국어회화(1)의 토대 위에서 현대 표준중국어 일상 회화를 듣고 말하는 능력을 가

일층 제고하는 것이다. 한국 학생이 중국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학습하는 동안 체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친지방문 운동/건강 병원/진찰/문병 연극/영화 도서관/독서 뉴스/신문 결

혼식 명절 풍습 명승지 휴가 등)에 대해 주제 별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훈련을 한다.

 CHI18213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China History Culture & Minority Race, 3-3-0)

중국은 대민족인 한족(漢族) 이외에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형성, 

거주지역, 역사, 봉건제도, 문자, 문학, 예술, 종교, 풍속, 습관, 주택, 혼인제도, 장례제도, 

유명한 혁명가, 헌법에서의 권리보장, 민족구역자치, 소수민족 간부양성, 사회개혁, 소수

민족정책과 문제점, 화친정책, 경제발전, 민족모순 처리, 마르크스주의 민족관(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등소평), 애국주의와 민족문제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CHI18214 중급중국어강독2 (Intermediate Chinese Reading 2, 3-3-0)

중급중국어강독1에서 학습한 1,000자 정도의 한자와 1,500여개의 단어를 토대로 하여, 이

의 반복 훈련과 새로운 자휘의 습득을 통하여 1,500자 정도의 한자와, 2,000개 정도의 단

어를 숙지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법과 문장구조를 학습하여 학생들에게 고난도의 문장

을 이해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과과정이다.

 CHI18301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Chinese Textbook Research & Teaching Methods, 3-3-0)

각종 중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도법을 익힌다. 특히 대상학생의 수준에 따라 

특화된 교재를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교수법을 습득한다. 

 CHI18302 고급중국어1 (Advanced Chinese 1, 3-3-0)

학생들이 현대 표준중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가일층 제고하는 것이다.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의 경제·사회·교육·철학 등을 소개하는 문장을 정선하여 강독

한다. 그리고 독해한 문장을 바탕으로 삼고 어휘와 관용구를 학습하고, 읽기·쓰기 훈련

을 통하여 독해력과 표현능력을 집중적으로 증진 시킨다.

 CHI18303 중국경제정보해석1 (Analyze Economy information in China 1, 3-3-0)

거시경제 현상, 투자, 무역, 산업, 기업활동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현상의 정보를 수집하

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CHI18304 중국문화와예술 (China Culture & Art, 3-3-0)

중국의 현대 문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학습한다.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한 최신의 문

예계 동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CHI18305 중국세무회계실습 (China Tax Accounting Practice, 3-3-0)

본 교과목은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기초적인 재무관리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현지기업의 운영상의 

방법을 배워 세무회계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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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306 중국어교과교육론 (Chinese Language Teaching, 3-3-0)

중국어의 교육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 응용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하여 중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시킨다. 이와 아울러 각종 중국어 교재와 참고서적을 분석 평가

하여, 이상적인 교육 자료의 활용방안과 지도법과 평가방법을 개발·연구한다.

 CHI18307 중국어시청각회화 (Chinese Audio-Visual Conversation, 3-3-0)

일상적인 회화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의 

주장을 중국어로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중국의 방송(뉴스, 드라마)도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HI18308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Intermediate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1, 3-3-0)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반 중국어를 중급수준에서 학습함. 중국인의 상습관, 상

관행, 중국시장의 유통구조, 상품거래, 대금결제, 중국의 상거래 관련 법규와 제도, 투자, 

무역 등과 관련된 중급수준의 중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한다.

 CHI18309 중국비즈니스문화 (China Business Culture, 3-3-0)

중국비즈니스 문화의 특성과 협상전략을 학습함. 구체적으로는 과거 중국의 비즈니스 가

치관 및 현대 중국에 부는 비즈니스 가치관, 비즈니스 방식 및 중국인의 교섭 방식, 경

영방식과 합작 사업, 중국 정부의 비즈니스 관리 등에 대해 학습한다.

 CHI18310 고급중국어2 (Advanced Chinese 2, 3-3-0)

현대표준중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고급 중국어 문장을 정

선하여 강독한다. 그리고 독해한 문장을 바탕으로 삼고 어휘와 관용구를 학습하고, 읽기, 

쓰기 훈련을 통하여 독해력과 표현능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킨다.

 CHI18311 중국경제정보해석2 (Analyze Economy information in China 2, 3-3-0)

중국 시장의 현황과 특징, 제도 및 법률, 시장 분석과 접근방법, 소비자 행태, 광고방법, 

마케팅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CHI18312 중국기업경영전략 (China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3-3-0)

본 교과목은 중국인의 상술, 경영전략, 인간관계, 조직관리, 충성과 의리 등에 대한 내용

을 학습함으로써 중국인과 중국인의 전략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현지시장을 타깃

으로 중국마케팅 핵심전략에 대한 발표토론수업을 진행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마케

팅전략을 아이템선정, 리스크분석, 고객분석, 비즈니스모델선택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CHI18313 중국어교직논리및논술 (Chinese Logic & Discourse for Teaching, 3-3-0)

교사에게는 논리적 전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본인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글쓰기 훈련 또한 중요하다. 본 교과목은 교사 지망생이 자

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논술 훈련을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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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314 중국영화와음악 (Chinese Movies & Music, 3-3-0)

각종 매스컴 자료를 중국어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중국어 활용 능력 제고를 도모한다. 신

문과 잡지를 통하여 살아있는 현대문을 접하고, 영화와 TV 및 라디오의 시청을 통해서

는 현대 중국어의 최신 감각을 제고한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중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부차적으로는 감상 또는 시청하는 각종 매스컴 자료의 성격과 제작 의도 

및 배경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중국의 사회문화 제분야의 정보를 습득 처리할 수 있도

록 한다.

 CHI18315 중국인의먹거리문화 (Chinese Food Culture, 3-3-0)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들을 알아가면서, 음식에 얽힌 재미있고 풍부한 중국 문화와 지식

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전통 음식 및 다양한 현대 음식, 각 지역별로 대

표적인 중국 음식 등 상세한 중국 음식 문화 정보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흥미롭게 중

국을 이해할 수 있다.

 CHI18316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Intermediate Business Chinese Conversation 2, 3-3-0)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반 중국어를 학습함. 중국인의 상습관, 상관행, 중국시장

의 유통구조, 상품거래, 대금결제, 중국의 상거래 관련 법규와 제도, 투자, 무역 등과 관

련된 중급수준의 중국어 회화능력을 배양 한다.

 CHI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중국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

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

양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CHI18318 중국어권문화체험1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1, 2-0-0)

자신이 배운 중국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사회의 여러 분야

를 직접 살펴보고 조사한다.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를 선택해 선택한 주제를 집중 탐구하

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CHI18319 중국어권어학연수1 (Field Study of Language in Chiness1, 2-0-0)

단기간의 어학연수를 통해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도록 하며, 앞으로의 어학

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CHI18320 중국어권문화체험2 (Culture Practice in Spanish Speaking Counties 2, 2-0-0)

자신이 배운 중국에 대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사회의 여러 분야

를 직접 살펴보고 조사한다. 각자 자신의 관심분야를 선택해 선택한 주제를 집중 탐구하

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CHI18321 중국어권어학연수2 (Field Study of Language in Chiness2, 2-0-0)

단기간의 어학연수를 통해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도록 하며, 앞으로의 어학

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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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본 전공의 대부분 과정을 이수한 4학년 학생들은 대상으로 본인의 전공에 대한 소양과 

졸업 후 방향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이 진로로 진출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CHI18402 중국무역투자론 (Theory Tradition investment in China, 3-3-0)

중국의 투자환경, 제도, 정책, 투자관련 법, 외자기업들의 관리방법, 중국 노동자 문화 등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습득시켜, 중국투자기업에서의 활동 및 응용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CHI18403 고대한어와한자 (Old Chinese & Chinese Character, 3-3-0)

고대한어로 쓰여진 文, 史, 哲 방면의 심화된 고전을 선별하여 강독함으로써 중국어 고

급 문장 독해와 작문의 기초를 다진다. 아울러 고전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함

으로써 인문학의 기초위에서 중국사상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CHI18404 중국산업경제분석 (China Industrial Economies Analysis, 3-3-0)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가전, IT통신, 신에너지, 물류유통 등 중국산업 전반에 관

한 전문지식과 회화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CHI18405 중국어능력측정평가 (The Measurement & Assessment of Chinese Ability, 3-3-0)

그동안 학습한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어 듣기, 문법, 독해, 작문 등 중국어 전 영

역에 걸쳐 유창하고 능숙한 실력을 흭득하는 것에 목표를 두며, 구체적으로는 중국어 공

인인증 시험인 HSK중국어 5급과 6급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HI18406 중국어문화세미나 (Chinese Culture Seminar, 3-3-0)

중국 시장의 현황과 특징, 제도 및 법률, 시장 분석과 접근방법, 소비자 행태, 광고방법, 

마케팅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CHI18407 중국지역경제세미나 (China Regional Economic Seminar, 3-3-0)

본 교과목은 중국의 유통물류시장 현황 및 발전 추이를 조사발표하고, 글로벌기업의 중

국진출현황 및 중국 유통물류시장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중국유통물류시

장전문가를 배양하고자 한다.

 CHI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중국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

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

양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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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0-0)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교과목 및 시험 

문제의 출제는 중국학부 졸업시험 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현재 규정하고 있는 시험 과목

은 정치, 경제, 어문이다. 본 시험에서는 과목 당 6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고, 1과목이

라도 낙제할 시에는 졸업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졸

업이 아니라 수료로 인정된다.

 CHI18410 동아시아비즈니스문화 (East Asia Business Culture, 3-3-0)

미중관계, 일중관계, 북한과 중국, 대만과 중국 등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국의 위

상의 파악하고, 중국의 국제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HI18411 매스컴중국어 (Mass Media Chinese, 3-3-0)

중국의 경제, 무역, 금융, 법률 및 사회문화 등에 관한 중국경제신문을 독해함으로써 독

해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지식에 대한 고급중국어

회화 능력을 제고한다.

 CHI18412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China Marketing Strategic Seminar , 3-3-0)

본 교과목은 중국의 유통물류시장 현황 및 발전 추이를 조사발표하고, 글로벌기업의 중

국진출현황 및 중국 유통물류시장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중국유통물류시

장전문가를 배양하고자 한다.

 CHI18413 중국문학과역사 (Introduction to Literature Linguistics, 3-3-0)

중국은 3,000년 이상의 문학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

과 『초사』, 한대와 위진남북조 시기의 악부, 이백과 두보로 대표되는 당대의 시가와 

전기소설, 송대의 시와 문장, 금원대의 희곡, 명청대의 문학이론과 소설 등등으로 그 면

면한 역사를 이어왔다. 이러한 중국 문학사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개괄하여, 조대에 따른 

서로 다른 장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CHI18414 중국시장분석 (China Market Analysis, 3-3-0)

중국 시장의 현황과 특징, 제도 및 법률, 시장 분석과 접근방법, 소비자 행태, 광고방법, 

마케팅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CHI18415 중국지역문화세미나 (China Regional Culture Seminar, 3-3-0)

중국 각 지역의 문화를 구체적이면서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을 크게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3성지역, 홍콩과 마카오, 대만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각 지역의 개황과 자연지리, 역사, 문화, 사람의 기질, 인물 등에 대해

서 배우고, 문화부분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 및 역

사관광명승지를 학습하며 중국 지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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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18416 현대한어번역연습 (Modern Chinese Translate Character, 3-3-0)

그동안 학습한 중국어 중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문(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시사 지문 및 간단한 수필, 시, 에세이나 칼럼 등)을 한국어로 번역 연습하면서, 중국어 

통번역 훈련을 제고한다. 중국어 통번역과 함께 수준 높은 중국어 읽기 및 문법 향상도 

목표로 한다.

 CHI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3-3-0)

국내외 무역, 관광, 문화예술 산업체, 기업체, 홍보업무 참관 등을 통해 실제적인업무들

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HI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3-0)

습득한 중국어 능력 및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중국어교육 현장 또는 중국어를 사용하

는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HI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3-0)

습득한 중국어 능력 및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중국어교육 현장 또는 중국어를 사용하

는 실무 환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비즈니스전문가 과정

2. 중국어전문가 과정

3. 중국학전문가 과정

4. 중국창업·무역·투자전문가 과정

5. 중국물류비즈니스전문가 과정

6. 중국유통비즈니스전문가 과정

7. 중국시장조사전문가 과정

8. 비즈니스중국어전문가 과정

9. 대학원 진학 과정

10. 중국 유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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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또한 한·중 경제교류규모도 지속적으로 빠
르게 증가하여 향후 한·중 비즈니스 기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중 경제교류에는 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현장에서는 실무비즈니스 능력을 구비한 채용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본 과정은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비즈니스 
중국어 구사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비즈니스 현장에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실무능력을 갖춘 중국비즈니스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중국 비즈니스 관련 각종 산업분야: 중국무역 및 투자기업, 금융(은행, 증권
회사, 보험), 항공회사 및 공항공사, 중국진출 홈쇼핑 기업, 관광여행관련회
사, 중국시장 조사기업, 한국진출 중국 기업 및 각종 기관; 중국 업무가 필
요한 각종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중국관련 업무처리 필요한 해안경
찰, 세관 업무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학습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초급중국어학습2

2-1
중급중국어강독1, 생활중국어회화1, 중국어문법작문1,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
화1,  현대중국경제,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2
중급중국어강독2, 생활중국어회화2, 중국어문법작문2,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
화2, 중국관광경제지리

3-1
고급중국어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비즈니스문
화, 중국세무회계실습

3-2
고급중국어2, 중국경제정보해석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캡스톤디자인1,
중국기업경영전략

4-1
중국무역투자론,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어능력측정평가, 중국어문화세미나, 중국지역경제세미나

4-2
동아시아비즈니스문화, 졸업시험,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시장분석, 
현대한어번역연습,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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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G2시대와 더불어 막강한 중국 경제의 위상과 함께 한중경제관계의 다각적 발전
과 협력으로 인해, 경제, 무역 통상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관련 중국어 전문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전문가 과정에서는 중국 
경영, 경제, 통상 관련의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비즈니스 중국어 실력을 배양하
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바탕으로, 통번역 중국어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비즈니스 관련 대외 무역, 유통, 물류업 종사자, 한중 비즈니스 관련 연구소 연구
원 및 교수, 관광 비즈니스중국어 및 비즈니스 분야 동시통역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학습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초급중국어학습2

2-1 중급중국어강독1, 생활중국어회화1, 중국어문법작문1, HSK초급청해연습

2-2
중급중국어강독2, 생활중국어회화2, 중국어문법작문2, HSK중급청해연습,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3-1 고급중국어1, 중국어교과교육론, 중국어시청각회화, 중국세무회계실습

3-2
고급중국어2,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중국어교직논리및논술,
중국기업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1

4-1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어능력측정평가,
중국어문화세미나, 중국지역경제세미나

4-2
졸업시험,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시장분석, 현대한어번역연습, 현장실
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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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학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은 인구 13억, 남한의 약 99배의 국토면적, 56개 민족이 살아가는 복잡한 사
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시장경제의 도
입과 세계화의 진전, 부의 양극화 및 지역별 경제력 차이 심화 등 각종 사회변화
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을 읽고 중국과의 비즈니
스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
가 있다. 본 과정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중국학 분야의 전문가를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중국 관련 학문연구를 위한 사회과학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중국학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중국 비즈니스 사업 분야, 중국 관광, 사회 및 역사 교육자, 한중 예술 문화 교
류, 교육 사업 분야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학습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초급중국어학습2

2-1 중급중국어강독1, 생활중국어회화1, 중국어문법작문1, HSK초급청해연습

2-2
중급중국어강독2, 생활중국어회화2, 중국어문법작문2, HSK중급청해연습,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3-1 고급중국어1, 중국문화와예술, 중국세무회계실습

3-2
고급중국어2, 중국영화와음악, 중국인의먹거리문화, 중국기업경영전략, 
캡스톤디자인1

4-1
고대한어와한자,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어능력측정평가, 중국어문화세미나, 중국지역경제세미나

4-2
매스컴중국어, 중국문학과역사, 졸업시험,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시장
분석, 현대한어번역연습,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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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창업·무역·투자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무역과 투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입규모는 이미 미국을 초과하였으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한국의 전 세계 투자의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창업의 기회도 크게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역투자 전문가 과정에서는 중국 무역·투자와 관련된 전문지식, 
무역 및 투자 중국어, 투자절차, 투자기업관련 회계 등 무역 및 투자기업이 필요
로 하는 지식을 전문적으로 학습하여 한중간의 창업·무역·투자와 관련된 분야
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창업, 무역, 투자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성
을 겸비한 전문가 배양

졸업 후 
진로

중국 무역사 자격증 취득, 중국 무역중개인, 중국 투자기업 회계사, 한국 혹은 중
국의 무역기업,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 중국의 대한국 투자기업 사업분야, 중국
관련 무역기업 창업, 중국 투자전문 컨설팅, 무역업무처리 은행, 수출입관련 보험
공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2-1 현대중국경제,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2 중국관광경제지리,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국비즈니스문화, 
중급세무회계실습

3-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중국경제정보해석2, 캡스톤디자인1,
중국기업경영전략,

4-1
중국무역투자론,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지역경제세미나, 
캡스톤디자인2,

4-2 중국시장분석, 현장실습5,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지역문화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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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물류비즈니스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의 물류시장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 규모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현대물류산업의 발전을 목표
로 하고 있어 중국 물류시장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 과정은 중국물류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
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중국 물류비즈니스 관련 전문지식과 중국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조사능력 및 실무능력 배양

졸업 후 
진로

물류, 항공, 해운, 유통, 무역, 관광, 홈쇼핑 등 중국 비즈니스 관련 기업 및 기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2-1 현대중국경제,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2 중국관광경제지리,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국비즈니스문화, 
중급세무회계실습

3-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중국경제정보해석2, 캡스톤디자인1,
중국기업경영전략,

4-1
중국무역투자론,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지역경제세미나, 
캡스톤디자인2,

4-2 중국시장분석, 현장실습5,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지역문화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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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유통비즈니스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은 기존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중국 비즈니스 관련 기업은 중국 비
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유통시장을 정확하게 이
해하고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과정은 중국유통비즈니스 전
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중국 유통시장 개척을 위한 실무형 전문가
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둔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중국 비즈니스 관련 전문지식과 중국유통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조사능력 및 실무능력 배양

졸업 후 
진로

유통, 공항, 물류, 무역, 항공, 관광, 홈쇼핑 등 중국 비즈니스 관련 기업 및 기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2-1 현대중국경제,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2 중국관광경제지리,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국비즈니스문화, 
중급세무회계실습

3-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중국경제정보해석2, 캡스톤디자인1,
중국기업경영전략,

4-1
중국무역투자론,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지역경제세미나, 
캡스톤디자인2,

4-2 중국시장분석, 현장실습5,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지역문화세미나



359

7. 중국시장조사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
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한·중 경제교류규모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
여 향후 한·중 비즈니스 기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시장을 활용
하기 위한 시장조사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중 경제교류에는 취업
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현장에서는 실무비즈니스 능력과 시장조사 능력을 
구비한 채용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관련
된 전문지식과 비즈니스 중국어 구사능력, 그리고 시장조사 능력을 습득하고, 중
국 관련 비즈니스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시장조사 및 분석능력을 갖춘 조사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시장조사기관, 중국투자기업, 인터넷쇼핑유통분야, 정부관련 조사기관, 
리서치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2-1 현대중국경제,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2 중국관광경제지리,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국비즈니스문화, 
중급세무회계실습

3-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중국경제정보해석2, 캡스톤디자인1,
중국기업경영전략,

4-1
중국무역투자론,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지역경제세미나, 
캡스톤디자인2,

4-2 중국시장분석, 현장실습5,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중국지역문화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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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즈니스중국어전문가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중경제관계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중국어 전문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중국어 전문가 과정에서는 
중국경제의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비즈니스 중국어 실력을 배양하여 사회적 수
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초로 통번역 및 교육 전문가 양성

졸업 후 
진로

비즈니스 중국어 전문 분야(중국 무역, 투자, 금융 등 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중국
어 번역 및 통역), 비즈니스 중국어 경제정보 분석가, 관광비즈니스중국어 전문가 
활동,  중국 비즈니스 분야 동시통역사, 교육산업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1-2 중국의이해2,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2-1 현대중국경제,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2-2 중국관광경제지리,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중국경제정보해석1, 중국비즈니스문화

3-2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중국경제정보해석2, 캡스톤디자인1

4-1 중국산업경제분석, 중국무역투자론, 캡스톤디자인2

4-2 중국시장분석,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 동아시아비즈니스문화,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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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원 진학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과정은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동시통역대학원 
등의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본인의 전공을 더욱 심화발전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공 심화 과정으로 현대문과 고문의 독해와 번역능력, 중국 고전문학과 현대문
학 그리고 현대 중국어 등과 같은 전공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 

졸업 후 
진로

다양화한 시대에 학부졸업만으로는 자아실현과 취업 등을 동시에 실현하기가 힘
들다. 따라서 본 과정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대학원 진
학, 전문번역가나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동시통역대학원 진학, 그리고 
중국어문학 분야의 학자나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일반대학원 진학을 위
한 준비과정이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초급중국어학습1

1-2 중국의이해2, 초급중국어학습2

2-1 중급중국어강독1, 중국어문법작문1, 생활중국어회화1, 현대중국경제

2-2 중급중국어강독2, 중국어문법작문2, 생활중국어회화2,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3-1 고급중국어1, 중국문화와예술, 중국어교과교육론

3-2
고급중국어2,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중국어교직논리및논술,
중국영화와음악, 중국인의먹거리문화

4-1 고대한어와한자, 중국어문화세미나, 중국지역경제세미나

4-2 중국문학과역사, 매스컴중국어, 중국지역문화세미나, 현대한어번역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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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국 유학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과정은 학부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이 중국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적응하
여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중국 대학원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중국에서 생활하기에 위한 중국어 회화 능력
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재와 문헌을 읽기 위한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각 대학의 입학 조건에 해당하는 최소 HSK 5급 이상의 실력이 필요하다.

졸업 후 
진로

중국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본 과정은 중국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이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중국의이해1, 초급중국어학습1

1-2 중국의이해2, 초급중국어학습2

2-1
HSK초급청해연습, 중급중국어강독1, 생활중국어회화1, 중국어문법작문1,
현대중국경제

2-2
HSK중급청해연습, 중급중국어강독2, 생활중국어회화2, 중국어문법작문2,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3-1 고급중국어1, 중국문화와예술

3-2 고급중국어2, 중국영화와음악, 중국인의먹거리문화

4-1 중국어능력측정평가, 고대한어와한자, 중국어문화세미나, 중국지역경제세미나

4-2 중국문학과역사, 매스컴중국어, 중국지역문화세미나, 현대한어번역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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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하-6

1. 교육목표

  전반적인 일본의 이해와 관심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일본지역전문가로서 사

회에 공헌하며, 특히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겸비하여 일본문화 이해에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국가 간 사회적·문화적 연대가 긴밀해져 가는 정세 속에서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인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본 학과는 원어민 교수진을 

충실히 갖추고 체계적인 일본어 능력을 배양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는 일본 관련 학문 분야의 기초가 되는 일본어 교육을 단계적

으로 실시하여 글로벌 환경 속의 일본 전문가로서의 바탕으로 마련하고, 일본 사회 및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인 시각을 함양하여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를 양성하며, 나아가 한일교류의 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향후 진로: 중·고교 교사(일본어), 공무원(출입국 관리직, 관광공사, 국제교류담당 사

무관), 무역회사, 주한 일본회사, 통·번역가, 관광가이드

m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 JPT (www.jpt.co.kr)

  - JLPT (www.jlpt.or.kr)

  - JTRA (www.jt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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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JAP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0 0 0 P/NP

4 1 전필 JAP18401 진로진도 Career Design 0 0 0 P/NP

1 1 전필 JAP18102
글로벌시대와 
일본1

Globalization & japan 1 3 3 0 　

1 1 전필 JAP18104 초급일본어회화1
Beginning Japanese 
Conversation 1

3 3 0 　

1 1 전선 JAP18106 일본한자 Japanese kanji 3 3 0 　

1 1 전필 JAP18103 일본의이해1
Comprehension of 
Japan 1

3 3 0 　

1 1 전선 JAP18105 기초일본학1
Elementary Japanese 
Studies 1

3 3 0 　

1 2 전필 JAP18107
글로벌시대와 
일본2

Globalization & japan 2 3 3 0 　

1 2 전선 JAP18111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1 2 전필 JAP18109 초급일본어회화2
Beginning Japanese 
Conversation 2

3 3 0 　

1 2 전필 JAP18108 일본의이해2
Comprehension of 
Japan 2

3 3 0 　

1 2 전선 JAP18110 기초일본학2
Elementary Japanese 
Studies 2

3 3 0 　

2 1 전필 JAP18201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2 1 전선 JAP18204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2 1 전선 JAP18205 일본현대문독해
Interpretation of 
Japanese modern 
sentences

3 3 0 　

2 1 전선 JAP18203 일본경영경제기초
Introduction to Japanese 
Economics & Politics

3 3 0 　

2 1 전선 JAP18202
멀티미디어일본
문화론

Multimedia Culture in 
Japan

3 3 0 　

2 1 전선 JAP18208
현대일본문화론과
현장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 field

3 3 0 　

2 1 전선 JAP18206 지역학개론
Introduction to Area 
Studies

3 3 0 　

2 1 전선 JAP18207 현대일본경제
Contemporary Japanese 
Economic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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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2 전필 JAP18209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

3 3 0 　

2 2 전선 JAP18210 시사일본경영
Japanese Management 
for current Affairs

3 3 0

2 2 전선 JAP18213 일본어학개론
Intoduction of Japanese 
language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2 2 전선 JAP18307
일본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Studies of japanese 
textbook and Teaching 
Method

3 3 0
교직필수
과목

2 2 전선 JAP18212 일본어작문 Japanese writing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2 2 전선 JAP18211 일본문학사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3 3 0 　

2 2 전선 JAP18214 일본전통문화론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3 3 0 　

2 2 전선 JAP18215 일본학세미나
Seminar for Japanese 
Studies

3 3 0 　

2 2 전선 JAP18216 일본학특강
Special Lecture of 
Japanology

3 3 0

2 2 전선 JAP18217
중국과일본의경제
와문화

The study of Economy 
& Culture in China and 
Japan

3 3 0

3 1 전필 JAP18301 실천일본어회화1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1

3 3 0 　

3 1 전선 JAP18302 영상일본문화론 Screen japanese Culture 3 3 0

3 1 전선 JAP18303 일본기업론 Japanese Firms 3 3 0

3 1 전선 JAP18304
일본문학과
스토리텔링

Japanese Literature & 
Storytelling

3 3 0

3 1 전선 JAP18306 일본어교과교육론
Pedagogics of Japanese 
Language

3 3 0
교직필수
과목

3 1 전선 JAP18305 일본어강독 Japanese Reading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3 1 전선 JAP18308 일본정보론
Japanese Information 
Theory

3 3 0 　

3 2 전필 JAP18309 실천일본어회화2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2

3 3 0 　

3 2 전선 JAP18313
일본어교직논리및
논술

Japanese Logics & 
Discourse for Teaching

3 3 0
교직필수
과목

3 2 전선 JAP18310 상급활용일본어
Take advantage of 
advanced Japanese

3 3 0 　

3 2 전선 JAP18311 일본경영론 Japanese management 3 3 0 　

3 2 전선 JAP18312
일본문학과
문화콘텐츠

Japanese Literature & 
cuitural Content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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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2 전선 JAP18314 일본원서강독
Japanese Original 
Reading

3 3 0 　

3 2 전선 JAP18315
일본지역사회론과
현장

Japanese Local Society 
and field

3 3 0 　

3 2 전선 JAP18316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JAP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3

12 0 0

3 4 전선 JAP18319 일본어권문화체험1
Field Study of Culture 
in Japanese – Speaking 
Countries 1

2 0 0

3 4 전선 JAP18320 일본어권문화체험2
Field Study of Culture 
in Japanese – Speaking 
Countries 2

2 0 0

3 4 전선 JAP18321 일본어권어학연수2
Field Study of Language 
in Japanese – Speaking 
Countries 2

2 0 0

4 1 전선 JAP18402 일본문화개관
Introduction to Japanese 
Culture

3 3 0
교직기본
이수과목

4 1 전선 JAP18405
현대일본과지역
사회

Contemporary Japanese 
Community

3 3 0 　

4 1 전선 JAP18403 일본어통번역연습
Japanes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Practice

3 3 0 　

4 1 전선 JAP1840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JAP18406 현대일본정치론
Modern Japanese 
Politics

3 3 0 　

4 2 전필 JAP18407 졸업논문 A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JAP18413 현대한일관계론
Study of Contemporary 
Korean- Japanese 
Relation

3 3 0 　

4 2 전선 JAP18410 일본어통번역실습
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actical 
Training

3 3 0 　

4 2 전선 JAP18412 현대대중문화론
Japanese Popular 
Culture

3 3 0 　

4 2 전선 JAP18411
진로와일본사회
문화

Course & Japanese 3 3 0 　

4 2 전선 JAP18408 일본경제정책론
Japan theory of 
economic policy

3 3 0 　

4 2 전선 JAP18409 일본문학세미나
seminar for Japanese 
Literature

3 3 0

4 2 전선 JAP14413 일본어통역학개론
Introduction of Japanese 
Interpretation

3 3 0 　

4 2 전선 JAP18415 현장실습5 Field Placement5 15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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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JAP18415 현장실습5 (Field Placement 5, 15-0-0)

국내외 무역, 관광, 문화예술 산업체, 기업체, 홍보업무 참관 등을 통해 실제적인업무들

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JAP18101 전공과 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0-0-0)

학생들이 일본학 전공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아나가야 할지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

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다.

 JAP18102 글로벌시대와 일본1 (Globalization & Japan 1, 3-3-0)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과 그 분류(구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

가? 지역탐방 연구의 의의와 역사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접근방법 등과 관

련하여 개론(introduction)을 공부한다.

 JAP18103 일본의이해1 (Comprehension of Japan 1, 3-3-0)

우리와는 숙명적인 역사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다각적

인 시각과 논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매스미디어, 가정교육 등에서 왜곡되거나 협소하게 다루어져 왔던 일본에 대

한 시각을 버리고 문화적 상대성에 의거하여 일본사회 전반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풍토, 

일본인의 자연관, 연중행사, 전통의식, 종교의식, 성의식, 역사, 언어 및 문학, 전통예술 

등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 질것이다.

 JAP18104 초급일본어회화1 (Beginner Japanese Conversation 1, 3-3-0)

일본어 학습의 초보자를 위해 간단한 인사의 언어에서 시작하여, 기초적인 문형과 어휘

를 학습한다. 실제로 말하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것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의 회화 능력을 목표로 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선 JAP1841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4

12 0 0

4 3 전선 JAP1841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2

3 0 0

4 3 전선 JAP1841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1

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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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105 기초일본학1 (Elementary Japanese Studies 1, 3-3-0)

우리와는 숙명적인 역사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다각적

인 시각과 논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매스미디어, 가정교육 등에서 왜곡되거나 협소하게 다루어져 왔던 일본에 대

한 시각을 버리고 문화적 상대성에 의거하여 일본사회 전반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풍토, 

일본인의 자연관, 연중행사, 전통의식, 종교의식, 성의식, 역사, 언어 및 문학, 전통예술 

등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JAP18106 일본한자(Japanese Kanji, 3-3-0)

일본어 학습 심화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자를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국한자와 비교도 해보

면서 일본어를 사용할 때 보다 더 원활한 한자활용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JAP18107 글로벌시대와 일본2 (Globalization & Japan 2, 3-3-0)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과 그 분류(구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

가? 지역탐방 연구의 의의와 연구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접근방법 

등을 공부한다. 이후 실용학문으로써 글로벌 지역연구에 대하여 공부한다.

 JAP18108 일본의이해2 (Comprehension of Japan 2, 3-3-0)

일본의이해1을 기초로 하여 일본사회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통찰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의 일본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입각하여 일본의 언론, 정치시스템, 경제

발전의 원동력, 최근의 경제동향, 가족구성의 원리, 교육제도의 문제점 등 보다 추상적인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일방적인 강의중심의 교육을 탈피

하여 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관심주제에 대한 조사, 전체토론 등의 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JAP18109 초급일본어회화2 (Beginner Japanese Conversation 2, 3-3-0)

일본어 학습의 초보자를 위해 간단한 인사의 언어에서 시작하여, 기초적인 문형과 어휘

를 학습한다. 실제로 말하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것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의 회화 능력을 목표로 한다.

 JAP18110 기초일본학2 (Elementary Japanese Studies 2, 3-3-0)

우리와는 숙명적인 역사 문화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다각적

인 시각과 논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매스미디어, 가정교육 등에서 왜곡되거나 협소하게 다루어져 왔던 일본에 대

한 시각을 버리고 문화적 상대성에 의거하여 일본사회 전반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풍토, 

일본인의 자연관, 연중행사, 전통의식, 종교의식, 성의식, 역사, 언어 및 문학, 전통예술 

등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주어 질 것이다.

 JAP18111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3-0)

간단한 일본어 문법 등의 연습·작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일본어 회화에 훈련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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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201 일본어회화 (Japanese conversation, 3-3-0)

1학년에서 학습한 일본어 능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고도한 문형과 어휘를 학습

한다. 실제로 말하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 전반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의 회화

력을 목표로 한다.

 JAP18202 멀티미디어일본문화론 (Multimedia Culture in Japan, 3-3-0)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구조와 행위유형, 그리고 생활양식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개념과 논의들을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학적인 측면과 문화인류학적인 측

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 지역의 사회문화적인 양상과 변화, 또는 비교연

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과 지식을 제공한다.

 JAP18203 일본경영경제기초 (Introduction to Japanese Economics & Politics, 3-3-0)

일본경제가 버블붕괴 이후 십여 년의 장기불황기를 거쳐 경제회복 국면을 맞고 있는 시

점에서 경제재편의 중심에 있는 금융시스템의 재편성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후 메인뱅크시스템의 성립과 그 한계를 진단한 후 업종구분의 철폐, M&A를 

통한 Big Bang 과정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금융감독 시스템의 전

환, 재정투자·융자 방식의 재편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JAP18204 일본문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3-3-0)

일본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있으면서도 한국과는 달리 대륙에서 문학 형식을 받아들이면

서도 항상 토착적인 문학을 공존시켜왔다. 외래성과 토속성의 융합이 일본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징을 포함하여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의 전반적인 

개관과 일본문학사의 흐름,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시킨다.

 JAP18205 일본현대문독해 (Interpretation of Japanese modern sentences, 3-3-0)

초급수준을 종료한 학생에 대하여, 짧은 일본어문장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장을 읽을 때에 필요한 어휘나 문법도 배

우면서, 독해력을 익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JLPT N2수준에 상당하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JAP18206 지역학개론 (Introduction to Area Studies, 3-3-0)

각 지역으로 분류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이를 기본 분석단위로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국

가, 개인, 집단 간의 삶의 현장을 분석하고 이를 일본지역과 관련지어 공부한다.

 JAP18207 현대일본경제 (Contemporary Japanese Economics, 3-3-0)

패전 이후 일본경제의 부흥기를 시점으로 고도경제성장, 장기불황을 거쳐 새로운 경제회

복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의 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수강생은 일본경제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

다. 또한 강의중심의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다큐멘터리 등을 관람함으로써 일본경제사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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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208 현대일본문화론과현장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 field, 3-3-0)

현대 일본문화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일본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문화인류학개론이나 사회

학개론을 미리 수강하여 둘 것을 권장한다.

 JAP18209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 3-3-0)

1학년에서 학습한 일본어 능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고도한 문형과 어휘를 학

습한다. 실제로 말하는 것을 통해 일상생활 전반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의 회

화력을 목표로 한다.

 JAP18210 시사일본경영 (Japanese Management for current Affairs, 3-3-0)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인

들이 일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

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시사일본경영 수업을 통해 경영, 경제 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지식과 배경을 알아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JAP18211 일본문학사 (History of Japanese Literature, 3-3-0)

일본문학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를 발전시켜왔다. 그것은 각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미의식과 추구하는 가치관, 생활양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일

본문학을 시대별, 장르별로 나누어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한다.

 JAP18212 일본어작문 (Japanese writing, 3-3-0)

다양한 주제의 내용과 텍스트를 정확한 일본어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리고 졸업 후 현장실무에서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일본어작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JAP18213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of Japanese language, 3-3-0)

언어학의 관점에서 일본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강의하고 일본어 음운체계

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습득하도록 한다.

 JAP18214 일본전통문화론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3-3-0)

일본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구조와 행위유형, 그리고 생활양식들을 파악하

기 위한 기초개념과 논의들을 사회학적인 측면과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JAP18215 일본학세미나 (Seminar for Japanese Studies, 3-3-0)

학생들이 일본학 전공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각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

로 어떻게 진로를 잡아나가야 할지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가 무

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다.

 JAP18216 일본학특강 (Special Lecture of Japanology, 3-3-0)

일본의 정치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한가지 분야를 선택

하여 집중 공부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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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217 중국과일본의경제와문화 (The study of Economy & Culture in China and Japan, 3-3-0)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협력이 증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전세계에서도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장으로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중・일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에겐 중국과 

일본경제의 산업, 역사와의 관련성, 특히 삼국 간 비교연구에 대한 교과목은 매우 부족

하다. 정부나 기업 모두 한・중・일 삼국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대학 학부에서 

한・중・일 경제와 산업, 문화에 대한 교과목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중국과 일본의 경

제와 문화’ 교과목을 통해 이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공부하도록 한다.

 JAP18301 실천일본어회화1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1, 3-3-0)

1학년, 2학년에서 학습해 온 일본어 회화의 기초를 여러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

습한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이 지금까지 습득한 기초회화의 능력을 응용하는 것으로 일

본어회화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JAP18302 영상일본문화론 (Screen japanese Culture, 3-3-0)

일본 전통문화의 구체적 영역과 사건 등을 채집하고 분석하고 제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본인과 일본사회 그리고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층화해 본다. 이에 일본에 관한 미

디어 매체 특히, 영상을 접목시켜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알기쉽게 도우면서도 더욱 깊

게 문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JAP18303 일본기업론 (Japanese Firms, 3-3-0)

일본기업론에서는 일본 기업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른바 ‘일본적 경영’이라

는 독특한 일본의 기업시스템이 어떠한 환경에서 성립했으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시스템의 현황은 어떠하며 

변화의 논리와 방향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AP18304 일본문학과스토리텔링 (Japanese Literature & Storytelling, 3-3-0)

유교의 영향이 적었던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규범이나 사상보다 인간의 감정을 기저로 한 

이야기(스토리), 즉 문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연애 문학은 만물 

생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구현해낸 것으로 인식되어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시되었다. 

현대 일본이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스토리)를 통해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아울러 문학 작품 감상과 

함께 관련 영상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JAP18305 일본어강독 (Japanese Reading, 3-3-0)

문학서는 한 나라의 문법과 어휘와 같은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총

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상징체계이다.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서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을 선정, 면밀한 강독을 통해 독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일본인의 정

서 및 사상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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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306 일본어교과교육론 (Pedagogics of Japanese Language, 3-3-0)

교과교육의 성격 및 과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교과 성격, 교

육목적, 교육내용 구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학교 

학습장면을 고려하여 교수계획안을 작성하고 가상 교실수업을 실시해봄으로써 교수능력

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JAP18307 일본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Studies of japanese textbook and Teaching Method, 3-3-0)

국어 교과교육론에 바탕을 두고 일본어 지도법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 교과과정의 목표와 지도방향을 분석해 보며, 시행되고 있는 고교 일본어 교

과과정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하여, 교과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교

과서 및 교재 편성시의 과목별 주안점, 효과적 외국어 교수법을 익히도록 한다.

 JAP18308 일본정보론 (Japanese Information Theory, 3-3-0)

컴퓨터를 이용해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기른다. 인터넷을 통해 일본 내의 

여러 사이트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와 구미의 사이트 가운데 일본과 관련있는 

사이트를 찾아가는 실습을 한다.

 JAP18309 실천일본어회화2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2, 3-3-0)

1학년, 2학년에서 학습해 온 일본어 회화의 기초를 여러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학

습한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이 지금까지 습득한 기초회화의 능력을 응용하는 것으로 일

본어회화의 실력을 향상시킨다.

 JAP18310 상급활용일본어 (Take advantage of advanced Japanese, 3-3-0)

초급회화에서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도록, 상대방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일본어 표현 방법을 적절히 구분하고, 자연스러운 일본어 회화 능력을 

배양한다.

 JAP18311 일본경영론 (Japanese Management, 3-3-0)

일본 기업 경영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요청되는 기초적인 개념 정립과 더불어 수

강생으로 하여금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의 원천과 그 역사적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를 갖추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지배시스템, 금융시스템, 고용시스템, 기업 간 

관계, 정부와의 관계, 유통시스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강의진행에 

맞추어 수업내용과 관련된 일본기업의 동향을 개별적으로 조사, 발표하도록 하여 수강생 

스스로가 일본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정의를 내린다.

 JAP18312 일본문학과 문화콘텐츠 (Japanese Literature & cuitural Contents, 3-3-0)

유교의 영향이 적었던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규범이나 사상보다 인간의 감정을 기저로 한 

문학이 발달하였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연애 문학은 만물 생성의 가장 근본적

인 원리를 구현해낸 것으로 인식되어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시되었다. 현대 일본이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고 감동적인 문화콘

텐츠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문학 작품의 감상 및 비평과 

함께 관련 영상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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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313 일본어교직논리및논술 (Japanese Logics & Discourse for Teaching, 3-3-0)

교수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어전공에 알맞은 논술 능력을 배양한다.

 JAP18314 일본원서강독 (Japanese Original Reading, 3-3-0)

일본문학에는 고금을 통해 많은 운문 작품과 산문 작품이 있다. 쉽고 단순한 작품에서부

터 복잡하고 난해한 작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는 현대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모

티브로 이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도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작품 중 특히 재

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선정하여 읽고 그 세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JAP18315 일본지역사회론과현장 (Japanese Local Society and field, 3-3-0)

일본의 지역사회는 일본사회 전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이며 핵심적 기반이 된다

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특정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검토와 

동시에 필드워크에 기초한 실증적 검토를 행한다.

 JAP18316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일본 사회를 파악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을 타교과목을 통해 익혔다면 그 지식을 배

경으로 하여 수강 학생이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초기 구상을 팀원과 함께 

협동하며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것을 통해 사고를 더욱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AP18401 진로지도 (Career Counseling, 0-0-0)

교육이나 강의의 차원이 아닌, 학생과 담임교수가 자유롭게 진로에 대해 대화하고 어울

리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 수업으로, 모든 활동을 상담과 연계하

여 진행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JAP18402 일본문화개관 (Introduction to Japanese Culture, 3-3-0)

일본사회 전체의 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괄적이며 전반적인 검토를 행한다. 특히 시청각 

교재의 활용과 현장경험을 통한 문화의 체험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다.

 JAP18403 일본어통번역연습 (Japanese Interpretation & Translation Practice, 3-3-0)

일본어 통번역을 위한 기초적인 강좌로써 통번역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바

탕으로 일본어(혹은 한국어)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혹은 

일본어)로 통번역 해 나가는 연습을 한다.

 JAP1840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팀원과 일본 현대사회에 수요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초기 구상을 더욱 구

체화하여 직접 자신들의 창업아이템을 제작, 설계하고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 나가며 논리적인 사고를 기르고 의견제시, 협업 및 발표능력향상을 목표로 한다.

 JAP18405 현대일본과지역사회 (Contemporary Japanese Community, 3-3-0)

현대 일본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심도 있는 시각과 논의의 전개를 위

하여 일본의 지역사회에 대한 현지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대화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진

행될 것이다. 관련과목과 관련된 진로 모색도 함께 병행시켜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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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406 현대일본정치론 (Modern Japanese Politics, 3-3-0)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편견 및 편향된 이념적 성향으로 

일본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본 과목은 한일외교관계에 대한, 그리고 동북

아정세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후 일본의 정치 및 외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JAP18407 졸업논문 (A Graduation Thesis, 0-0-0)

일본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역사 등 여러 분야에 관해서 구체적 테마를 선정하여 A4

용지 30매 이상의 논문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일본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토록 한

다. 아울러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고 논문작성의 능력을 기른다.

 JAP18408 일본경제정책론 (Japan theory of economic policy, 3-3-0)

거시정책 및 대외무역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경제정책 전개과정과 최근 고이즈미 

내각 성립 이후 ‘개혁을 통한 성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확립을 목표로 한다. 

경제성장, 산업구조, 물가, 재정, 금융, 대외무역 등 각 주제별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

를 통해 취업 후 요청되는 일본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정립과 더불어 정보수집 능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JAP18409 일본문학세미나 (seminar for Japanese Literature, 3-3-0)

일본에서는 유교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규범이나 사상보다 인간의 감정을 기

저로 한 문학이 발달하였다. 감정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귀족 문학에서부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서민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

다. 본 강좌에서는 일본문학의 작품 감상 및 분석을 통해 일본사회와 일본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또한 문학 작품 감상과 함께 관련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

 JAP18410 일본어통번역실습(Japanes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actical Training, 3-3-0)

일본어 통번역을 위한 기본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어(혹은 한국어)의 다양

한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혹은 일본어)로 통번역을 하는 연습을 토

대로 직접 통번역을 하여 문제점을 알아가고 학생이 직접 수정해 나가는 것으로 더욱 자

연스럽고 매끄러운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한다.

 JAP18411 진로와일본사회문화 (Course & Japanese, 3-3-0)

현대 일본문화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일본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문화인류학개론이나 사회

학개론을 미리 수강하여 둘 것을 권장한다.

 JAP18412 현대대중문화론 (Japanese Popular Culture, 3-3-0)

일본 대중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며, 학생들은 각각의 테마를 선정

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의 대중성과 흐름을 좀 더 명

확히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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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18413 현대한일관계론 (Study of Contemporary Korean-Japanese Relation, 3-3-0)

한국과 일본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오랜 갈등과 대립의 역사로 인해 특수한 관계

를 맺고 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양국 

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며 나아가 21세기의 한일관계를 전망한다.

 JAP1841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1, 6-0-0)

국내외 무역, 관광, 문화예술 산업체, 기업체, 홍보 업무 참관 등을 통해 실제적인 업무

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더욱 뚜렷한 진로 설계와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JAP18318 일본어권어학연수1 (Field Study of Language in Japanese – Speaking Countries 1, 2-0-0)
일본 현지에 있는 학교와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어를 더욱 접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실용회화부터 심도 있는 일본어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의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외에 다른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준다.

 JAP18319 일본어권문화체험1 (Field Study of Culture in Japanese – Speaking Countries 1, 2-2-0)
학생이 일본현지에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일본 문화에 대

한 인식을 바로잡고 현대 일본 문화와 전통 문화를 비교하면서 일본학에 대한 이해를 더

욱 빠르고 깊게 할 수 있는 체험을 행한다.



376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일본어 교육전문가

2. 일본어 통번역전문가

3. 일본 지역(학)전문가

1.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제적인 교류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사회 각 분야 및 해외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등의 학문영역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
다. 이 중에서 [일본어 교육전문가] 과정은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
는 일본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코스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을 위한 일본어 교
육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강사진을 중심으로 어학 집중 훈련과 교육능력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일본어능력

졸업 후 진로
공·사립 중고등학교 교사임용, 사설학원 강사, 국내외 대학원진학(석사, 박사), 
일본 현지 한국어교육 관련 시설 강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일본어회화1, 일본의이해1, 글로벌시대와일본1, 전공과진로, 기초일본학1, 
일본한자

1-2 초급일본어회화2, 일본의이해2, 글로벌시대와일본, 일본어문법, 기초일본학2

2-1 일본어회화, 일본현대문독해, 일본문학개론, 현대일본문화론과현장

2-2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어학개론, 일본학세미나, 일본어작문, 일본문학사, 
일본전통문화론

3-1
실천일본어회화1, 일본어강독, 일본교과연구및지도법, 일본어권어학연수1, 
일본어교과교육론

3-2
일본어교직논리및논술, 실천일본어회화2, 상급활용일본어, 일본원서강독, 
일본지역사회론과현장,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4-1 일본문화개관,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현장실습5

4-2
현대대중문화론, 진로와일본사회문화, 일본문학세미나, 장기현장실습(IPP)4, 
졸업논문

4-3 현장실습1

4-4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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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번역 전문가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일본학과에서는 국제적인 교류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에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사회 각 분야 및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 과정은 일본어를 활용한 통역과 번역 전문가
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코스이다. 이를 위해 일본어를 기반으로 일본의 사회
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분야와 영역
을 이수하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일본어 통번역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

졸업 후 진로
전문 통역가, 번역가
국내외 대학원 진학
관광통역사 등 관광 여행 관련 업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일본어회화1, 일본의이해1, 글로벌시대와일본1, 전공과진로, 기초일본학1, 
일본한자

1-2 초급일본어회화2, 일본의이해2, 글로벌시대와일본, 일본어문법, 기초일본학2

2-1 일본어회화, 일본현대문독해, 멀티미디어일본문화론, 

2-2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어학개론, 일본어작문

3-1
실천일본어회화1, 일본어강독, 일본정보론, 영상일본문화론, 
일본문학과스토리텔링, 일본어권어학연수1, 일본어교과교육론

3-2
실천일본어회화2, 상급활용일본어, 일본원서강독, 일본문학과문화콘텐츠,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4-1 현대일본정치론, 일본어통번역연습,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현장실습5

4-2 진로와일본사회문화, 일본어통번역실습, 장기현장실습(IPP)4, 졸업논문

4-3 현장실습1

4-4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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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학) 전문가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일본학과에서는 국제적인 교류의 급증과 다문화 사회에로의 진입에 발맞추어 사
회 각 분야 및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본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
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지역(학) 전문가] 과정은 일본어 학습뿐만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대국인 일본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일본 사회문화에 대한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실천 능력
석사·박사 등 대학원 진학 및 유학능력 향상

졸업 후 진로

일본 관련 국내 무역회사 및 일본계 각종 기업
일본 현지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팀
이벤트산업 및 관광가이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초급일본어회화1, 일본의이해1, 글로벌시대와일본1, 전공과진로, 기초일본학1, 
일본한자

1-2 초급일본어회화2, 일본의이해2, 글로벌시대와일본, 일본어문법, 기초일본학2

2-1 일본어회화, 일본현대문독해, 현대일본경제, 일본경영경제기초, 지역학개론, 

2-2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어학개론, 일본어작문, 시사일본경영, 일본학특강

3-1 실천일본어회화1, 일본어강독, 일본기업론, 일본어권어학연수, 일본어교과교육론

3-2
천일본어회화2, 상급활용일본어, 일본경영론, 일본원서강독,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4-1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현장실습5

4-2
일본경제정책론, 현대한일관계론, 진로와일본사회문화, 장기현장실습(IPP)4, 
졸업논문

4-3 현장실습1

4-4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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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 Counseling)

하-7

1. 교육목표

  심리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상담·임상·심리치료 등의 분야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

여 장차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인성교육과 실용교육을 중

심으로 사회에 봉사할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심리상담학과는 심리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현대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교육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

담사를 위한 이론과 실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심리상담학과에서는 2006학년도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아 06학번부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증인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학회 자격증인 심리상담사 과정이 개설되어있다.

심리상담학과에서는 매학기 2, 3회 이상의 학과전공에 대한 특강이 열리고 있으며, 학과 

전공수업에서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

소, 기타 기관 등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진다.

3. 향후 진로계획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직업

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학회 민간자격증), 미술심리상담사, 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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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PSP18101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 
Course

0 0 0 P/NP

4 1 전필 PSP18401 진로지도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PSP18409 졸업논문 The Graduation Thesis 0 0 0 P/NP

1 1 전선 PSP18104 심리학개론 General Psychology 3 3 0 교직

1 1 전선 PSP18105 청소년심리 Psychology of Youth 3 3 0 교직

1 1 전선 PSP18102 놀이치료 Play Psychotherapy 3 3 0 　

1 1 전선 PSP18103 대인관계심리학
Interpersonal 
Psychology

3 3 0 　

1 2 전선 PSP18106 논리의세계 The World of Logic 3 3 0 　

1 2 전선 PSP18108 상담이론과실제
Counseling Theories & 
Practices

3 3 0 교직

1 2 전선 PSP18110 학교상담 School Psychology 3 3 0 　

1 2 전선 PSP18109 아동심리학 Child Psychology 3 3 0 　

1 2 전선 PSP18107 미술치료 Art Psychotherapy 3 3 0 　

2 1 전선 PSP18203 성상담 Counseling of Sex 3 3 0 　

2 1 전선 PSP18202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3 3 0 교직

2 1 전선 PSP18205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 3 3 0 교직

2 1 전선 PSP18206 예술심리치료상담
Art Psychotherapy 
Counseling

3 3 0 　

2 1 전선 PSP18201 부모교육상담
Parent Education 
Psychology

3 3 0 　

2 1 전선 PSP18204 실존철학과상담 Existential Counseling 3 3 0 　

2 1 전선 PSP18207 청소년상담 Counseling for Youth 3 3 0 　

2 2 전선 PSP18214 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Learning

3 3 0 교직

2 2 전선 PSP18213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3 3 0 교직

2 2 전선 PSP18208 발달심리
Developmental 
Psychology

3 3 0 　

2 2 전선 PSP18211 음악치료 Music Therapy 3 3 0 　

2 2 전선 PSP18212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 3 0 교직

2 2 전선 PSP18210 예술철학과상담 Counseling of Ar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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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PSP18209 심리상담학
Psychology & 
Counseling

3 3 0 　

3 1 전선 PSP18303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 3 3 0 　

3 1 전선 PSP18305 임상철학 Clinical Philosophy 3 3 0 　

3 1 전선 PSP18306
전문상담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Material & Methods in 
Teaching

3 3 0 교직

3 1 전선 PSP18301 사이코드라마 Psychodrama 3 3 0 　

3 1 전선 PSP18302
예술심리치료
실기1

Art Psychotherapy 
Practice1

3 3 0 　

3 1 전선 PSP18304 임상심리학
Occupational 
Psychology

3 3 0 　

3 1 전선 PSP18307 직업상담 Vocatianl Counseling 3 3 0 　

3 2 전선 PSP18308 심리철학
Philosophy of 
Psychology

3 3 0 　

3 2 전선 PSP18314 철학과창의력개발
Philosophy & 
Originality 
Development

3 3 0 　

3 2 전선 PSP18311
전문상담교직논리
및논술

Teaching Logic & 
Statement

3 3 0 교직

3 2 전선 PSP18310
전문상담교직교과
교육론

Course Education 
Study

3 3 0 교직

3 2 전선 PSP18313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3 3 0 교직

3 2 전선 PSP18309
예술심리치료
실기2

Art Psychotherapy 
Practice2

3 3 0 　

3 2 전선 PSP18312 정신건강 Mental Healyh 3 3 0 　

3 2 전선 PSP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PSP18418 현장실습2 Internship2 3 0 0 　

4 1 전선 PSP18402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3 3 0 교직

4 1 전선 PSP18403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3 3 0

4 1 전선 PSP18406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3 3 0 　

4 1 전선 PSP18407
예술심리치료연구
방법론

Research in Art 
Therapy

3 3 0 　

4 1 전선 PSP18404 상담윤리와인성 Counseling of Etics 3 3 0 　

4 1 전선 PSP18405 심리상담세미나
Psychology Counseling 
Seminar

3 3 0 　

4 1 전선 PSP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3 전선 PSP18417 현장실습1 Internship1 3 0 0 

4 2 전선 PSP18412 심리치료 Psychotherapy 3 3 0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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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PSP18101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and Course , 0-0-0)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상담과 학습향상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PSP18401 진로지도 (Guidance, 0-0-0)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또는 적성진단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PSP18409 졸업논문 (The Graduation Thesis, 0-0-0)

졸업논문은 4년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운 이론이나 철학자 혹은 심리학자의 생각과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좋

은 기회이기도 하다.

 PSP18104 심리학개론 (General Psychology, 3-3-0)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이해하도록 현대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 

원리, 이론을 소개한다.

 PSP18105 청소년심리 (sychology of Youth, 3-3-0)

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기본개념, 이론과 원리를 제시하여 청소년 발달의 제 측면-인지

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성격적 발달-을 이해한다. 유전과 문화적 영향, 청

소년기를 설명하는 주이론, 도덕발달, 성적발달,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다룬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PSP18411
상담실습및사례
연구

Practice Counseling & 
Case Study

3 3 0 교직

4 2 전선 PSP18413
예술심리치료임상
연구

Field Research in Art 
Therapy

3 3 0 

4 2 전선 PSP18414 철학상담기법
Philosopchical 
Counseling

3 3 0 

4 2 전선 PSP18415 특수아상담
Special Child 
Psychology

3 3 0 

4 2 전선 PSP18410 군교정상담
Militray & Correctional 
Counseling

3 3 0 

4 2 전선 PSP18416 현장실습5 Internship5 15 0 0 

4 2 전선 PSP18422
자원봉사론
(서비스러닝) 

Voluntary 
Management(Service 
Learning)

3 3 0 

4 4 전선 PSP18418 현장실습2 Internship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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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18102 놀이치료  (Play Psychotherapy, 3-3-0)

놀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놀이를 매개로 한 놀이 

속에서 알 수 있는 심리상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례연구를 통해 놀이치

료 기법의 적용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PSP18103 대인관계심리학 (Interpersonal Psychology, 3-3-0)

이렇듯 중요한 대인관계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대인관계

를 돌아보며 건강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PSP18016 논리의 세계 (The World of Logic, 3-3-0)

기호 논리학 체계에 중점을 두어 추론능력과 일상생활에 있어 그 적용법을 배운다. 무엇

보다도 논리학의 주요 주제들(귀납과 연역의 정당성, 오류론, 사유의 3가지 기본 원칙, 

추론의 건전성 등)을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PSP18108 상담이론과실제 (Counselling Theories and Practices, 3-3-0)

상담학 학문적 기초를 이해하고 정신분석 상담, 교류분석 상담, 현실요법 상담, 의미요법 

상담, 동양적 상담, 본성실현 상담 등 다양한 이론을 탐구한다. 또한 언어적 및 비언어적 

대화법, 심리검사의 활용, 윤리적 문제와 상담자의 자격 및 역할을 습득하며, 신앙, 진로, 

가족, 성격, 성교육 등의 개인 및 집단 상담에 관한 사례를 익힌다. 

 PSP18110 학교상담 (School Psychology, 3-3-0)

학교상담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문제의 영역은 교육·직업·성격과 행동·인간관계·여가 

등의 광범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상담을 통해서 폭넓은 상담문제에 관한 훈련을 익힌다.

 PSP18109 아동심리학 (Child psychology. 3-3-0)

출생으로부터 청년 전기까지의 아동의 심리기능과 이와 관련이 있는 생리적 과정까지 연구

하며 아동심리의 성립과정을 분명히 파악하고 아동의 교육 및 취급방법의 기초를 확립한다.

 PSP18107 미술치료 (Art Psychotherapy , 3-3-0)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

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 활동

을 통해 표현하여 안도감과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하고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

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을 훈련한다.

 PSP18203 성상담 (Counseling of sex, 3-3-0)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소통되던 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경향이 증폭하고있다. 

이 강의는 대중적 관심의 정도를 넘어서는 이론과 실제 분석의 수준에서 접근한다. 그럼으

로써 일상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성적인 억압의 요소를 드러낸 후 그에 대한 저항의 힘

을 모색, 철학의 궁극적 지향점인 인간해방의 길과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하고자 한다.



384

 PSP18202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3-3-0)

성격심리학은 복잡한 인간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하기 위해 개인차를 연구하고 환경조건과 

개인차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 강좌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다

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고찰하며, 각각의 관점에서 따른 성격의 발달, 변화, 적응, 측정방

법, 연구법 및 장단점 등을 조망함으로써 성격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인간행동에 대한 

다각적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PSP18205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 3-3-0)

모든 심리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몇 가지 중요한 심

리검사의 활용방법을 숙지하여 심리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배우도록 한다.

 PSP18206 예술심리치료상담 (Art Psychotherapy Counseling, 3-3-0)

정서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림이나 조각, 혹은 음악이나 무용 등 광범위

한 예술적 표현을 이용하는 예술심리치료상담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며, 실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PSP18201 부모교육상담 (Parent Education Psychology, 3-3-0)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모들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

는 부모교육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과정이다. 부모교육에 관한 이론

적 연구와 최적화된 상담프로그램을 설계, 조직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

는 전문적 상담사를 양성한다.

 PSP18204 실존철학과상담 (Existential Philosophy, 3-3-0)

실존철학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까

뮈, 메를로 퐁띠 등의 실존철학자들의 사상을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들

의 실존적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한다.

PSP18207 청소년상담 (Counseling for youth, 3-3-0)

인간 발달단계중 아동 후기부터 청년 후기까지의 단계에 속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인,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을 포함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

이다. 청소년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청소년 이해활동 문제해결과 예방을 돕는 전문적

인 상담활동을 배우고 연구한다.

PSP1814 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Learning, 3-3-0)

핵심적인 학습의 이론, 원리 및 이론적 개념들을 이해하고, 임상적 및 교육적 문제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주의, 게슈탈트, 인지주의 및 정보처리적 입장의 주요 학습이론들

을 체계적으로 개관한다.

 PSP18213 집단상담 (Group Counseling, 3-3-0)

집단상담의 개념과 정의 및 여러 이론들을 연구한다. 정신분석적 접근, 실험적 접근, 참 

만남, 집단적 접근, 형태주의적 접근 및 행동주의적 접근 등을 다루고 집단의 역학 과정

과 집단발전단계, 집단상담의 실제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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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18208 발달심리 (Developmental Psychology, 3-3-0)

임신에서부터 죽음까지의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

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성격 및 직업 및 도덕성 발달 등 다양한 측면의 발달에 대

한 최근 연구들과 주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PSP18211 음악치료 (Music Therapy, 3-3-0)

음악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과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나 생각을 음악 활동을 통해 표현

하고 이러한 활동이 본인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한다.

 PSP18212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3-0)

이상 행동과 정신 장애에 대해 체계적,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이상행동과 정신 장

애의 발견 및 체계적인 분류와 현상학적 기술, 유병률이나 발병률 및 위험 요인 등에 대

한 역학 연구, 원인 규명, 치료 및 예방 기법의 개발과 효과를 연구한다.

 PSP18210 예술철학과상담 (Counseling Of Art, 3-3-0)

플라톤은 예술이 윤리적 타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예술의 검열을 정당화한 이래로 윤리

적 평가는 예술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본 과목은 예술에 대한 평가

와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검토함을 통해 미와 윤리적 가치의 상호관계를 검토해 볼 것이

다. 예술 속의 철학적 메시지와 상징적 의미를 찾아 탐구하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예

술속에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SP18209 심리상담학 (Psychology & Counseling, 3-3-0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함양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

질을 향상시키며,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급속한 변화로 겪는 심리적·정신적 갈등과 어려

움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련된 교과를 학습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전문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용 교육과 실습을 병행한다.

 PSP18303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s, 3-3-0)

현대인들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인간관계가 종래 전통적

인 산업사회의 수직적 인간관계가 수평적, 네트워크형 인간관계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르

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심리학적, 철학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PSP18305 임상철학 (Clinical Philosophy, 3-3-0)

인간은 사회적 연관 한복판에 있는 그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학문적 대상으로

서 사회를 연구하기가 곤란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

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이론이 곧 사회적 실천

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과목은 제반 사회이론의 타당성을 엄밀한 방

법론에 입각해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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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18306 전문상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 and Methods in Teaching, 3-3-0)

장차 학교 현장에서 심리학 교과를 가르치게 될 예비교사들 혹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비 전문상담교사들이, 심리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지, 그리고 학교상담서비스

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PSP18301 사이코드라마 (Psychodrama, 3-3-0)

일정한 대본 없이 환자에게 역할과 상황을 주고 생각나는 대로 연기를 하도록 한 후, 환

자의 억압된 감정과 갈등을 표출하게 하는 사이코드라마를 이해하고, 체험하여 실제 어

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하는지 탐구한다.

 PSP18302 예술심리치료실기1 (Art Psychotherapy Practice 1, 3-3-0)

정서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림이나 조각, 혹은 음악이나 무용 등 광범위한 

예술적 표현을 이용하는 예술심리치료상담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며, 실전에 어떠한 형식

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PSP18304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3-3-0)

전반적인 심리학 내에서 전문분야로서의 임상심리학의 역사와 발전을 개관하고, 임상심

리학자의 핵심적인 역할인 심리진단 및 평가，심리치료 및 임상연구 활동에 대해 소개한

다. 또한 전문직으로서의 임상심리사의 활동무대 및 진출가능성에 대하여도 소개한다.

 PSP18307 직업상담 (Vocational Counseling, 3-3-0)

사람의 직업탐색을 위한 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에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합

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직업생활 적응 능력과 순조로운 직업전

환과 은퇴 후의 효율적인 여가 활동을 탐색하고 개발하며 직업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PSP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심리상담의 여러 세부 전공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실용적인 결과물을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전공 지식의 현장 활용 경험을 쌓음으로써 졸업 후 전공 전

문성의 실제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있다.

 PSP18315 현장실습1 (Internship1, 3-3-0)

관련 상담실과 기관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며 전공에 대한 기본 지

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PSP18308 심리철학 (Philosophy of Psychology, 3-3-0)

마음 또는 정신 현상, 정신적 기능, 성질, 의식, 물리적인 몸의 관계를 다루는 철학의 분

야로써 심리철학에 대하여 보다 깊이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87

 PSP18314 철학과창의력개발 (Philosophy and Creativity Development, 3-3-0)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가운데 철학적 개념들, 이를테면 자아, 인식, 

세계, 역사 등에 대한 자기 나름의 입장을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철학함을 통해 창의력을 훈련하고, 사고의 확장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

 PSP18311 전문상담교직논리및논술 (Teaching Logic and Statement, 3-3-0)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통한 합리적 논리

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며 아울러 이를 지도할 교사의 자질을 고양시킨다.

 PSP18310 전문상담교직교과교육론 (Course Education Study, 3-3-0)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교양과정으로 개설되는 상담교과와 초, 중, 고교의 직업과 진로 

교과의 교재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수업 

설계와 그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PSP18313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3-3-0)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법을 익힌다.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 진로탐색에 

관한 각종 심리검사의 사용법을 연구하고 직업세계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PSP18309 예술심리치료실기2 (Art Psychotherapy Practice 2, 3-3-0)

정서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림이나 조각, 혹은 음악이나 무용 등 광범위한 

예술적 표현을 이용하는 예술심리치료상담에 대해 이해하고 탐구하며, 실전에 어떠한 형식

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본다.

 PSP18312 정신건강 (Mental Healthy, 3-3-0)

정신건강에 대한 기제와 정신 질환을 이해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신건강관리를 돕고자한다.

 PSP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 Design 2, 3-0-6)

심리상담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진출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한류 콘텐츠

를 직접 기획 제작한다.

 PSP18418 현장실습2 (Internship2, 3-0-0)

관련 상담실과 기관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며 전공에 대한 기본 지

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PSP18402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3-3-0)

가족상담과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상담의 근간이 되는 가족역동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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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18403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3-3-0)

범죄행동의 성립과정은 개체의 개인 요인과 환경, 사회 등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의 배경인 심적 메커

니즘을 밝히도록 연구하고 학습한다.

 PSP18406 심리통계 (Psychological Statistics, 3-3-0)

양적 연구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연구방법론이다. 이러한 연구방

법론 중에서도 통계적 논술은 그 과정의 핵심이다. 심리상담학과에서 양적연구방법론의 

기초와 통계의 기초를 다루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강생이 실제 통계논문에 대한 이해

를 가지도록 한다.

 PSP18407 예술심리치료연구방법론 (Art Psychotherapy Research Methodology, 3-3-0)

예술심리치료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고 논문 이론을 학습한다. 실제 논문을 작성 해보고 

어떻게, 어떤 내용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PSP18404 상담윤리와인성 (Counseling Of Etics, 3-3-0)

상담의 종류 중 윤리상담을 위한 과목이다.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해이나 윤리적인 잘못

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상담윤리가 생겨났다. 이 과목을 통해 인간

의 본성과 철학사에 나타난 핵심적인 윤리사상을 살펴보고 대학생으로서의 건강한 인격

과 도덕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다.

 PSP18405 심리상담세미나 (Psychologi Counseling Seminar, 3-3-0)

지금까지 수강한 상담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 심

리검사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접하고, 상담의 실제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 및 심화 탐구

가 이루어진다.

 PSP18412 심리치료 (Psycho Therapy, 3-3-0)

환자가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배운다.

 PSP18411 상담실습및사례연구 (Consultation Exercises, and Case Studies, 3-3-0)

상담의 원리와 이론을 상담 장면에서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교, 병

원, 복지시설, 교회 등 상담 장면을 선정하여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여 본다. 최소한 하나의 사례를 선정하여 실시한 상담활동에 대한 축어록, 녹음, 비디

오 촬영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상담능력을 신장한다. 

 PSP18413 예술심리치료임상연구 (Clinical studies of art psychotherapy, 3-3-0)

예술심리치료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고 임상 연구 이론을 학습한다. 임상 연구를 학습하

며, 어떻게, 어떤 내용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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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P18414 철학상담기법 (Philosophical Counseling, 3-3-0)

철학적 환경이 나쁜 것에 대한 부분적 책임은 물론 철학자에게 있다. 그러나 철학이 사

회에 기여해야 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도 철학을 받아드려야 한다. 철학과 현실을 접목

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심이 필요하다. 철학적인 병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 

이 교과목을 통해 이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하고 탐구한다.

 PSP18415 특수아상담 (Special Child Psychology, 3-3-0)

신체, 인지, 정서, 사회, 행동상의 특수한 문제를 지닌 내담자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간의 관계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2차적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담자와 함께 교육, 적응, 진로 및 의사결정, 문제해결, 치료교육, 자기 발전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한다.

 PSP18410 군교정상담 (Militray & Correctional Counseling, 3-3-0)

간부 및 병사들의 부적응을 해소하며, 조직 안에서의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서로 도움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PSP18416 현장실습5 (Internship5, 15-0-0)

관련 상담실과 기관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실무를 수행하며 전공에 대한 기본 지

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PSP18422 자원봉사론(서비스러닝) (Voluntary Management(Service Learning), 3-3-0)

학과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전공 관련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

봉사의 이해와 프로그램 기획 및 봉사활동 및 평가에 대해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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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전문상담교사&심리상담사 양성과정 

2. 임상심리사 양성과정

3.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

4. 예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

1. 전문상담교사 & 심리상담사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전문상담교사와 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기 로드맵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문상담능력과 심리상담사로서의 자질 향상

졸업 후 진로 전문상담교사, 심리상담사, 학원교육상담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심리학개론, 청소년심리, 놀이치료, 대인관계심리학, 전공과진로

1-2 상담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 아동심리학, 미술치료, 논리의세계

2-1 성격심리학, 심리검사

2-2 학습심리학, 집단상담, 이상심리학, 심리상담학

3-1 전문상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전문상담교직논리및논술, 전문상담교직교과교육론, 진로상담,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4-1
가족상담, 심리상담세미나,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4-3), 
장기현장실습(IPP)1(4-3), 장기현장실습(IPP)2(4-3)

4-2
현장실습5, 심리치료,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특수아상담, 졸업논문, 
자원봉사론(서비스러닝), 현장실습2(4-4), 장기현장실습(I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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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심리사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임상심리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기 로드맵

확보되는 
실무능력

임상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및 기술 향상

졸업 후 진로 임상심리사,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심리학개론, 청소년심리, 놀이치료, 대인관계심리학

1-2 상담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 아동심리학, 미술치료, 논리의세계

2-1 심리검사

2-2 이상심리학, 심리상담학

3-1 임상철학, 임상심리학

3-2 정신건강,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4-1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현장실습1(4-3), 장기현장실습(IPP)1(4-3), 
장기현장실습(IPP)2(4-3)

4-2 졸업논문,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2(4-4)

3.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청소년상담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기 로드맵

확보되는 
실무능력

청소년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및 기술 향상

졸업 후 진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심리학개론, 청소년심리, 놀이치료, 대인관계심리학

1-2 상담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 아동심리학, 미술치료, 논리의세계

2-1 성상담, 청소년상담, 성격심리학, 심리검사, 부모교육상담

2-2 이상심리학, 집단상담, 발달심리

3-1 직업상담, 인간관계론

3-2 캡스톤디자인1, 심리철학, 철학과창의력개발, 장기현장실습(IPP)3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4-3), 장기현장실습(IPP)2(4-3), 
장기현장실습(IPP)1(4-2)

4-2 졸업논문, 현장실습5, 현장실습2(4-4), 장기현장실습(IPP)4(4-2)



392

4. 예술심리치료사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청소년상담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기 로드맵

확보되는 
실무능력

임상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및 기술 향상

졸업 후 진로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심리학개론, 청소년심리, 놀이치료, 대인관계심리학

1-2 상담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 아동심리학, 미술치료, 논리의세계

2-1 실존철학과상담, 예술심리치료상담

2-2 음악치료, 예술철학과상담

3-1 사이코드라마, 예술심리치료실기1

3-2 예술심리치료실기2, 장기현장실습(IPP)3

4-1
진로지도, 예술심리치료연구방법론, 현장실습1(4-3), 장기현장실습(IPP)1(4-3)
장기현장실습(IPP)2(4-3)

4-2
졸업논문, 예술심리치료임상연구, 자원봉사론(서비스러닝), 현장실습5, 
현장실습2(4-4), 장기현장실습(I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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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신학과
(Department of Welfare and Theology)

하-8

1. 교육목표

  복지신학과는 사회복지와 신학을 융합하여 전문가와 활동가를 양성한다. 사회복지의 이

론과 실천을 교육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나눔과 섬김의 리더를 교육한다. 기독교 정신으

로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섬기는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활동가, 목회자, 지도자, 연구

자 및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복지신학과는 21세기 복지사회가 요청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활동

가, 교육자 및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전문

가 및 목회자를 외래교수로 채용하여 학문과 실천을 연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신학의 

학문적, 실천적 융합을 통해 기독교정신을 구현한다. 사회복지현장과 목회현장이 요구하

는 시대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

학당의 교훈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복지신학과 졸업생은 첫째,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및 교회 등 다양한 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둘째, 목회자나 신학교수 혹은 다양한 기독

교기관(신문사, 출판사, 방송국, 기타 기독교연합기관, NGO)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

다. 셋째, 본 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인적 자원부 인정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미션학교(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상담교

사, 종교교사, 윤리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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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THE18102 성서개론
Introduction to The 
Bible

3 3 0 　

1 1 전필 TH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THE18103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 3 0 　

1 1 전선 THE18104 자원봉사론 Voluntary Management 3 3 0 　

1 2 전필 THE18105 신학개론
Introduction to 
Theology

3 3 0 　

1 2 전선 THE18106
인간행동과사회
환경

Human Behaviors & 
Social Environments

3 3 0 　

1 2 전선 THE18208 기독교상담학 Christian Counseling 3 3 0 　

2 1 전선 THE18201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3 3 0 　

2 1 전선 THE18202 기독교의역사 History of Christianity 3 3 0 　

2 1 전선 THE18203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0 　

2 1 전선 THE18204 세계종교 World Religions 3 3 0 　

2 1 전선 THE18205 장애인복지론 Welfare for Handicaps 3 3 0 　

2 1 전선 THE18214 상담과영성
Counseling & 
Spirituality

3 3 0 　

2 1 전선 THE18206 종교학개론
Theory & Method in 
The Study of Religions

3 3 0 　

2 2 전선 THE18207 기독교봉사학 Christian Social Ministry 3 3 0 　

2 2 전선 THE18312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 3 0 　

2 2 전선 THE18209 노인복지론
Welfare for The 
Elderly

3 3 0 　

2 2 전선 THE18210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3 3 0 　

2 2 전선 THE18211 세계기독교 World Christianity 3 3 0 　

2 2 전선 THE18212 종교학사
History of Religious 
Studies

3 3 0 　

2 2 전선 THE18213 지역사회복지론 Welfare for Community 3 3 0 　

2 2 전선 THE18214 인간중심상담
Person-Centered 
Counseling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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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THE18302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ies

3 3 0 　

3 1 전선 THE18303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Skill &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3 3 0 　

3 1 전선 THE18304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Social Welfare Data 
Analysis

3 1 2 　

3 1 전선 THE18319 대상관계이론 Object Relations Theory 3 3 0 　

3 1 전선 THE18305 종교교과교육론
Material & Methods in 
Teaching

3 3 0 　

3 1 전선 THE18301
종교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Educational Materials 
Teaching & Study

3 3 0 　

3 1 전선 THE18306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3 3 0 　

3 1 전선 THE18307 한국교회사
History of Korean 
Church

3 3 0 　

3 1 전선 THE18308 한국종교 Religions in Korea 3 3 0 　

3 1 전선 THE18320 기독교노인상담
Christian Counseling for 
The Elderly

3 0 0 　

3 1 전선 THE18318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Practice 3 0 0 P/NP

3 2 전선 THE18309 사례관리세미나
Case Management 
Seminar

3 3 0 　

3 2 전선 THE18310 성서해석학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3 3 0 　

3 2 전선 THE18311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3 3 0 　

3 2 전선 THE18313 종교개혁사 History of Reformation 3 3 0 　

3 2 전선 THE18314
종교교직논리및
논술

Educational Logical & 
Writing

3 3 0 　

3 2 전선 THE18315 종교심리학 Psychology of Religion 3 3 0 　

3 2 전선 THE18316 종교현상학
Phenomenology of 
Religion

3 3 0 　

3 2 전선 THE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THE18321
위기관리와
기독교상담

Crisis Management & 
Christian Counseling

3 3 0 　

3 2 전선 THE18107 청소년복지론 Youth Welfare 3 3 0 　

4 1 전필 TH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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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THE18403 비교종교학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3 3 0 　

4 1 전선 THE18404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Ethics &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3 3 0 　

4 1 전선 THE18405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3 3 0 　

4 1 전선 THE18406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 3 0 　

4 1 전선 THE18407 선교와사회복지
Mission & Social 
Welfare

3 3 0 　

4 1 전선 THE18423
중급수화의이론
과실제

Theory & Practice 
Intermediate level of 
Sign Language

3 3 0 　

4 1 전선 THE18408 신학영어
Theological Text 
Reading

3 3 0

4 1 전선 THE18424
중독과기독교
상담

Addiction & Christian 
Counseling

3 3 0 　

4 1 전선 THE1840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THE18410 현대신학 Modern Theology 3 3 0 　

4 2 전필 THE18411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4 2 전선 THE18412
사회복지발달
세미나

Seminar on Social 
Welfare History

3 3 0 　

4 2 전선 THE18413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3 3 0 　

4 2 전선 THE18415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3 3 0 　

4 2 전선 THE18416 존웨슬리와복지
John Wesley's Welfare 
Thought

3 3 0 　

4 2 전선 THE18417
종교사회학과
종교인류학

Sociology & 
Anthropology of 
Religion

3 3 0 　

4 2 전선 THE18418 종교와과학 Religion & Science 3 3 0 　

4 2 전선 THE18419 종교인류학
Anthropology of 
Religion

3 3 0 　

4 2 전선 THE18425
현대정신분석과
영성

Modern Psychoanalysis 
& Spirituality

3 3 0 　

4 2 전선 THE1842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THE1842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THE1842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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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THE18102 성서개론 (Introduction to the Bible, 3-3-0)

성서의 정경화, 외경과 위경, 성서의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과 사상에 대한 개론을 이

해하도록 한다.

 TH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이 과정은 자신들이 꿈꾸는 일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미래에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일들을 탐색할 기회를 줄 것이다.

 THE18103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과 실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THE18104 자원봉사론 (Voluntary Management, 3-3-0)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특성, 사회복지와 자원봉사활동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역사, 자

원봉사의 영역과 주요 쟁점 등을 다루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역량을 갖추도

록 하는데 있다.

 THE18105 신학개론 (Introduction to Theology, 3-3-0)

이 과정은 다양한 기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그리스도, 

성령, 창조, 교회의 내적 문화와 종교 간의 컨텍스트를 탐구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

여금 이러한 주제들을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상황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적, 문

화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도록 격려한다.

 THE18106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s & Social Environments, 3-3-0)

사회복지실천의 기초가 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THE18208 기독교상담학 (Christian Counseling, 3-3-0)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THE18201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3-3-0)

이 과정은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이며 현재적인 모델들을 탐구할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

서 학습 공동체를 가르치고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THE18202 기독교의역사 (History of Christianity, 3-3-0)

이 과정은 기독교의 확장과 기독교의 믿음과 실천의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을 제공

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기독교 정체성의 발전을 이해

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독교의 역사를 제공한다.



398

 THE18203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3-0)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배경, 이론과 방법, 형태와 내용 등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실제분석을 시도하고 정책대안의 가능성을 조망함으로써 한국 사

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전망한다.

 THE18204 세계종교 (World Religions, 3-3-0)

이 과정은 종교의 기원을 비롯해 세계인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 연구한다. 종교의 다양성

과 복잡성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흐름과 종교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종교인

들의 모습도 곁들여 보여줌으로써 세계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와준다.

 THE18205 장애인복지론 (Welfare for Handicaps, 3-3-0)

사회복지의 다양한 차원에서 장애의 이슈를 검토한다. 장애의 발생과 현실태, 장애개념

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습득한다.

 THE18214 상담과영성 (Counseling & Spirituality, 3-3-0)

상담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상담문화, 상담현상을 살펴보고 인간성과 인간 (personhood) 

의 본질로써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을 탐색하고 추구

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한다.

 THE18206 종교학개론 (Theory & Method in The Study of Religions, 3-3-0)

이 과정은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인 전통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독교 이외의 중요한 세계 종교와 친숙하게 될 것이다.

 THE18207 기독교봉사학 (Christian Social Ministry, 3-3-0)

이 과정은 기독교적 사회봉사(섬김)의 영역에 대한 입문이다. 학생들은 성경에 나오는 디

아코니아와 사회봉사의 원천들, 역사적인 텍스트, 현재의 문제와 실천 등과 관련된 주제

를 다루게 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준거틀을 

제공한다.

 THE18312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3-3-0)

이 과정은 정신건강의 개념과 이론, 영향, 그리고 실천적 적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THE18209 노인복지론 (Welfare for the Elderly, 3-3-0)

한국 노인의 문제와 삶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고찰하고, 노인의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이해를 높인다.

 THE18210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3-3-0)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과정으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전반적으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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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18211 세계기독교 (World Christianity, 3-3-0)

이 과정은 세계 기독교 특징과 각 나라의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THE18212 종교학사 (History of Religious Studies, 3-3-0)

이 과정은 종교학의 뿌리는 물론, 선구자를 살펴보면서 성립 과정에 대해 다룬다. 신학

과 종교학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아울러 1950년대 이후 중요한 논쟁점

을 국제종교학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검토한다.

 THE18213 지역사회복지론 (Welfare for Community, 3-3-0)

지역사회복지 향상과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개념과 이해의 틀, 지역사회복지 실천 및 

모델와 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조직관리이론, 기획, 프로그램 설계, 정보관

리, 의사결정, 직원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등을 배우게 된다.

 THE18214 인간중심상담 (Person-Centered Counseling, 3-3-0)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인 개입 방식을 혁신적으로 제안하고 발달시킨 칼 로저스의 

상담이론을 심화 학습한다.

 THE18302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y, 3-3-0)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등에 관해 고찰한다. 또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상,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

정과 치료적 접근 등을 학습한다.

 THE1830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 &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실천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 지식, 기술, 윤리 등을 숙지하고 개인과 가족을 

돕는 실천기술을 연마한다.

 THE18304 사회복지자료분석론 (Social Wefare Data Analysis, 3-1-2)

컴퓨터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사회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

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THE18319 대상관계이론 (Object Relations Theory, 3-3-0)

인간이해 방식과 치료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 고전정신분석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현

대정신분석 이론인 대상관계이론들을 주요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한국의 독특

한 정서문화와 자녀양육환경 속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THE18305 종교교과교육론 (Material & Methods in Teaching, 3-3-0)

이 과정은 미래에 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HE18301 종교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Educational Materials Teaching & Study, 3-3-0)

이 과정은 특별히 미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다양한 교육 자료들과 교수법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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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18306 프로그램개발과평가 (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3-0)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THE18307 한국교회사 (History of Korean Church, 3-3-0)

이 과정은 한국교회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삶과 사고가 사

회 정치적 맥락과 그의 창조와 적용을 이끌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

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THE18308 한국종교 (Religions in Korea, 3-3-0)

이 과정은 한국에 존재하는 무속, 불교, 유교, 그리고 새로운 민족종교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할 것이다.

 THE18320 기독교노인상담 (Christian Counseling for The Elderly, 3-0-0)

고령화 사회에서 특별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정신적인 혼란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노년층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독교적 노화문화와 인격발달 과정과 연결시켜 노

년층들을 위한 효율적인 상담적 돌봄과 치유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익힌다.

 THE18318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Practice, 3-0-0)

사회복지현장과 학교수업을 통합한 것으로,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실습과 

기관 실무자의 지도감독과 수업시간의 피드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향상시킨다.

 THE18309 사례관리세미나 (Case Management Seminar, 3-3-0)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되고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의 개념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관리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례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THE18310 성서해석학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3-3-0)

이 과정은 신성서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접근하기 위한 성서해석의 신

학적 관점과 설교 및 목회 현장에의 적용에 필요한 학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THE18311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3-3-0)

아동의 발달특성 및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다양한 아동문제(예: 양육, 아동학대, 아동

성격, 성장 및 발달 문제 등)에 대한 개입방법과 기술을 익히며,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 

법의 활용을 검토한다.

 THE18313 종교개혁사 (History of Reformation, 3-3-0)

이 과정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의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인 발전을 탐구할 것이

다. 이 과정은 1500년경부터 시작하여 루터교, 칼빈주의, 영국 성공회 등의 역사를 탐색

할 것이다. 또한 가톨릭과 정교회도 연대기적인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아시아와 아메리

카에서의 기독교 선교도 논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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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18314 종교교직논리및논술 (Educational Logical & Writing, 3-3-0)

이 과정은 특별히 미래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에서의 논리와 논술을 제공할 것이다. 

 THE18315 종교심리학 (Psychology of Religion, 3-3-0)

인류의 역사 속에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종교전통의 발생과정과 그러한 전통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주체들의 종교적 경험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THE18316 종교현상학 (Phenomenology of Religion, 3-3-0)

이 과정은 사회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종교사회학의 고전적인 이론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THE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이 과정은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THE18321 위기관리와기독교상담 (Crisis Management & Christian Counseling, 3-3-0)

치유와 돌봄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살이나 자해를 비롯한 위기 상황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 기술과 

예방적 상담을 배우고 익힌다.

 THE18107 청소년복지론 (Youth Welfare, 3-3-0)

‘청소년’와‘복지’의 합성어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社會福祉學, social 

welfare)의 한 분야를 배운다. 청소년복지가 복지의 한 분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아동기나 성인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다르며 청소년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올바르

게 이해하고 하고자 한다.

 TH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적성 진단 및 코칭 훈련 등을 통해 학생들 스

스로 자신의 진로를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돕는다.

 THE18403 비교종교학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3-3-0)

이 과정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와 접촉하고 관계를 가졌던 다양한 방

법을 탐구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인 사고를 위한 다양한 선택

에 대해 궁구할 것이다.

 THE18404 사회복지윤리와철학 (Ethics &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나 도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윤리학적 사유와 복지철학적 

사유를 함께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윤리의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

각되는 범위 내에서 윤리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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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18405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3-3-0)

사회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회복지 

이론과 실제를 비교한다.

 THE18406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조직관리이론, 기획, 프로그램 설계, 정보관

리, 의사결정, 직원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등을 배우게 된다.

 THE18407 선교와사회복지 (Mission & Social Welfare, 3-3-0)

이 과정은 특별히 선교분야에서 사회사업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선교와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THE18423 중급수화의이론과실제 (Theory & Practice Intermediate level of Sign Language, 3-3-0)

화술 및 좀 더 깊은 표현방법들로 수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농인이 저자인 교

제인 만큼 농인의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습이다.

 THE18408 신학영어 (Theological Text Reading, 3-3-0)

이 과정은 특별히 신학원서를 강독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신학원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제공할 것이다.

 THE18424 중독과기독교상담 (Addiction & Christian Counseling, 3-3-0)

현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알코올, 도박, 약물, 섹스, 관계, 일 등 모든 종류의 중독의 

문제들을 고찰하고 기독교상담의 자리에서 중독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치료 방법

에 대해 이론적, 임상적으로 탐구한다.

 THE1840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캡스톤디자인1의 과정에서 더 나아가 심화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THE18410 현대신학 (Modern Theology, 3-3-0)

이 과정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등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들을 현대의 급진적인 신학

의 흐름인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관점

은 자유주의적인 관점과 신정통주의(신복음적인) 관점과 비교될 것이다. 

 THE18411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 및 전공과 다전공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의 성과를 집대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졸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THE18412 사회복지발달세미나 (Seminar on Social Welfare History, 3-3-0)

이 과정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과정을 다룬다.



403

 THE18413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3-3-0)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법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한다.

 THE18415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3-3-0)

인간 이성을 계시된 신앙의 진리의 수단으로 보고, 신학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그리스

도교 신학의 학문을 배우게 된다.

 THE18416 존웨슬리와복지 (John Wesley's Welfare Thought, 3-3-0)

이 과정은 존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나타난 복지사상을 탐구할 것이다. 특별히 영적인 

훈련을 포함한 내적인 변화에 대한 그의 강조가 사회복지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THE18417 종교사회학과종교인류학 (Sociology & Anthropology of Religion, 3-3-0)

종교인류학과 종교사회학을 접목시켜 심화적인 종교과정을 배우게 된다.

 THE18418 종교와과학 (Religion & Science, 3-3-0)

이 과정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이 과정은 학생

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학을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THE18419 종교인류학 (Anthropology of Religion, 3-3-0)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구하는 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에서 비롯된 종교연구를 

한다.

 THE18425 현대정신분석과영성 (Modern Psychoanalysis & Spirituality, 3-3-0)

자기심리학, 애착이론, 정신화, 상호주관성이론 등의 현대정신분석이론과 영성의 상관관

계를 모색한다.

 THE1842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현장에서 이론을 통해 배운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본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THE1842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현장에서 이론을 통해 배운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본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THE1842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현장에서 이론을 통해 배운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본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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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목회자 양성 과정 

2.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

3. 종교교사(교목) 양성 과정(교직)

4. 기독교상담사 양성 과정

1. 목회자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교회 목회자나 신학교수 및 기독교 관련 연합기관, 언론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게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신학사(B.Th.) 학위 취득,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

졸업 후 진로 목회자, 신학교수, 기독교 기관 전문가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성서개론,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전공과진로

1-2 신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기독교상담학

2-1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교육

2-2 세계기독교, 기독교봉사학 

3-1 한국교회사

3-2 종교개혁사, 성서해석학

4-1 선교와사회복지

4-2 존웨슬리와복지, 종교사회학, 조직신학



405

2.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여성 등) 복지시설 및 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복지시설, 요양기관, 지역자활센터, 
교회사회복지사, NGO 단체, 복지시설 및 기관 설치 운영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성서개론,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필수), 전공과진로

1-2 신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필수), 기독교상담학

2-1 사회복지정책론(필수), 장애인복지론(선택)

2-2 사회복지실천론(필수), 노인복지론(선택), 지역사회복지론(필수) 

3-1
사회복지실천기술론(필수), 가족복지론(선택), 프로그램개발과평가(선택), 
사회복지자료분석론(선택)

3-2
아동복지론(선택), 청소년복지론(선택),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 
사례관리세미나(선택)

4-1
사회복지행정론(필수), 중급수화의실제(선택), 사회복지조사론(필수), 
사회복지윤리와철학(선택)

4-2 사회복지발달세미나(선택), 사회복지법제(필수)

※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중 4과목 이수 후 2급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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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교교사(교목) 양성 과정(교직)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기독교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앙지도 및 종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종교교사, 교목(목회자), 성경교사, 상담교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성서개론,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전공과진로

1-2 신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기독교상담학

2-1 세계종교, 종교학개론

2-2 종교학사

3-1 종교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한국종교

3-2 종교교직논리및논술, 종교현상학, 종교심리학

4-1 현대신학, 종교인류학

4-2 종교와과학

4. 기독교상담사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교회 및 기독교 상담기관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독교상담사를     
양성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 발급 기독교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졸업 후 진로 교회상담센터, 기독교계통 상담기관, 기독교상담교수 및 연구원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성서개론, 사회복지개론, 자원봉사론, 전공과진로

1-2 신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기독교상담학

2-1 상담과 영성

2-2 정신건강론, 인간중심상담

3-1 대상관계이론, 기독교노인상담

3-2 위기관리와 기독교상담

4-1 중독과기독교상담

4-2 현대정신분석과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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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건학과
(Department of Gerontal Health and Welfare)

하-9

1. 교육목표

  실버보건학과는 고령화 시대에 폭발적인 수요가 예측되는 복지 및 보건분야의 전문인력

을 양성하여 향후 노인 보건복지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학과 보건학이 접목된 학제 간 융합전공을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사회복지와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 감각 그리고 실천현

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건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7.2%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

으며, 2008년에는 501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3%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세

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도 목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노후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와 보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인력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교 실버 보건학과는 최근의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따라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성장동력 

분야인 노인복지 및 보건 분야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와 보건학을 

서로 독립적인 학과로 육성해오던 기존의 교과과정을 탈피하고 상호학문 간의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학과의 경쟁력을 갖춘 것이 본교 실버보건학과의 

차별화된 특성이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복지와 보건분야의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와 다양한 심화 교과목을 편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은 먼저 자신의 적성과 진로방향에 따라 복지와 보건분야와 희망 자격증 

등을 정한 후 각자의 진로에 적합하게 과목들을 선택․수강하고 적극적으로 강의와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현장에서의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취업에 기반 한 산학 협력을 구축하여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는 물론, 보건교육사, 의무기

록사, 병원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의 보건복지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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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계획

m Silver tree Ⅰ복지 분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보호관찰직 공무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직, 건강직),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

단 등 복지관련 공기업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기업 사회공헌팀 및 각종 사회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

- 병원 의료사회사업실(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귀

시설의 사회복지사

- 고령친화산업 창업 및 운영을 통한 실버산업 전문가

- 실버타운 관리직 및 취업컨설팅 전문가

- 각종 사회복지시설(노인병원, 노인요양원, 실버타운, 장애인복지관, 부랑인시설 등)

-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한 교수직 및 연구소 취업

- 기타

m Silver tree Ⅱ보건 분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의 보건관련 공기업

- 노인병원 및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원무팀, 보험팀, 병원코디네이터

- 생명보험 의료비 심사팀, 제약회사 마케팅팀, 의무부사관 및 3사관 의정장교

-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 의약, 대체의약 및 건강 식품회사취업

-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한 교수직 및 연구소 취업

- 기타

m 전공관련 자격분야

- 국가(공인)자격증: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위생사 등

- 민간자격증: 의료사회복지사, 의료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사, 병원코디네이터, 케

어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심리치료사, 노인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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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SIL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1

0 0 0 P/NP

4 1 전필 SIL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SIL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guidance 0 0 0 P/NP

1 1 전필 SIL18102 보건학 Health Science 3 3 0

1 1 전선 SIL18110 자원봉사론 Voluntary Management 3 2 2 계열기초

1 1 전선 SIL18105
인간행동과사회
환경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3 3 0

1 1 전선 SIL18104 사회문제론 Sociobiology 3 3 0

1 2 전선 SIL18109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 3 0

1 2 전필 SIL18106 행복심리학 Psychology of Happiness 3 3 0 계열기초

1 2 전선 SIL18108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3 3 0

1 2 전선 SIL18107 인간발달론
Human  
Development Theory

2 2 0

2 1 전선 SIL18205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3 3 0

2 1 전선 SIL18201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3 3 0

2 1 전선 SIL18207 의학용어 Medical language 3 3 0

2 1 전선 SIL18202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3 3 0

2 1 전선 SIL18206 여성복지론
Women's  Welfare 
Theory

3 3 0

2 1 전선 SIL18204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Theory

3 3 0

2 1 전선 SIL18203 보건영양 Health  Nutrition 3 3 0

2 2 전선 SIL18212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 3 0

2 2 전선 SIL18211
보건프로그램개발및
평가

Health programs, 
Development and 
Evaluatio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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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SIL18214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3 3 0

2 2 전선 SIL18210 보건의료법규 Health care Laws 3 3 0 　

2 2 전선 SIL18209 병원경영개론
Introduction to 
Hospital Management

3 3 0

2 2 전선 SIL18213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Theory

2 2 0

2 2 전선 SIL18208 건강과운동
Public  Health & 
Exercise

2 2 0

3 1 전선 SIL18307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3 3 0

3 1 전필 SIL18301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3 3 0

3 1 전선 SIL18304 노인보건 Elderly Health 3 3 0

3 1 전선 SIL18305 병원조직인사론
Hospital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

3 3 0

3 1 전선 SIL18302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y

3 3 0

3 1 전선 SIL18303 건강보험론
The theory of Health 
Insurance

3 3 0

3 1 전선 SIL18308 청소년복지론
Adolescent  Welfare 
Theory

3 3 0

3 1 전선 SIL18306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Social  Welfare 
Ethics & Philosophy

3 3 0

3 2 전선 SIL18316 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3 3 0 　

3 2 전선 SIL18319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Practice

3 0 0 P/NP

3 2 전선 SIL18313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3 2 2

3 2 전선 SIL18310 병원전산
Hospital Information 
system

3 3 0

3 2 전선 SIL18321 재활보건
Health and 
Rehabilitation

3 2 2

3 2 전선 SIL18314 의료서비스질관리
Management of Medical 
Service Quality

3 3 0

3 2 전선 SIL18309 보건의사소통
Health  
Communication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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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SIL18311
보건교육현장과 
실무이해

Understanding  of 
The Health 
Education & Practice

3 3 0

3 2 전선 SIL18312 보건정보 Health  information 3 3 0

3 2 전선 SIL18318
장기현장실습(IPP)
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2 전선 SIL18320
실버산업의이해와
진출방향

Understanding and 
Direction of Gray 
Market 

3 3 0

3 2 전선 SIL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4 1 전선 SIL18427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 3 0 　

4 1 전선 SIL18425 병원원무관리론
The hospital 
Administrator 
Management theory

3 3 0 　

4 1 전선 SIL18426 병원재무회계
Hospital Financial 
Accounting

3 3 0

4 1 전선 SIL18405 보험관리론
Policy  Management 
Theory

3 3 0

4 1 전선 SIL18406
사회복지지도
감독론

Social  Welfare 
Leadership Theory

3 3 0

4 1 전선 SIL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SIL18423
보건복지
융합학개론

Health and Welfare 
Convergence

3 3 0

4 2 전선 SIL18427 사례관리론 Case Management 3 3 0

4 2 전선 SIL18412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and 
Law

3 3 0 　

4 2 전선 SIL18413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0 　

4 2 전선 SIL18411 케어복지론
Care  Welfare 
Theory

2 2 0

4 2 전선 SIL18416 질병관리 Disease  Control 3 3 0

4 2 전선 SIL18410 보건사업관리
Health  Care 
Management

2 2 0

4 2 전선 SIL18415 지역사회보건 Community  Health 3 3 0

4 2 전선 SIL18418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SIL18417
장기현장실습(IPP)
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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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전공과 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1, 0-0-0)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가 미래에 자신들이 선택할 적절하고 가능한 일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0-0)

취업과 진로선택을 앞둔 4학년 1학기에 제공되는 강의로서 모의면접, 이력서작성법, 진

로탐색의 방법 등 소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직업적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준비

가 이루어진다.

 졸업지도 (Graduation guidance, 0-0-0)

학과 자체 졸업인증제인 필수 봉사활동 시간 500시간이상 이수 여부와 실무자격증 취득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최종적으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법

을 강의하고,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취업 준비를 도와준다.

 보건학 (Health Science, 3-3-0)

보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보건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건강의 개념, 보건제

도 및 정책, 환경문제, 질병예방, 인간행동의 장애, 의료서비스 등 보건과 관련된 전반적

인 이해의 폭을 넓힌다.

 자원봉사론 (Voluntary Management, 3-2-2)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의미와 개념, 이론들

을 이해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현재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3 전선 SIL18421
장기현장실습(IPP)
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SIL18419
장기현장실습(IPP)
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SIL18420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4 전선 SIL1842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4 4 전선 SIL18424
현장실습3
(보건행정)

Field Training 
3(Health 
Administration 
Practicum)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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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3-3-0)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인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학습하며, 동시에 사회 체계론적 관점에서 인간행동과 상호작용 하는 환경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문제론(Sociobiology, 3-3-0)

사회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실태,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보는 분석틀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3-3-0)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해한다. 사회복

지의 개념, 가치와 이념, 발달과정, 사회복지의 미시적 분야와 거시적 분야, 사회복지실

천방법론과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실천의 주요 분야와 함께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전망과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적 전망을 살펴본다.

 행복심리학 (Psychology of Happiness, 3-3-0)

행복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심리 내면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고 증

진시키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할 행복함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3-3-0)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향상

시켜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학이다.

 인간발달론(Human Development Theory,2-2-0)

발달(development)은 유기체가 그 생명 활동에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여 가는 과정이다. 

성장(gtowth)은 키나 몸무게가 증가하듯이 발달 과정에 따른 단순한 양적 변화를 의미하

고, 발달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그리고 학습을 통해 갖게 되는 변화 과정을 동시에 

수반한 개념을 학습한다.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3-3-0)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과정으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전반적으로 익힌다.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3-3-0)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틀 속에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국가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노화에 따른 개

인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노인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노인복

지 정책프로그램과 실천기술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의학용어 (Medical language, 3-3-0)

의무기록에 사용하고 있는 의학용어를 공부함으로써 의무기록을 읽고 이해하며 통계작

성, 질병수술분류 등 내용분석 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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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육방법론 (Health Education Methodology, 3-3-0)

보건교육방법의 이해, 교수-학습 이론, 교수 설계, 소집단 보건교육교육, 대집단 보건교

육, 교육매체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배운다.

 여성복지론(Women's Welfare Theory, 3-3-0)

여성의 쟁점과 실천은 여성복지 전반에 관한 실태와 현황 중심의 접근보다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 잠재해 있었던 여성복지의 쟁점을 여성주의적 해석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도

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Theory, 3-3-0)

사회보장이란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국민들의 안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이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건영양(Health Nutrition, 3-3-0)

경제성장과 함께 식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의 섭취 부족 및 과다섭

취로 인한 식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연

구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3-3-0)

사회복지실천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 지식, 기술, 윤리 등을 숙지하고 개인과 가족을 

돕는 실천기술을 연마한다.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Health programs, Development and Evaluation,3-3-0)

보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한 개념과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PIE 모

델이라는 개념적 틀에 따라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기획 및 설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

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시도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건전문가가 터득하여 할 실천기법의 활용방법과 사례에 대해 

집중 탐구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3-3-0)

정신건강영역에서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키는 전

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보건의료법규 (Health care Laws, 3-3-0)

보건 관련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숙지하도록 의료법, 보건법, 

보건소법, 건강보험법, 전염병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병원경영개론(Introduction to Hospital Management, 3-3-0)

병원을 이용하는 인원 및 외래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quality) 향상과 

환자의 권리보호,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양질의 서비스제

공, 질 향상 여건조성, 모니터링 활동,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여 환자 만족도를 향상 시

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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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Theory, 2-2-0)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살펴보며, 발달적 특성과 함께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문제 및 발달이상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한다.

 건강과 운동(Public Health & Exercise, 2-2-0)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식생활에 대해 접근하며 운동과 식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에서부터 가정이나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운동방법들까지 학습한다.

 조사방법론 (Survey Methodology, 3-3-0)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초 이론 및 서베이

(survey),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설계, 프로그램평가 등 중요한 조사방법의 설

계방법과 자료수집 기법들을 배운다.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Social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3-3-0)

사회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관한 개념과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PIE 

모델이라는 개념적 틀에 따라 프로그램개발과 평가를 기획 및 설계단계, 실행단계, 평가

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시도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

발과 평가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터득하여 할 실천기법의 활용방법과 사례에 대해 

집중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학적 조사지식을 갖춘 예비 사회

복지사가 되도록 한다.

 노인보건 (Elderly Health, 3-3-0)

고령인구의 보건적 특징과 노인보건 관리, 노인보건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병원조직인사론(Hospital Organization Personnel Management,3-3-0)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 이들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적 기능 수행을 특징으로 

하는 병원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 내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체 수준에서 발생하 

는 각종 행동과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고(高)성과 및 고(高)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종

에 종사하는 인력들로 구성된 병원조직에서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확보와 유지, 전략적인 

활용과 개발을 통해 '사람을 통한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제반 인적자원관리 방법

들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조직의 직무분석과 인력계획, 병원인력의 모집과 선발관

리, 인사고과와 보상관리를 학습한다

 가족복지론 (Social Work with Family, 3-3-0)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 기능,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문제 등에 관해 학습하고,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등에 관해 고찰한다. 또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상, 가족의 문제에 대한 사

정과 치료적 접근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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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론 (The theory of Health Insurance, 3-3-0)

의료보험(공적보험 및 민간보험)의 기본 원리와 의료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

라의 현실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 형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차후 보

건의료분야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복지론(Adolescent Welfare Theory, 3-3-0)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과 관점, 환경 등을 다루었으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이론, 청소년기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

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으며,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

하여 연구한다.

 사회복지윤리와 철학(Social Welfare Ethics & Philosophy, 3-3-0)

윤리와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은 사회복지지식과 기술의 실천력을 높여주는 바

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비롯

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사회복지교육은 다양한 인간 

욕구를 측정하고 그것을 사회복지의 윤리나 사상, 철학에 비추어 문제해결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3-3-0)

지역사회복지 향상과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개념과 이해의 틀, 지역사회복지 실천 및 

모델과 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조직관리이론, 기획, 프로그램 설계, 정보관

리, 의사결정, 직원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등을 배우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Practice, 3-0-0)

학생들이 실제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교수의 지도를 받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기관의 슈퍼바이저와 학교 지도교수가 이를 검토하

여 학생이 사회복지사와 보건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3-2-2)

복지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연구)자료의 양적자료와 질적자료 중 양적 

조사자료의 기본적 특성과 분석절차를 이해한 후에 구체적인 조사질문이나 가설에 따른 

통계적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병원전산 (Hospital Information System, 3-3-0)

병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외래, 입원, 수납, 퇴원)을 이해하고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무 환경에 적응 하도록 컴퓨터의 기본 동작, 

구성 원리, 실행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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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보건 (Health and Rehabilitation, 3-2-2)

신체적, 기능적으로 약화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포괄적 서비스 통해 잔존능력을 극대

화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더불어 물리

치료학, 재활복지론 등에 기반한 이론 및 실천기법을 습득한다.

 의료서비스질관리(Management of Medical Service Quality,3-3-0)

병원고객(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과정 을 개선해 가는 과

정에 대해 학습한다.

 보건의사소통(Health Communication, 2-2-0)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들의 이와 같은 욕구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응대한다면 그들의 불

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관련 기관의 경영성과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뿐더

러 고객의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보건교육현장과 실무이해(Understanding of The Health Education & Practice, 3-3-0)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건정보(Health information, 3-3-0)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과정과 방법을 설명한 실무 지침서 및 교재. 의학 및 의무기록의 

역사, 보건정보 관리직, 의무기록의 내용과 개발, 의료의 질관리, 전자 의무기록 등에 대

하여 학습한다.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 1, 3-2-2)

캡스톤디자인에 적용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서식 등의 작성 방법을 자세히 도표 및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비이공계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캡스톤디자인을 지

도 및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개한다.

 실버산업의 이해와 진출 방향(Understanding and Direction of Gray Market, 3-3-0)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구고령화 현상을 사회적인 이슈로 보면서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보편적인 수준에서 고

령친화산업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3-3-0)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조직관리이론, 기획, 프로그램 설계, 정보관

리, 의사결정, 직원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등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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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재무회계(Hospital Financial Accounting,3-3-0)

병원회계의 특성에 따라 병원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에 관한 경제적 거래나 

사 건을 회계 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병원회계 준칙의 내용을 

파악 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병원회계정보의 산출방법과 제공내용을 구체적

으로 습득한다. 이 과목을 통해 병원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병원재무

회계정보 의 내용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3-3-0)

사례관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복지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개입이면서 주요한 실천모델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개념정의, 가치, 발전과정, 모델과 

구성요소, 단계별 실천과정,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학습한다.

 보험관리론(Policy Management Theory, 3-3-0)

보험관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과 각종 보험에 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사회복지지도감독론(Social Welfare Leadership Theory, 3-3-0)

사회복지지도감독론은 슈퍼비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

양한 기술과 기법을 소개한다.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2, 3-0-6)

캡스톤디자인에 적용하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서식 등의 작성 방법을 자세히 도표 및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비이공계 학생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캡스톤디자인을 지

도 및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개한다.

 보건복지융합학개론(Health and Welfare Convergence, 3-3-0)

의학을 기본으로 건강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

위생학과와 인간의 안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복지학부, 웰빙체육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존중의 과학적 지식과 인간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능력과 실무를 겸비

한 인재양성을 목표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and Law, 3-3-0)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체계를 법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한다.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3-3-0)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배경, 이론과 방법, 형태와 내용 등을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실제분석을 시도하고 정책대안의 가능성을 조망함으로써 한국 사

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를 전망한다.

 병원원무관리론 (The hospital Administrator Management theory, 3-3-0)

병원에서 환자관리와 관련된 제반의 행정내용을 다루며, 접수, 청구, 구매관리, 문서관리 

등의 내용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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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복지론(Care Welfare Theory, 2-2-0)

케어복지에 대한 이해. 케어 복지의 도입부터, 전문성, 케어복지의 가치관, 실제 케어복

지까지 케어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케어복지란 단순히 기술이 아니

라 복지마음과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좋은 케어복지를 위해서는 케어이용자의 입장

에 대하여 학습한다.

 질병관리(Disease Control, 3-3-0)

질병을 예방하며,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치료 기간 단축,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보건사업관리(Health Care Management, 2-2-0)

보건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이다. 그동안 배워온 

공중보건학과 보건행정학에서 이미 취급한 분야이기는 하나 예방보건의료중심의 일차보

건의료와 보건행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지역사회보건(Community Health, 3-3-0)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이해와 국제 보건의 추세를 배경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

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실무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 5(Field Training 5, 15-0-0)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관련 실습기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등 사

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기현장실습(IPP)1(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학기 중 기업에서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이다. 산업체와 대학 간 상생 발전

모델이며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적인 실무체험에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소개한다.

 장기현장실습(IPP)2(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학기 중 기업에서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이다. 산업체와 대학 간 상생 발전

모델이며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적인 실무체험에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소개한다.

 장기현장실습(IPP)3(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학기 중 기업에서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이다. 산업체와 대학 간 상생 발전

모델이며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적인 실무체험에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소개한다.

 장기현장실습(IPP)4(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학기 중 기업에서 직접 실습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제도이다. 산업체와 대학 간 상생 발전

모델이며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적인 실무체험에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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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1(Field Training 1, 3-0-0)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 관련 실습기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등 사

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장실습 2(Field Training 2, 3-0-0)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전공관련 실습기관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 등 사

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능력과 적응력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장실습 3(보건행정)(Field Training 3(Health Administration Practicum), 3-0-0)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무를 직접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

취하고 장래 진로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며, 보건교육에 대한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며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병원행정사 전문인력 양성

2. 사회복지사 전문인력 양성

3. 보건교육사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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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행정사 전문인력 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 실버보건학과는 건강분야의 핵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와 보건학을 서로 독립적인 학과로 육성해오던 기존의 전형적인 교육과

정을 탈피, 두 전공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실버
보건학과의 차별화된 특성임.

○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
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 감각을 겸비한 맞춤형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임.

확보되는
실무능력

○ 실버보건학과의 교과과정은 아래의 국가자격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으며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와「졸업인증제」를 통해 보건복지 실천현장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
  - 병원행정사+One
  - 의료보험사+One
○ 졸업인증제
  - 필수: 현장실무경험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실무현장 자원봉사 500시간 이수
    (인턴 포함)
  - 선택: 택일(TOEIC 500점 이상, 실무 자격증 취득(미술치료, 심리치료, 컴활 등)

졸업 후
진로

○ Siver track1(보건분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의 보건관련 공기업
  - 노인병원 및 대학병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종합병원의 원무팀, 보험팀, 

각종 건강 관련기업, 실버타운의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
  - 생명보험 의료비 심사팀, 제약회사 마케팅팀, 의무부사관 및 3사관 의정장교
  -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 의약, 대체의약 및 건강 식품회사취업
  -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한 교수직 및 연구소 취업
  - 기타분야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보건 분야)

1-1 자원봉사론, 보건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전공과진로

1-2 행복심리학, 사회복지개론, 인간발달론, 보건교육학

2-1 의학용어, 보건교육방법론

2-2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의료법규, 병원경영개론, 정신건강론, 건강과운동

3-1 노인보건, 병원조직인사론, 건강보험론

3-2
사회복지현장실습, 병원전산, 재활보건, 의료서비스질관리, 보건의사소통,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실버산업의이해와진출방향

4-1
진로지도, 병원원무관리론, 병원재무회계, 보험관리론, 캡스톤디자인2, 
보건복지융합학개론

4-2 졸업지도,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1

4-4 현장실습2, 현장실습3(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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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 전문인력 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 실버보건학과는 노인의 복지분야의 핵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와 보건학을 서로 독립적인 학과로 육성해오던 기존의 전형적인 교육

과정을 탈피, 두 전공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실
버보건학과의 차별화된 특성임.

○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
히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 감각을 겸비한 맞춤형 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전공임.

확보되는
실무능력

○ 실버보건학과의 교과과정은 아래의 국가자격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으며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와「졸업인증제」를 통해 복지 실천현장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
  - 사회복지사(1,2급)+One, 정신보건사회복지사+One, 의료사회복지사+One
○ 졸업인증제
  - 필수: 현장실무경험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실무현장 자원봉사 500시간 이수
    (인턴 포함)
  - 선택: 택일(TOEIC 500점 이상, 실무 자격증 취득(미술치료, 심리치료, 컴활 등)

졸업 후
진로

○ Siver track2(사회복지분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및 보호관찰직 공무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직, 건강직),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등 복지관련 공기업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기업 사회공헌팀 및 각종 사회복지 
재단의 사회복지사

  - 병원 의료사회사업실(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귀 시설의 사회복지사

  - 고령친화산업 창업 및 운영을 통한 실버산업 전문가
  - 실버타운 관리직 및 취업컨설팅 전문가
  - 각종 사회복지시설(노인병원, 노인요양원, 실버타운, 장애인복지관, 부랑인시설 등)
  -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한 교수직 및 연구소 취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사회복지 분야)

1-1 자원봉사론, 보건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전공과진로

1-2 행복심리학, 사회복지개론, 인간발달론, 보건교육학

2-1 사회복지실천론, 노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2-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1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2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실버산업의이해와진출방향

4-1 진로지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캡스톤디자인2, 보건복지융합학개론

4-2 졸업지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례관리론,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진로지도,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1

4-4 졸업지도, 현장실습2, 현장실습3(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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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교육사 전문인력 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 실버보건학과는 건강분야의 핵심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 사회복지와 보건학을 서로 독립적인 학과로 육성해오던 기존의 전형적인 교육

과정을 탈피, 두 전공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실
버보건학과의 차별화된 특성임.

○ 보건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
고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적 감각을 겸비한 맞춤형 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
는 전공임.

확보되는
실무능력

○ 실버보건학과의 교과과정은 아래의 국가자격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으며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와「졸업인증제」를 통해 복지 실천현장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One plus one」자격증 취득제
  - 보건교육사(2,3급)+One, 의료보험사+One
○ 졸업인증제
  - 필수: 현장실무경험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실무현장 자원봉사 500시간 이수
    (인턴 포함)
  - 선택: 택일(TOEIC 500점 이상, 실무 자격증 취득(미술치료, 심리치료, 컴활 등)

졸업 후
진로

○ Siver track3(보건분야)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의 보건관련 공기업
  - 노인병원 및 대학병원,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종합병원의 원무팀, 보험팀, 

각종 건강 관련기업, 실버타운의 보건교육사, 병원행정사 및 의료보험사
  - 생명보험 의료비 심사팀, 제약회사 마케팅팀, 의무부사관 및 3사관 의정장교
  -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 의약, 대체의약 및 건강 식품회사취업
  -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 등을 통한 교수직 및 연구소 취업
  - 기타분야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보건 분야)

1-1 자원봉사론, 보건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전공과진로

1-2 행복심리학, 사회복지개론, 인간발달론, 보건교육학

2-1 보건영양

2-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3-1

3-2
조사방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현장과 실무이해, 보건정보.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실버산업의이해와진출방향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보건복지융합학개론

4-2
졸업지도, 케어복지론, 질병관리, 보건사업관리, 지역사회보건,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1

4-4 현장실습2, 현장실습3(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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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하-10

1. 교육목표

  유아교육과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사, 유아

교육현장의 실무에 강한 교사, 사랑과 봉사정신에 기초한 교직 사명감을 갖춘 교사를 양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1956년 대전초급보육대학으로 설립된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는 55년의 역사를 가진 전

통 있는 학과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문성을 가진 유아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건

전한 인성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쌓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폭넓게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장학관, 장학사, 공

/사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유아교육 발

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는 2010년 하워드기념관 신축 이전을 계

기로 제 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거나, 임용고시에 합격

하면 공립 유치원에 취업합니다.

m 대학교수: 대학원에서의 학위과정을 거쳐 연구직이나 대학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m 일반기업체 기관에 소속: 유아교육관련 일반 기업체 기관 등 자신이 원하는 넓은 분야

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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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ECE18114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and Course 1 1 0 P/NP

4 1 전필 ECE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1 1 0 P/NP

1 1 전선 ECE18115 기악 Instrumental Music 1 0 2

1 1 전선 ECE18116 영유아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3 3 0 

1 1 전선 ECE18117 유아교육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1 1 전선 ECE18118
유아멀티미디어
교육

Comput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1 2 전선 ECE18119 유아교육사상사
Philosoph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1 2 전선 ECE18120 유아기독교교육
Christianity Education for 
young Childen

3 3 0 

1 2 전선 ECE18121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1 놀이이론과실제
Theory & Practice of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2 아동과학지도
Sci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3 아동상담 Counseling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4 아동음악
Music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6 유아언어교육
Language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1 전선 ECE18207 현장연구및참여 Practicum 3 2 2 

2 2 전선 ECE18208 아동생활지도
 Guidance for Young 
Children

3 3 0 

2 2 전선 ECE18209 아동수학지도
Mathemat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2 전선 ECE18210
영유아보육프로그
램개발과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Infant Care Programs

3 3 0 

2 2 전선 ECE18211
영유아사회정서
지도

Social studies for young 
Children

3 3 0 

2 2 전선 ECE18212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2 전선 ECE18213
유아교직논리 및
논술

Logic Academic Wri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2 2 전선 ECE18214 유아국악교육
Korean Traditional Music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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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ECE18301 부모교육론 Parent Education 3 3 0 

3 1 전선 ECE18302
아동관찰및행동
연구

Behavior Observation  of 
Young Children

3 3 0 

3 1 전선 ECE18303 아동문학교육 Children's Literature 3 3 0 

3 1 전선 ECE18304 영유아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3 1 전선 ECE18305 인지발달과교육
cognitive theory and 
Education

3 3 0

3 2 전선 ECE18307 아동동작
Movem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3 0

3 2 전선 ECE18308 아동미술 Children's Art 3 3 0

3 2 전선 ECE18309 유아교과교육론
Theories of Teach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3 2 전선 ECE18310
유아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Material Development &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3 2 전선 ECE18311 유아창의성지도
Creativ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 3 0

3 2 전선 ECE18414 보육교사론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3 3 0

4 1 전선 ECE18402 가족관계론 Family Relationships 3 3 0

4 1 전선 ECE18414 보육교사론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3 3 0

4 1 전선 ECE18403 보육실습
Field Practice in Child Care 
Centers

3 3 0

4 1 전선 ECE18404 아동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3 3 0

4 1 전선 ECE18405 아동복지 Child Welfare 3 3 0

4 1 전선 ECE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0 6

4 2 전필 ECE18407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4 2 전선 ECE18408 아동안전관리 Child-safety Management 3 3 0

4 2 전선 ECE18409
유아교육기관운영
관리

Management of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 3 0

4 2 전선 ECE18410 특수아동이해
Guidance for Exceptional 
Children

3 3 0

4 2 전선 ECE18411 현장실습5 Field Practice5 15 0 0

4 2 전선 ECE18412 현장실습1 Field Practice1 3 0 0

4 2 전선 ECE18413 현장실습2 Field Practice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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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ECE18114 전공과진로 (Special Study and Course , 1-1-0)

유아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진로를 탐색한다.

 ECE18115 기악 (Instrumental Music, 1-0-2)

교수-학습실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피아노 등 악기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ECE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1-1-0)

대학 졸업 후 본인이 유아교육전공과 관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대

학원 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재학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기른다.

 ECE18116영유아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3-3-0)

발달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기의 신체, 언어, 정서, 인지, 사회, 창의성 발달

에 대한 탐구를 통해 유아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ECE18117 유아교육개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유아교육의 개념, 사상, 내용, 중요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고찰과 유아교육의 환경, 

교사, 기관의 활동 등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한다.

 ECE18118 유아멀티미디어교육 (Multimedia Comput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ICT 교육환경을 유아교수-실제학습적용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ECE18119 유아교육사상사 (Philosoph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유아교육의 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각 시대별 원리를 숙지하고 이를 현대 유아교육의 

원리에 반영한다. 시대별 유아교육사상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살

펴보고 예비교사로서 한국적 유아교육사상과 철학을 정립해 본다.

 ECE18119 유아기독교교육 (Christianity Education for young Childen, 3-3-0)

본 학과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기독교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함

 ECE18121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아동의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발달적 측면과 예방복지적 측면에서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로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

고 익힌다.

 ECE18201 놀이이론과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of Pla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영유아 놀이이론과 놀이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영유아 놀이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실제 놀이지도 방안을 탐색해봄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바람직한 놀이지도를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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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E18202 아동과학지도 (Sci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유아 과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기초, 교사의 자질 및 교사의 과학적 소양을 키우

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효율적인 과학교수-학습방법,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능

력을 기르도록 한다.

 ECE18203 아동상담 (Counseling Education, 3-3-0)

영유아와 부모발달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서 효율적인 상담진행기법이론과 실제를 학

습하는 교과목이다.

 ECE18204 아동음악 (Music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음악과 동작을 통한 교수전략 및 기술을 익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현

장에 적용하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ECE18206 유아언어교육 (Language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영유아 언어발달의 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교수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유아의 구어 및 문어발달의 특성 내용 언어발달을 돕는 교수법과 관련되는 최

근의 연구경향 및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언어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학습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과 유아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CE18207 현장연구및참여1 (Practicum 1, 3-2-2)

유아교육기관의 현장과 유아의 제반 현황과 실태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

이집을 참관 및 참여하여 유아교육활동의 계획과 준비, 진행 및 평가 과정과 방법을 이

해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로서 각급 환경구성과 그 준비, 제작, 관리 요령을 학습하여 

실습에 대비한다.

 ECE18208 아동생활지도 (Practical Guidance for Children, 3-3-0)

유아들에게 기본생활습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습득하고 실제연습

을 통해 유아교사로서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나타나

는 부적응행동을 이해하고 지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ECE18209 아동수학지도 (Mathematics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3-3-0)

유아 수학교육의 변천과정 및 유아의 수학적 사고와 지식의 발달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

고,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의 수학교육내용 및 수학교육방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수학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연해 봄으로써 유아의 수개념 습득 및 수학적 

사고 신장을 위한 교사적 자질을 배우고 익힌다.

 ECE18210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dncational 

Programs for Young children, 3-3-0)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구성 및 자료,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고

찰하며 영유아를 위한 활동을 계획, 실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질있는 교사의 기초 

능력을 형성한다.



429

ECE18211 유아사회정서지도 (Social studies for young Children, 3-3-0)

영유아의 사회성, 도덕성 발달관련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ECE18212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기초를 이해하고, 현대 유아교육

과정의 연구동향 및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과

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모형을 탐색하고, 향후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CE18213 유아교직논리및논술 (Logic and academic wri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유아교사로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직접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기술

을 배우고 익힌다.

 ECE1821 유아국악교육 (Korean Traditional Music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이론적 탐색을바탕으로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음악교육의 교수방법을 모색해보는 교과

목이다.

 ECE18301 부모교육론 (Parent Education, 3-3-0)

부모 교육의 이론과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보고, 부모교육의 실제에 대한 예비 부모 교

육 및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의 실제를 이해한다.

 ECE18302 영유아관찰및행동연구 (Behavior observation of Young Children, 3-3-0)

다양한 관찰의 방법을 익히고 직접 유아, 교사, 교육실제, 교육환경을 관찰하여 얻은 정

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CE18303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3-3-0)

유아문학의 가치와 그림책의 장르별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로 그림책 읽기를 감상하면서 

유아문학의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그림책의 평가준거에 따라 글

과 그림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유아문학 

자료를 선택하고 제작하며, 동화지도와 동극지도 방법을 익힘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적

용능력을 키운다.

 ECE18304 영유아교수방법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영유아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적합한 교수 

학습활동의 실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육 및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자질을 함양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ECE18305 인지발달과교육 (cognitive theory and Education, 3-3-0)

영유아의 인지발달관련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여 영유아교육이론과 연계해 보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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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E18307 아동동작 (Movem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3-0)

이론적 탐색을바탕으로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음악교육의 교수방법을 모색해보는 교과

목이다.

 ECE18308 아동미술 (Children's Art, 3-3-0)

유아미술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고, 유아미술활동지도와 관련하여 유아미술교육의 

목표, 유치원 교육과정 표현생활의 내용, 활동시간의 운영, 교사의 역할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실제 미술활동들을 직접 실습해봄으로써 유아미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미술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유아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ECE18309 유아교과교육론 (Theories of Teach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3-0)

영유아의 교수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관련 실기 교과목들에서 

이미 습득한 교수활동들을 실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영유아의 발

달에 적합한 수준별 교육을 세밀히 계획하고, 교육실행을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준비하

여 모의수업을 실시한 후 동료들과 토론,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적이고 실

천적인 지식 및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ECE18310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재·교구의 중요성과 역할, 개념을 이해하고, 영유

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여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ECE18311 유아창의성지도 (Creativi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3-3-0)

유아의 창의적 역량 향상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ECE18402 가족관계론 (Family Relationships, 3-3-0)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이론과 가족관계에서 알아야할 기본지식 및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한 학습과 함께 현대사회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특성, 더 나아가 사회관계. 사회생활에서 필요

한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ECE18414 보육교사론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3-3-0)

유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 및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유아교사

에게 요구되는 인성 및 자질을 배양하여 교육의 인간화, 통일, 정보화를 주도하는 유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ECE18403 보육실습 (Practicum in Child Care, 2-0-0)

보육시설에서의 실습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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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E18404 아동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3-3-0)

교사로서 대상 유아의 발달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과 영양을 제공하고 건

강에 대한 개념, 태도, 기술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E18405 아동복지 (Child Welfare, 3-3-0)

아동복지 교과목에서는 아동의 복지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 복지 관련 문제 

및 아동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현장에

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질적인 보육과 종일제 유아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ECE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0-6)

팀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창의적 종합설계 실습 교과목이다.

 ECE18407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0-0)

유아교육 교육과정의 구성의 기초에 관하여 심도 있게 탐색 하므로써 유아교육 전문인으

로써 유아교육과정 구성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

 ECE18408 아동안전관리 (Child-safety Management, 3-3-0)

7대안전표준교육내용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개발한다.

 ECE18409 유아교육기관운영과관리 (Administration of Child Care Center, 3-3-0)

유, 보 이원화 체제를 이해하고 보육정책의 변화 및 질 관리 체제의 강화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며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과 우수 보육시설 건축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보육시

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보육시설의 효율성 증진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ECE18410 특수아동이해 (Guidance for exceptional children, 3-3-0)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유아교사가 가져야할 인간 사랑의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ECE18411 현장실습5 (Field Practice5, 15-0-0)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참관 및 관찰 교과목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을 위한 실습 교과목 영유아 관찰과 측정 방법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과목이다.

 ECE18412 현장실습1 (Field Practice1, 3-0-0)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참관 및 관찰 교과목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을 위한 실습 교과목 영유아 관찰과 측정 방법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과목 이다.

 ECE18413 현장실습2 (Field Practice2, 3-0-0)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 참관 및 관찰 교과목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을 위한 실습 교과목 영유아 관찰과 측정 방법에 대한 실제적 적용을 위한 교과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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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유치원 2급 정교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보육교사 2급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유아교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하여 유치원 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
육교사 2급자격증 폭넓은 실을 취득할 수 있다. 본 과정은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
적 기초를 쌓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무 경험을 통하여 이론교과목과 실습을 연
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수업계획 능력, 수업실행능력, 학급운영관리능력, 교과 및 교재 창의 능력, 
프로그램 개발능력

졸업 후 진로 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교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발달, 유아멀티미디어교육, 기악

1-2 정신건강론, 유아교육사상사, 유아기독교교육

2-1
유아언어교육, 놀이이론과실제, 아동과학지도, 아동음악, 아동상담, 
현장연구및참여,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유아국악교육

2-2
유아교육과정, 아동생활지도, 유아교직논리 및 논술, 아동수학지도,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1
아동문학교육,영유아교수방법론,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부모교육론, 인지발달과교
육, 

3-2
유아교과교육론,아동미술,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보육교사론,
현장연구 및 참여 1,아동미술, 아동동작, 유아창의성지도

4-1 진로지도, 아동건강교육, 아동복지, 가족관계론, 보육실습, 캡스톤디자인2

4-2
특수아동이해,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졸업시험, 아동안전관리, 현장실습5, 
현장실습1, 현장실습2



433

가정교육과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하-11

1. 교육목표

학교교육 및 가정생활교육 전문인 양성

m 우수예비교원으로서의 역량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전공교과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교사의 현장 역량 강화 

m 가정생활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생활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실천적 자기관리 역량

m 가정교육 현장가로서의 역량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2. 학과소개 및 안내

  가정교과는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 사고 능력을 기

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으며,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 설계를 포괄하는 

생애를 설계하는 진로 개발 능력, 실천적 자기 관리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교육과에서는 중등가정과 교사를 목표로 학생

들에게 교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전인적 품성, 태도를 습득하도록 교육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역량강화를 위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또한, 본 가정교육과에서는 사회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생활교육 

관련 분야의 연계전공과정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가정생활교육 분야의 우수한 전문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문

제해결 능력과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길러주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중등가정교사, 학교 영양교육 전문가, 병원 및 단체급식 영양교육 전문가, 건강가정사, 

가정복지사, 아동복지사, 훈련교사, 직업상담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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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HE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HEE18102 가정교육론
Theory on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0

1 1 전필 HEE18103 기초영양학 Fundamental Nutrition 3 3 0

1 1 전선 HEE18104 소비생활교육 Consumer Education 3 3 0

1 1 전선 HEE181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3 3 0

1 2 전필 HEE18107 인간발달 Human Development 3 3 0

1 2 전선 HEE18108 건강가정론
 Study of Strengths 
Family

3 3 0 　

1 2 전선 HEE18109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of Child Care 3 3 0

1 2 전선 HEE18110 소비자학 Consumer Science 3 3 0

1 2 전선 HEE18111
패션소재와
의복관리

Textile Materials & 
Management

3 3 0

1 1 전선 HEE18112 주거공간디자인 Housing & Space Design 3 3 0

2 1 전선 HEE18204 영양생리학 Physiology 3 3 0

2 1 전선 HEE18207
패션디자인과
코디네이션

Fashion Design & 
Coordination

3 3 0

2 1 전선 HEE18203 식품학 Food Science 3 3 0

2 1 전선 HEE18206 주거원리 Housing 3 3 0

2 1 전선 HEE18202 가족학 Family Studies 3 3 0

2 1 전선 HEE18216
융합창의적교수법
및평가방법

Multidisciplinary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3 3 0

2 1 전선 HEE18201 가족과젠더 Family & Gender 3 3 0

2 2 전필 HEE18208 조리과학및실습 Cookery Science & Lab 3 2 2

2 2 전선 HEE18210 가정교과교육론
Home Economics 
Education of 
Subject-matters

3 3 0

2 2 전선 HEE18212 보육교사론 Nurse Teacher Education 3 3 0

2 2 전선 HEE18213 복식과문화 Fashion & Culture 3 3 0

2 2 전선 HEE18214
생애설계와
진로교육

Life Plan & Course 
Education

3 3 0

2 2 전선 HEE18215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in Life Cycle 3 3 0 　

2 2 전선 HEE18211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3 3 0 　

2 2 전필 HEE18209 주거생활교육 Residing Life Educatio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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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필 HEE18301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3 3 0

3 1 전필 HEE18302 의복구성실습교육
Teaching Practices in 
Clothing Construction

3 2 2

3 1 전선 HEE18303
가정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Home Economics Teaching 
& Learning of Education

3 3 0

3 1 전선 HEE18304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 3 0

3 1 전선 HEE18305 다문화사회교육론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

3 3 0

3 1 전선 HEE18306
아동청소년
건강식생활교육

Child Adolescent Health & 
Food Education

3 3 0

3 1 전선 HEE18307 한국조리 Korean Cuisine 3 2 2

3 2 전필 HEE18308 가정경영 Home Management 3 3 0

3 2 전선 HEE18309
가정교직논리및
논술

Logical Writingi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0

3 2 전선 HEE18310 가정생활교육
Home Economics 
Education

3 3 0

3 2 전선 HEE18311 식이요법 Diet Therapy 3 3 0

3 2 전선 HEE18312 식품가공및저장
Food Processing & 
Preservation

3 2 2

3 2 전선 HEE18313
디지털시대의
의생활과환경

Clothing & Environment 
in Digital Era

3 3 0

3 2 전선 HEE18314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 3 0

3 2 전선 HEE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4 전선 HEE18316 영양사현장실습
Field Training 
1(Nutritionist Practical)

3 0 0

4 1 전필 HE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HEE18402 식생활과문화 Food & Culture 3 2 2

4 1 전선 HEE18403 청소년복지론 Adolescent Welfare 3 3 0

4 1 전선 HEE18404 영양판정 Nutrition Judgment 3 3 0

4 1 전선 HEE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HEE18406 패션디자인실습
Practices in Fashion 
Design

3 2 2

4 1 전선 HEE18407 한국가정생활문화
History of Korean Family 
Living

3 3 0

4 2 전필 HEE18408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P/NP

4 2 전선 HEE18409 가족상담및치료 Family Counseling & Cure 3 3 0

4 2 전선 HEE18410
다문화가정
생활문화

Home Life Culture in 
Multicultur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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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HE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미래 진로탐색에 대한 준비를 한다.

 HEE18102 가정교육론 (Theory o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

가정과 교육의 본질적 탐색인 교육철학,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가정과 교육관련 최근 

이슈,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가정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과 실제, 가정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HEE18103 기초영양학 (Foundation the Science of Nutrition, 3-3-0)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각 영양소의 종류 및 기능, 체내에서 이용되는 과정, 급원 식품과 

체내 필요량 및 특정 영양소가 결핍 또는 과잉된 경우의 대사 변화와 질병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한다.

 HEE18104 소비생활교육 (Consumer Education, 3-3-0)

소비자생활교육의 이론을 습득하여 다양한 연령과 가족유형에 따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한다.

 HEE18105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3-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본 강의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그 발달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발달의 초기인 아동기의 발달뿐만 아니라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발달

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는 평생 발달적인 접근에서 인간의 발달과정을 알아본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HEE18411
현대사회와
패션심리

Social Psychology of 
Fashion

3 3 0

4 2 전선 HEE18412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3 3 0

4 2 전선 HEE18413 영양교육및상담
Nutrition Education 
Counseling

3 2 2

4 2 전선 HEE18414 의생활과소비행동
Fashion & Consumer 
Behavior

3 3 0

4 2 전선 HEE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HEE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2 전선 HEE184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437

 HEE18107 인간발달 (Human Development, 3-3-0)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출생의 순간부터 사망까지 발달과정을 다루는 인간발달의 학문

적 기초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인간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밝혀진 연구를 기초로 발달단

계에 따라 개념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인간의 발달을 통해 인지기능, 대인간 관계, 사회

정서발달 등에 초점을 둔다.

 HEE18108 건강가정론 (Study of Strengths Family, 3-3-0)

가정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

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과 정책 및 전달체계, 건강가정 전문 인력

의 자질과 역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HEE18109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of Child Care, 3-3-0)

보육학개론은 학습자가 보육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내용을 학습하여 장차 보육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와 철학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발달과 보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과 조건, 운영관리,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 평가 등과 관련된 지식을 탐색한다.

 HEE18110 소비자학 (Consumer Science, 3-3-0)

소비자학은 크게 소비자와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소비자를 들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환경 내에서 살아가는 소비자 행동을 이

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

요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도록 한다.

 HEE18111 패션소재와의복관리 (Textile Materials and Management, 3-3-0)

피복재료의 이화학적 성질과 직물의 제조과정, 가공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피

복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적절한 재료선택과 관리는 물론 피복계획에 따른 제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주요 패션소재의 원

료, 원사, 제사, 제직, 가공 등의 기술을 습득하여 의복재료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HEE18112 주거공간디자인 (Housing & Space Design, 3-3-0)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축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현대

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거공간에서도 효율성, 아름다움, 자신의 개성 표현 등

을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주거공간디자인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습

득하고 주거공간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HEE181204 영양생리학 (Physiology, 3-3-0)

영양이란 생물이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하여 소화, 흡수, 대

사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인체 내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작용하

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인체의 구조

와 기능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여 영양학과 식사요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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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207 패션디자인과코디네이션 (Fashion Design & Coordination, 3-3-0)

복식디자인의 목표에 따른 복식의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복식의 유행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여 유행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HEE18203 식품학 (Food Science, 3-3-0)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일반 영양소와 특수 성분에 대하여 이해하고, 식품의 종류, 특성, 

조리 및 저장 중에 일어나는 물리적·화학적 변화에 대하여 학습하여 이를 실생활에 활

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HEE18206 주거원리 (Housing, 3-3-0)

현대 주택의 기본적인 개념과 현대 건축 계획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주생활과 

주거, 주거계획, 주거와 환경, 주거의 구조, 주거의 설비, 주거의 심미적 구성, 주거의 관

리, 주거관계법규 등에 대해 습득한다.

 HEE18202 가족학 (Family Studies, 3-3-0)

광범위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가족을 설명하고자 한다. 건강

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본인 건강한 가족을 위해 현대사회에서 직면한 이슈들을 학습한

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HEE18216 융합창의적교수법및평가방법 (Multidisciplinary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3-3-0)

중등교육현장에서 참여형수업을 이끌기위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자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효과에 중점을 두고 쉽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교육기법과 평가방법을 다룬다.

 HEE18201 가족과젠더 (Family and Gender, 3-3-0)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

회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개념과 의미를 이해한다. 또한 한국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

를 통해 가족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법, 문화부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위치를 한국사

회의 특성에 비추어 재조명해보며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한다.

 HEE18208 조리과학및실습 (Cookery Science & Lab, 3-2-2)

조리방법과 재료의 변형에 따른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 식품의 기능적, 관

능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아본다.

 HEE18210 가정교과교육론 (Home Economics Education of Subject-matters, 3-3-0)

중·고등학교 가정과목의 교과특성을 이해하고 가정과 교육을 위한 수업설계와 교수·학

습지도방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439

 HEE18212 보육교사론 (Nurse Teacher Education, 3-3-0)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전문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가 필요해지고 있다. 보육교사론은 보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목으로, 보육교사직의 특성,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로서의 

직무, 보육전문가로서 스스로를 발달시키기 위한 전문성 및 역량 개발의 전반적인 내용

을 학습한다. 즉 학습자가 올바른 보육철학 및 보육관을 확립하여 보육전문가로서의 역

량을 키우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HEE18213 복식과 문화 (Fashion & Culture, 3-3-0)

의복의 기원과 역사 및 문화에 따른 복식유형과 복식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패션, 문화, 그리고 사회의 상호영향관계를 이해하는 시각을 갖춘다.

 HEE18214 생애설계와 진로교육 (Life Plan & Course Eduction)

가족생활 주기와 그에 따른 생활 과제 및 생애 설계가 왜 필요한지 파악하고, 생애 단계

별로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추론해 보도록 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활의 경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유형을 규명

하고, 진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적 관점을 

길러 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하여 특정 직업 기피 현상 등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HEE18215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in Life Cycle, 3-3-0)

연령별로 본 영양대사의 특성과 식생활의 지도, 고·저온 및 압력변화에서의 영양문제, 

무중력·우주여행, 동작의 종류별에 따른 특수상황의 영양문제를 다룬다.

 HEE18211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3-3-0)

가족복지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학습한 후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HEE18209 주거생활교육 (Residing Life Education, 3-3-0)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여러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가족과 가정생활 전반

에 관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인간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 및 인간존

중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주거생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도의 실제를 알아본다.

 HEE18301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3-3-0)

부모교육의 역사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모교육의 이론과 프로

그램을 소개하며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필요한 광범위한 인간발달의 개념을 설명한다.

 HEE18302 의복구성실습교육 (Teaching Practices in Clothing Construction, 3-2-2)

의류학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체의 치수, 의복패턴 제작의 기본원리,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 등을 실습하며, 이를 통해 의복구성방법의 기초를 익힌다. 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킨 수업방법을 통해 가정과 교사 교육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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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303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Home Economics Teaching & Learning of 

Education 3-3-0)

중등학교 가정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

는 가정과 교육내용, 실제적인 중등학교 가정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구성, 그리고 실

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지도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가정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현해 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HEE18304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3-0)

최근 연구, 발표되고 있는 영양,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영양소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열량 영양소들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전을 비롯하여 생리적 기능, 영양소의 급원 

및 영양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인간의 양호한 영양과 건강상태를 위해 식사의 중요성 및 체내의 영양

소 역할에 대해 최신 주제를 논의하고 토의한다.

 HEE18305 다문화사회교육론 (Multicultural Society Education, 3-3-0)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다인종 다문화가 평화적인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다문화사회를 교육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다문화교육

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상과 체계 및 미래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재조명 한다.

 HEE18306 아동청소년 건강식생활교육 (Child Adolescent Health & Food Education, 3-3-0)

생애발달에서 성장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건강 식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영

양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식사와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병이라는 삶

의 기본 과제를 보다 흥미롭고 실감 있게 관련 지식을 얻고 이해를 증진시켜 실제 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생리적, 대사적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 성장발달 과정에

서 필요한 예방적 측면에서 모두 고려한 건강 식생활교육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HEE18307 한국조리 (Korean Cuisine, 3-2-2)

한국 조리의 역사, 발전 과정 이론과 실무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과학적 영양학

적으로 우수한 우리음식이 외식산업체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고 고유한 맛을 가지면서 고

객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전통음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요리의 조리를 익혀 한

국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HEE18308 가정경영 (Home Management, 3-3-0)

현대 사회환경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가정의 본질을 물질, 정

신, 문화의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연구 검토하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가정학 목표를 바

르게 이해하여 바람직한 자아형성과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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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309 가정교직논리및 논술 (Logical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읽고 쓰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

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은 시대의 필수적 요구이다.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관련

한 논리적 사고와 언어표현 능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HEE18310 가정생활교육 (Home Economics Education, 3-3-0)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부부관계 향상성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하고,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생활주제별, 결혼준비

기, 이혼 후 등의 교육프로그램 모형을 모색한다.

 HEE18311 식이요법 (Diet Therapy, 3-3-0)

인체의 기관계 별에 따른 식생활 관련 질병의 종류 및 질병별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

화, 각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영양 관리의 원리를 터득케 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HEE18312 식품가공및저장 (Food Processing & Preservation, 3-2-2)

식품의 저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와 여러 식품 저장 방법의 원리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알아본다.

 HEE18313 디지털시대의 의생활과 환경 (Clothing & Environment in Digital Era, 

3-3-0)

인체에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써의 의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의복의 선택, 구

입, 사용, 관리 및 폐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제한된 의생활 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의생활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인 의생활 역량을 기른다.

 HEE18314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3-0)

임상영양 분야에 적용되는 영양관리 과정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

게 한다. 또한 영양불량,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간질환 및 연하장애의 임상영양치

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영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임상영양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HEE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습한 전공 교과목 및 이론 등의 바탕으로 학생

들 스스로 기획 및 종합적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 실무능력, 팀웍과 리더십을 배양한다.

 HEE18316 영양사현장실습 (Field Training1, Nutritionist Practical, 3-0-0)

영양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양관리, 작업관리, 조직관리, 위생관리, 원가관리 등 여

러 가지 실무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접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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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본 교과는 재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효과적인 취업준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공 및 관련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취업

시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정확한 자기판단에 의한 취업목표 설정과 실천계획 수립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HEE18402 식생활과문화 (Food & Culture, 3-2-2)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인간의 식생활에 관계하는 생태문화, 역사, 식습관, 식품의 소비 경

제 등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정체성을 고찰하여 조상들의 정신문화와 성인병의 예방차원

에서 우리 음식에 대한 타당성과 과학성 등 식문화의 우월성을 추구한다.

 HEE18403 청소년복지론 (Adolescent welfare, 3-3-0)

청소년의 문제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상담이론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행동을 유발하는 주변 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HEE18404 영양판정 (Nutrition Judgment, 3-3-0)

개인과 집단의 신체 계측 및 식사섭취 상태 그리고 생화학적 평가 및 임상 평가 등 영양 

상태 평가법을 익히고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측정 분석하고 해석을 통하여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관리 서비스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HEE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습한 전공 교과목 및 이론 등의 바탕으로 학생

들 스스로 기획 및 종합적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 실무능력, 팀웍과 리더십을 배양한다.

 HEE18406 패션디자인실습 (Practices in Fashion Design)

디자인 원리 및 요소를 패션에 도입하는 이론적 측면을 학습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를 패

턴을 통해서 표현하는 기법을 실습함으로써 다양한 패션디자인을 적용한 의복을 바르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디자인의 의복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 아

이디어를 패턴을 통해서 표현, 제작하는 기법을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창의적인 능

력을 기른다.

 HEE18407 한국가정생활문화 (History of Korean Family Living, 3-3-0)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관계, 소비생활 및 의식주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정생

활문화의 변화를 학습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가정생활문화 특징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

으로 미래 우리나라가 가정생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HEE18408 졸업시험 (Graduation Eaxm, 0-0-0)

학사취득을 위한 졸업요건으로써 지정된 교과교육 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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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409 가족상담및치료 (Family Counseling & Cure, 3-3-0)

상담의 기본적 개념인 상담의 목표, 과정, 원리 및 기법 등과 상담의 접근방법인 정신분

석적 치료, 내담자 중심 상담, 행동수정상담, 인지상담, 현실요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역

동적인 가족체계이론을 다루며 역기능적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HEE18410 다문화가정생활문화 (Home Life Culture in Multiculture)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배경과 그로 인한 사회와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를 이해한다. 다문화가정의 의식주생활문화, 여가, 가족, 소비생활 문화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생활문화의 정착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HEE18411 현대사회와패션심리 (Social Psychology of Fashion)

인간행동에서 외모가 갖는 사회문화적 중요성과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의

복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의 인간 상호작용을 의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

펴봄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복이 자아

개념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을 알아본다.

 HEE18412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영양과 예산, 기호와 식습관 등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관리에 대해 이

해한다. 식사구성안을 활용하여 식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고 식단을 작성

할 수 있으며, 식단가의 계산과 자체적 영양가 평가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HEE18413 영양교육및상담 (Nutrition Education Counseling, 3-2-2)

영양 상태의 판정 방법 및 영양 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본 이론, 실제 교육 모형과 방법

에 대해 이해하고 모의 모형을 통해 경험하고 습득한다.

 HEE18414 의생활과소비행동 (Fashion & Consumer Behavior, 3-3-0)

패션상품과 관련된 소비자행동 영역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익힌다. 소비자들의 행동

이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마케팅활동이 의류소비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

한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패션상품 구매 및 소유에 대한 결정과정과 

행동을 이해한다.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탐색, 비판적 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합리적인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HEE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가정과 예비교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인 학교의 실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직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는 배운 지식과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교육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론과 실천의 현장 검증을 통해 교육 실습생 자신의 교직

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검증해보고,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육관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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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가정과 예비교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인 학교의 실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직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는 배운 지식과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교육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론과 실천의 현장 검증을 통해 교육 실습생 자신의 교직

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검증해보고,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육관을 갖도록 한다.

 HEE184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가정과 예비교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인 학교의 실무에 종사함으로써 교직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실무능력을 실제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는 배운 지식과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교육의 실천적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론과 실천의 현장 검증을 통해 교육 실습생 자신의 교직

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검증해보고, 바람직한 교사상과 교육관을 갖도록 한다.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중등가정교사 양성

2. 건강가정사 양성

3.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 전문가 양성

4.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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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가정교사 양성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과목을 가르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중등 가정교사 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본 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능력

졸업 후 진로 중등 가정교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가정교육론, 기초영양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주거공간디자인, 소
비생활교육

1-2 인간발달, 패션소재와의복관리, 건강가정론, 소비자학, 보육학개론

2-1
주거원리, 가족학, 융합창의적교수법및평가방법, 가족과젠더, 식품학, 패션디자
인과코디네이션

2-2
조리과학및실습, 가정교과교육론, 주거생활교육, 생애설계와진로교육, 복식과문
화, 가족복지론

3-1 의복구성실습교육,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부모교육, 다문화사회교육론

3-2
가정교직논리및논술, 가정경영, 가정생활교육, 디지털시대의의생활과환경, 캡스
톤디자인1, 현장실습1(3-4), 영양사현장실습(3-4)

4-1
한국가정생활문화, 진로지도, 식생활과문화, 청소년복지론, 패션디자인실습, 캡
스톤디자인2, 교육현장실습,현장실습2(4-3)

4-2
의생활과소비행동, 가족상담및치료, 영양교육및상담, 현대사회와패션심리, 현장
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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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사 양성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가정교육학 기본이수 과목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인 핵심과목, 기초이론, 상담 및 교육 
등 실제적용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강가정사업 수행 능력, 가정생활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 개발/연구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건강가정사, 센터 상담사, 가정생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가정교육론, 기초영양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주거공간디자인, 소
비생활교육

1-2 인간발달, 패션소재와의복관리, 건강가정론, 소비자학, 보육학개론

2-1
주거원리, 가족학, 융합창의적교수법및평가방법, 가족과젠더, 패션디자인과코디
네이션

2-2
조리과학및실습, 가정교과교육론, 주거생활교육, 생애설계와진로교육, 복식과문
화, 가족복지론, 생애주기영양학

3-1 의복구성실습교육,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부모교육, 다문화사회교육론

3-2
가정교직논리및논술, 가정경영, 가정생활교육, 캡스톤디자인1, 영양사현장실습
(3-4), 현장실습1(3-4)

4-1
한국가정생활문화, 진로지도, 식생활과문화, 청소년복지론, 교육현장실습, 캡스
톤디자인2, 현장실습2(4-3)

4-2 가족상담및치료, 다문화가정생활문화, 영양교육및상담,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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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 전문가 양성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복수전공으로 식품영양학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전공로드맵이다. 기초, 영양, 식
품 및 조리, 급식 및 위생 각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영양교
육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영양교육 능력, 식생활 교육 및 관리 능력, 위생관리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영양교육 전문가, 위생사, 식생활 교육 및 관리 전문가, 급식관련 전문가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가정교육론, 기초영양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주거공간디자인, 소
비생활교육

1-2 인간발달, 패션소재와의복관리, 건강가정론, 소비자학, 보육학개론

2-1 주거원리, 가족학, 융합창의적교수법및평가방법, 식품학, 영양생리학

2-2
조리과학및실습, 가정교과교육론, 주거생활교육, 생애설계와진로교육, 생애주기
영양학

3-1 의복구성실습교육,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부모교육, 고급영양학, 한국조리

3-2
가정교직논리및논술, 가정경영, 식품가공및저장, 임상영양학, 식이요법, 캡스톤
디자인1, 영양사현장실습(3-4), 현장실습1(3-4)

4-1
한국가정생활문화, 진로지도, 영양판정, 식생활과문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디
자인2, 현장실습2(4-3)

4-2 영양교육및상담,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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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 보육교사 양성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영유아보육교사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보육교사 전문자격을 가지고 활
동하는 전문가이다. 보육필수, 발달및지도, 영유아교육, 아동건강, 가족및지역사
회, 보육실습 등의 영역별로 정해진 최소취득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 
2급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보육계획 능력, 교수방법 설계 및 지도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영유아 상담사,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가정교육론, 기초영양학,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주거공간디자인, 소
비생활교육

1-2 인간발달, 패션소재와의복관리, 건강가정론, 소비자학, 보육학개론

2-1 주거원리, 가족학, 융합창의적교수법및평가방법

2-2
조리과학및실습, 가정교과교육론, 주거생활교육, 생애설계와진로교육, 가족복지
론, 보육교사론, 생애주기영양학

3-1
의복구성실습교육, 가정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부모교육, 아동청소년건강식생활
교육, 다문화사회교육론

3-2
가정교직논리및논술, 가정경영, 캡스톤디자인1, 영양사현장실습(3-4), 현장실습
1(3-4)

4-1
한국가정생활문화, 진로지도, 청소년복지론, 교육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2, 현장
실습2(4-3)

4-2 가족상담치료,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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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필대학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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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서-1

1. 교육목표

m 경영현장의 여러 문제 및 비즈니스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환경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배양

m 효율적인 경영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m 경영환경의 글로벌화의 경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 배양

2. 학과소개 및 안내

  경영학과(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는 생산,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 회계, 국제

경영, 경영정보 등 최신의 경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경영학적인 사고와 경영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1980년에 첫 신입생을 받은 이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금융기관, 

일반기업, 공무원, 교수,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일반 기업체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자격고시를 통해 공인회계

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취득하여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 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연구소, 해외마케팅연구소 등의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 또는 자본가와 결합하여 기업체를 설립 경

영하기도 하며,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중등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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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MG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MGM18102 경영학원론
Theory of Business 
Administration

3 3 0

1 1 전필 MGM18103 회계원리1
Principles of Accounting 
1

3 3 0

1 1 전선 MGM18104 경영정보통신론
Introduction to Data 
Communication

3 3 0

1 1 전선 MGM18105
외국인을위한
경영학기초

Introduction to 
Management for foreign 
Student

3 3 0

1 2 전필 MGM18106 비즈니스통계 Business Statistics 3 3 0

1 2 전선 MGM18107 경영환경론 Business Environment 3 3 0

1 2 전선 MGM18108 벤처기업과경영
Venture Firm 
Management

3 3 0

1 2 전선 MGM18109 회계원리2
Principles of Accounting 
2

3 3 0

2 1 전필 MGM18201 마케팅관리론
Principles of Marketing 
Management

3 3 0

2 1 전필 MGM18202 생산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 3 0

2 1 전필 MGM1820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 3 0

2 1 전선 MGM18204 기업영어 Business English 3 3 0

2 1 전선 MGM18205 조직구조론 Organization Structure 3 3 0

2 2 전필 MGM18206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 3 0

2 2 전선 MGM18207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 3 0

2 2 전선 MGM18208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3 3 0

2 2 전선 MGM18209 빅데이터경영론 Big Data Management 3 3 0

2 2 전선 MGM18210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 3 0

2 2 전선 MGM1821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 3 0

2 2 전선 MGM18212
경영빅데이터
분석

Business Big Data 
analysis

3 3 0

3 1 전선 MGM18301 경영정보론 Business information 3 3 0

3 1 전선 MGM18302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 3 0

3 1 전선 MGM18303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Methods

3 3 0

3 1 전선 MGM18304 상업교과교육론 Curriculum Management 3 3 0

3 1 전선 MGM18305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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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MGM18306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3 3 0

3 1 전선 MGM18307 투자론 investment 3 3 0

3 2 전선 MGM18308 e-비즈니스
E-Biz & Business 
Management

3 3 0 　

3 2 전선 MGM18309 기업재무세미나
Seminar on Corporate 
Finance

3 3 0

3 2 전선 MGM18310
상업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 3 0

3 2 전선 MGM18311 선물·옵션 Future & Option 3 3 0

3 2 전선 MGM18312 소득세법
individual income Tax 
Law

3 3 0

3 2 전선 MGM1831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s 3 3 0 　

3 2 전선 MGM18314 조직개발론 Humanism & Management 3 3 0

3 2 전선 MGM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MGM18316 품질경영론 Quality Management 3 3 0

3 2 전선 MGM18317
장기현장실습
(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4 전선 MGM18423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필 MG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MGM18402 계량경영학
Introduction to Operations 
Research

3 3 0

4 1 전선 MGM18403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 3 0

4 1 전선 MGM18404 광고론 Advertising Management 3 3 0 　

4 1 전선 MGM18405 금융시장론
Theory of Financial 
Markets

3 3 0

4 1 전선 MGM18406 금융자산관리 Financial Planner 3 3 0

4 1 전선 MGM18407 법인세법
Corporate income Tax 
Law

3 3 0 　

4 1 전선 MGM18408
상업교직논리및
논술

Study of Teaching Logic 
& State

3 3 0 　

4 1 전선 MGM18409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 3 3 0 　

4 1 전선 MGM18410 인사정책론 Human Resource Policy 3 3 0

4 1 전선 MGM1841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MGM18426
마케팅계획 및
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 3 0

4 1 전선 MGM18427
마케팅조사 및
고객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 3 0

4 1 전선 MGM18428
유통채널및영업
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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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G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모색하여 그에 알맞은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MGM18102 경영학원론 (Theory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0)

기업의 구조와 기능, 경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개념

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경영자의 의의를 파악하고 경영학

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학습한다.

 MGM18103 회계원리1 (Principles of Accounting 1, 3-3-0)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과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가 회계 처리되어 재무제표로 작성되는 회

계 순환과정을 살펴보고,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손익 등의 세부 계정

에 대해 공부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MGM18429 신상품전략
New Product 
Management

3 3 0

4 2 전필 MGM18412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MGM1841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 3 0

4 2 전선 MGM18414 경영정보세미나 MIS Seminar 3 3 0

4 2 전선 MGM18415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3 3 0

4 2 전선 MGM18416 노사관계론 Labor Relations 3 3 0

4 2 전선 MGM18417 상업교과교수법
Teaching Method of 
Commerce Subject

3 3 0

4 2 전선 MGM18418 유통경로론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 3 0

4 2 전선 MGM18419 회계세무세미나
Seminar on Accounting & 
Tax

3 3 0

4 2 전선 MGM18420
장기현장실습
(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MGM18421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MGM18422
장기현장실습
(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MGM18424
장기현장실습
(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MGM18425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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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104 경영정보통신론 (Introduction to Data Communication, 3-3-0)

IT 기반 경영 기법의 근간이 되는 정보 통신 기본 개념의 이해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

습자로 하여금 IT 경영자로서 자질 소양을 목표로 한다.

 MGM18105 외국인을위한경영학기초 (Introduction to Management for foreign Student, 3-3-0)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경영학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과 현대 기업의 경영원리를 학습한다.

 MGM18106 비즈니스통계 (Business Statistics, 3-3-0)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한 확률 및 통계의 기초적 방법을 다루며, 이산형 및 연속형 확률

변수와 그 분포함수의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모수의 추정, 각종 통계량의 분포, 가설의 

검정 및 단순 회귀분석을 다룬다.

 MGM18107 경영환경론 (Business Environment, 3-3-0)

대학생들에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업환경을 점검하고 그에 합당한 경영혁신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

도록 한다.

 MGM18108 벤처기업과경영 (Venture Firm Management, 3-3-0)

본 과목은 벤처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을 위한 기본 개념들

을 학습한다.

 MGM18109 회계원리2 (Principles of Accounting 2, 3-3-0)

회계원리1에 연속되는 교과목으로 회계원리1에서 다루지 않았던 회계학의 나머지 부분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재고자산, 부채와 자본 관련 계정과목,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과

정과 해석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MGM18201 마케팅관리론 (Principles of Marketing Management, 3-3-0)

기업 경영과 마케팅의 개념과 필요성, 마케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이

해를 통하여 향후 기업 실무에서 마케팅 전략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MGM18202 생산관리 (Operations Management, 3-3-0)

생산 경영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현재 경쟁 사회에서 생

산관리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고 전략적 기술을 연구하여 생산 시스템의 활동을 

계획, 조직, 설계, 운영 및 통제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학습한다.

 MGM1820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

기업의 자본조달과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MGM18204 기업영어 (Business English, 3-3-0)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개념과 사례, 문서 

작성에 대해 학습한다. 



457

 MGM18205 조직구조론 (Organization Structure, 3-3-0)

기업 경영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설계, 조직구조의 형태, 경영 계층이론, 책임과 권한 

이론 등을 중심으로 집권적 관리 조직과 분권적 관리조직, 관료주의적 조직의 특징을 이

해하며, 조직의 성상과 사멸을 다룬다.

 MGM18206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3-0)

조직 내 구성원의 개별 행위를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전체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해당 영역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성과와의 연계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MGM18207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3-3-0)

기업의 회계자료와 비회계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

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분석의 이론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MGM18208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3-3-0)

마케팅의 이해를 토대로 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MGM18209 빅데이터경영론 (Big Data Management, 3-3-0)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토지, 노동, 자본이 경제 발전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고 지식이 생산력 증대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식 사회의 구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의 형태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빅데이터가 지식 사회의 핵심 동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본 과목에서는 빅데이터의 이론과 기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실습을 통

한 빅데이터 활용을 학습한다.

 MGM18210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3-0)

제품 마케팅과 달리 서비스 마케팅에서의 소비자의 경험과 체험의 중요도와 기존 제품 마

케팅과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차이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MGM18211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3-0)

경영자들이 기업 등의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영 통제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

을 위하여 원가관리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원가관리회계정

보를 어떻게 생산하며, 또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MGM18212 경영빅데이터분석 (Business Big Data analysis, 3-3-0)

빅데이터의 이론적 개념을 이해하고 기업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운영 사례를  중

심으로 학습한다.

 MGM18301 경영정보론 (Business information, 3-3-0)

경영정보시스템의 이해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정보시스템들이 기업 경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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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302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3-0)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주식시장, 국제증권투자 상품, 국제

파생상품, 환 위험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MGM18303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Methods, 3-3-0)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의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에 맞춰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마케

팅을 해야 함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고객의 기존 욕구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욕구를 생

성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조사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학습해야 함을 이해한다.

 MGM18304 상업교과교육론 (Curriculum Management, 3-3-0)

상업 교과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기초를 이해한다.

 MGM18305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인적자원관리의 기초부터 인적자원개발 관리, 인적자원의 보상과 복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까지 학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론과 사례 중심의 학습을 다룬다.

 MGM18306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3-3-0)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거래와 사건을 기록하고 회계연도 말에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

 MGM18307 투자론 (investment, 3-3-0)

투자론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품의 종류와 각각의 가치 평가에 대해 

다루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투자환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MGM18308 e-비즈니스 (E-Biz & Business Management, 3-3-0)

e-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포함하는 컴퓨터 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통해 제품, 서비스, 정보

를 사고팔고 교환하며 기업 내부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다. 본 강의에

서는 e-비즈니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등에 대해 이해하고, e-비즈니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GM18309 기업재무세미나 (Seminar on Corporate Finance, 3-3-0)

기업 재무의 주요 내용인 투자 결정, 자본조달 결정, 배당정책, 운전자본정책, M&A 등에 

관한 주요 이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기업의 재무관리자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MGM18310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3-0)

상업정보 교과의 교육 환경과 학습 활동에서의 교재. 교구의 중요성과 개념을 알고 교

재, 교구의 제 유형과 선정, 제작, 활용방법과 효과적인 지도법을 안다.

 MGM18311 선물·옵션 (Future & Option, 3-3-0)

기초자산이라고 불리는 본원이 되는 자산의 미래 가격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 중 선물·옵션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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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312 소득세법 (individual income Tax Law, 3-3-0)

소득세법의 개요와 과세체계 및 세액계산의 기본 구조를 학습한다.

 MGM18313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s, 3-3-0)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소비자행동 및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요인에 대해 

이해하며 소비자의 정보처리 과정과 의사결정 모델에 대해 학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기업/조직 차원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MGM18314 조직개발론 (Humanism & Management, 3-3-0)

조직개발은 사회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실무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탐구의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 행동과학의 지식과 관행들을 적용함으로써 조직이 변화하여 재무성과나 

삶의 질 향상 등 높은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과정을 이해한다.

 MGM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관심 경영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 주제 선정, 접근 방안, 전략 및 계획 

수립을 학습한다.

 MGM18316 품질경영론 (Quality Management, 3-3-0)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품질 경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특히, 신

제품 개발 시의 품질기능전개나 프로세스의 품질 개선의 방법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 통

계적 품질관리와 6시그마를 포함한 프로세스 혁신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MGM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전공에서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MGM18423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청년 뉴리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전공으로 관련 업체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MG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의 학습과 졸업 후 전공지식을 활용한 진로탐색에 도

움을 제공한다.

 MGM18402 계량경영학 (Introduction to Operations Research, 3-3-0)

경영 관련 의사결정 문제의 계량분석을 통한 최적화 연습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

사결정 방법 활용을 훈련한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해 플립 러닝으로 수업하여 동영상 

시청 후 실습을 진행한다.

 MGM18403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3-0)

본 과목은 기업의 공급 사슬 및 물류관리의 개념, 요소 기술, 전략, 구축 기법, 산업 별 

사례를 중심으로 공급사슬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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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404 광고론 (Advertising Management, 3-3-0)

기업 경영과 마케팅전략, 촉진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광고 및 촉진 Mix

에 세부 전략들에 대한 이해를 통한 기업 경영 실무에서의 전략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MGM18405 금융시장론 (Theory of Financial Markets, 3-3-0)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주요 금융시장, 구체적으로 단기금융 시장과 주식시장, 채

권시장으로 대표되는 장기자본 시장인 증권시장을 학습한다. 또한 활발히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간접투자 상품과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MGM18406 금융자산관리 (Financial Planner, 3-3-0)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산투자기법, 자산운용 결과 분석, 법

률 및 세제, 자산운용 투자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MGM18407 법인세법 (Corporate income Tax Law, 3-3-0)

법인세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세금의 처리와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인의 세금계산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MGM18408 상업교직논리및논술 (Study of Teaching Logic & State, 3-3-0)

경영 및 무역물류 전공 학습자들이 비즈니스 협상 관련 내용들에 대해 교수 학습 과정 

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교육자로 작성 능력을 함양하고 교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MGM18409 인간관계론 (Human Relation, 3-3-0)

인간관계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뜻하며, 이는 본인이 수행해야 할 일보다 대

인관계의 일이 더 먼저 시작됨을 의미한다. 인간관계론을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조직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황을 유도해가는 데 있다.

 MGM18410 인사정책론 (Human Resource Policy, 3-3-0)

조직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와 적용 방안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영역인 채용-평가-보상-교육훈련-역량 

관리-복지-노사관계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제도의 유용성과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MGM1841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관심 경영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 주제 선정, 접근 방안, 전략 및 계획 

수립을 학습한다.

 MGM18426 마케팅계획및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3-0)

기업의 경영여건 및 마케팅 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계획 수립과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

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기업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환경분석, 마케팅 계획 수

립,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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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427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3-0)

기업의 고객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고객 관리 기법을 학습한다. 고객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마케팅조사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필요하므로 고객 관리에 대한 

학습 전에 우선 마케팅조사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학생들이 매칭된 기업의 사

례를 가지고 학습한 이론과 기법을 직접 실습하며,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학습

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MGM18428 유통채널및영업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2-2)

기업의 유통채널 관리와 영업전략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

게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의 역량을 함양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GM18429 신상품전략 (New Product Management, 3-3-0)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를 찾아내 제품을 개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

하여 신상품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신상

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MGM18412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 경영학과 관련된 토픽을 선택,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MGM18413 경영전략론 (Business Strategy, 3-3-0)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다루는 학문이며, 기업의 내

부 및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 과정

에 대해 이해한다.

 MGM18414 경영정보세미나 (MIS Seminar, 3-3-0)

경영정보시스템과 e-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다

양한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선진 기업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기술과 기업의 

정보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MGM18415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3-3-0)

관리회계는 조직의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내

부 보고 목적의 회계로서 관리 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의사결정 문제는 기업조직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일반 종업원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게 된다. 본 강좌를 통해 기업 

경영자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영책임을 완수하는데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MGM18416 노사관계론 (Labor Relations, 3-3-0)

기업 노사관계의 기본 개념과 노사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한다. 기업 노사관계를 둘러싼 다

양한 영향요인과 노사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를 확인한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의 향상을 위한 궁극적 방안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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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M18417 상업교과교수법 (Teaching Method of Commerce Subject, 3-3-0)

상업 교사로서 상업 교과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에 이해와 활용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MGM18418 유통경로론 (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3-3-0)

현대 경영에서는 제조에 비하여 유통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최근 몇 년간 유통환경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통환

경의 변화에 유통기업들의 유통전략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MGM18419 회계세무세미나 (Seminar on Accounting & Tax, 3-3-0)

본 수업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수강이 가능한 과목이며, 회계이론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경영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입니다.

 MGM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MGM18421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청년 뉴리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전공으로 관련 업체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MGM18422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전공에서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MGM18424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MGM18425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청년 뉴리더 인재 양성 프로그램 관련 전공으로 관련 업체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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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기획/사무 분야 취업 지향형

2. 총무/인사 분야 취업 지향형

3. 재무/회계 분야 취업 지향형

4. 생산/품질관리 분야 취업 지향형

1. 기획/사무 분야 취업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경영기획)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m (경영 평가)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경영목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마련하
고,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수행한 성과를 이 기준에 따라 분석/정리하여 보고.

m (홍보)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
과 계획의 수립, 온ᆞ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활동의 수행, 효과 측정과 피드백 
등을 수행

확보되는
실무능력

m (경영기획) 지표별 실적 추이 분석 기술, 외부환경 분석 방법론, 관련 기관·
단체 담당자와의 협상 기술

m (경영 평가) 조직 부서별 역할 연계, 경영 평가 결과 공시 시스템 사용법, 정
보 수집 기술(설문 등)

m (홍보) 기획력, 위기대응 능력, 대응의 신속성, 판단력, 체크리스트 작성 능력, 
편집 능력

졸업 후 진로 제조 및 서비스 관련 일반 기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 경영정보통신론, 외국인을위한경영학기초

1-2 비즈니스통계, 경영환경론, 벤처기업과경영, 회계원리2

2-1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재무관리, 기업영어

2-2 조직행동론, 경영분석, 마케팅전략, 빅데이터경영론, 서비스마케팅

3-1 경영정보론, 귝제금융론, 마케팅조사론, 상업교과교육론

3-2 e-비즈니스,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소비자행동론

4-1 광고론, 상업교직논리및논술

4-2 경영전략론, 경영정보세미나, 상업교과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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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인사 분야 취업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총무) 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 및 복지 지원,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
반 업무를 수행.

m (인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
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 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총무) 정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재고관리 능력, 협상력, 문서 분류 기술, 
문서작성 기술

m (인사) 문서작성 기술, 스프레드시트 능력, 직무분석, 동기부여, 컴퓨터 활용 
기술

졸업 후 진로 제조 및 서비스 관련 일반 기업체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 경영정보통신론, 외국인을위한경영학기초

1-2 비즈니스통계, 경영환경론, 벤처기업과경영, 회계원리2

2-1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재무관리, 기업영어, 조직구조론

2-2 조직행동론, 경영분석

3-1 경영정보론, 인적자원관리

3-2 e-비즈니스, 조직개발론

4-1
인간관계론, 인사정책론, 마케팅계획및전략,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유통채널및영업전략, 신상품전략

4-2 경영전략론, 경영정보세미나,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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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회계 분야 취업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예산) 관련 부처의 예산편성 지침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산출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당해 연도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수립

m (자금)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서의 사업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관리 및 성과를 평가

m (회계·감사) 기관 설립 목적과 활동 등 사업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여 조직 
내·외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파악

m (세무) 세법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조세전략 마련, 세무대행 
회계법인의 업무 처리(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당국에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모니터링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예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 능력, 회계 및 예산 관련 프로그램 활용 
능력, 재무제표 분석 스킬

m (자금) 기초 함수를 포함한 각종 함수를 적용한 스프레드시트 활용 기술
m (회계·감사) 계정과목별 명세서 작성 능력,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능력, 입·

출금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능력, 거래 유형별 전표 작성 능력 및 해당 거래
에 대한 회계 처리 능력, 증빙 서류 처리 능력, 거래 장부 기입 및 분석 스킬, 
거래 결합관계 구분 및 거래 유형에 대한 구분 능력, 회계감사에 따른 주석 
작성 능력, OA 관련 프로그램 활용 스킬

m (세무)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방법, 전표 자료입력·조
회·수정·검색 능력, 세무프 로세스 활용능력, 소득세법에 대한 적용 및 세
액 산출 능력

졸업 후 진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및 서비스 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 경영정보통신론, 외국인을위한경영학기초

1-2 비즈니스통계, 경영환경론, 벤처기업과경영, 회계원리2

2-1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재무관리

2-2 조직행동론, 원가회계

3-1 중급회계, 투자론

3-2 기업재무세미나, 선물·옵션, 소득세법

4-1 금융시장론, 금융자산관리, 법인세법

4-2 관리회계, 회계세무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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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품질관리 분야 취업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생산) 제품 생산 및 설비 가동 기업의 영업 목표에 따라 판매를 예측하고 이
를 기반으로 얼마큼의 생산이 가능한지를 예측해 생산 계획 수립 및 생산성 
향상 및 생산 능력 향상 작업 수행 

m (품질) 설계 품질의 관리, 원자재 관리 및 제품 관리 업무를 진행해 품질을 향
상시키고, 불량의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찾아 이를 수정하고 제품 불량 문
제를 해결하는 업무 수행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생산) 시장 성장성과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예측하고 기술 개발 및 발
전방향에 대한 분석력, 생산 자원의 배분관리, 생산공정 조정 능력, 상품 생산
성 관리와 생산원가 관리 능력

m (품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Data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
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졸업 후 진로 정보통신, 전자, 소비재 등의 제조업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영학원론, 회계원리1, 경영정보통신론, 외국인을위한경영학기초

1-2 비즈니스통계, 경영환경론, 벤처기업과경영, 회계원리2

2-1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재무관리

2-2 조직행동론, 경영분석 빅데이터경영론, 경영빅데이터분석

3-1 경영정보론

3-2 e-비즈니스, 품질경영론

4-1 계량경영학, 공급사슬관리

4-2 경영정보세미나, 유통경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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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학과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서-2

1. 교육목표

  무역물류학과는 무역실무, 국제물류 및 글로벌경영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 실

무 및 응용지식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무역·물류 및 경영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에 적합한 무역 및 물류인력 육성, 글

로벌화를 주도하는 국제경영전문가 육성 및 국제지역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

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무역물류학과는 무역실무, 국제물류, 국제경영 및 국제통상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복잡하게 변화하

는 국제무역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무역, 물류, 국제경영 및 국제통상 분야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맞

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m 무역물류학과의 향후 진로

∙ 무역부문: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 물류부문: 국내외 물류기업 및 유통기업, 해운회사, 항공사 등

∙ 국제경영부문: 기업의 국제마케팅, 영업 및 기획

∙ 무역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외

국계 무역유관기관

∙ 금융기관: 국내외 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은행, 저축은행 등

∙ 공무원: 관세청, 지자체(시청, 도청 등)

∙ 창업: 관세법인, 무역 및 물류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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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취득자격증

∙ 국제무역사 

무역실무전반, 즉 계약, 운송, 결제, 통관 등의 실무지식과 법률지식을 겸비하여 국

제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인정하는 무역전문인.

∙ 관세사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행하고 관세관련 분쟁발생시에 관세법

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

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

∙ 무역영어검정시험

- 무역영어1급 – 4년제 대학 경상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무역실무관리 책임자로

서 갖추어야 할 무역실무(상무)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 무역영어2급 –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경상계열 재학생으로서 기업의 무역실무

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갖춘 전문가

∙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조달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 영역을 관리하는 물류전문가.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 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 수입관리사  

수입기업의 예비 경영자로서 역량을 입증해주며 실제 수입업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수입 전문가.

∙ 외환관리사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가능성으로 인한 환위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외환거래의 매

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 예측하여 외화 및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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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IC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ICM18102 무역학원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3 3 0

1 1 전필 ICM18103 무역환경의이해
Understanding Trade 
Environment

3 3 0

1 1 전선 ICM18104 관세와통관 Customs & Clearance 3 3 0 　

1 1 전선 ICM18105 무역회계
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3 3 0

1 1 전선 ICM18106 물류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3 3 0

1 2 전필 ICM18107 FTA의이해 Understanding FTA 3 3 0

1 2 전선 ICM18108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 3 0

1 2 전선 ICM18109 무역정보검색
Trade information 
Research

3 3 0

1 2 전선 ICM18110 무역중국어
Chinese for 
International Trade

3 3 0

1 2 전선 ICM18111 물류관련법규 Logistics Law 3 3 0

2 1 전필 ICM18201 무역영어1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1

3 3 0

2 1 전선 ICM18202 대외무역법
Introduction to Trade 
Law

3 3 0

2 1 전선 ICM18203 무역마케팅 Trade Marketing 3 3 0

2 1 전선 ICM18204 보관하역론
Theory of Storage & 
Loading

3 3 0

2 1 전선 ICM18205 외환관리론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3 3 0

2 1 전선 ICM18206 원산지실무 Origin Practice 3 3 0

2 1 전선 ICM18207 한국무역론 Korean Trade Theory 3 3 0

2 2 전필 ICM18208 무역상무론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3 3 0

2 2 전필 ICM18209 무역영어2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2

3 3 0

2 2 전선 ICM18210 관세법 Customs Law 3 3 0

2 2 전선 ICM18211 무역계약론 Trade Contract Practice 3 3 0

2 2 전선 ICM18212 무역보험론 Trade insurance Theor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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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ICM18213 무역정책
International Trade 
Policy

3 3 0

2 2 전선 ICM18214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3 3 0 　

3 1 전필 ICM18301 국제운송론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3 3 0

3 1 전선 ICM18302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3 3 0

3 1 전선 ICM18303 무역관습론 Trade Customs 3 3 0

3 1 전선 ICM18304 무역상담론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3 3 0

3 1 전선 ICM18305 무역창업론
Commencement of 
Trade Enterprises

3 3 0

3 1 전선 ICM18306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 3 0

3 1 전선 ICM18307 상업교과교육론 Curriculum Management 3 3 0 　

3 1 전선 ICM18308
상업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 3 0

3 2 전선 ICM18309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 3 0 　

3 2 전선 ICM18310 국제무역주선실무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3 3 0

3 2 전선 ICM18311 국제물류론 International Logistics 3 3 0

3 2 전선 ICM18312 국제통상환경론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3 3 0

3 2 전선 ICM18313 무역영어회화1
International Trade 
Spoken English 1

3 3 0

3 2 전선 ICM18314 신용장실무 Letter of Credit 3 3 0

3 2 전선 ICM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ICM18316
장기현장실습(IPP)
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4 전선 ICM1842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필 IC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ICM18402 국제무역결제론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System

3 3 0

4 1 전선 ICM18403 국제무역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3 3 0

4 1 전선 ICM18404 국제물류세미나
Seminar on Global 
Logistics Practic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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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전선 ICM18405 국제협상론
International Negotiation 
Practice

3 3 0 　

4 1 전선 ICM18406 무역영어회화2
International Trade 
Spoken English 2

3 3 0 　

4 1 전선 ICM18407 무역품목분류
Trade Commodity 
Classification Practice

3 3 0

4 1 전선 ICM18408
상업교직논리 및
논술

Study of Teaching 
Logic(Management)

3 3 0

4 1 전선 ICM1840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ICM18426 마케팅계획및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 3 0

4 1 전선 ICM18427
마케팅조사및고객
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 3 0

4 1 전선 ICM18428
유통채널및영업
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 2 2

4 1 전선 ICM18429 신상품전략 NewProductManagement 3 3 0

4 2 전필 ICM18410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ICM18411 FTA사례연구 FTA Case Research 3 3 0 

4 2 전선 ICM18412 관세통관실무
Customs Clearance 
Practice

3 3 0 

4 2 전선 ICM18413 국제금융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Finance

3 3 0 

4 2 전선 ICM18414 글로벌무역전략
Global Trade Marketing 
Strategy

3 0 0 

4 2 전선 ICM18415 무역분쟁해결론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3 0 0 

4 2 전선 ICM18416 무역상무세미나
Seminar on Global 
Trade Practice

3 0 0 

4 2 전선 ICM18417 상업교과교육과정 Business Curriculum 3 0 0 

4 2 전선 ICM18418
장기현장실습(IPP)
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ICM18419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ICM18420
장기현장실습(IPP)
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ICM18422
장기현장실습(IPP)
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ICM1842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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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IC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에게 전공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을 소개하고 졸업 후 진출하게 되는 전공 관련 

분야 등을 소개함으로써 전공분야의 학습준비에 도움을 준다.

 ICM18102 무역학원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3-3-0)

무역이 발생되는 기본원리와 이론, 무역정책, 금융환경 등의 무역이론 분야와 무역절차, 

무역계역, 국제물품운송,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의 무역실무 분야는 물론 기업의 해외시

장 진입, 국제경영관리 등의 국제경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무역

학의 각 영역별 심화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ICM18103 무역환경의이해 (Understanding Trade Environment, 3-3-0)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수개 국가가 동맹을 맺고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지역주의는 

물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통한 쌍무주의의 무역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최

근 무역환경변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ICM18104 관세와통관 (Customs & Clearance, 3-3-0)

관세의 기초에서부터 관세법, 수입·수출통관, 관세환급 등에 대해 다룬다.

 ICM18105 무역회계 (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3-3-0)

회계의 개념, 기능 등의 회계원리의 기본이론을 학습하고 국제무역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회계관련 내용을 학습한다.

 ICM18106 물류의이해 (Introduction to Logistics, 3-3-0)

물류의 기본개념과 역할, 물류의 중요성, 물류의 범위와 활동영역을 통하여 물류가 생활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운송물류, 보관물류, 하역물류, 포장물류, 물류정보시스템 

등의 물류시스템의 합리화 및 국제물류의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ICM18107 FTA의이해 (Understanding FTA, 3-3-0)

최근 선진국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개별적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통하의 자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한국이 체결한 FTA별 협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ICM18108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3-0)

수요, 공급 및 시장의 균형 등과 같은 경제학의 기초와 소비자와 생산자, 상품시장의 종

류,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등 미시경제이론의 기본적인 지식과 미시경제이론의 여러 

문제들을 학습한다. 아울러 거시경제이론의 주요 변수, 국민소득의 결정, 화폐와 국민경

제, 경제안정의 문제, 경제성장의 문제 및 국제수지와 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기본

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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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109 무역정보검색 (Trade information research, 3-3-0)

무역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이용능력과 통신네트워크 활용능력을 

기름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해하며 해외시장조사와 관련된 해외시장 

정보수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ICM18110 무역중국어 (Chinese for International Trade, 3-3-0)

경제 규모, 지리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제 2외국어로서 중요성이 고조된 중국과의 수출

입, 무역상담 등에 필요한 비즈니스 중국어를 연마한다.

 ICM18111 물류관련법규 (Logistics Law, 3-3-0)

우리나라의 물류분야 정책, 제도와 법체계의 시대적 변천과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법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국제간 법규 적용상의 유의점을 터득한다. 아울러 물류법규를 물

류업무의 기획과 관리 과정에 적용하여 제도적 현실성을 제고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ICM18201 무역영어1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1, 3-3-0)

국제무역거래를 위해 e-mail상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무역관련 영

어표현방법을 익히고, 무역계약체결을 위한 해외거래처 발굴, 신용조회, 청약과 승낙, 무

역계약 체결과정까지의 상담을 위한 영문 작성 능력과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배양한다.

 ICM18202 대외무역법 (Introduction to Trade Law, 3-3-0)

무역관리, 통상 진흥과 무역업무 과학화, 수출입거래 총칙, 수출입승인 제도, 특정거래형

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 전략물자 및 플랜트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 질서유지와 행정법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이해, 적용하는데 주

력한다.

 ICM18203 무역마케팅 ( Trade Marketing, 3-3-0)

무역마케팅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제반활

동과 기업이 해외시장을 표적으로 하여 생산, 분배, 가격 및 기타 시장행위를 수행하는 

원리 및 제반절차를 연구한다.

 ICM18204 보관하역론 ( Theory of Storage & Loading , 3-3-0)

보관의 개념과 창고의 본질, 물류시설과 물류단지, Order Picking System과 WMS, 재고관

리시스템, JIT와 MRP System, SCM전략, 하역의 일반개요, 운반·하역기기의 표준화·모

듈화, 일관파렛트화, 유닛로드 시스템, 분류시스템, 운반·하역기기의 종류 및 선정, 철

도·항만·항공하역, 물류포장 등을 폭넓게 다룬다.

 ICM18205 외환관리론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3-3-0)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발생형태를 노출특성별로 규명하고,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기업

의 내부자원의 활용방법, 외부수단의 활용방법, 재무적 및 비재무적 조치를 이용한 헤징

방법을 분석하여 기업의 환위험 관리 성과의 최대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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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206 원산지실무 (Origin Practice, 3-3-0)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기준의 목적 및 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확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검증 등에 관한 실무 처리 요령을 습득한다.

 ICM18207 한국무역론 (Korean Trade Theory, 3-3-0)

한국무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사, 경제발전에 대한 무역의 역할 및 국

민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한국무역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학습한다.

 ICM18208 무역상무론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3-3-0)

해외시장조사, 청과 승낙 등을 통한 무역계약의 체결, 물품주문, 화물의 정비와 선적 등

의 계약물품의 이행, 그리고 대금회수 및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등의 사후관리에 이르

기까지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과정과 내용을 학습한다.

 ICM18209 무역영어2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2, 3-3-0)

무역영어 1의 내용을 기초로 물품의 주문승낙, 신용장을 비롯한 여러 방식의 대금결제수

단 및 방법, 선적과 선적통지, 수출환어음과 대금결제, 클레임과 조정 등의 수출입에 관

련된 상담내용에 대한 영문통신문 작성능력과 상담능력을 배양한다.

 ICM18210 관세법 (Customs Law, 3-3-0)

관세행정, 관세이론과 관세정책, 보세제도,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제도, 감면세

와 분할납부제도,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통관절차, 관세법 등에 대한 처벌, 관세행

정구제제도,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FTA 관세특례법과 협정관세의 적용 등 관세법의 제

반 규정에 대한 심층 이해를 다진다.

 ICM18211 무역계약론 (Trade Contract Practice, 3-3-0)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의 준거법규, 주요 국제무역법규,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무역

계약의 체결, 정형거래조건, 무역계약의 이행 및 구제방안, 무역계약의 종료, 국제운송계

약, 해상보험계약 등이 학습 범위이다.

 ICM18212 무역보험론 (Trade Insurance Theory, 3-3-0)

국제운송의 주된 수단인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항공운송 등에 관련된 위험과 부보원리 및 

관행을 학습하고, 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 피보험이익, 보험조건, 보험가입절차를 

이해한다.

 ICM18213 무역정책 (International Trade Policy, 3-3-0)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의 발생원인 및 추이를 검토하고 무역장벽의 종류 및 그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를 연구한다. 또한 무역장벽의 철폐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국민경제

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제경제질서의 변천에 따른 국제무역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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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214 해외시장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3-3-0)

세계시장의 세분화 기준, 기준별 세분화기법, 세분시장의 PSETLE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

결과에 따른 시장매력도 추정과 목표시장선정, 목표시장에 대한 산업경쟁상황의 제품차

원 분석과 공급자 구조차원 분석, 유력경쟁사와의 경쟁력 비교, 경쟁우위 차원별 측정과 

분석, 가치제안전략의 도전과제 도출, 도전과제별 예상효과분석, 최적 가치제안전략 수립

에 관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ICM18301 국제운송론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3-3-0)

무역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국제운송의 영역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복합운

송으로 구분하여 이들 운송형태별로 구체적인 운송방법과 내용을 학습한다.

 ICM18302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3-3-0)

무역의 발생원인, 효과 및 무역이익의 배분원리를 설명하는 순수 무역론을 연구하며, 무

역이론의 원리, 도출과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무역현상의 설명 및 예측능력을 확립시

키도록 한다.

 ICM18303 무역관습론 (Trade Customs, 3-3-0)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으로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형거래무역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 등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규칙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가격

결정메카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ICM18304 무역상담론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3-3-0)

외국기업과 무역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기업간의 실무적인 무역 

상담방법과 기법, 외국기업과의 인수, 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의 기업협상, 국제간의 통

상문제와 관련된 국제통상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협상이론과 적용방법 등을 연구한다.

 ICM18305 무역창업론 (Commencement of Trade Enterprises, 3-3-0)

무역기업의 창업을 위한 법률적 검토단계에서부터 제품선정, 시장환경조사, 창업절차, 사

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무역에 관련 업종의 창업에 관한 내용을 익힌다.

 ICM18306 물류관리론 (Logistics Management, 3-3-0)

기업 및 산업의 물류관리에 대한 개념과 도구들을 학습하고, 주요 물류활동, 물류시스템

의 구성, 물류전략과 기법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응용을 공부한다.

 ICM18307 상업교과교육론 (Curriculum Management, 3-3-0)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기초를 이해한다.

 ICM18308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3-0)

교육환경과 학습 활동에서의 교재·교구의 중요성과 개념을 알고 교재. 교구의 제 유형

과 선정, 제작, 활용방법과 효과적인 지도법을 터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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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309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3-0)

국제 금융시장의 본질, 종류, 발전과정에 대한 개관을 설명하고, 국제금융기관, 국제통화

제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분석과 국제수지조정에 관한 이론과 정책효과를 연구한다.

 ICM18310 국제무역주선실무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3-3-0)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과정에서 매도인과 최종 운송인 사이에서 무역업무를 주

선해주는 당사자가 국제무역주선업자이다. 대부분의 운송이 이들 국제무역주선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운송수단별 관여하는 국제무역주선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운송과정에서의 무역업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ICM18311 국제물류론 (International Logistics, 3-3-0)

국제물류의 기본개념과 공급사슬관리,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로 변화하는 물류아웃소

싱의 전략과 국제물류 표준화 및 e-물류 등 물류의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국

제육상물류, 항만물류, 항공물류 등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국제물류전략을 연구하여 우

리의 국제물류경쟁력 확보방안을 연구한다.

 ICM18312 국제통상환경론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3-3-0)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WTO 등의 다자간 통상기구, 복수국간 통상기구와 지역협정, 자

유무역협정(FTA) 등의 무역환경변화와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자간 무역협정인 국제통상 협

정들의 주요 내용과 논의동향을 학습하여 각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들을 살펴본다.

 ICM18313 무역영어회화1 (International Trade Spoken English 1, 3-3-0)

무역영어에서 학습한 통신문작성 능력을 기초로 하여 무역 업무에 관련된 e-mail상담과 

대면상담을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킨다.

 ICM18314 신용장실무 (Letter of Credit, 3-3-0)

국제무역결제 방식 중 신용장방식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보

증을 해주는 결제방식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대금회수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전통

적인 결제방식이다. 신용장의 개념, 종류, 종류별 업무추진방법 등을 학습하고 신용장통

일규칙(UCP)의 내용을 학습한다.

 ICM18315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 1, 3-2-2)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내용을 관련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ICM18316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대학에서 학습한 무역 및 물류 관련 내용을 관련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여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장기적으로 취업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ICM1840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진로상담, 진로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코칭 등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준비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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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402 국제무역결제론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System, 3-3-0)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무역결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결제방식, 전자결제방식, 국제팩토링과 포페이트방식의 기타 무역결제방

식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한다.

 ICM18403 국제무역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3-3-0)

무역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적용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이론의 발달과정에 따른 

정리와 시사성 있는 주요 주제들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적용방법들을 연구한다.

 ICM18404 국제물류세미나 (Seminar on Global Logistics Practice, 3-3-0)

국제물류의 변천과 이행수단변화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산업구조에 대한 

무역물류의 방향과 효과를 규명한다. 또한 지역별, 국가별 국제물류변화로 인한 기업경

쟁여건 및 경쟁지위 변화를 살펴본다.

 ICM18405 국제협상론 ( International Negotiation Practice, 3-3-0)

글로벌 경제의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딪칠 부 밖에 없는 국제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내재된 잠재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제협상을 분석하고자한다.

 ICM18406 무역영어회화2 (International Trade Spoken English 2, 3-3-0)

무역영어에서 학습한 통신문작성 능력을 기초로 하여 무역 업무에 관련된 e-mail상담과 

대면상담을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능력을 향상시킨다.

 ICM18407 무역품목분류 (Trade Commodity Classification Practice, 3-3-0)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의 결정원리 및 상품의 무역성과에 대한 역할을 연구한다. 또한 국

제무역의 환경변화에 따른 상품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무역 업무에 적용되는 상품의 분

류방법과 수출입방법을 검토한다.

 ICM18408 상업교직논리및논술 (Study of Teaching Logic(Management), 3-3-0)

교육에 필요한 작문 및 논술에 대한 단계적 학습을 실시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ICM1840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내용을 관련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ICM18426 마케팅계획및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3-0)

기업의 경영여건 및 마케팅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계획 수립과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

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기업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환경분석, 마케팅 계획수립,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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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427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3-0)

기업의 고객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고객관리 기법을 학습한다. 고객데

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마케팅조사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필요하므로 고객관리에 대한 학

습 전에 우선 마케팅조사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학생들이 매칭 된 기업의 사례

를 가지고 학습한 이론과 기법을 직접 실습하며, 그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학습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ICM18428 유통채널및영업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2-2)

기업의 유통채널관리와 영업전략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전략수립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ICM18429 신상품전략 (New Product Management, 3-3-0)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를 찾아내 제품을 개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

하여 신상품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신상

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ICM18410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여 

졸업자격 요건을 획득한다.

 ICM18411 FTA사례연구 (FTA Case Research, 3-3-0)

FTA 체결의 경제이익,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협정의 구조 및 주요 내용(상품분야, 

무역규범, 투자 및 서비스, 노동 및 환경, 관세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정부조달분야 등에 

관한 한·미 사례, 한·EU 사례, 북미FTA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ICM18412 관세통관실무 (Customs Clearance Practice, 3-3-0)

관세정책,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관세관련 국제기구, 수출입통관, 반송통관, 부두

직통관제, 내륙컨테이너 기지내의 직반출, 관세 환급업무 등의 제반 실무내용을 습득한다.

 ICM18413 국제금융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Finance, 3-3-0)

국제금융거래의 원리와 가격결정모델을 분석하고, 국제금융기관과 국제통화제도, 국제금

융시장에 대한 분석과 국제수지 이론 및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ICM18414 글로벌무역전략 (Global Trade Marketing Strategy, 3-3-0)

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

를 위하여 기업의 외부환경분석, 경영자원과 핵심역량, 경쟁우위와 경쟁전략 등을 사례

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전략수립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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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18415 무역분쟁해결론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3-3-0)

무역거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클레임)의 발생원인, 진전과정 및 분쟁에 대한 해결방식들

을 이해하고, 무역분쟁 해결의 대표적인 수단인 상사중재제도에 기초한 분쟁사례들을 분

석한다.

 ICM18416 무역상무세미나 (Seminar on Global Trade Practice, 3-3-0)

무역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무

역계약, 무역결제, 운송 및 물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학

습한다.

 ICM18417 상업교과교육과정 (Business Curriculum, 3-3-0)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상업관련 교육과정을 설계

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훈련

을 기른다.

 ICM18418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대학에서 학습한 무역 및 물류 관련 내용을 관련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여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장기적으로 취업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ICM18419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하여 취업과 연계되도록 한다.

 ICM18420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대학에서 학습한 무역 및 물류 관련 내용을 관련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여 적용하도록 함

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ICM1842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ICM18422 장기현장실습(IPP)1 (Field Training 1, 6-0-0)

대학에서 학습한 무역 및 물류 관련 내용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

하도록 한다.

 ICM1842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무역 및 물류 관련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취업을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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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무역실무 분야 취창업

2. 물류분야 취창업

3. 무역·통상 전문가

1. 무역실무 분야 취창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해외시장조사, 무역계약, 무역운송 및 보험, 무역결제 등의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무역현장에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무역상담, 무역실무능력

졸업 후 진로

m 개인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대기업 등의 무역관련 부서
m 무역업 창업
m 국내외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m 항만하역관련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무역학원론, 물류의이해, 무역환경의이해, 전공과진로, 관세와통관, 무역회계

1-2 무역정보검색, 무역중국어, 경제학원론, FTA의이해, 물류관련법규

2-1 무역영어1, 대외무역법, 원산지실무, 무역마케팅

2-2 무역상무론, 무역영어2, 관세법, 무역계약론, 무역보험론

3-1 무역창업론, 무역상담론,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무역영어회화1, 신용장실무

4-1
국제무역결제론, 무역영어회화2, 무역품목분류, 마케팅계획및전략,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유통채널및영업전략, 신상품전략, 상업교직논리및논술, 
진로지도

4-2 무역상무세미나, 무역분쟁해결론, 관세통관실무, 졸업논문, 상업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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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분야 취창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제무역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류관
리, 물류형태 및 물류전략 등을 학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물류관리, 보관하역, 국제물류 관리 능력

졸업 후 진로
m 국내외 수출입 기업의 물류부문
m 국내외 물류기업
m 항만회사, 항공회사, 철도 및 육상운송기업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내  용

1-1 무역학원론, 물류의이해, 무역환경의이해, 전공과진로, 관세와통관, 무역회계

1-2 무역정보검색, 무역중국어, 경제학원론, FTA의이해, 물류관련법규

2-1 보관하역론

2-2 해외시장조사

3-1 국제운송론, 물류관리론,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국제무역주선실무, 국제물류론

4-1
국제물류세미나, 상업교직논리및논술, 진로지도, 마케팅계획및전략,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유통채널및영업전략, 신상품전략

4-2 졸업논문, 상업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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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통상 전문가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최근 확대되는 FTA 시대에서 핵심적 업무인 원산지(C/O) 관리업무능력을 제고하
고, 무역업체의 수출입 통관 관련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실무형 관세통관/원산지
관리전문가 양성을 하고자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관세통관 및 원산지관리 실무

졸업 후 진로

m 국내외 생산 및 수출입회사
m 관세청 7, 9급공무원
m 관세법인 및 개인관세사 사무소
m 국제기구(IMF, IBRD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무역학원론, 물류의이해, 무역환경의이해, 관세와통관, 무역회계

1-2 무역정보검색, 무역중국어, 경제학원론, FTA의이해, 물류관련법규

2-1 한국무역론, 외환관리론

2-2 무역정책

3-1 국제무역론, 무역관습론, 상업교과교육론, 상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국제금융론, 국제통상환경론

4-1
국제무역세미나, 국제협상론, 마케팅계획및전략,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유통채널및영업전략, 신상품전략, 상업교직논리및논술, 진로지도

4-2 국제금융세미나, 글로벌무역전략, FTA사례연구, 졸업논문, 상업교과교육과정



483

전자상거래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Commerce)

서-3

1. 교육목표

  IT 융합산업에 필요한 스마트 전자상거래 전문기술을 함양하고, 4차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에

서 요구하는 창의적 융합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모바일 기기의 확산,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증가,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공

공, 산업, 민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통찰을 얻어 의사결정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기획, 구

축, 운영, 평가하는 일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학과는 차세대 IT 융합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스마트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전문가적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

래분야의 다양한 제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컴퓨터

와 정보통신(ICT) 기술과 비즈니스 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융합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팀 프

로젝트 수행 등 풍부한 학습과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모바일 웹/앱 시스템 기획 및 개발을 비롯해 인터넷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인터넷 사이버몰의 설계와 구축 관리업무 뿐 아니라 설계-생산-물류-구매에 대한 SCM분

야 등 제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m 전자상거래 시스템 기획

m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프로그래밍)

m 인터넷 마케팅(모바일 마케팅 포함)

m 고객데이터분석 및 고객관계관리(CRM)

m 데이터 마이닝 및 빅데이터 분석

m 인터넷 웹 사이트 설계 및 구축 

m 인터넷 사이버몰의 설계와 구축 관리

m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IT 기술 마케팅과 전문 컨설턴트

m 설계, 구매, 생산, 물류 관련 SCM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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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증

m 전자상거래 관리사/운용사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매출에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

한 현실을 감안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가.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업이 급속히 늘어나자 국가기술자격으로 추

진되었음. 인터넷 쇼핑몰 업체, 기업의 쇼핑몰, 정보통신업체, 유통업체, 서비스 업체 등에 속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 웹마스터나 정보검색사 등 기술 위주의 자격증과는 

달리 아닌 물류, 마케팅 등 경영마인 드까지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 

m 검색광고마케터

온라인광고 분야 관련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광고에 관심있는 사용자의 검색광고 집행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이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검색광고의 

개념부터 시장동향, 특징 및 실무운영 방법까지 핵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검색

광고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마케터로서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함.

m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조작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처리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 는 정보처

리분야에서 업무의 타당성 검토, 정보시스템 분석, 시스템설계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퓨터

를 조작하여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 자격 등급에 따라 책임이 나 관리의 정도가 달라진다. 

m 웹디자이너

하이퍼텍스트 생성언어(HTML)에 대한 지식과 그림이나 문자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화면 안의 

각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편집 디자인 기술이 요구된다. 홈페이지 제작 대행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 기업체 홍보실 등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은 

GTQ그래픽 기술자격,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 등이 있다. 

m 모바일앱개발전문가(MAP)

모바일 기반의 앱 기획·설계 및 UI/UX디자인, 프로그래밍 기술 등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부터 전문적 개발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정하는 자격이다. 

m 인터넷 정보검색사

고객의 특정한 정보요구에 대해 적합한 정보의 소재를 확인, 입수하여 적절히 가공, 분석하여 이

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컨설팅 하거나 이용자에게 정보를 중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m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화시대의 산업경영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 처리용 컴퓨터 및 컴퓨터통신업 무의 운용

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무자동화 실무, 즉 응용 프로그램, 사무자동화기기 및 뉴미디어 단말

기 등의 사무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사무능률과 정보통신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으로 유지, 관리하는 직무 수행을 한다.

m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분석, 설계, 구현, 시

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 수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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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EC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ECM1810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3 3 0 

1 1 전필 ECM18103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3 3 0

1 1 전선 ECM18104 IT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3 3 0 　

1 1 전선 ECM18105 컴퓨터정보처리
Internet and Computer 
System

3 2 2 　

1 2 전필 ECM18106 비즈니스통계 Business Statistics 3 3 0 　

1 2 전필 ECM18107 전자상거래원론 Principle of e-business 3 3 0 

1 2 전선 ECM18108 e-비즈니스경영 E-Business Management 3 3 0

1 2 전선 ECM18109 홈페이지제작 Home Page Implementation 3 2 2 　

2 1 전필 ECM18201 전자상거래기획 E-Business Planning 3 2 2 　

2 1 전선 ECM18202 IT경영경제
It Management / 
Economics

3 3 0

2 1 전선 ECM18203 기업과경제 Enterprise & Economy 3 3 0

2 1 전선 ECM18204 사이버엔터테인먼트 Cyber Entertainment 3 2 2

2 1 전선 ECM18205 웹디자인 Web Design 3 2 2

2 1 전선 ECM18206 웹프로그래밍기초
Introduction to Web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ECM18207
e-비즈니스사업기획
실무

Practice for e-business 
Planning

3 3 0

2 2 전선 ECM18208 고급웹디자인 Advanced Web Design 3 2 2

2 2 전선 ECM18209
사이버금융과전자
지불

Cyber Finance and 
e-payment

3 3 0

2 2 전선 ECM18210 산업과시장 Industry & Market 3 3 0 　

2 2 전선 ECM18211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ECM18212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 2 2

2 2 전선 ECM18213 전자상거래법규 e-Business Law 3 3 0

3 1 전선 ECM18301 e-비즈니스모델 E-Business Model 3 3 0

3 1 전선 ECM18302 e-비즈니스창업실무
Practice for E-Business 
Start-Up

3 3 0

3 1 전선 ECM18303 IT산업론 It Industr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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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선 ECM18304 UI/UX디자인 UI/UX Design 3 2 2

3 1 전선 ECM18305 데이터베이스관리 Database Management 3 2 2

3 1 전선 ECM18306 물류유통정보론
E-Logistics & 
E-Distribution

3 3 0 　

3 1 전선 ECM18307 앱마케팅실무 App Marketing Practice 3 3 0 　

3 1 전선 ECM18308
한국경제와
e-비즈니스

Korean Economy & 
E-Business

3 3 0

3 2 전선 ECM18309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3 0 　

3 2 전선 ECM18310 디지털경제론 Digital Economy 3 3 0 

3 2 전선 ECM18311 비즈니스앱개발
Development of Business 
App.

3 2 2 

3 2 전선 ECM18312 빅데이터분석개론
Introduction to Big Data 
Analysis

3 3 0

3 2 전선 ECM18313 스마트디자인실무 Smart Design Practice 3 2 2

3 2 전선 ECM18314 인터넷쇼핑몰운영
Management of Internet 
Shopping Mall

3 2 2 

3 2 전선 ECM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ECM18316 표준과기술 Standards & Technology 3 3 0

3 2 전선 ECM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1 전선 ECM18318
앱마케팅실무
(서비스러닝)

App Marketing 
Practice(Service Learning)

3 3 0

4 1 전필 EC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ECM18402 IT산업사례분석 Case Study of It Industry 3 3 0 

4 1 전선 ECM18403
글로벌경제와
e-비즈니스

Global Economy & 
E-Business

3 3 0 　

4 1 전선 ECM18404 빅데이터분석실무
Practice for Big Data 
Analysis

3 2 2 

4 1 전선 ECM18405 전자상거래보안 E-Business Security 3 3 0 

4 1 전선 ECM18406 전자상거래특강 E-Business Special Lecture 3 3 0 

4 1 전선 ECM18407 정보처리실무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

3 2 2 

4 1 전선 ECM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ECM18421
캡스톤디자인3(패션
전자상거래)

Capstone Design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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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EC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 상담과 학습 향상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ECM18102 경영학원론 (Introduction to Business Administration, 3-3-0)

기업 경영에 관한 학문적 기초지식 습득을 통하여 경영환경 및 경영원리 등을 이해하고 

각론 학습의 발판을 마련한다.

 ECM18103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3-3-0)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미시경제의 기초이론과 경제전체

의 총체적 경제행위로써 국민소득,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총량개념의 상호관계를 연구

하는 거시경제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CM18104 IT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3-3-0)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 네트워크,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등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필 ECM18409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Thesis & 
Worke

0 0 0 P/NP

4 2 전선 ECM18410 IT세미나 It Seminar 3 3 0 

4 2 전선 ECM18411 전자상거래세미나 E-Business Seminar 3 3 0 

4 2 전선 ECM18412
전자상거래신기술동
향

Trends of E-Business 
Technology

3 3 0 

4 2 전선 ECM18413 지능형전자상거래 Intelligent E-Business 3 3 0 

4 2 전선 ECM18414 지적자본론
Theory of Intellectual 
Capital

3 3 0 

4 2 전선 ECM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ECM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2 전선 ECM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3 전선 ECM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ECM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ECM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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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105 컴퓨터정보처리 (Internet & Computer System, 3-2-2)

현대 기업환경에서 정보시스템 기술의 활용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과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을 배운다.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과 활용 기법을 

학습한다.

 ECM18106 비즈니스통계 (Business Statistics, 3-3-0)

경영 및 경제분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통계학 개념과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그 적용기법 및 통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수업 중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ECM18107 전자상거래원론 (Principle of E-Business, 3-3-0)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상거래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 종류와 구성, 조직, 특징, 

유형 등을 분석한다. 나아가 사이버 쇼핑몰의 기본적인 구성을 기획할 수 있도록 교육하

며 훗날 인터넷 기반 벤처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터득하도록 한다.

 ECM18108 e-비즈니스경영 (e-Business Management, 3-3-0)

전자상거래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이론 및 

사례를 살펴본다.

 ECM18109 홈페이지제작 (Home Page Implementation, 3-2-2)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분석, 설계 가이드라인을 학습하고, 마크업 언어의 기본 개념과 

요소기술들을 파악한 후 실습한다.

 ECM18201 전자상거래기획 (E-Business Planning, 3-2-2)

E-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략 기획에서부터 마케팅 기획, 개발 기획, 운

영 기획, 시스템 기획 등 다양한 기획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기획의 분야 및 각 분

야별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ECM18202 IT경영경제 (IT Management/Economics, 3-3-0)

IT경영/경제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표준화 

등과 관련된 정보기술 분야의 경영전략을 학습한다.

 ECM18203 기업과경제 (Enterprise & Economy, 3-3-0)

기업시스템과 경제발전모형을 분석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여러 유형의 기업

과 이들이 수행해 온 역할,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기업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하

여 분석하고 이해한다.

 ECM18204 사이버엔터테인먼트 (Cyber Entertainment, 3-2-2)

본 강좌는 일반경영을 기초로 엔터테인먼트산업(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방송콘텐츠, 게임, 공연, 인터넷/모바일콘텐츠 등)의 현재와 미래의 시장성과 발전 가능성

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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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205 웹디자인 (Web Design, 3-2-2)

인터넷을 통해 레이아웃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웹사용자를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하

는 웹세계와 디자인세계를 학습한다.

 ECM18206 웹프로그래밍기초 (Introduction to Web Programming, 3-2-2)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형별 분류, 각 언어별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범용 프로

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실습한다.

 ECM18207 e-비즈니스사업기획실무 (Practice for e-business Planning, 3-3-0)

본 과목은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창업하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무교육으로서 쇼핑몰

의 창업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사업예산의 책정, 아이템 선정, 구입처 

확보, 도메인 등록, 쇼핑몰 솔루션 결정, 사업자 등록, 그리고 쇼핑몰 세팅 및 상품 등록

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ECM18208 고급웹디자인 (Advanced Web Design, 3-2-2)

인터넷을 통해 레이아웃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웹사용자를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하

는 웹세계와 디자인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컨셉과 고급기술을 학습한다.

 ECM18209 사이버금융과전자지불 (Cyber Finance & E-Payment, 3-3-0)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 사이버보험 등 사이버금융과 전자지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나아가 은행을 비롯한 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등을 

알아보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인터넷뱅킹과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해 Case Study 

위주로 학습한다.

 ECM18210 산업과시장 (Industry & Market, 3-3-0)

현재 IT부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실제적인 

사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수직구조 산업과 시장 경쟁 등이다.

 ECM18211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2-2)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을 위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고급 프로그

래밍 언어의 유형별 분류, 각 언어별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

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여 실습한다.

 ECM18212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2-2)

인터넷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인터넷 마케팅 관련 이슈들과 사례를 분석

을 통하여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습득한다. 

 ECM18213 전자상거래법규 (e-Business Law, 3-3-0)

현재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기본 법규를 체계적으로 습득하

여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요구되므로 이에 

관련된 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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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301 e-비즈니스모델 (e-Business Model, 3-3-0)

e비즈니스모델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e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e

비즈니스모델 분류체계에 관한 기존 연구를 조사하고 연구한다. BM특허의 개념과 국내

외 사례를 조사하고, e비즈니스모델과 BM특허와의 관계성을 이해한다. e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CM18302 e-비즈니스창업실무 (Practice for E-Business Start-up, 3-3-0)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수많은 신규 사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현

재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관련 기능들과 진보된 정보검색 통합을 위한 미래 전자상거래

의 기술적 이슈 개발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보다 급속한 활성화에 발맞추어 지식경영인을 

양성하여 이 시대의 수많은 창업가를 배출하고자하는 목적아래 학습과 연구를 도모한다.

 ECM18303 IT산업론 (IT Industry, 3-3-0)

본 강좌의 목적은 정보, 통신 및 방송 산업의 행태와 성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찰력

을 제공하여 주는데 있다. 산업 구조의 이해를 위해 (유, 무선) 통신, 방송, 인터넷 및 소

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ECM18304 UI/UX디자인 (UI/UX Design, 3-2-2)

사용자와 컴퓨터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

의 일부분,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및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디자인을 

구축하는 모바일 앱 네비게이션을 익히고 그에따른 인터페이스 만든다

 ECM18305 데이터베이스관리 (Database Management, 3-2-2)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CM18306 물류유통정보론 (E-Logistics & E-Distribution, 3-3-0)

e-물류 및 e-유통의 기본 개념과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물류의 역할은 물론 3PL, 4PL의 개념도 소개한다. e-물류 및 e-유통 관련 사례

분석과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공된다.

 ECM18307 앱마케팅실무 (App Marketing Practice, 3-3-0)

모바일 앱 마케팅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 할 수 있는 잘 정의 및 

수용 전략이다. 모바일 웹 사이트의 개발, SMS 캠페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마케

팅의 다양한 기법과 단계를 학습하여 모바일 앱 마케팅 실력을 갖추어 발전시킬 수 있다.

 ECM18308 한국경제와 e-비즈니스 (Korean Economy & E-Business, 3-3-0)

기초적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발전모델 및 경제체제, 한국의 

기업과 경영조직, 그리고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진단과 전망, 기업환경의 변화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그리고 전자상거래 

창업방법과 성공전략 등을 주제별로 연구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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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318 앱마케팅실무(서비스러닝) (App Marketing Practice(Service Learning), 3-3-0)

서비스러닝은 대학에서 배운 전공 이론학습과 현장에서의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구조화

된 서비스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이론적으로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는 연계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가진 시민으로 준비시

키는데 목적이 있다.

 ECM18309 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3-0)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1:1 마케팅의 전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객과의 관계형성 

및 강화에 대한 이론을 이해함을 목표한다. CRM의 기본개념, CRM의 마케팅적 의미, 

CRM 구축을 위한 기술적 이해, CRM 구축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전개한다.

 ECM18310 디지털경제론 (Digital Economy, 3-3-0)

디지털경제의 개념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단계를 디지털 경제가 갖는 특성을 중심으로 이

해하고, 디지털경제가 산업생산성 및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공부한다.

 ECM18311 비즈니스앱개발 (Development of business APP, 3-2-2)

비즈니스앱의 개발을 위한 개발 플랫폼에 대하여 학습한다. 개발 플랫폼의 종류 및 플랫

폼별 장단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여 실습한다.

 ECM18312 빅데이터분석개론 (Introduction to Big Data Analysis, 3-3-0)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 분석의 범위,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

와 환경, 빅데이터 기획과 설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이해한다.

 ECM18313 스마트디자인실무 (Smart Design Practice, 3-2-2)

모바일 앱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디자인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의의를 갖는다. 현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창의성 있는 모바일 

앱 디자인 제작을 한다.

 ECM18314 인터넷쇼핑몰운영 (Management of Internet Shopping Mall, 3-2-2)

전자적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필요한 인증기관, 고객지원 및 지불시스

템과의 연동에서부터 일반적 처리 업무, 상품정보 DB관리, 주문처리, 배송처리, 고객관리, 

매출관리까지,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기능들을 기획하고 학습한다.

 ECM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팀별로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해결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

합설계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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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316 표준과기술 (Standards & Technology, 3-3-0)

세계 경제권의 단일화와 지식, 정보기술 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표준, 기술 및 IPR의 역할

이 과거와는 달리 기술혁신, 시장수요 창출, 그리고 기술 발전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강좌는 미래 산업 인력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 표준화와 기술 및 특허 관련 강의와 현장학습(지원이 가능한 경우)을 지향한다.

 ECM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EC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취업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진로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지도, 진로설계의 근간이 되

는 정확한 자기진단지도, 진로목표와 실천계획수립 지도한다.

 ECM18402 IT산업사례분석 (Case Study of It Industry, 3-3-0)

본 강좌의 목적은 IT 산업 구조와 특성과 관련하여 IT 분야 기업 전략에 대한 기본적 시

강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는 데 있다. IT 산업 구조의 이해를 위해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사례를 기업전략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ECM18403 글로벌경제와e-비즈니스 (Global Economy & E-Busines, 3-3-0)

대륙별 주요 국가들의 경제발전 과정과 특징,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상호 호혜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한다. 나아가 세계 경

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성장 등을 분석한다.

 ECM18404 빅데이터분석실무(Practice for Big Data Analysis, 3-2-2)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델링과 구축 방법론에 대하여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빅데이터 

분석 사례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CM18405 전자상거래보안 (e-Business Security, 3-3-0)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보안에 대

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클래스의 전반부에서는 인터넷 보안을 위한 주요 기술들 즉, 

암호화, 해킹기법, 방화벽 구축방법들에 대하여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한 

정책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ECM18406 전자상거래특강 (e-Business Special Lecture, 3-3-0)

급격히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및 e-business 분야의 학문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신 이론에 대한 학습을 목표한다. 관련 학문 및 산업현장의 발전 동향

을 고려하여 이해가 요구되는 최신 이론에 대한 학습 및 토론을 전개한다.

 ECM18407 정보처리실무 (information Processing Practice, 3-2-2)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인 정보처리에 대한 개념과 활용 방

법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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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팀별로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설계 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 I의 과제를 연장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ECM18421 캡스톤디자인3(패션전자상거래) (Capstone Design 3, 3-2-2)

본 교과목은 의류패션학과 또는 전자상거래학과 전공(다전공)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

어 사회 및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해결함으로써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및 리더십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목의 운영 및 평가는 

팀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 및 교수

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ECM18409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Thesis and Work, 0-0-0)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전자상거래학과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한다.

 ECM18410 IT세미나 (It Seminar, 3-3-0)

본 강좌의 목적은 IT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선행한 

후에 학생들의 IT 기업 전략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통한 지식 체계를 토론에 의하여 완

성하는데 있다. 본 강좌에서는 IT 기업의 전략에 대한 성공, 실패 사례를 학습하여 IT 업

체들의 전략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러한 대처 방안에 대한 학습에 의거하여 관심

있는 IT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개하여야 할 전략을 토론한다.

 ECM18411 전자상거래세미나 (E-Business Seminar, 3-3-0)

전자상거래 및 e-business 분야의 학문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신 이론에 대한 학습을 목표한다. 관련 학문 및 산업현장의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이

해가 요구되는 최신 이론에 대한 학습 및 토론을 전개한다.

 ECM18412 전자상거래신기술동향 (Trends of E-Business Technology, 3-3-0)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기술들을 소개하고 적

용 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ECM18413 지능형전자상거래 (Intelligent E-Business, 3-3-0)

e-business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가장 절실한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의 활용이다. 보다 고객 친화적이고 지능적인 e-business 구현을 위한 

기술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ECM18414 지적자본론 (Theory of Intellectual Capital, 3-3-0)

지식기반경제로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라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지적자본에 대한 개념과 측정

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공부한다. 제1부에서는 지적자본에 대한 개념을 연구한다. 제2부에

서는 지적자본의 측정방법과 그 문제점을 지역별,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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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ECM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관련 전공으로 관련 업체에 출석하여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를 수행하여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ECM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ECM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ECM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ECM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장실습1 

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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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IT 경제/경영/창업

2. e-biz 기획/마케팅/빅데이터

3. e-biz디자인/프로그래밍

1. IT 경제/경영/창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경영 및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IT 분야에 경영 및 경제적인 요
소를 접목하여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IT 전략 수립 및 기술 트랜드 예측을 수행
하고 이를 다양한 실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드맵 과정
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e-비즈니스 경영, 전자상거래 정책 이해, 전자상거래 법규 이해, 창업 실무, 표준
과 지적재산권 이해, 공급사슬관리 이해, 물류유통정보 이해

졸업 후 진로
CEO, 경영전략,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표준과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물류유통
(공급사슬관리) 관련 기업, 기술 영업, 창업실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제학원론, IT개론, 경영학원론, 컴퓨터정보처리, 전공과진로

1-2 전자상거래원론, 비즈니스통계, e-비즈니스 경영, 홈페이지 제작

2-1 IT경영경제, 기업과경제, 사이버엔터테인먼트

2-2 산업과시장, 전자상거래 법규, 사이버금융과 전자지불

3-1 IT산업론, 물류유통정보론, 한국경제와 e-비즈니스, e-비즈니스 창업실무

3-2 디지털경제론, 표준과지적재산권

4-1 글로벌경제와e-비즈니스,게임산업과기업전략

4-2 IT세미나, 지적자본론, 전자상거래 세미나

선택 캡스톤디자인 1, 2, 3(패션전자상거래), 현장실습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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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biz 기획/마케팅/빅데이터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e-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웹 기획, 상품 기획 마케팅 
기획, 사업 기획 능력을 배양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인터넷 마케팅 
전략 및 창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드맵 과정
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웹 기획, 쇼핑몰 기획, 상품 기획, 마케팅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관계관리, 고객 및 판매데이터 분석, 사업 기획(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졸업 후 진로
웹 기획자, 상품 기획자, 마케팅 기획자, 마케터, 
CRM담당자, CRM 분석가, 사업기획 및 창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제학원론, IT개론, 경영학원론, 컴퓨터정보처리, 전공과진로

1-2 전자상거래원론, 비즈니스통계, e-비즈니스 경영, 홈페이지 제작

2-1 전자상거래기획

2-2 인터넷마케팅, e-비즈니스사업기획실무

3-1 앱 마케팅 실무, 앱 마케팅 실무(서비스러닝), e-비즈니스 모델

3-2 고객관계관리, 빅데이터분석 개론

4-1 전자상거래 특강, 빅데이터분석 실무

4-2 지능형 전자상거래

선택 캡스톤디자인 1, 2, 3(패션전자상거래), 현장실습 1, 2, 5



497

3. e-biz디자인/프로그래밍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e-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신기술동향을 이해하고 온라인/
모바일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래밍,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드맵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홈페이지 제작, 웹 프로그래밍, 웹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석 및 설
계, 인터넷 쇼핑몰 제작 및 운영, 전자상거래 신기술 동향 파악

졸업 후
진로

웹 프로그래머, 웹 디자이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
템 분석 및 설계자, 전자상거래 보안관리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경제학원론, IT개론, 경영학원론, 컴퓨터정보처리, 전공과진로

1-2 전자상거래원론, 비즈니스통계, e-비즈니스 경영, 홈페이지 제작

2-1 웹프로그래밍기초, 웹디자인

2-2 웹프로그래밍응용, 고급웹디자인

3-1 데이터베이스관리, UI/UX디자인

3-2 인터넷 쇼핑몰 운영, 스마트디자인 실무, 비즈니스앱 개발

4-1 정보처리실무, 전자상거래보안

4-2 전자상거래신기술동향

선택 캡스톤디자인 1, 2, 3(패션전자상거래), 현장실습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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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서-4

1. 교육목표

m 능동적 자아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관련 사업 컨설팅의 체계적 지식 함양

m 자아발전과 적극적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실무교육

m 미래사회 변화와 대응을 위한 사업 분석과 창업관리 역량을 구축한 인재 양성

m 공감·소통의 역량 지닌 창업·소상공인 지도사, 금융·회계 자격증 대비 교육

2. 학과안내 및 소개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9%, 고용인원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전문 인력 

양성으로 융복합과 아웃소싱시대로 진화되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주도할 시대적 요구 맞춤형 

리더의 산실로 역할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전문 컨설턴트로서 평생직장을 얻는 기회를 창출하는 역량을 확보하도

록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컨설턴

트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관리 컨설팅과 프로젝트관리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학습하며, 사례분석, 인턴실습, 전문컨설턴트 멘토링 제도를 병행한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자격고시를 통해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소상공인지도사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컨설

턴트로 활동하거나 컨설팅회사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재경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보험심사역 

등의 자격을 취득하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회사, 신용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화된 지식을 기초로 기업을 창업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육기

관의 교수 등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단체 등에 진출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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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CON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CON18102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 3 0

1 1 전필 CON18103 컨설팅이해 Understanding Consulting 3 3 0

1 1 전선 CON18104 유통물류법규
Laws & Regulations of 
Distribution

3 3 0

1 1 전선 CON18106 컨설턴트윤리 Ethics of Consultant 3 3 0

1 2 전필 CON18107 관리경제론 Managerial Economics 3 3 0

1 2 전선 CON18108 국제문화비즈니스
International Business 
Culture

3 3 0

1 2 전선 CON18109 기업컨설팅실무
Practices in business 
Consulting

3 3 0

1 2 전선 CON18110 중소기업무역론
Small & Medium
Enterprise Trade Theory

3 3 0

1 2 전선 CON18313 컨설팅통계 Consulting Statistics 3 3 0

2 1 전선 CON18203 자료정보처리 Data-Information Processing 3 3 0

2 1 전선 CON18207 컨설턴트경력관리
Consultant Career 
Management

3 3 0

2 1 전선 CON18212 컨설팅기초영어
Elementary Consulting 
English

3 3 0

2 1 전선 CON18215 비즈니스계량분석 Business Metering Analysis 3 3 0

2 1 전선 CON18216 전시마케팅 Exhibition Marketing 3 3 0

2 1 전선 CON18217 회계의이해
An Understanding of 
Accounting

3 3 0

2 1 전선 CON18308 리더십컨설팅 Leadership Consulting 3 3 0

2 2 전필 CON18208 마케팅관리론 Marketing Management 3 3 0

2 2 전필 CON18301 시장조사컨설팅 Market Research Consulting 3 3 0

2 2 전선 CON18209 동북아시장연구
Studies in Northeast Asia 
Marke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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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CON18210 비즈니스전략 Business Strategy 3 3 0

2 2 전선 CON18211
중소기업재무
투자관리

Small & Medium 
Enterprises Finance & 
investment Management

3 3 0

2 2 전선 CON18218 컨설팅실용영어 Consulting Practical English 3 3 0

2 2 전선 CON18219 세무회계 Tax Accounting 3 3 0

3 1 전필 CON18302 해외창업컨설팅
Overseas Start-Up 
Consulting

3 3 0

3 1 전선 CON18206 창업컨설팅 Start-Up Consulting 3 3 0

3 1 전선 CON18305
비즈니스의사
결정

Business Decision Making 3 3 0

3 1 전선 CON18316 손해보험 Property Insurance 3 3 0

3 1 전선 CON18317
소셜비즈니스
기초

Social Business Foundation 3 3 0

3 2 전선 CON18214 프로젝트기초 Fundamentals in Projects 3 3 0

3 2 전선 CON1830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 3 0

3 2 전선 CON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CON18314
장기현장실습
(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2 전선 CON18318 보험심사 Insurance Underwriting 3 3 0

3 2 전선 CON18319
소셜비즈니스
컨설팅

Social Business Consulting 3 3 0

3 2 전선 CON18407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Overseas Market Research 
Consulting

3 3 0

3 4 전선 CON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필 CON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CON18402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3 3 0

4 1 전선 CON18403 동남아시장연구
Studies in Southeast Asia 
Market 

3 3 0

4 1 전선 CON18405 유럽시장연구 Studies in Europe Market 3 3 0

4 1 전선 CON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501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CON18408
해외프로젝트
관리

Overseas Project 
Management

3 3 0

4 1 전선 CON18414
컨설턴트인턴
과정

Consultant Intern Course 3 3 0

4 1 전선 CON18426 마케팅계획및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 3 0 NCS

4 1 전선 CON18427
마케팅조사및고객
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 3 0 NCS

4 1 전선 CON18428
유통채널및영업
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 2 2 NSC

4 1 전선 CON18429 신상품전략 New Product Management 3 3 0 NCS

4 1 전선 CON18430 컨설팅영어회화
Consulting English 
Conversation

3 3 0

4 2 전필 CON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4 2 전선 CON18202
기업컨설팅우수
사례

Best Practices in Business 
Consulting

3 3 0

4 2 전선 CON18304 기업경영분석
Business Management 
Analysis

3 3 0

4 2 전선 CON18410
보관하역운송
컨설팅

Storing-Loading-Transportat
ion Consulting

3 3 0

4 2 전선 CON18411 북미시장연구
Studies in North America 
Market

3 3 0

4 2 전선 CON18412 의사소통관리
Communication 
Management

3 3 0

4 2 전선 CON18413 컨설턴트마케팅 Consultant Marketing 3 3 0

4 2 전선 CON18415
해외투자외환
관리

Foreign Investment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3 3 0

4 2 전선 CON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CON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CON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CON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CON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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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CON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전공 및 학교생활 전반의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함으

로써 보다 원활한 대학생활의 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ON18102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3-0)

상경학도로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경영학에 대한 기초 이론, 마케팅, 인사, 재무, 

생산, 조직 전략 및 운영에 관련된 개괄적 지식을 확보하도록 한다.

 CON18103 컨설팅이해 (Understanding Consulting, 3-3-0)

컨설팅산업 환경, 컨설팅 개념, 컨설턴트의 소양, 창업요건, 창업절차, 마케팅관리, 산업 

및 사업 분석, 비즈니스모형, 전략과 운영전술, 마케팅계획 등 컨설팅에 관련된 기초 개

념과 필수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

 CON18104 유통물류법규 (Laws & Regulations of Distribution, 3-3-0)

유통 및 물류의 패턴과 수행 원리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이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도 

등의 특성과 유통 및 물류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 대응방안 및 제도적 개

선방향을 연구한다.

 CON18106 컨설턴트윤리 (Ethics of Consultant, 3-3-0)

컨설턴트가 의뢰인, 경쟁자들, 사회, 국민경제, 글로벌 환경에서 갖추어야 할 도의와 책

무에 대해 연구하고, 조직문화와 준거집단문화의 구성요소와 영향요인들에 대한 각종 분

석기법들을 습득한다.

 CON18107 관리경제론 (Managerial Economics, 3-3-0)

경제학 기초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경영 및 전략 컨설팅 수행을 위한 수요관계, 예측, 

글로벌 및 국내 시황분석, 생산경제학, 원가이론 및 분석, 가격 및 생산량 결정, 관련 전

술게임이론, 미시경제 분석기법, 의사결정전략, 조직관리, 정부규제 영향, 투자분석 관련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CON18108 국제문화비즈니스 (International Business Culture, 3-3-0)

국내외 비즈니스문화의 비교연구와 효과적인 국제화 과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화격차 

극복 원리 및 관련 기법과 주요 지역 및 국가별 문화격차 규명과 관련 비즈니스전략 수

립방법들 도출과정을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한다.

 CON18109 기업컨설팅실무 (Practices in Business Consulting, 3-3-0)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기법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계약 

체결 및 이행과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주요 절차와 수행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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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110 중소기업무역론 (Small & Medium Enterprise Trade Theory, 3-3-0)

무역이론, 무역실무, 국제경영의 기초적 지식 습득과 함께, 중소기업의 무역수행과 국제

화 및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사항, 커뮤니케이션, 계약 및 수행 등에 필요한 수행

요건들 규명과 관련 서류작성 기법들을 학습한다.

 CON18313 컨설팅통계 (Consulting Statistics, 3-3-0)

컨설팅 성과 최대화를 위해 분석결과의 요약과 해석 및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통계학의 이용 목적, 기술통계학, 추론통계학의 기초적 내용 검토 및 적용과 함께 컴퓨

터 관련 패키지 활용을 통해 특화된 분석기법을 확보하도록 한다.

 CON18203 자료정보처리 (Data-Information Processing, 3-3-0)

컨설팅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상황규명, 분석, 처리전략 도출 기법을 수치로 전환하여 

구체적이며, 예상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Excel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황 

처리를 위한 모형설정, 모형에 수치 적용, 결과 계산을 하는 단계적 절차와 관련 이론 

및 방법들을 학습한다.

 CON18207 컨설턴트경력관리 (Consultant Career Management, 3-3-0)

컨설턴트로써 경력분석(인성 및 적성검사, 역량진단, 선호도진단), 진로지도 및 취업준비, 

경력목표 설정 및 경력설계(비전, 로드맵 작성, 진로결정), 경력 개발 및 관리 관련 원리

와 각종 분석 기법을 습득하고, 경력관련 제반문제해결에 대한 전문지식 확보로 커리어

컨설팅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연구한다.

 CON18212 컨설팅기초영어 (Elementary Consulting English, 3-3-0)

컨설턴트로써 글로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컨설팅 분야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 해독능력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영

어 독해, 영작, 회화, 문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CON18215 비즈니스계량분석 (Business Metering Analysis, 3-3-0)

예산작성, 사업선택방법 적용, 성공확률 추정 등의 사업 의사결정의 효과적 수행을 달성

하도록 숫자를 이용한 그래프 작성방법, 지수를 이용한 자료 변환, 재무성과분석, 회귀분

석과 예측, 선형계획법을 통한 최적화, 가설검정, 품질 및 재고자산관리, 프로젝트관리, 

시뮬레이션방법, 복수기준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이론, 방법, 기법

을 학습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습한다.

 CON18216 전시마케팅 (Exhibition Marketing, 3-3-0)

최고의 마케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시회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전략, 현장 마케팅 기법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공부한다. 또한 국내전시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CON18217 회계의이해 (An Understanding of Accounting, 3-3-0)

회계의 기본인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고, 기

업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정보의 이해를 위한 기본 지

식을 익히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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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308 리더십컨설팅 (Leadership Consulting, 3-3-0)

중소기업 관리자가 보유해야 하는 리더십 개념의 규명 방법, 특성접근법, 기량접근법, 스

타일접근법, 상황접근법, 정황이론, 경로-목표이론, 리더-회원역할교환이론, 변신 리더십, 

봉사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팀 리더십, 정신역동적 접근법, 여성 리더십, 문화와 리더십 

관계, 리더십 윤리에 관한 이론과 특성들을 학습한다.

 CON18208 마케팅관리론 (Marketing Management, 3-3-0)

환경 분석, 마케팅 계획, 4P 및 3P 믹스, 7P 관련 이론, 전략, 전술, 기법 등에 대한 체계

적 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소비재 및 산업재와 소비자 및 판매자 중심의 마케팅전략들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특이한 상황에서 마케팅계획 수립, 수행, 감사 및 피드백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특이사항과 예상되는 영향 추정방법을 연구한다.

 CON18301 시장조사컨설팅 (Market Research Consulting, 3-3-0)

기업진출 시장의 거시 및 미시환경 분석, 문제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수집자료 

처리와 분석 및 해석, 해석결과에 따른 진출 전략과제 도출, 조사보고서 작성, 자사능력

평가와 최적전략 작성에 관련된 이론, 방법, 수행기법들을 학습한다. 특히 자료수집방법,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 방법과 관련 기법, 처리결과에 대한 해석원칙을 Excel 등의 프로

그램에 대한 자료적용으로 쉽게 파악하여 실무에 필요한 조사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CON18209 동북아시장연구 (Studies in the Northeast Asia Market, 3-3-0)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거대시장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업들의 상호 보완성 및 경쟁

성, 정치·역사·사회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격차,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상생방안과 병

행 가능 경쟁전략의 규명 및 예상 효과 파악을 위한 관련 이론과 적용 방법들을 학습한

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경과 시장 추

세의 변화 예측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략사업계획 수립방법과 관련 기법들을 연구한다.

 CON18210 비즈니스전략 (Business Strategy, 3-3-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장기 기초계획인 사업전략을 고객세분

화, 목표시장 설정, 고객가치 제안, 관련 능력의 범위 및 깊이 분석, 조직 사명과의 부합 

평가, 소요 추진사항 규명 원리, 전략 수립 절차와 효율성 평가, 전략 수행 감시방법 및 

관련 기법, 최상 상품전략, 차별화전략, 고객경험 규정 및 고객통합, 일관적 추진 도전과

제와 해법 도출에 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수행한다.

 CON18211 중소기업재무투자관리 (Small & Medium Enterprise Finance & Investment 

Management, 3-3-0)

중소기업의 투자자금과 보유자금의 효과적 순환과 건전성 확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

업금융의 원리, 재무제표 구성 및 운영, 장단기 재무계획, 현금흐름 및 투자자산 평가, 

자본예산 작성과 관련 사업성 분석, 자본시장 및 거래자산의 위험과 수익분석, 자본 비

용 및 조달과 자본구조정책 전략수립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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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218 컨설팅실용영어 (Consulting Practical English, 3-3-0)

컨설팅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숙련된 글로벌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 독해, 영

작, 회화, 문법을 토대로 컨설팅에 대한 정의나 용어들을 심화로 학습한다.

 CON18219 세무회계 (Tax Accounting, 3-3-0)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

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

해 지식을 익히고 학습한다.

 CON18302 해외창업컨설팅 (Overseas Start-up Consulting, 3-3-0)

우리나라의 가속적인 FTA체결로 인해 자유무역이 급격히 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

라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우리나라 생산품의 원자재 공급시장으로 유망한 국가를 선정하

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PESTLE요소들을 가진 시장을 선정하여 창업을 하고, 창업

기업의 매출창구를 현지시장과 우리나라 및 관련 국가들로 확장시키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수립을 위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관련 사례를 찾아 학습과제

를 규명하고, 효과적 적용방안을 연구한다.

 CON18206 창업컨설팅 (Start-up Consulting, 3-3-0)

창업 이론, 창업 환경의 거시적 및 미시적 분석 원리와 기법, 창업자 자원 규명과 측정 

및 평가 원리, 상권분석 자료 해석 및 적용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원리와 방법 및 관련 

기법을 학습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 컨설팅 도구들을 개발한다.

 CON18305 비즈니스의사결정 (Business Decision Making, 3-3-0)

자료정보처리 학습 내용을 기초로 효과적인 사업컨설팅 수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기여도 

평가, 사업의 사회윤리환경 분석, 국제적 환경 분석, 독점권과 제휴관계분석, 기업소유권 

구조, 경쟁관련 제한 법규분석, 기술 및 정보관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화 분석, 조직 

커뮤니케이션 성과분석, 관리기능과 의사결정 역할, 계획수립도구, 수행 및 통제기능분석

에 관란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CON18316 손해보험 (Property Insurance, 3-3-0)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보험약관, 손해보험언더라이팅, 손해사정이론, 보험회계 및 자산

운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는 손해보험회사 실무의 기본바탕이 되는 이론이며 국가전문자

격 손해사정사 1차 시험과 국가공인자격인 보험심사역 공통부문의 합격에도 도움이 된다.

 CON18317 소셜비즈니스기초 (Social Business Foundation, 3-3-0)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즉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학습한다.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

자쟁점 및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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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214 프로젝트기초 (Fundamentals in Projects, 3-3-0)

기업생존 구성요소인 효율성 및 유효성, 신제품개발, 경영진 이해, 추정자본, 고객기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획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설정된 프로젝트의 개시, 계획수립, 수

행, 감시 및 통제, 종결을 의도한 기간, 원가, 수준, 사용자원, 고객 수락의 목표들을 달

성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 인원선발, 관리 기능, 시간 및 압박 관리, 갈등관리, 성공요소 

규명, 경영진 관리, 계획수립, 수행 계획시간표 작성기법, 진도차트관리, 가격결정 및 수

익성 평가, 원가관리, 수행환경 상충관계분석, 위험 관리, 학습 및 계약관리, 품질관리, 

위기관리, 수행범위 변경전략 등의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CON18307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3-3-0)

중소기업의 효과적 국제화 과정 달성을 위한 마케팅계획의 체계적 수립 방법론 및 관련 

기법에 대해 국제화 필요성 원천 규명, 국제화방법 선택을 위한 글로벌 환경분석, STP의 

효과적 수행 절차, PESTLE분석과 경쟁상황분석, 경쟁의 범위와 시장구조분석, 사업과 품목 

선정, 진출방법 결정, 해외시장 파트너결정, 가치제안 성과 최대화를 위한 7P전략 수립, 상

품 인도와 사후관리, 지속가능 경쟁우위 계획 로드맵 작성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CON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연수를 통하여 겪을 수 있는 여러 기업경영 관리상의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경영컨설턴트로서

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설계 과목이다.

 CON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

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써 기존의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3학년 산학협력 교과목이다.

 CON18318 보험심사 (Insurance Underwriting, 3-3-0)

장기‧연금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과 개인재무설계를 학습한다. 손해보험 세부종목을 전

문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전문자격 

손해사정사 2차 시험과 국가공인자격인 보험심사역 개인전문부문의 합격에도 도움이 된다.

 CON18319 소셜비즈니스컨설팅 (Social Business Consulting, 3-3-0)

소셜비즈니스 이론과 다양한 사업영역의 비즈니스모델을 학습하여 소셜비즈니스가 작동

하는 지역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 대안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CON18407 해외시장조사컨설팅 (Overseas Market Research Consulting, 3-3-0)

세계시장의 세분화 기준, 기준별 세분화기법, 세분시장의 PSETLE 자료와 분석방법, 분석

결과에 따른 시장매력도 추정과 목표시장선정, 목표시장에 대한 산업경쟁상황의 제품차

원 분석과 공급자 구조차원 분석, 유력경쟁사와의 경쟁력 비교, 경쟁우위 차원별 측정과 

분석, 가치제안전략의 도전과제 도출, 도전과제별 예상효과분석, 최적 가치제안전략 수립

에 관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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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3학년 겨울학기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

게 된다.

 CON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졸업 후 취업, 창업, 대학원진학 등에 관한 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담당 교수가 

학생이 달성한 지적 및 인적 성과와 목표 진로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을 비교하고 가장 실

현성과가 높은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CON18402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3-3-0)

효과적인 국제시장 자금조달, 해외투자, 국제운전자본관리, 재무활동위험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제금융시장환경분석, 환율변동예측, 자본시장 수익 및 위험분석, 유로시장, 

자본비용, 국제자본예산, 단기재무계획, 외환 파생상품, 환위험관리, 정치적 위험 및 조세

위험관리에 대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CON18403 동남아시장연구 (Studies in the Southeast Asia Market, 3-3-0)

ASEAN의 맹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 지역 인접국들 산업들이 우리나라와 갖는 상

호 보완성 및 경쟁성, 정치·역사·사회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격차, 공동이익 추구를 위

한 상생방안과 병행 가능 경쟁전략의 규명 및 예상 효과 파악을 위한 관련 이론과 적용 

방법들을 학습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경과 시장 추세의 변화 예측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략사업계획 수립방법과 관련 기법들

을 연구한다.

 CON18405 유럽시장연구 (Studies in the Europe Market, 3-3-0)

EU의 맹주 역할을 하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산업들이 우리나라와 갖는 

상호 보완성 및 경쟁성, 정치·역사·사회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격차,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상생방안과 병행 가능 경쟁전략의 규명 및 예상 효과 파악을 위한 관련 이론과 적

용 방법들을 학습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경과 시장 추세의 변화 예측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략사업계획 수립방법과 관련 

기법들을 연구한다.

 CON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 연수를 통하여 겪을 수 있는 여러 기업경영 관리상의 문제들을 

분석하여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비경영컨설턴트로서

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설계 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1의 과목을 선행학습으

로 삼아서 이를 연장, 상급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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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408 해외프로젝트관리 (Overseas Project Management, 3-3-0)

해외시장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해외사업의 효과적인 개념화, 계획수립, 실행, 종료를 

위한 프로젝트 수명결정, 조달전략, 가치개선 관행의 총괄관리계획과 함께, 제반 행위 규

정방법, 관리방법, 통제방법, 운전준비방법, 종료방법, 관련 환경 예상효과분석의 세부관

리계획을 위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CON18414 컨설턴트인턴과정 (Consultant Intern Course, 3-3-0)

컨설팅회사 또는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 사무소에서 직무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무관련 

기법과 지식을 습득한다.

 CON18426 마케팅계획및전략 (Marketing Plan & Strategy, 3-3-0)

기업의 경영여건 및 마케팅환경 분석을 토대로 마케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이해하

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계획 수립과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

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기업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환경분석, 마케팅 계획수립, 

마케팅 전략수립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CON18427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Marketing Research & Customer Management, 3-3-0)

기업의 고객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고객관리 기법을 학습한다. 고객데

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마케팅조사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필요하므로 고객관리에 대한 학

습 전에 우선 마케팅조사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학생들이 매칭된 기업의 사례

를 가지고 학습한 이론과 기법을 직접 실습하며, 그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학습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CON18428 유통채널및영업전략 (Retailing channel & Sales Strategy, 3-2-2)

기업의 유통채널관리와 영업전략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전략수립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CON18429 신상품전략 (New Product Management, 3-3-0)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를 찾아내 제품을 개발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

하여 신상품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신상

품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CON18430 컨설팅영어회화 (Consulting English Conversation, 3-3-0)

컨설팅 상황들을 크게 조회 응대, 방문, 청약, 계약체결, 과제선정, 컨설팅 수행 중간보

고, 평가 답변, 최종보고, 사후 관리 방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초적인 대화들을 영어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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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컨설팅에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제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이론검토, 현황분석, 이론검토 결과의 현실적용에 다른 문제점규명과 개선방안 도

출, 전략수립의 방식으로 논문작성에 대한 지도를 담당교수가 제공한다.

 CON18202 기업컨설팅우수사례 (Best Practices in Business Consulting, 3-3-0)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진기업들이 추천하는 컨설팅 우수사례들에서 수진자의 문제와 해

결 욕구, 컨설턴트의 문제해결 범위와 주요 방법 및 사용기법, 컨설팅 의뢰 또는 주선 과

정에서의 특징,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결과 분석 보고서의 특징 및 초점분야, 

사후 관리와 평가 특이사항들을 분석하고, 학습내용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을 연구한다.

 CON18304 기업경영분석 (Business Management Analysis, 3-3-0)

기업경영성과의 재무회계정보 기반 평가를 수행하는 원리와 방법을 비율분석을 기초로 

유동성,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 시장가치 측면으로 구분하여 학습하고, 일반회계기준과 

재무보고 원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요소별 특성에 대해 

투자자와 기업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CON18410 보관하역운송컨설팅 (Storing-Loading-Transportation Consulting, 3-3-0)

중소기업의 구입 원자재와 생산 물품의 효과적 유통을 위한 창고보관, 재고관리, 효율적 

적재 및 상하차 절차, 수송경로선택 및 이행에 관련된 최적 전략과 전술 수립 및 변화 

대응에 관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CON18411 북미시장연구 (Studies in the North America Market, 3-3-0)

글로벌 맹주인 미국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가 속한 역할을 북미시장의 산업들이 우리나

라와 갖는 상호 보완성 및 경쟁성, 정치·역사·사회 측면에서의 유사성과 격차, 공동이

익 추구를 위한 상생방안과 병행 가능 경쟁전략의 규명 및 예상 효과 파악을 위한 관련 

이론과 적용 방법들을 학습한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경과 시장 추세의 변화 예측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략사업계획 수립방법

과 관련 기법들을 연구한다.

 CON18412 의사소통관리 (Communication Management, 3-3-0)

효과적 마케팅 및 경영활동 수행을 위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믹스, B2B 및 B2C 통합마케

팅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각 효과, 상표구축, 효과계층모형, 인지, 감정, 행동 태도 정보, 

목표집단, 커뮤니케이션목표, 예산, 광고, 미디어계획, PR, 후원, 판매촉진, 직접 마케팅, 

구매시점 마케팅, 전시 및 박람회, 인적판매, e-커뮤니케이션, 관련 윤리쟁점에 관한 이

론, 방법, 수행기법을 학습한다.

 CON18413 컨설턴트마케팅 (Consultant Marketing, 3-3-0)

컨섵팅 서비스 마케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목표의 구체적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STP

방안, 오퍼 포트폴리오분석 및 SWOT분석을 통한 가치제안 선정, 효과적 포지셔닝 수행

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7P 믹스 구성요소와 달성 과제, 과제수행을 위한 능력요건 

규명과 강화방안에 관련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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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18415 해외투자외환관리 (Foreign Investment & Foreign Exchange Management, 3-3-0)

해외투자기업의 해외진출동기, 진출방법, 사업장관리, 운영전략, 투자회수에 관한 이론, 

방법, 기법을 학습하고, 해외투자기업의 효과적 환위험관리를 위한 외환수급 요인, 파생

상품 가격결정, 헤지방법과 방법별 손익측정, 최적헤징전략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컴퓨

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습한다.

 CON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

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써 기존의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4학년 산학협력 교과목이다.

 CON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3-0-0)

4학년 2학기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

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CON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

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써 기존의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4학년 여름학기 산학협력 교과목이다.

 CON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

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써 기존의 기업 인턴, 현장실습 등 단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4학년 여름학기 산학협력 교과목이다.

 CON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4학년 여름학기 중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학생은 기관의 직원에게서 치밀한 

지도감독을 받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경험을 통합하고 활용하며 응용할 기회를 갖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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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자산관리 분야

2. 프로젝트 컨설팅 분야

3. 소셜비즈니스 관리, 지원 분야

1. 자산관리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컨설턴트의 기본 자질 및 기초 지식, 경영, 재무 및 투자성과 진단 전문가 육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금융 자산의 관리 및 운용 능력

졸업 후
진로

m 컨설팅회사 
m 금융회사(손해보험, 투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설팅이해, 경영학원론, 컨설턴트윤리, 유통물류법규

1-2 컨설팅통계, 관리경제론, 국제문화비즈니스, 기업컨설팅실무, 중소기업무역론

2-1 컨설턴트경력관리, 회계의이해, 비즈니스계량분석

2-2 비즈니스전략, 중소기업재무투자관리, 세무회계

3-1 비즈니스의사결정, 손해보험

3-2 보험심사

4-1 국제재무관리

4-2 기업경영분석, 해외투자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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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컨설팅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내외 시장 환경 분석, 사업수행 체계적 지식, 글로벌 마켓 전문가 육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컨설팅 도구 및 분석 기법의 사례 적용 능력

졸업 후
진로

국가 공공기관, 연구소, 제조업, 서비스회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설팅이해, 경영학원론, 컨설턴트윤리, 유통물류법규

1-2 컨설팅통계, 관리경제론, 국제문화비즈니스, 기업컨설팅실무, 중소기업무역론

2-1 자료정보처리, 컨설팅기초영어, 리더십컨설팅

2-2 컨설팅실용영어, 시장조사컨설팅

3-1 창업컨설팅, 해외창업컨설팅

3-2 프로젝트기초, 해외시장조사컨설팅

4-1 해외프로젝트관리, 컨설턴트인턴과정, 컨설팅영어회화

4-2 기업컨설팅우수사례, 보관하역운송컨설팅, 의사소통관리

3. 소셜비즈니스 관리,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특화분야에 창업환경, 투자, 운영 전략 관리 전문가 육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사회‧경제적 기업의 독특성 파악 능력

졸업 후
진로

창업경영자, 소상공인 사업진단 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진단 전문가, 지자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컨설턴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설팅이해, 경영학원론, 컨설턴트윤리, 유통물류법규

1-2 컨설팅통계, 관리경제론, 국제문화비즈니스, 기업컨설팅실무, 중소기업무역론

2-1 전시마케팅

2-2 마케팅관리론, 동북아시장연구

3-1 소셜비즈니스기초

3-2 국제마케팅, 소셜비즈니스컨설팅

4-1
마케팅계획및전략, 마케팅조사및고객관리, 유통채널및영업전략, 신상품전략, 
동남아시장연구, 유럽시장연구

4-2 북미시장연구, 컨설턴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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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서-5

1. 교육목표

m 국정전반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

m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m 다양한 사회문제를 창의적 접근할 수 있는 능동적 사고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m 지식과 지혜를 자유롭게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연한 인재 육성

m 글로벌 지식을 함양해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m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참된 인재 육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행정학과는 공공부문의 작동원리를 학습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정부가 왜 있어

야 하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면서 학생

들은 공공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이해하는 논리,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고민하고 개발하는 능

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과에서는 국내외 유수대학 출신의 교수님을 

모시고 행정학개론, 조직론, 인적자원관리, 재무행정, 지방자치, 시민사회, 정책과 같은 행정 내

외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과 행정실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공공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은 이런 행

정학과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학과에

서 학습하는 기획, 인사행정, 정책, 조직론 등의 과목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NGO

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들이다. 이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간부문으로의 진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학생들은 행정학과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행정학과의 교과운영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의 진로지원을 추

구한다. 첫째, 공무원 양성이다. 이를 위해 공공에 대한 봉사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시키고, 공무

원 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 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

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전문가 양성이다. 조직, 인사, 재무 등 행정

학과에 제공하는 응용지식은 학생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로 변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동적이고 적응지향적인 조직인이 아니라 창의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

을 제공한다. 셋째, 연구자의 양성이다. 행정학과에서는 행정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고 개발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국내외 유수의 대학원에 진학해서

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공행정에 대한 창의적 학습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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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PUA18102 사회과학입문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s

3 3 0 　

1 1 전필 PUA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

0 0 0 P/NP　

1 1 전필 PUA18103 행정학개론1
An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3 3 0 　

1 1 전선 PUA18104 시민생활과행정
Public Administration in 
Civil Society

3 3 0

1 2 전선 PUA18105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 3 0 　

1 2 전필 PUA18106 정책학개론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3 3 0 

1 2 전필 PUA12107 행정학개론2
An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

3 3 0 　

1 2 전선 PUA18108 공무원국어 Official Language 3 3 0

1 2 전선 PUA18109 공무원한국사 Korean Government official 3 3 0

2 1 전필 PUA18201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0 　

2 1 전선 PUA18202 거버넌스시대의행정
Public Administration in 
Governance Era

3 3 0

2 1 전선 PUA18203 경찰학개론
An Introduction to Police 
Study

3 3 0 　

2 1 전선 PUA18204 기획및프로젝트관리
Planning & 
Project Management

3 3 0 　

2 1 전선 PUA18205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 3 0 　

2 1 전선 PUA18206 행정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 3 0 

2 2 전필 PUA18208 공공재정과정부예산
Public Finance &
Governmental Budget

3 3 0 

2 2 전필 PUA18209 지방자치론
Theories & Practices on 
Local Autonomy

3 3 0 　

2 2 전선 PUA18210 NGO와시민참여론 Ngo & Citizen Participation 3 3 0 　

2 2 전선 PUA18211 소방학개론
An Introduction to Fire 
Protection Engineering

3 3 0 

2 2 전선 PUA18212 조직론 Organization Theory 3 3 0 

2 2 전선 PUA18213 행정시스템분석
Administrative
System Analysi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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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PUA18214 행정영어
English for Public
Administration 

3 3 0 

3 1 전필 PUA18301 정부혁신과행정개혁
Government innovation 
& Administrative Reform

3 3 0 

3 1 전선 PUA18302 계량행정론 Quantitative Analysis 3 3 0 

3 1 전선 PUA18303 비교및발전행정론
Comparative &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3 3 0 　

3 1 전선 PUA18304 정부기업관계론
Government-Business 
Relation

3 3 0 　

3 1 전선 PUA18305 정책선거전략론 Manifesto Strategies 3 3 0 　

3 1 전선 PUA18306 행정학연습1
Exercise on Public
Administration 1

3 3 0 　

3 1 전선 PUA18207 행정학방법론
Methodology on Public
Administration

3 3 0 

3 1 전선 PUA18314
미디어를활용한탐정학
개론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using Media

3 3 0

3 2 전선 PUA18307 문화예술행정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3 3 0 

3 2 전선 PUA18308 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Policy 3 3 0 　

3 2 전선 PUA18309 자원봉사의이론과실제
Theories & Practices on 
Voluntarism

3 3 0 　

3 2 전선 PUA18310 정부규제론 Regulatory Policy 3 3 0 　

3 2 전선 PUA18311 지방의회론
Policy Analysis & Policy 
Evaluation

3 3 0 　

3 2 전선 PUA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PUA18313 행정학연습2
Exercise on Public
Administration 2

3 3 0 

3 4 전선 PUA18417 현장실습1(행정)
Field Training 1
(administration)

3 0 0 P/NP

4 1 전필 PUA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PUA18402 갈등및위기관리론
Study on Conflict & Risk 
Management

3 3 0 　

4 1 전선 PUA18403 정책분석및정책평가
Policy Analysis & Policy 
Evaluation

3 3 0 　

4 1 전선 PUA1840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PUA18405 한국정부론
Study on Korean
Government

3 3 0 　

4 1 전선 PUA18406 행정학세미나1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1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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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PUA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 0-0-0)

행정학 분야의 다양한 진로에 더해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론적 실

천적 과제들에 대해 강의하고, 학생들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생설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PUA18102 사회과학입문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s, 3-3-0)

행정학은 사회과학분야의 핵심 학문이다.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나면 공공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런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과학이란 틀 속에서 행정학이

라는 학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PUA18103 행정학개론1 (An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 3-3-0)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을 개관하고 조직, 인사, 재무, 정책분야에 걸쳐 이론

과 실제를 소개하여 행정현상을 규명하는 시각을 넓힌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PUA18407 행정학특강1
Lecture in Selected Public 
Sectors 1

3 3 0 　

4 1 전선 PUA18408 환경정책론 Environmental Policy 3 3 0 　

4 2 전필 PUA18409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PUA18410 리더십과행정특강
Leadership & Public
Administration

3 3 0 　

4 2 전선 PUA18411 사회동향분석론 Capstone Design 1 3 3 0 

4 2 전선 PUA18412 청년창업정책론 Youth Startup Policy 3 3 0 

4 2 전선 PUA18413 한국행정론
Korean Administration
Theory

3 3 0 　

4 2 전선 PUA18414 행정학세미나2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2

3 3 0 　

4 2 전선 PUA18415 행정학특강2
Lecture in Selected Public 
Sectors 2

3 3 0 　

4 2 전선 PUA18416 현장실습(행정)5
Field Training 5
(administration)

15 0 0 P/NP

4 3 전선 PUA18418 현장실습2(행정)
Field Training 2
(administration)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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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18102 시민생활과행정 (Public Administration in Civil Society, 3-3-0)

시민생활을 속의 행정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행정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제시한다.

 PUA18105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3-0)

행정학 수업에서 소개된 다양한 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해서 우리사회의 공공문제를 보

다 깊이 있게 이해한다.

 PUA18106 정책학개론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3-3-0)

정책학의 등장배경과 패러다임, 기초이론 등을 비롯하여 바람직한 정책의 형성과 성공적

인 정책집행, 타당한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PUA18107 행정학개론2 (An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 3-3-0)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을 개관하고 조직, 인사, 재무, 정책분야에 걸쳐 이론

과 실제를 소개하여 행정현상을 규명하는 시각을 넓힌다.

 PUA18108 공무원국어 (Official Language, 3-3-0)

공무원 시험과목 중 하나인 국어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PUA18109 공무원한국사 (Korean Government official, 3-3-0)

공무원 시험과목 중 하나인 한국사 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PUA18201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행정관리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그들의 능력발전, 근무의욕 

등 인력의 동원과 그 관리에 관한 전 과정의 원리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수업한다.

 PUA18202 거버넌스시대의행정 (Public Administration in Governance Era, 3-3-0)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자원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21세기 거버넌스의 이론과 

틀이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미래 세계의 역사 전개의 방향에 적합하도록 이론들을 

비교분석한다.

 PUA18203 경찰학개론 (An Introduction to Police Study, 3-3-0)

경찰행정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과목으로서 경찰의 개념, 경찰의 이념, 경찰권의 발동근

거 및 한계, 각국의 경찰제도, 경찰의 업무, 경찰의 발전전략 등을 학습하여 경찰행정학

의 기초적 지식을 함양하는 한편 실질적 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PUA18204 기획및프로젝트관리 (Planning and Project Management, 3-3-0)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기초역량이다. 강의는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학습이 진행되며, 행정학과 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증진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PUA18205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3-0)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공무원시험 준비는 물론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실용학문을 지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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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18206 행정서비스마케팅 (Public Service Marketing, 3-3-0)

공공행정에 경영이론의 아이디어가 접목되어야 하는 이유와 적용가능분야, 적용방식을 

학습하고 행정서비스 사례를 분석한다.

 PUA18208 공공재정과정부예산 (Public Finance and Governmental Budget, 3-3-0)

정부의 예산수립절차와 그 이론 및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관한 이

론과 기법을 학습한다.

 

 PUA18209 지방자치론 (Theories and Practices on Local Autonomy, 3-3-0)

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방행정 고유의 특질, 실제로 주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 

지방행정기구, 제도, 인사, 재정,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PUA18210 NGO와시민참여론 (NGO and Citizen Participation, 3-3-0)

공공행정에서의 시민의 참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참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개관한다.

 PUA18211 소방학개론 (An Introduction to Fire Protection Engineering, 3-3-0)

소방이론과 소방법규에 대한 소개와 소방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등 학습을 한다.

 PUA18212 조직론 (Organization Theory, 3-3-0)

행정조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정에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에 교육내

용으로는 행정조직의 개념적 기초, 조직 관리의 내용, 조직과 환경, 조직내의 개인행동과 

동기, 조직의 변동과 발전, 특히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와 관리체계, 운영 등을 다룬다.

 PUA18213 행정시스템분석 (Administrative System Analysis, 3-3-0)

행정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기법을 강의하며, 학생들은 실습을 통

해 이를 심화시킨다.

 PUA18214 행정영어 (English for Public Administration, 3-3-0)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에 필요한 TOEIC

의 고득점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 듣기, 어휘, 문법 및 독해 영역을 연마하고 특히 기초 

부족한 학생을 위해 영어의 원리와 기초, 중급 문법을 중점 강의한다.

 PUA18301 정부혁신과행정개혁 (Government Innov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3-3-0)

현대행정개혁이론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개혁실태를 분석하고 앞으

로 진행방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PUA18302 계량행정론 (Qualitative Analysis, 3-3-0)

사회현상, 특히 행정현상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학

습한다. 이론적인 학습과 함께 실제 행정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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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18303 비교및발전행정론 (Comparative and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3-3-0)

비교발전행정의 통합적 연구필요성과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알아보고 세계 각국의 발

전전략과 나라별 발전상황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PUA18304 정부기업관계론 (Government-Business Relation, 3-3-0)

현대행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의존, 협력,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각 유형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 관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PUA18035 정책선거전략론 (Manifesto Strategies, 3-3-0)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치경쟁의 룰을 정책선거인 메니페스토에서 찾아봄으로써 국민에 의

한 정치라는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장치인 선거의 바른 의미를 확인한다.

 PCU18306 행정학연습1 (Exercise on Public Administration 1, 3-3-0)

행정학의 주요이론을 기초로 실제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

력을 배양한다.

 PUA18207 행정학방법론 (Methodology on Public Administration, 3-3-0)

연구의 기획 및 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보고서 준비 등 일련의 연구조사 방법을 배운다.

 PUA18314 미디어를활용한탐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using Media, 

3-3-0)

직업으로서의 탐정조사영역, 관련법률, 외국의 탐정 제도, 직업윤리, 탐문추적, 관찰, 잠

복, 미행, 증거수집, 현장보존, 교통사고조사, 법의학, 과학수사방법, 문서감정, 지문검출, 

실종자 찾기, 범죄심리, 프로파일링 등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탐정학에 대한 학문적 이

해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PUA18307 문화예술행정 (Cultural and Art Policy, 3-3-0)

문화예술행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행정의 의의와 관련 이론, 실무적 지

식을 학습한다.

 PUA18308 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Policy, 3-3-0)

현대행정국가의 지도적 이념인 복지국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적 발

전과정, 한국과 선진국의 복지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복지

정책을 모색한다.

 PUA18309 자원봉사의이론과실제 (Theories & Practices on Voluntarism, 3-3-0)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특성을 학습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통하여 봉사활동의 실

제를 파악한다.

 PUA18310 정부규제론 (Regulatory Policy, 3-3-0)

규제의 개념과 작동방식, 규제의 분석과 규제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주위의 규제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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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18311 지방의회론 (Study on Local Assembly, 3-3-0)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구, 제도, 인사, 재정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PUA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 행정학에서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의 분야별 이론과 실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처방하여 행정현상을 보다 심층적

으로 규명하는 시각을 함양한다.

 PUA18313 행정학연습2 (Exercise on Public Administration 2, 3-3-0)

행정학의 주요이론을 기초로 실제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

력을 배양한다.

PUA18417 현장실습1(행정) (Field Training 1(administration), 3-0-0)

행정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사회단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다.

 PUA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진로상담, 진로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코칭 등을 통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과 창업준비를 돕는다.

 PUA18402 갈등및위기관리론 (Study on Conflict and Risk Management, 3-3-0)

갈등과 위험관리를 이해하기 위해 협상 및 중재의 필요성과 유형, 효과 등 관련이론과 

실무적 기법을 학습하고, 실제 갈등 및 위기사례와 정부 대응양상을 분석한다.

 PUA18403 정책분석및정책평가 (Policy Analysis and Policy Evaluation, 3-3-0)

바람직한 정책설계를 위해 정책분석과 평가의 의의와 이론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구체적

인 정책분석과 평가기법을 학습한다.

 PUA1840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 행정학에서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의 분야별 이론과 실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처방하여 행정현상을 보다 심층적

으로 규명하는 시각을 함양한다.

 PUA18405 한국정부론 (Study on Korean Government, 3-3-0)

한국정부의 변천과정과 현 정부의 조직형태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변화방향을 고찰한다.

 PUA18406 행정학세미나1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1, 3-3-0)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사회변동에 대응한 행정의 역할 등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통하

여 행정이론과 실제상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PUA18407 행정학특강1 (Lecture in Selected Public Sectors 1, 3-3-0)

행정학 제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행정현상에 관한 접근 시각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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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A18408 환경정책론 (Environmental Policy, 3-3-0)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및 정책을 개발한다.

 PUA18409 졸업논문 (Graduation Theses, 0-0-0)

행정학과 4년간의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공공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적실성 있는 처방을 시도한다. 학생들은 구성한 내용을 학술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서 제출한다.

 PUA18410 리더십과행정특강 (Leadership and Public Administration, 3-3-0)

리더십에 관한 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현대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리더

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개발한다.

 PUA18411 사회동향분석론 (Capstone Design 1, 3-3-0)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분석기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사회현상에 접목

시켜 실습을 한다.

 PUA18412 청년창업정책론 (Youth Startup Policy, 3-3-0)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이론적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실성 

높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의설계가 되어 있다.

 PUA18413 한국행정론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3-3-0)

정부수립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정부의 변천과정과 정치체제 내적 역학관계 

그리고 정부체제와 여타체제간의 역학관계 등을 이론적 접근 및 실제적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PUA18414 행정학세미나2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2, 3-3-0)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사회변동에 대응한 행정의 역할 등에 관하여 사례연구를 통하

여 행정이론과 실제상의 차이점을 연구한다.

 PUA18415 행정학특강2 (Lecture in Selected Public Sectors 2, 3-3-0)

행정학 제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소개하고 행정현상에 관한 접근 시각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PUA18416 현장실습(행정)5 (Field Training 5(administration), 15-0-0)

행정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사회단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다.

PUA18418 현장실습2(행정) (Field Training 2(administration), 3-0-0)

행정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 사회단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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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행정, 소방, 경찰공무원 지향형

2. 준공공기관 지향형

3. 민간기업 지향형

1. 행정, 소방 경찰공무원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공직입문에 필요한 과목을 기초, 전공도입, 확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
로 도입·실행한다.
m 기초단계: 행정학과 정책학 그리고 헌법에 대한 입문 과목 수강
m 전공도입단계: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행정법에 대한 과목 수강
m 전공확대단계: 심화되고 세분화된 각론에 대한 과목 수강
m 전공심화단계: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연계하여 실무적응능력 배양

확보되는
실무능력

공무원 시험능력 및 공직실무

졸업 후 진로 공무원(7급, 9급)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회과학입문, 전공과진로, 행정학개론1, 시민생활과행정

1-2 정책학개론, 행정학개론2, 한국사회의이해, 공무원국어, 공무원한국사

2-1 경찰학개론, 행정법 

2-2 지방자치론, NGO와시민참여론, 소방학개론, 조직론

3-1 정부혁신과행정개혁, 비교및발전행정론, 행정학연습1

3-2 복지행정론, 지방의회론, 행정학연습2,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행정)

4-1 진로지도, 한국정부론, 행정학세미나1, 행정학특강1, 환경정책론, 캡스톤디자인2

4-2 졸업논문, 한국행정론, 행정학세미나2, 현장실습(행정)5, 현장실습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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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공기관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공사(단) 입문에 필요한 과목을 기초, 전공도입, 확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
계적으로 도입·실행한다.
m 기초단계: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공기업과 행정에 대한 

관계를 이해
m 전공도입단계: 행정학의 주요이론과 시민참여에 대한 과목 수강
m 전공확대단계: 정부기업관계론, 행정학방법론 등 심화되고 세분화된 각론에 

대한 과목을 통하여 공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
m 전공심화단계: 구체적인 진로계획과 연계하여 실무적응능력 배양 

확보되는
실무능력

공기업 실무능력

졸업 후 진로 행정컨설턴트, 준공공기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회과학입문, 전공과진로, 행정학개론1, 시민생활과행정

1-2 정책학개론, 행정학개론2, 한국사회의이해, 공무원국어, 공무원한국사

2-1 거버넌스시대의행정

2-2 공공재정과정부예산, 행정시스템분석, 행정영어

3-1 계량행정론, 정부기업관계론, 정책선거전략론, 행정학방법론

3-2 문화예술행정, 정부규제론,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행정)

4-1 진로지도, 갈등및위기관리론, 정책분석및정책평가, 캡스톤디자인2

4-2 리더십과행정특강, 졸업논문, 행정학특강2, 현장실습(행정)5, 현장실습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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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업 지향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민간기업 입문에 필요한 과목을 기초, 전공도입, 확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체
계적으로 도입·실행한다.
m 기초단계: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민간기업과 행정에 대한 

관계를 이해
m 전공도입단계: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인사관리 등 기본 실무에 대한 과목 수강
m 전공확대단계: 심도 깊은 학습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
m 전공심화단계: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실무적응능력 배양

확보되는
실무능력

민간기업 실무능력

졸업 후 진로 행정컨설턴트, 민간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회과학입문, 전공과진로, 행정학개론1, 시민생활과행정

1-2 정책학개론, 행정학개론2, 한국사회의이해, 공무원국어, 공무원한국사

2-1 인적자원관리, 기획및프로젝트관리, 행정서비스마케팅

2-2

3-1 미디어를활용한탐정학개론

3-2 자원봉사의이론과실제,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행정)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2 사회동향분석론, 졸업논문, 청년창업정책론, 현장실습(행정)5, 현장실습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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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학부
(Division of Public Officials)

서-6

1. 교육목표

  공공인재학부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대학교의 교훈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소

명의식을 가진 공공인재를 배양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공공인재학부의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다.

m 국가이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

m 책임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을 가진 공공인재의 육성

m 교양: 공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교양의 습득

m 전문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작동원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의 확보

m 실무능력: 현장에서의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능력의 확보

  공공인재학부는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핵심역량의 

강화를 추구한다.

m 책임감: 자신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와 영향에 책임지는 것은 공적 

인재의 첫 번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m 공동체의식: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인재는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체의 발전과 상

생을 추구해야 하며 공동체의식에 기반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m 이해력: 복잡한 국가와 사회체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정책수요와 정책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인재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m 의사전달능력: 현대 한국 사회는 상호 소통과 협력이 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지향한다. 소통과 협조 능력은 공적 인재의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m 정보활용능력: 공공인재학부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2. 학부소개 및 안내

  급속하게 복잡화되어 가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전 

국민의 기본적 안녕과 인간다운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와 질서정책을 시행하는 중추적인 집단,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역

시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인재학부는 정부·공기업전공(일반 공무원)과 경찰·소방전공(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두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공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포함하여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전문

적 능력의 함양에 주안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관 분야로의 진출을 효율

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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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m 공공인재학부의 향후 진로 및 자격증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기업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민간경호·경비

4. 전공교육과정

m 공통과목

m 정부·공기업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선 GPT19107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1

3 3 0

1 1 전선 GPT19103 정부와영화 Goverment & Film 3 3 0

1 2 전선 GPT19106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

3 3 0

1 2 전선 GPT19108 사회변화와인구정책
Social Change & Population 
Policy

3 3 0

2 1 전필 GPT19201 국제이주와노동정책 Immigration & Labor Policy 3 3 0

2 1 전필 GPT19202 정부와정책1 Government & Policy 1 3 3 0

2 1 전선 GPT19203 공무원수험언어1
Language1 of Public 
Service for Exam.

3 3 0

2 1 전선 GPT19204 정부와법 Government & Law 3 3 0

2 1 전선 GPT19205 정부조직론
Public Organizational 
Theory

3 3 0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GPT19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GPT19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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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선 GPT19206 한국사1 Korean History 1 3 3 0

2 1 전선 GPT19207 행정정보처리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alysis

3 3 0

2 2 전필 GPT19208 정부와정책2 Government & Policy 2 3 3 0

2 2 전필 GPT19209
한국사회의다문화
현상이해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Issues in 
Korea

3 3 0

2 2 전선 GPT19210 공무원수험언어2
Language2 of Public Service 
for Exam.

3 3 0

2 2 전선 GPT19211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3 3 0

2 2 전선 GPT19212 지방정부론 Local Public Administration 3 3 0

2 2 전선 GPT19213 한국사2 Korean History 2 3 3 0

2 2 전선 GPT19214 헌법 Constitutional Law 3 3 0

3 1 전필 GPT193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 3 0

3 1 전필 GPT19302 이민정책론 Immigration Policy 3 3 0

3 1 전선 GPT19303 여론조사론 Study on Public Survey 3 3 0

3 1 전선 GPT19304 지방자치론
Local Self-Government 
Theory

3 3 0

3 1 전선 GPT19305 한국정부론
Study on Korean 
Government

3 3 0

3 1 전선 GPT19306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3 3 0

3 2 전필 GPT19307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 3 0

3 2 전필 GPT19308 정부제도론 Governmental institutions 3 3 0

3 2 전선 GPT19309 공무원인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 3 0

3 2 전선 GPT19310 여성정책 Gender Policy 3 3 0

3 2 전선 GPT19311 정부와4차산업혁명
Government & 4Th 
Industrial innovation

3 3 0

3 2 전선 GPT19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P/NP

3 2 전선 GPT19313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 2 3 3 0

3 4 전선 GPT19314
현장실습
(정책·공무원)1

Field Training(Policy & 
Officials) 1

3 3 0 P/NP

4 1 전선 GPT19402 공기업론 Public Enterprise 3 3 0

4 1 전선 GPT19403 국제이주와젠더
Gender & International 
Migration

3 3 0

4 1 전선 GPT19404 정부개혁론 Reinventing Government 3 3 0

4 1 전선 GPT19405 정책사례세미나
Seminar in Public Policy 
Case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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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찰·소방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선 GPT19102 사회과학입문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3 3 0

1 1 전선 GPT19106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3 3 0

1 2 전선 GPT19108 경찰과사회 Police and Society 3 3 0

1 2 전선 GPT19111 인문사회글쓰기 Writing Social Science Essays 3 3 0

1 2 전선 GPT19112 국가와정책 Introduction to Policy Studies 3 3 0

2 1 전선 GPT19251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eince

3 3 0

2 1 전선 GPT19252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3 3 0

2 1 전선 GPT19253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3 3 0

2 1 전선 GPT19254 한국근현대사 Korean Modern History 3 3 0

2 1 전선 GPT19255 행정학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3 3 0

2 2 전선 GPT19256 범죄학개론 Introduction  to Criminology 3 3 0

2 2 전선 GPT19257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3 3 0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GPT19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P/NP

4 1 전선 GPT19407 한국관료론 Theory of Korean official 3 3 0

4 1 전선 GPT19408 행정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of Public 
Administration

3 3 0

4 2 전필 GPT19409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GPT19410 수험공기업직무론
NCS of Public Enterprises 
for Exam.

3 3 0

4 2 전선 GPT19411 수험행정법 Practice in Administrative Law 3 3 0

4 2 전선 GPT19412 정부와방송 Government & Broadcast 3 3 0

4 2 전선 GPT19413 한국사연습 Practice in Korean History 3 3 0

4 2 전선 GPT19414 해외동포사회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Diaspora

3 3 0

4 2 전선 GPT19415 행정이론세미나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3 3 0

4 2 전선 GPT19416 현장실습(공기업)5
Field Training(Public 
Enterprise) 5

15 0 0 P/NP

4 3 전선 GPT19417
현장실습
(정책·공무원)2

Field Training(Policy & 
Officials)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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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2 전선 GPT19258 여성과사회 Women and Society 3 3 0

2 2 전선 GPT19259 행정과사회변동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Change

3 3 0

2 2 전선 GPT19260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 3 0

2 2 전선 GPT19261 헌법 Constitution 3 3 0

3 1 전선 GPT19351 경찰수사론 Police Investigation 3 3 0

3 1 전선 GPT19352 리더십 Leadership 3 3 0

3 1 전선 GPT19353 소방행정학 Fire Administration 3 3 0

3 1 전선 GPT19354 정보사회론 Information Society 3 3 0

3 1 전선 GPT19355 지방자치론 Local Government Study 3 3 0

3 1 전선 GPT19356 형법 Criminal Law 3 3 0

3 1 전선 GPT19357 형사정책론 Criminal Policy 3 3 0

3 2 전선 GPT19358 경찰교통론 Traffic Police 3 3 0

3 2 전선 GPT19359 경찰행정론 Police Administration 3 3 0

3 2 전선 GPT19360 공무원사회연습 Social Study Practice 3 3 0

3 2 전선 GPT19361 국가정보학 National Informatics 3 3 0

3 2 전선 GPT19362 범죄예방론 Crime Prevention 3 3 0

3 2 전선 GPT19363 소방관계법규 Fire Fighting Regulations 3 3 0

3 2 전선 GPT19364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0 6 P/NP

3 2 전선 GPT19365 형사소송법 Crime Procedure Law 3 3 0

3 4 전선 GPT19465 현장실습1 Field Study1 3 0 0 P/NP

4 1 전선 GPT19452 경찰조직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3 3 0

4 1 전선 GPT19453 민간경비론 Private Security 3 3 0

4 1 전선 GPT19454 소방행정법 Fire Administration Act 3 3 0

4 1 전선 GPT19455 재난관리론 Disaster Management 3 3 0

4 1 전선 GPT1945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P/NP

4 1 전선 GPT19457 테러정책론 Terrorism Policy 3 3 0

4 2 전필 GPT19458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4 2 전선 GPT19459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Welfare 3 3 0

4 2 전선 GPT19460 국제관계론 International Relations 3 3 0

4 2 전선 GPT19461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3 3 0

4 2 전선 GPT19462 소년범죄론 Juvenile Crime 3 3 0

4 2 전선 GPT19463 정책이슈분석 Policy Issue Analysis 3 3 0

4 2 전선 GPT19464 현장실습5 Field Study5 15 0 0 P/NP

4 3 전선 GPT19466 현장실습2 Field Study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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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 공통과목

 GPT19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다양한 진로소개, 전공분야 미래 예측, 전공별 진로 탐색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활과 진

로를 개척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GPT19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정책학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에서 정책결정과 정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m 정부·공기업전공

 GPT19107 행정학개론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1, 3-3-0)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이념, 정책결정과 행정기회, 행정조직론, 인사 및 재무

행정론, 행정책임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각론을 준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현상의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GPT19103 정부와영화 (Goverment & Film, 3-3-0)

영화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력을 

갖출 수 있게 하며, 정부와 정치에 대한 총합적인 이해의 틀을 확립한다.

 GPT19106 행정학개론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 3-3-0)

현대사회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이념, 정책결정과 행정기회, 행정조직론, 인사 및 재무

행정론, 행정책임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각론을 준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현상의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GPT19108 사회변화와인구정책 (Social Change and Population Policy, 3-3-0)

사회변화에 따른 인구정책을 다루는 수업으로 인구현상과 사회변화가 서로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론 선진국의 중요한 인구문제인 저

출산·고령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인구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인구정

책의 기초가 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엑셀을 이용한 표와 그림을 작성하고 해석

하는 훈련을 한다.

 GPT19204 정부와법 (Government & Law, 3-3-0)

법학에 대한 기초이론 학습, 법과 정책 헌법의 기본이론 숙지, 통치구조이론(국가구조이

론, 권력구조이론)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GPT19202 정부와정책1 (Government & Policy 1, 3-3-0)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정책학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에서 정책결정과 정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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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203 공무원수험언어1 (Language1 of Public Service for Exam, 3-3-0)

언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통해 가중 시험을 대비한다. 특히 국어의 문법적 지식을 바

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체계와 

논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리적인 이해

를 시도한다.

 GPT19206 한국사1 (Korean History 1, 3-3-0)

행정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으로써 한국사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행

정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관, 역사인식을 갖추도록 하고 역사적 방법론을 

훈련토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GPT19306 행정법1 (Administrative Law 1, 3-3-0)

현행법 하의 행정작용상의 제 원칙과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행정 강제 등을 고찰하며, 한

국의 행정과 법제도 및 이론의 기본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PT19303 여론조사론 (Study on Public Survey, 3-3-0)

정책에 대한 국민일반 의견조사 방법과 분석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를 환류하는 과

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GPT19313 정부와4차산업혁명 (Government & 4Th Industrial innovation, 3-3-0)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과 성격을 학습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정부기능, 조직, 과정의 변

화에 대한 학습을 도모한다.

 GPT19407 한국관료론 (Theory of Korean official, 3-3-0)

한국 공무원의 공적 인식과 행정 서비스 집행 시스템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를 도모한다.

 GPT19408 행정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of Public Administration, 3-3-0)

행정조사에 활용되는 기법과 절차, 과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모의조사 실시를 

통한 체험성을 확대한다.

 GPT19207 행정정보처리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alysis, 3-3-0)

행정관련 데이터와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술과 기법에 대한 기본 내용

을 학습한다.

 GPT19201 국제이주와노동정책 (Immigration and Labor Policy, 3-3-0)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노동이주로 인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 수업은 노

동이민의 배경, 현황 및 주요 이슈들을 학습한다. 특히 최근 국제노동이주의 전 세계적

인 경향과 아시아적인 경향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한국 노동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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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205 정부조직론 (Public Organization Theory, 3-3-0)

행정조직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실제적 적용에 수반되는 각종 이론과 문제를 이해시키도

록 강의한다. 조직의 목표, 행위자의 성향, 이들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과정과 구조 및 조

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을 파악한다.

 GPT19212 지방정부론 (Local Public Administration, 3-3-0)

민주주의적 행정구조의 핵심인 지방정부의 행정문제를 그 유형, 개념, 역사적 전개, 조

직, 인사, 재정,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하여 강의한다.

 GPT19413 한국사연습 (Practice in Korean History, 3-3-0)

한국사기초능력시험 및 행정공무원시험 한국사 과목 등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이다. 한국

사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이를 응용할 역사적 방법론을 훈련하고, 실제 시험문제를 풀어

보며 한국사수험능력을 배양한다.

 GPT19212 지방자치론 (Local Self-Government Theory, 3-3-0)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에 근거한다. 따

라서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치의 사무, 재정, 인사, 주민참여 등을 학습하여 

학습자에게 지역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 주로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

과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무에 대비함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한다.

 GPT19210 공무원수험언어2 (Language Readings in Public Policy 2, 3-3-0)

언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통해 가중 시험을 대비한다. 특히 국어의 문법적 지식을 바

탕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체계와 

논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리적인 이해

를 시도한다.

 GPT19208 정부와정책2 (Government & Policy 2, 3-3-0)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정책학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에서 정책결정과 정의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PT19211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stration, 3-3-0)

재무행정의 개념, 예산제도, 예산제도, 예산과정, 예산 개혁 및 재무관리의 다양한 기법 

등 정부재정 활동의 관리적 측면을 고찰한다. 나아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

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GPT19214 헌법 (Constitutional Law, 3-3-0)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형태를 살피고 통치기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을 고찰한다. 나아

가 행정현상의 헌법상 근거규정들을 고찰함으로써 행정학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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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209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Issues in Korea, 3-3-0)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모색하려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서  우

선 다문화 현상의 대두와 확산을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확산 

배경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를 둘러싼 이

론적 논쟁을 살펴본 후,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정책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등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GPT19306 행정법2 (Administrative Law 2, 3-3-0)

현행법 하의 행정작용상의 제 원칙과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행정 강제 등을 고찰하며, 한

국의 행정과 법제도 및 이론의 기본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PT19213 한국사2 (Korean History 2, 3-3-0)

행정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으로써 한국사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행

정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역사관, 역사인식을 갖추도록 하고 역사적 방법론을 

훈련토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GPT19309 공무원인사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3-3-0)

관료제도의 발달에 따른 조직의 충원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인사행

정기관, 공무원제의 유형과 직업공무원제, 모집, 시험, 임명, 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및 

임금, 사기, 공무원단체 등을 고찰한다.

 GPT193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

경제적 측면에서 행정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시장경

제의 원리,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행동원리 등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GPT19403 국제이주와젠더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3-3-0)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국제이주와 젠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주의 여성화를 주도

하고 있는 가정부, 간병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국제이주와 젠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리고 아시아적인 경향 속에서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진단한다.

 GPT19302 이민정책론 (Immigration Policy, 3-3-0)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민’은 뜨거운 이슈이다. 그 이유는 21세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민관리’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은 이민관리의 실제로써 이민자의 시

민권, 이민행정 제도 및 조직, 안보 및 안전, 그리고 외국인력정책, 결혼이민정책, 재외동

포정책, 난민정책 등 분야별 이민정책을 다룬다.

 GPT19307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3-0)

경제적 측면에서 행정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국민소

득, 실업, 인플레이션, 화폐정책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학의 주요 주제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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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310 여성정책 (policy for women, 3-3-0)

경제적 측면에서 행정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소개하고 국민소

득, 실업, 인플레이션, 화폐정책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학의 주요 주제들을 검토한다. 

여성정책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재구성된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를 돕는 수혜

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관행을 해체해 가는 주체로서의 정책을 모색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성평등 정

책’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성평등’실현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깨닫고 현재 시점에서 성평등 현안과 과제들

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GPT19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0-6)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 그간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의 분야별 이론을 현실과 접목하여 현실의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

목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 처방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GPT19404 정부개혁론 (Reinventing Government Theory, 3-3-0)

정부개혁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개혁내용을 검토한 후, 사

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부모습을 구조 및 형태적 차원에서 강의한다.

 GPT19402 공기업론 (Public Enterprise Theory, 3-3-0)

공기업의 개념과 유형 및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 정부와의 관계를 고찰

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GPT19402 수험행정법 (Public Enterprise Theory, 3-3-0)

국가시험 행정법 문제를 분석하여 행정법총론 분야의 이론 및 판례를 숙지하도록 한다.

 GPT19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행정학의 개념, 발달사, 접근방법 등 그간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의 분야별 이론을 현실과 접목하여 현실의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

목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 처방을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GPT19314 현장실습(정책·공무원)1 (Field Training(Policy & Officials) 1, 3-3-0)

졸업후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는 과목이다. 실제 

각급 행정기관과 공기업에 일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GPT19416 현장실습(공기업)5 (Field Training(Policy & Officials) 5, 3-3-0)

졸업 후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는 과목이다. 실제 

각급 행정기관과 공기업에 일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GPT19417 현장실습(정책·공무원)2 (Field Training(Policy & Officials) 2, 3-3-0)

졸업 후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는 과목이다. 실제 

각급 행정기관과 공기업에 일하며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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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405 정책사례세미나 (Seminar in Public Policy Cases, 3-3-0)

정치적, 행정적 및 경제적 요인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사례를 중심

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도출하며, 이를 기초

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PT19305 한국정부론 (Study on Korean Government, 3-3-0)

한국정부의 변천과정과 현 정부의 조직형태를 행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변화방향을 고찰한다.

 GPT19409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한 전공 지식을 종합 정리하는 과목이다.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

를 설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GPT19412 정부와방송 (Government & Broadcast, 3-3-0)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

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정책의제로서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의 개념, 시행현황, 이에 대한 찬반의 사회적 여론

의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책과정 및 정책의 의미를 심도있게 학생들이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찬반 입장과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

되고 환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GPT19410 수험공기업직무론 (NCS of Public Enterprises for Exam, 3-3-0)

공기업과 관련된 취업을 원하는 경우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다. 따라서 국가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을 10가지로 세분화하여 공기업 

및 각종 취업에 대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함양하기 위해 한자에 대한 

원리도 동시에 이해시킨다.

 GPT19308 정부제도론 (Governmental institutions, 3-3-0)

정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부분별 변화에 주목하여 접근한다. 정부와 제도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변화와 변동 이후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과 틀을 중심

으로 논의함으로써 사회변동과 역동성에 근거한 학습을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GPT19415 행정이론세미나 (Seminar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3-3-0)

행정학의 주요고급이론들에 대한 심화된 탐구를 통하여 행정학의 정체성과 행정문제 해

결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한다.

 GPT19414 해외동포사회의이해 (Overseas Korean Studies, 3-3-0)

이 수업은 최근 ‘탈민족주의’와 ‘재민족주의’란 상반된 두 가지 경향 속에서 세계화

와 민족,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세계화 현상 속에서 디

아스포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누가 한인인가,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과 의미를 탐색한다. 나아가 해외동포사회와 한국사회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향후 해

외동포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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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경찰·소방전공

 GPT19102 사회과학입문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3-3-0)

본 과목에서는 사회과학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 및 학문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학습한 후 경찰학, 범죄학, 교정학 등에 관

한 간략한 입문 지식을 다룬다.

 GPT19106 한국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 Korean Society, 3-3-0)

본 과목은 한국의 법 구조, 정치체계, 경제구조 및 사회문화적 구조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

득하고 분석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적으로 본 과목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시험 중 사회과목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GPT19108 경찰과사회 (Police and Society, 3-3-0)

본 과목은 경찰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되며 경찰과 사회의 다양

한 상호작용, 경찰의 기본 기능과 역사 등을 학습한다.

 GPT19111 인문사회글쓰기 (Writing Social Science Essays, 3-3-0)

본 과목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표

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과 사회적 이슈를 중심

으로 분석, 토론, 글쓰기 등을 진행한다.

 GPT19112 국가와정책 (Introduction to Policy Studies, 3-3-0)

본 과목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며 정책의 기능, 수립과정, 정책목표와 

평가 등의 소주제를 다룬다. 특히 사회적 질서와 위기관리영역에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며 수립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GPT19251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3-0)

본 과목은 경찰학의 기본적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찰

의 역사, 기능, 경찰조직의 구조와 성격, 경찰윤리 등의 소주제를 학습한다.

 GPT19251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3-3-0)

본 과목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 및 학문체계를 학습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법, 사법, 사회법 등의 소주제를 학습한다.

 GPT19253 한국경찰사 (History of Korean Police, 3-3-0)

본 과목에서는 한국 경찰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한국 경찰 탄생의 역사적 배경, 조직

적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PT19254 한국근현대사 (Korean Modern History, 3-3-0)

본 과목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구조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근대화, 탈식민지 시기, 분단과 민주

화 등의 소주제를 다룬다. 본 과목은 부분적으로 공무원시험 중 한국사 준비 과정에 대

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GPT19255 행정학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3-3-0)

본 과목은 국가 행정의 기본 원리와 체계를 학습하고 국가운영과 정책 도입 및 실행의 

전 과정, 행정조직의 운영과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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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256 범죄학개론 (Introduction to Criminology, 3-3-0)

본 과목은 범죄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범죄의 성격과 원리를 파

악하도록 한다.

 GPT19257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3-3-0)

본 과목에서는 소방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적 틀을 학습하도록 한다. 소방조직, 재난관리, 

화재와 구조 이론 등의 소주제를 통하여 소방학의 전반적 내용을 습득한다.

 GPT19258 여성과사회 (Women and Society, 3-3-0)

본 과목에서는 여성의 사회·정치·경제적 삶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

와 유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성 갈등의 원인과 해법을 찾도록 한다.

 GPT19259 행정과사회변동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Change, 3-3-0)

본 과목에서는 행정조직과 행정기능이 복잡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이슈와 사회적 갈등구조의 등장

이 행정조직과 기능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한다.

 GPT19260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3-3-0)

본 과목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행

정법의 구조, 법적 특징, 행정의 실효성과 행정소송의 구조와 절차 등에 대한 소주제가 

다루어진다.

 GPT19261 헌법 (Constitution, 3-3-0)

본 과목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진다. 헌법의 역

사, 핵심적 가치, 구조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룬다.

 GPT19351 경찰수사론 (Police Investigation, 3-3-0)

본 과목에서는 경찰수사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개념 및 학문체계를 학습한다. 수사

의 기본 원리, 다양한 수사의 단계 및 특성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범죄 수사의 구체

적 양태를 파악한다.

 GPT19352 리더십 (Leadership, 3-3-0)

본 과목에서는 조직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이해

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과 특징을 학습한다.

 GPT19353 소방행정학 (Fire Administration, 3-3-0)

본 과목에서는 소방행정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방정책, 

소방조직, 소방행정 등의 소주제를 통하여 소방에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수립·시행되는

지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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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354 정보사회론 (Information Society, 3-3-0)

본 과목에서는 현대 정보사회의 기본적인 특징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

양한 정보사회이론, 정보사회의 다양한 쟁점들과 관련 법 규정 등을 학습한다.

 GPT19355 지방자치론 (Local Government Study, 3-3-0)

본 과목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개념과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운영과 

행정 및 정치적 영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GPT19356 형법 (Criminal Law, 3-3-0)

본 과목에서는 형법의 기본 개념과 구조 및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형법의 총론과 

각론이 다루어진다.

 GPT19357 형사정책론 (Criminal Policy, 3-3-0)

본 과목에서는 형사정책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의 

원리, 형사정책, 형사사법정책 등의 소주제를 학습한다.

 GPT19358 경찰교통론 (Traffic Police, 3-3-0)

본 과목은 교통경찰의 기본적 기능과 업무를 파악하고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에 대한 이해, 교통경찰의 업무, 교통경찰조직의 구조와 체계 등의 소주제를 통하여 

교통경찰에 대한 전반적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359 경찰행정론 (Police Administration, 3-3-0)

본 과목에서는 경찰행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조직, 

경찰행정, 경찰조직의 재정 등의 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360 공무원사회연습 (Social Study Practice, 3-3-0)

본 과목은 공무원 시험 과목 중 사회과목의 연습을 통하여 경찰·소방 공무원 시험의 효

율적 준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PT19361 국가정보학 (National Informatics, 3-3-0)

본 과목에서는 국가정보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체계를 학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가정보의 총론, 국가정보 조직, 국가정보이론, 국가정보정책 등의 주제에 대한 분석과 학

습이 이루어진다.

 GPT19362 범죄예방론 (Crime Prevention, 3-3-0)

본 과목에서는 범죄예방의 기본적 내용과 다양한 단계 및 유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363 소방관계법규 (Fire Fighting Regulations, 3-3-0)

본 과목에서는 소방에 관련한 법규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등 세부적인 법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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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364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본 과목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실무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를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GPT19365 형사소송법 (Crime Procedure Law, 3-3-0)

본 과목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초적 개념 및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공소, 

재판 등 형사소송의 각 단계와 절차에 대한 분석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452 경찰조직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Management, 3-3-0)

본 과목에서는 경찰조직의 구조와 관리, 운영체계와 인사 및 재무체계의 특징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학습과 연습이 이루어진다.

 

 GPT19453 민간경비론 (Private Security, 3-3-0)

본 과목에서는 민간경비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사, 민간

경비의 다양한 사례와 유형 등이 다루어진다.

 GPT19454 소방행정법 (Fire Administration Act, 3-3-0)

본 과목은 소방행정에 관련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틀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

행정조직법, 소방공무원법, 소방행정구제법 등 다양한 법에 대한 분석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455 재난관리론 (Disaster Management, 3-3-0)

본 과목은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 재난과 재난관리의 기본개념, 재난의 유형, 재난관리의 체계와 방식 등에 대한 학습

과 연습이 이루어진다.

 GPT1945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본 과목에서는 경찰·소방학의 기본적인 이론적 학습성과를 보다 실무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능력 향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실무연습이 이루어진다.

 GPT19457 테러정책론 (Terrorism Policy, 3-3-0)

본 과목은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테러리즘의 개념과 역사, 테러리즘의 유형, 테러

정책의 성격과 유형 등의 소주제에 대한 학습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GPT19459 교정복지론 (Correctional Welfare, 3-3-0)

본 과목에서는 교정복지의 기본적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교정복지의 역사

와 다양한 유형 및 세부적 방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460 국제관계론 (International Relations, 3-3-0)

본 과목에서는 현대 국제관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국제적 갈등과 국

제적 협력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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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19461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3-3-0)

본 과목은 범죄심리학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범죄의 기본 개념, 범죄의 심리적 원인과 메커니즘, 범죄심리학의 다양한 사례 등에 대

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462 소년범죄론 (Juvenile Crime, 3-3-0)

본 과목은 소년범죄의 기본적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다양한 이론의 학습,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법체계 및 예방

정책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GPT19463 정책이슈분석 (Policy Issue Analysis, 3-3-0)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경찰·소방 정책에 관련한 주요 이슈를 대상으로 정책 수립과 효

과 및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평가하는 연습이 이루어진다.

 GPT19464 현장실습5 (Field Study, 15-0-0)

본 과목에서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진출의 토대를 강화하

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PT19465 현장실습1 (Field Study, 3-0-0)

본 과목에서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진출의 토대를 강화하

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PT19466 현장실습2 (Field Study, 3-0-0)

본 과목에서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진출의 토대를 강화하

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PT19458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졸업논문 작성과정을 지도하며 주제 선정, 자료조사, 논문 작성, 논문 발표 순서로 이루

어 진다.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경찰 공무원 진출

2. 소방 공무원 진출

3. 국가 지방 공무원 진출

4. 공기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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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공무원 진출

2.  소방공무원 진출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경찰업무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경찰공무원, 민간경호·경비 
분야로의 진출을 준비 

확보되는
실무능력

경찰수사업무 능력

졸업 후 진로 경찰공무원, 민간경호·경비 업체 취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한국사회의이해, 전공과진로

1-2 국가와정책, 사회과학입문, 인문사회글쓰기

2-1 경찰학개론, 법학개론, 한국경찰사, 행정학, 한국근현대사

2-2 행정과사회변동, 헌법, 행정법, 범죄학개론, 여성과사회

3-1 형사정책론, 정보사회론, 형법, 지방자치론, 수사학개론, 리더십

3-2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론, 범죄예방론, 국가안보학, 교통경찰론, 공무원영어연습

4-1 테러정책론, 경찰조직관리론, 민간경비론, 공무원사회연습

4-2 범죄심리학, 교정복지론, 소년비행론, 국제관계론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소방과 소방업무 일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업체로 진출

확보되는
실무능력

소방 관련 실무

졸업 후 진로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업체 취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한국사회의이해, 전공과진로

1-2 국가와정책, 인문사회글쓰기, 사회과학입문

2-1 법학개론, 행정학, 한국근현대사, 

2-2 소방학개론, 행정과사회변동, 헌법, 행정법, 범죄학개론, 여성과사회

3-1 정보사회론, 형법, 지방자치론, 소방행정학, 리더십

3-2 형사소송법, 소방관계법규, 범죄예방론, 국가안보학

4-1 테러정책론, 재난관리론, 소방행정법, 공무원사회연습

4-2 범죄심리학, 국제관계론, 정책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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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진출

4. 공기업 진출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가행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으로 진출

확보되는
실무능력

국가 및 지방행정 실무

졸업 후 진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정부와영화, 행정학개론1, 전공과진로

1-2 행정학개론2, 사회변화와인구정책

2-1 정부와정책1, 공무원수험언어1, 한국사1, 정부조직론, 정부와법, 행정정보처리

2-2 정부와정책2, 공무원수험언어2, 한국사2, 지방정부론, 재무행정론, 헌법

3-1 행정법1, 한국정부론, 이민정책론, 여론조사론, 지방자치론

3-2 공무원인사론, 정부와4차산업혁명, 행정법2, 정부제도론, 여성정책

4-1 행정조자방법론, 한국관료론, 정부개혁론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가행정과 공공업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공기업으로 
진출

확보되는
실무능력

공기업 실무

졸업 후 진로 공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행정학개론1, 정부와영화, 전공과진로

1-2 행정학개론2, 사회변화와인구정책

2-1 정부와정책1, 한국사1, 정부조직론, 국제이주와노동정책, 행정정보처리

2-2 정부와정책2, 한국사2, 지방정부론, 재무행정론, 헌법, 한국사회와다문화현상이해

3-1 행정법1, 한국정부론, 미시경제학, 여론조사론

3-2 정부와4차산업혁명, 행정법2, 거시경제학, 여성정책, 공무원인사론

4-1 행정조사방법론, 한국관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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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학과
(Department of Law)

서-7

1. 교육목표

  공무원법학과는 법률일반에서 폭 넓고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 논리적 사고

능력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공무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공무원

시험의 수험과목에서 법학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m 정의감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법학교육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흔들림 없이 올곧음을 추구하는 신실한 정의감과 소외된 이웃

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m 기초이론과 실용지식을 조화시킨 법학교육 

관념적인 법 이론과 법지식의 전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초이론과 실용지식을 조

화시킨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m 국제화, 다변화, 전문화된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법학교육

국제화, 다변화, 전문화된 지식정보사회의 각 사회부문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중추적

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공무원법학과는 1984년에 법학과로 출발하여 지난 20여 년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

기라”라는 배재학당의 건학이념에 바탕으로 두고 수준 높은 법학교육을 해 왔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 법률전문가를 다수 양성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법학과는 국제화, 다변화, 전문화된 지식정보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수 있고, 법률일반에 관해 폭 넓고 심도 있는 

지식을 구비하고 체계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의 양성을 그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공무원시험의 수험과목에서 법학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절대적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법학과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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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무원법학과의 교수진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말해주듯이 많은 졸업생이 각종 공무원으로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학과는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실한 강의로 법학도의 법률적인 지식을 함양한다는 기초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

입니다. 

  둘째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무원법학과 교수진에 의해 설립된 ‘법재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

다. 현재는 1년에 2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통해 장학금과 상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공무원법학과는 법학도로 하여금 강의실에 배운 법률지식을 현실에 적용함

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법률상담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공무원법학과 졸업생은 다양한 사회부분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화, 다변화, 전문화된 지식 정보사회의 다양한 사회부문에서는 폭넓은 법률

지식과 체계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갖춘 고급 법률전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통적인 법조인이 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은 

물론이고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직이나 각종 행정공무원, 경찰간부 기타 공공

기관, 공사,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법학과 졸업생들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거나, 경찰간부후

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간부로서 봉직하거나, TV방송국 기자 또는 신문기자 등 언론

계에 종사 하거나, 법, 검찰, 행정 등 각종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하거나, 은행과 같은 금

융기관 또는 각종 연구소, 공사에 군무하는 등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로: 로스쿨 진학, 법률전문직(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공무원(행정직, 법원직, 국회직 및 경찰직), 법률사무원, 금융기관, 각종 

공사 및 기업체 법무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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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LAW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LAW18102 법과정보 Law in Cyber Space 3 3 0

1 1 전선 LAW18103 법학입문 Introduction to Law 3 3 0

1 1 전선 LAW18104 사람과법 People & Law 3 3 0

1 1 전선 LAW18105 종교와법 Religion & Law 3 3 0

1 1 전선 LAW18106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3 3 0

1 2 전필 LAW18107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3 3 0

1 2 전필 LAW18108 헌법2 Constitutional Law 2 3 3 0

1 2 전선 LAW18109 과학과법 Science & Law 3 3 0

1 2 전선 LAW18110 법과역사 Law & History 3 3 0

1 2 전선 LAW18111 한국사회와법 Law in Korean Society 3 3 0

2 1 전필 LAW18201 상법총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 3 0

2 1 전필 LAW18202 채권총론 Law of Obligations 1 3 3 0

2 1 전필 LAW18203 형법총론 Criminal Law 1 3 3 0

2 1 전선 LAW18204 법과문학 Law & Literature 3 3 0

2 1 전선 LAW18205 법률문장론 Legal Writing 3 3 0

2 1 전선 LAW18206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3 3 0

2 1 전선 LAW18207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 3 3 0

2 2 전필 LAW18208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Remedy Law 3 3 0

2 2 전필 LAW18209 형법각론 Criminal Law 2 3 3 0

2 2 전필 LAW18210 회사법 Corporation Law 3 3 0

2 2 전선 LAW18211 법과예술 Law & Art 3 3 0

2 2 전선 LAW18212 시네마법률 Law in Cinema 3 3 0

2 2 전선 LAW18213 지식재산과법 Intellectual Property & Law 3 3 0

2 2 전선 LAW18214 채권각론 Law of Obligations 2 3 3 0

3 1 전선 LAW18301 금융과법 Finance & Law 3 3 0

3 1 전선 LAW18302 물권법 Property Law 3 3 0

3 1 전선 LAW18303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3 3 0

3 1 전선 LAW18304 수자원과법률 Water Resource & Law 3 3 0

3 1 전선 LAW18305 유가증권법 Commercial Paper 3 3 0

3 1 전선 LAW18306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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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LAW18307 경찰학 Police Science 3 3 0

3 2 전선 LAW18308 노동법 Labor Law 3 3 0

3 2 전선 LAW18309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3 3 0

3 2 전선 LAW18310 친족상속법 Family Law 3 3 0

3 2 전선 LAW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LAW18312 피해자와법 Victim & Law 3 3 0

3 2 전선 LAW18313 행정법각론 Administrative Law 2 3 3 0

3 4 전선 LAW1841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필 LAW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LAW18402 관세행정법 Customs Administrative Law 3 3 0

4 1 전선 LAW18403 법과인권 Law & Human Rights 3 3 0

4 1 전선 LAW18404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 3 0

4 1 전선 LAW18405 영미법 Anglo-American Law 3 3 0

4 1 전선 LAW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LAW18408
형사법케이스
스터디

Criminal Law Case  Study 3 3 0

4 1 전선 LAW18415 환경법 Environmental Law 3 3 0

4 2 전필 LAW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P/NP

4 2 전선 LAW18410 경매와민사집행법 Auction in Civil  Execution Act 3 3 0

4 2 전선 LAW18411 범죄학 Criminology 3 3 0

4 2 전선 LAW18412 법과스포츠 Law & Sports 3 3 0

4 2 전선 LAW18413 부동산공법 Public Law on Real  Estate 3 3 0

4 2 전선 LAW18414
상사법케이스
스터디

Commercial Law Case Study 3 3 0

4 2 전선 LAW18407
행정법케이스
스터디

Administrative Law  Case Study 3 3 0

4 2 전선 LAW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2 전선 LAW18419 법과기독교 Law & Christianity 3 3 0

4 3 전선 LAW1841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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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LAW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법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4학년 동안의 법학, 외국어 공부, 인생계획, 진로지도에 

대한 상담과 길라잡이를 한다.

 LAW18102 법과정보 (Law in Cyber Space, 3-3-0)

이 강좌는 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법에 관한 

정보의 검색 및 가공 능력을 기르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기

본적인 지식을 갖도록 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한다.

 LAW18103 법학입문 (Introduction to Law, 3-3-0)

법철학과 법제사 등 법이론, 헌법과 인권, 형법과 형사절차, 민법과 민사소송, 노동법 및 

행정법 등을 개관함으로써, 법학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LAW18104 사람과법 (People & Law, 3-3-0)

모든 법률관계는 그 주체가 있으며, 이를 법에서는 사람이라 한다.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이들에는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한 법주체가 되어 그가 한 법

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본 과목에서는 법주체로서 사람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LAW18105 종교와법 (Religion & Law, 3-3-0)

법실증주의 내지 법만능주의의 무지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근본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종

교적인 태도가 야기하는 반공동체적인 결과를 인식함으로써 법과 종교의 문제에 대한 균

형 잡힌 이해를 도모한다.

 LAW18106 헌법1 (Constitutional Law 1, 3-3-0)

한국 헌법 및 선진제국의 헌법 이념, 제도를 비교 고찰한다. 먼저 헌법일반이론과 정신에 

관하여 살피고, 본론에서 헌법질서와 기본질서와 기본권 등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LAW18107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3-3-0)

민법총칙은 민법전반에 효력을 미치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

본이념과 해석원리 그리고 권리의 주체, 객체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18108 헌법2 (Constitutional Law 2, 3-3-0)

통치의 원리, 형태, 작용에 관한 헌법일반이론과 선진국가의 제도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

로 하여 현행헌법이 통치기구를 살핀 후에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기본 이론과 헌법

상의 경제질서를 강의한다.

 LAW18109 과학과법 (Science & Law, 3-3-0)

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법은 과학이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혹은 발전할 수 없게) 유도하는바, 과학과 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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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18110 법과역사 (Law & History, 3-3-0)

고대사회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규범으로서 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된 재판사건들의 과정과 의미를 살

펴본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법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 어

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LAW18111 한국사회와법 (Law in Korean Society, 3-3-0)

한국사회의 제반 제도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사회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반 정책들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아울러 각 분야

별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18201 상법총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0)

상법의 근본원칙과 기본제도, 상법에 대한 개념, 법원, 특색, 이념, 상인, 상업사업인, 상

호, 상업장부, 상사매매 기타의 상거래 등에 관한 제도를 연구한다.

 LAW18202 채권총론 (Law of Obligations 1, 3-3-0)

채권, 채권의 종류,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여러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양도, 채권소멸과 

관련된 법이론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채권총론을 고찰하여 이론과 실무를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LAW18203 형법총론 (Criminal Law 1, 3-3-0)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일반원리를 강의한다.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성

립의 일반원칙,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 등이 주요한 학습대상이다.

 LAW18204 법과문학 (Law & Literature, 3-3-0)

다양한 문학작품들에 나타난 법적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법원리에 대한 이해의 지평

을 넓히기 위한 과목이다.

 LAW18205 법률문장론 (Legal Writing, 3-3-0)

법률문장론 강의에서는 법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법학논문과 판결문과 같은 

소송관련문안 등의 고찰하여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LAW18206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3-3-0)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다. 결국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법은 사회와 어떤 작용을 주고받고, 법은 사

회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탐구한다.

 LAW18207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 3-3-0)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작용으로서 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 행

정절차법, 행정구제법 등으로 구분되며 그 구체적 내용과 실제 운영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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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18208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Remedy Law, 3-3-0)

행정구제는 행정법의 핵심적 가치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구제로서 손해배

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각종 구제수단의 내용과 가치 및 문제점을 강의한다.

 LAW18209 형법각론 (Criminal Law 2, 3-3-0)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 개별적 범죄의 내용을 강의한다. 

 LAW18210 회사법 (Corporation Law, 3-3-0)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등에 관하여 그 기능, 설립절차, 자본의 구성과 변동, 

기관의 구조, 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 해산, 합병 등에 관한 제도를 고찰한다.

 LAW18211 법과예술 (Law & Art, 3-3-0)

법은 예술 속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문학, 미술, 영화 등의 여러 예술에서 

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과

목이다.

 LAW18212 시네마법률 (Law in Cinema, 3-3-0)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상매체인 영화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법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법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영화 속의 법과 현실 속의 법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나 

정의, 민주주의 등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다루

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LAW18213 지식재산과법 (Intellectual Property & Law, 3-3-0)

지식재산권의 기본 이론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 개관함. 특히 특허, 상표와 저작권을 중

심으로 공부한다.

 LAW18214 채권각론 (Law of Obligations 2, 3-3-0)

14개의 전형계약과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채권각론의 법이론 및 대법원 판례를 

학습하여 실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LAW18301 금융과법 (Finance & Law, 3-3-0)

현대사회의 은행과 금융에 관련된 법개념, 법이론과 실정법 및 판례를 학습한다.

 LAW18302 물권법 (Property Law, 3-3-0)

물권법의 개념, 본질, 효력과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살펴본 후, 점

유권, 소유권, 전세권의 의의, 내용, 효과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LAW18303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Act, 3-3-0)

민사소송법의 개요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이해시킨다. 그 내용은 소송주체론, 소송객체

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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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18304 수자원과법률 (Water Resource & Law, 3-3-0)

자원으로써의 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 및 사용에 관한 법과 원리를 소개하고 수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한다.

 LAW18305 유가증권법 (Commercial Paper, 3-3-0)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의 기본적 개념 및 법적 성격과 그 문제점을 강의한다.

 LAW18306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3-3-0)

형사절차의 기초개념과 그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사, 공소제기, 재판절차, 

형집행절차 등이 주요한 학습대상이다.

 LAW18307 경찰학 (Police Science, 3-3-0)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일반이론을 강의한다. 경찰학 일반이론, 생활안전경찰, 수사

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 등이 주요한 학습대상이다.

 LAW18308 노동법 (Labor Law, 3-3-0)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 법제를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강술하여 현대산업사회의 노동법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LAW18309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3-3-0)

보험법에 관해 보험제도, 보험계약, 손해보험 및 인보험의 순서로 해설한 다음 해상법에 

관해 해상기업조직, 해상기업활동, 해상기업의 위험 및 해상기업금융에 관한 제도를 강

의한다.

 LAW18310 친족상속법 (Family Law, 3-3-0)

친족편에서는 가족제도, 혼인, 양자제도, 친권, 후견, 친족, 부양제도 등을 고찰하고, 상속

편에서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살피며, 끝으로 유언에 대하여 강의한다.

 LAW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팀별로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법학

응용능력을 양성하는 과목이다.

 LAW18312 피해자와법 (Victim & Law, 3-3-0)

범죄발생 시 피해자의 역할과 형사 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보호 등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공식적 · 비공식적 사회통제, 즉 형사 사법과 사회조직, 그

리고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LAW18313 행정법각론 (Administrative Law 2, 3-3-0)

현행 행정조직법의 내용으로써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무원법을 살펴본 후, 

행정작용의 내용으로써 질서행정법, 복지행정법, 군사행정법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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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의 진로탐색을 돕고 대학생활을 유익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안내 교과목. 강의와 학

생과의 상담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LAW18402 관세행정법 (Customs Administrative Law, 3-3-0)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관세법의 기본원리를 이

해하고 위법 부당한 관세 부과 징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학습한다.

 LAW18403 법과인권 (Law & Human Rights, 3-3-0)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능력을 기름으로써, 인권

의 실현과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함양한다.

 LAW18404 법철학 (Philosophy of Law, 3-3-0)

법이 무엇이며, 왜 법이 있어야 하며, 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등 ‘법의 본

질’을 강의하고 토론한다. 법철학의 기초개념, 법철학의 역사, 법의 개념, 법의 목적, 법

의 효력 등이 주요한 학습대상이다.

 LAW18405 영미법 (Anglo-American Law, 3-3-0)

영미법의 발달사, 법률제도를 고찰하고 그 중요 원리를 중심으로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

을 연구한다. 특히 법의 논리 전개에 중심을 둔 법운영을 파악한다.

 LAW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팀별로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법학

응용능력을 양성하는 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1의 연속과목이다.

 LAW18407 행정법케이스스터디 (Administrative Law Case Study, 3-3-0)

행정법총론과 행정구제법 등에 관한 기출문제를 학습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시험에 대비한다.

 LAW18408 형사법케이스스터디 (Criminal Law Case Study, 3-3-0)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체적 사례에 형법을 적용하는 기본원리와 

방법을 강의한다.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강의 및 발표가 이뤄진다.

 LAW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0-0)

졸업시험은 졸업을 앞둔 법학도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웠던 각 분야를 총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여 법학학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검증의 절차이다.

 LAW18410 경매와민사집행법 (Auction in Civil Execution Act, 3-3-0)

물권법, 특히 담보물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의 절차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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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18411 범죄학 (Criminology, 3-3-0)

범죄의 실상을 밝히는 범죄현상론, 범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정의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

는 범죄학 연구방법론, 왜 이들 범죄자가 범행을 감행하는가 하는 범죄원인론, 이에 대

한 대책을 제시하는 범죄대책론, 이러한 대책을 위해 필요한 범죄유형론, 가해자 중심의  

범죄학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론, 그리고 각종 

범죄학 이론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범죄학의 일반이론과 형사사법 체계의 흐름,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LAW18412 법과스포츠 (Law & Sports, 3-3-0)

스포츠 및 운동선수와 관련된 법원칙을 소개하고, 이들 법원칙이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

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LAW18413 부동산공법 (Public Law on Real Estate, 3-3-0)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산림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이해위주로 학습한다.

 LAW18414 상사법케이스스터디 (Commercial Law Case Study, 3-3-0)

실제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법 전반의 개념과 원리를 공부한다.

 LAW18415 환경법 (Environmental Law, 3-3-0)

전통적 경제체계에서는 비용 또는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환경 및 사회 공헌 활동이 오히

려 기업 성장의 근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바, 오늘날 "성장의 부수비용"으로서가 아

닌 "생존의 조건"인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환경법에 대하

여 개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LAW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법률상담소나 변호사사무실 등 법률 관련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

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LAW1841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법률상담소나 변호사사무실 등 법률 관련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

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LAW1841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법률상담소나 변호사사무실 등 법률 관련 현장에 파견되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

자 또는 선임자로부터 직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LAW18419 법과기독교 (Law & Christianity, 3-3-0)

개별 주제를 가지고 법학과 신학의 융‧복합을 시도하면서 법과 기독교에 비판적인 시각

을 극복하고자 한다. 법학과 기독교의 문제가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제거내지는 완화

되어 우리사회에 대한 법과 기독교의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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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경찰·법원·국회공무원 진출형

2. 기업체 진출형

3. 로스쿨 진출형

1. 경찰·법원·국회공무원 진출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경찰공무원, 법원직공무원, 국회공무원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기본적 법률소양을 
함양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경찰·검찰·국회 공무원시험과목에 대한 기본 소양

졸업 후 진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간부)
법원공무원(법원사무직, 등기직)
국회공무원(8, 9급)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헌법1, 법과정보, 사람과법

1-2 민법총칙, 헌법2

2-1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형법총론, 상법총론, 

2-2 행정구제법, 채권각론, 형법각론, 회사법

3-1 물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2 행정법각론, 경찰학, 피해자와법

4-1 진로지도, 관세행정법, 형사법케이스스터디, 영미법, 법과인권

4-2 졸업시험, 범죄학, 상사법케이스스터디, 행정법케이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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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체 진출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기업체 법무팀과 관련된 과목과 주요 자격증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기본적 법률소양을 갖추도록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법률실무능력
주요 자격증 시험과목에 대한 기본 소양 

졸업 후 진로
주요 기업체 법무 관련 팀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법과정보, 법학입문, 종교와법

1-2 민법총칙, 과학과법

2-1 채권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법사회학

2-2 채권각론, 회사법, 행정구제법, 지식재산과법, 법과예술, 시네마법률

3-1 물권법, 민사소송법, 유가증권법, 금융과법, 수자원과법률

3-2 보험해상법, 노동법, 행정법각론

4-1 진로지도, 관세행정법, 영미법, 환경법

4-2 졸업시험, 상사법케이스스터디, 경매와민사집행법, 부동산공법, 법과스포츠, 법과기독교

3. 로스쿨 진출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로스쿨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요 법률과목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로스쿨 진학 시 배우게 될 주요 과목들에 대한 기본 소양

졸업 후 진로 로스쿨 진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헌법1, 법과정보, 사람과법, 법학입문

1-2 민법총칙, 헌법2, 법과역사, 한국사회와법

2-1 행정법총론, 채권총론, 형법총론, 상법총론, 법사회학, 법과문학, 법률문장론

2-2 행정구제법, 채권각론, 형법각론, 회사법, 지식재산과법, 시네마법률

3-1 물권법, 유가증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3-2 행정법각론, 노동법, 보험해상법, 친족상속법, 피해자와법

4-1 진로지도, 형사법케이스스터디, 영미법, 법과인권, 법철학

4-2 졸업시험, 상사법케이스스터디, 범죄학, 행정법케이스스터디,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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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 육 과 정

[아펜젤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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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펜젤러대학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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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학과
(Department of Biology & Medicinal Science)

아-1

1. 교육목표

  배재대학교의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생명과학 및 생물의약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인류 건강과 관련된 학문 분야를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여 관련 연구기관, 기업에 취업하거나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생물의약물질 개발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의,치의학 교육입문 과정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인력을 양성한다.

  셋째, 연구소 및 산업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생물의약 관련 연구 및 인력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BT를 중심으로 자연과학(제거)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의 강화,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식 교육의 실현, 기초적 소양으로써 영어 교육

의 내실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계 교육의 추진, 관련 산업체 주문형 맞춤형 교

육(현장 실무형 교육)추진, 특화된 창업교육을 통한 조기취업 지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 지향 등을 교육방법론으로 삼고 IPP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m 생명과학 및 생물의약학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의 강화

m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식 교육의 실현

m 기초적 소양으로써 영어 교육의 내실화

m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계 교육의 추진

m 관련 산업체 주문형 맞춤형 교육(현장 실무형 교육) 추진

m 특화된 창업교육을 통한 바이오산업 양육 지원

m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동 지향

2. 학과소개 및 안내

  현대의 의약학은 경험적 치료에 의존하는 신약개발에서 벗어나 생명체의 유전자의 구

조와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물질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학과는 생명과학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써 이를 위하

여 인체를 비롯한 약용식물, 미생물 등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생물체의 분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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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신 지식과 각기 독특한 특성을 보유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배우고 산업화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학은 생명과학과 의약학, 농업과 식품 및 환경과학이

며 즉 인간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의 이노베이션입니다. 또한 본 학과는 인접학과들과 

융합전공을 개설하여,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졸업 후 진로

바이오의약품제조(L5)자격, 의약학분야 대학원, 제약회사, 연구소, 생명과학 관련 산업

체, 병원, 벤처기업, 환경관련 공무원, 각종 국가지정 연구소, 생물자원관, 환경연구소, 

생명과학관련 연구소, 병원연구소, 일반기업체연구소, 식품영양사, 위생사 등

m 취득 자격증

- NCS기반 바이오의약품제조(L5)

- 국가자격증: 식품영양사/위생사/응급처치기사/손해사정인/환경기사(수질, 대기, 소음/

폐기물)/변리사

- 민간자격증: 생물기술원(실험동물기사)/약용식물관리사

- 자체자격증: 생물인증실험 이수증

4. 전공교과목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BIO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0 0 0 P/NP

1 1 전필 BIO18102 생명과학1 Life ScienceⅠ 3 3 0

1 1 전필 BIO18103 생물의약영어
English for 
Biomedicinal

3 3 0

1 1 전선 BIO18104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 3 0

1 2 전필 BIO18105 생명과학2 Life Science2 3 3 0

1 2 전필 BIO18106 생물의약입문
Introduction to 
Bio-Med

3 3 0

1 2 전선 BIO18107 생물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3 3 0

2 1 전필 BIO18201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 3 0

2 1 전필 BIO18202 해부학 Anatom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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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선 BIO18204 생물분석화학실험
Experiment for 
Bio-Analytical 
Chemistry

3 1 4

2 1 전선 BIO18203 생물현미경실험 Bio-Microscpe Exp 2 1 2

2 1 전선 BIO18205 생화학 Biochemistry 3 3 0

2 1 전선 BIO18206 유전학 Genetics 3 3 0

2 2 전필 BIO18207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0

2 2 전선 BIO18209 생물의약인증실험1
Certification ExpⅠ 
for Bio-Med

2 0 4

2 2 전선 BIO18211 약용식물학 Plants & Medicine 3 3 0

2 2 전선 BIO18212 인체발생학 Human  Embryology 3 3 0

2 2 전선 BIO18213 조직학 Histology 3 3 0

2 2 전선 BIO18214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Natural & Bio-Med 
Resources

3 3 0

3 1 전필 BIO18301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 3 0

3 1 전선 BIO18304 식물병･생리학
Plant-pathology&phys
iology

3 3 0

3 1 전선 BIO18305 미생물분자유전학
MicrobialMolecularGe
netics 

3 3 0

3 1 전선 BIO18303 생물의약인증실험2
Certification ExpⅡ 
for Bio-Med2

2 0 4

3 1 전선 BIO18308 혈액학 Hematology 3 3 0

3 1 전선 BIO18309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 3 0

3 2 전필 BIO18310 바이러스학 Virology 3 3 0

3 2 전필 BIO18311 줄기세포학 Stem  cell 3 3 0

3 2 전선 BIO18313 병원미생물학
Pathogenic 
Microbiology

3 3 0

3 2 전선 BIO18314 생물·보건통계학
Statistics For Biology 
and Health

3 3 0

3 2 전선 BIO18315 시스템생물학 System Bioiogy 3 3 0

3 2 전선 BIO18318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2 전선 BIO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BIO18319 현장실습(IPP)3 Field Training 3 12 0 0

3 3 전선 BIO18320
LINC+맞춤형특성화교과
1

LINC+ Society Fit 
Specialization 
CurriculumⅠ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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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4 전선 BIO18321
LINC+맞춤형특성화교과
2

LINC+ Society Fit 
Specialization 
Curriculum Ⅱ

2 1 2 

4 1 전선 BIO18402 암생물학 Oncology 3 3  0  

4 1 전필 BIO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BIO1841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BIO18404
LINC+맞춤형특성화교과
3(캡스톤디자인)

LINC+PBLSocietyFitSp
ecializationCurriculum
Ⅲ

3 1 4

4 1 전선 BIO18403 기생충학 Parasitology 2 2 0

4 1 전선 BIO18407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Process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 3 0 

4 1 전선 BIO18440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 3 0 

4 1 전선 BIO18409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Test Method 
Validation of 
Biopharmaceutical

3 2 2

4 1 전선 BIO18410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Biopharmaceutical

3 2 2 

4 1 전선 BIO18411 발효학 Fermentology 3 3 0 

4 1 전선 BIO18413 생물공정학 Bio-Processing 3 3 0 

4 1 전선 BIO18414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3 3  0 

4 1 전선 BIO18415 인간미생물체의학
Human Microbiome 
Medicine

3 3 0 

4 2 전필 BIO18417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BIO18432 장기현장실습(LINC+)
LINC+ Long-term 
Field Curriculum

15 0 0 

4 2 전선 BIO1842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0 

4 2 전선 BIO18423 분자세포면역학
Molecular Cell 
Immunolgy

3 3 0

4 2 전선 BIO18424 생물의약방법론
Methods in 
Biomedicine

3 3 0

4 2 전선 BIO18426 식품위생학 Food Hygienics 3 3 0

4 2 전선 BIO18427 약리학 Pharmacology 3 3 0

4 2 전선 BIO18428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 3 0

4 2 전선 BIO1843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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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BIO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1, 0-0-0)

21세기에 생명과학은 다양하게 발전하여 생물 산업의 면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세계

는 후손에게 물려줄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 나라별로 각축하고 있으며 생

명과학은 농학, 식품영양학, 의치약학 등 연계 과학 분야의 근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함

께 발전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모색하

며 첫 단계로써 문제해결 기초능력을 양성하는 과정, 둘째는 바이오산업의 현장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정, 셋째 환경산업 현장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정, 넷째 대학원 및 의치약학 전

문대학원 진학인력 양성과정, 다섯째 보건식품 의료전문인력 및 영양사(연계전공) 양성과

정, 여섯째 식물의학사(연계전공) 양성과정 등 다양한 미래를 두드려 탐색해 보고자 한다.

 BIO18102 생명과학1 (Life ScienceⅠ, 3-3-0)

21세기 생명과학의 진보는 획기적이며, 물리, 화학, 수학의 기초 위에 꽃피운 생명과학은 의

학, 약학, 식품과학, 농학, 환경과학 등과의 만남으로 그영역이 넓어졌고 생명산업을 반전시

키고 있다. 본 강좌(생명과학1)에서는 생명과학의 최첨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생물의약

학을 전공하고저 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생물의약학과 연관된 21세기 생명과학분야의 다양

한 콘텐츠를 심도있게 소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교수 3인이 합동강의로 진행한다.

 BIO18103 생물의약영어 (English for Biomedicinal Sciences, 2-2-0)

생물학과 의학에 관련된 용어 중심으로 한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원서 공부와 전공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BIO18429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3 3 0

4 2 전선 BIO18433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BIO18434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
관리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for 
Biopharmaceutical

3 3 0

4 3 전선 BIO18435
바이오의약품컴퓨터
시스템관리

Computer System 
Validation for 
Biopharmaceutical

3 3 0

4 3 전선 BIO1843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BIO1843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BIO1843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3 전선 BIO1843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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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104 일반화학 (EGeneral chemistry, 3-3-0)

물질과 측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자, 분자, 이온, 수용액에서의 반응(산-염기 반응, 산화-

환원 반응) 화학평형 등의 고전 화학 분야를 다룸.

 BIO18105 생명과학2 (Life ScienceⅡ, 3-3-0)

21세기 생명과학의 진보는 획기적이며, 물리, 화학, 수학의 기초 위에 꽃피운 생명과학은 

의학, 약학, 식품과학, 농학, 환경과학 등과의 만남으로 그영역이 넓어졌고 생명산업을 

반전시키고 있다. 본 강좌(생명과학1)에서는 생명과학의 최첨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 

생물의약학을 전공하고저 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생물의약학과 연관된 21세기 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심도있게 소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교수 3인이 합동강의

로 진행한다.

 BIO18106 생물의약입문 (Introduction to Biology & Medicinal Science, 3-3-0)

왜 21세기에는 의약학 모든 분야가 Bio Medicinal Science로 가고 있는가? 의학과 약학, 

그리고 첨단생명과학의 접점에 있는 생물의약학! 생물의약학과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

에게 학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소개하는 수업으로 나아가 21세기의 생

물의약학의 현주소와 생물산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BIO18107 생물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3-3-0)

탄화수소 및 산소, 질소, 황 등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구조와 물리적인 특성 및 화학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생명과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특히 

탄화수소,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유기산 및 아민 등의 분류, 구조, 명명법 등을 공부하

며, 물리적인 성질을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화학적인 성질들과 아울러 주요 

화학반응의 반응 메커니즘을 다룬다.

 BIO14201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좌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를 현대 생물학적 관점 (분자생물학적)에서 이해하는 것과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알

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세포의 

기본 구성, 2) 세포의 기능, 3) 세포와 세포의 상호관계 등이다.

 BIO18202 해부학 (Anatomy, 3-3-0)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한다. 이해를 돕기 위

하여 각 단원이 끝날때마다 교재에 있는 문제로 진행한다.

 BIO18204 생물분석화학실험 (Cell Biology, 3-1-4)

생물분석학화학실험은 생물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되는 실험으로 정성분석 

정량분석등 분석된 자료들은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에

서는 생체물질들을 주요한 부류로 나누어 그들의 분리, 정제, 정성, 및 정량분석, 효소적 

분석 및 효소적 합성들을 실험을 통해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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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203 생물현미경실험 (Bio-Microscpe Exp, 2-1-2)

생물현미경실험 수업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해결 기

초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관련분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BIO18205 생화학 (Biochemistry, 3-3-0)

세포의 생명현상에 관한 화학적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 본 강의에서 학생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생체조직,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의 구조 및 특성 그리고 

변화를 공부하게 되며 생화학적인 차원에서 이런 물질들의 합성과 분해과정, 인체대사의 

통합과정 등을 이해하게 된다. 그 내용은 세포의 화학물질과 그 특질, 화합물의 상호작

용과 생성 및 소멸, 그리고 이들의 대사 조절 등의 이해를 포함한다.

 BIO18308 혈액학 (Haematology, 3-3-0)

혈액의 개념, 조혈, 혈액형, 거핵세포계 및 응고 기작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및 임

상혈액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능력을 고취시킨다.

 BIO18206 유전학 (Genetics, 3-3-0)

유전학은 생물의 형질 발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을 비롯하여 동물, 

세균, 바이러스에 이르는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유전 양식, 유전자의 본질, 유전자의 작

용 및 유전자의 상호작용, 염색체 이상, 연관 등에 관한 제반 기초 원리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멘델 유전학, 세포유전학, 인류유전학, 생리유전학, 집단유전학 등의 고전유전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다양성과 유전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을 유전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과 최신 실험기법들의 원

리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유전성 질환의 진단이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BIO18211 약용식물학 (Plants & Medicine, 2-2-0)

약물 자원 식물의 형태, 산지 및 생약으로서의 응용에 대한 학습으로 약용식물들의 약효

성분을 중심으로 한 연관관계, 특히 식물분류학적 측면에서 고찰, 연구하여 기존 약물 

및 새로운 약물의 원천이 식물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BIO18207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

미생물에 속하는 생물을 소개하며, 미생물 세포의 구조, 기능, 유전현상, 생장, 생리, 2차

산물의유용성, 발효, 물질대사, 세균광합성, 질소고정, 환경적응현상, 생태계 내 중요한 

역할 및 미생물과 다른 고등 동/식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강의하여 미생물학의 전반

적인내용을 이해시킨다.

 BIO18212 인체발생학 (Human Embryology, 3-3-0)

배우자생성, 수정, 그리고 배발생을 세포와 분자수준에서 소개하여 인체의 발생과정과 

인체내부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BIO18213 조직학 (Histology, 3-3-0)

조직의 미세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체를 중심으로 한 동물의 4대 기본조직(상

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에 대한 조직학적 구조와 기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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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301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3-0)

인체의 여러 시스템에 대하여 세포수준에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BIO18304 식물병·생리학 (Plant-pathology&physiology, 3-3-0)

최근 식물병리학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분자식물병리학, 생물적 방제, 

컴퓨터, 미생물 분류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견과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식물병

원 미생물의 출현도 있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있었으며, 국가 경

제의 점진적 세계화와 무역장벽의 점진적 철폐로 농산물 및 병원체의 이동이 가속화되었

다. 본 강의에서는 곰팡이, 바이러스 등 식물병의 원인, 증상, 방제법 그리고 진단법을 

학습할 것이다.

 BIO18311 줄기세포학 (Stem cell, 3-3-0)

본 과목을 통해 면역 및 특정조직들의 줄기세포 분화과정을 살펴보고 발생 및 분화과정

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의 기능 및 기작을 고찰. 이러한 분화된 세포 및 조직의 기능에 관

련하여 현재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줄기 세포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

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핀다.

 BIO18315 시스템생물학 (System Bioiogy, 3-3-0)

시스템생물학 수업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해결 기초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관련분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BIO18318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

 BIO18305 미생물분자유전학 (Microbial Molecular Genetics, 3-3-0)

미생물과 관련된 구조와 기능, 유전, 생리, 생장등의 기본적 특성들을 분자적 수준과 개

체적 수준에서 생화학적으로 발견하며 이해한다.

 BIO18424 생물의약방법론 (Methods in Biomedicine, 3-3-0)

유전자 조작의 기초 이론과 유전자 분리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재조합 DNA 기술의 

응용성을 이해한다. 유전물질의 분리 정제, 재조합 DNA의 제조, 유전자의 세포 도입 방

법 및 분리, 유전자 발현, 의학과 산업 분야에서의 재조합 DNA 기술의 응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BIO1842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3-0)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환경, 음

식, 감염병, 만성질환, 인구문제, 산업보건 등을 다룬다.

 BIO18310 바이러스학 (Virology, 3-3-0)

본 과목은 바이러스의 분류동정, 병징과 진단법, 분류, 구조, 유전자 기능, 전파, 탐색법, 

충매전염, 순환 및 방제법 등을 강의한다. 특히 바이러스와 기주식물간의 상호작용을 분

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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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309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3-0)

독성학의 기본지식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여러 화학물질에 의한 생체독성과 독성 발현에 

따른 기능장애에 대한 개념 및 그 장애들에 대한 기전들을 정립시킨다. 화학물질은 궁극

적으로 인류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또한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화학물질의 현재 사용과 장래의 개발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표적생물에 대한 약이나 화학물질의 모든 유해한 효과에 관한 지식을 강의한다.

 BIO18214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Natural & Bio-Med Resources, 3-3-0)

식물유래 천연물의 생합성 과정과 화학구조에 대한 강의. 즉, 식물의 이차대사산물의 생

물학과 생화학적 내용으로써 터페노이드,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기타 페놀화합물들

의 화학과 그 생합성 과정을 다룬다. 또 식물의 향과 맛, 식물유래 약용물질의 작용, 플

라보노이드 및 다양한 식물색소의 기능 등을 살펴본다.

 BIO18209 생물의약인증실험1 (Certification ExpⅠ for Bio-Med 1, 2-0-4)

본 과목은 생명 화학, 세포구조와 기능, 현미경 사용, 생명현상의 물리화학적 기초, 에너

지, 생식, 세포분열, 성장, 분화, 식물조직, 동물조직, 유전, 진화, 생명공학적 응용 등의 

지식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일반 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과목에 나오는 

이론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실험적 기술 및 개념을 전달하고자 한다.

 BIO18428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3-0)

영양상태 판정, 영양지원 방법, 신체 구조와 기능, 각 질환의 병리, 원인, 증상 및 관리법

에 대해 학습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능력을 기른다.

 BIO18411 발효학 (Fermentology, 3-3-0)

미생물은 양조, 발효공업 미생물공업분야에서부터 산업, 환경 등 넓게 응용되고 있다. 따

라서 강좌는 미생물의 생육과 대사, 발효균주 개량, 발효공정 및 제어, 발효생산물의 분

리, 정제 등을 강의하고 응용력을 키우고자 한다.

 BIO18313 병원미생물학 (Pathogenic Microbiology, 2-2-0)

본 과목은 3-4 학년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으로써 생물학적, 생화학적, 면역학적, 분자

유전학적 수준에서 동물바이러스 및 박테리오파아지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강의 내용

은 분류, 침입기작, 유전체 증식 및 바이러스 증식, 병원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적 특징 및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BIO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캡스톤디자인(1)은 바이오산업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본 강좌에서 목표를 설정하

고, 자신의 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본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탐구(선

배와의 대화/ 기업체 탐방, 견학)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BIO18401 진로지도 (Major and Prospective Employment, 0-0-0)

진로개발센터에서 마련한 컨텐츠와 함께 각 개인별로 진로모색을 준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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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314 생물·보건통계학 (Statistics for Biology and Health, 3-3-0)

생물 실험데이터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고 통계적인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

용을 강의한다. 생물적 현상은 상대적 형질이 뚜렷하게 분리되기 보다는 개체변이로 인

하여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어느 범위에서는 옳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통계적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본 과

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생물학적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BIO18303 생물인증실험2 (Certification in Biotechnology 2, 2-0-4)

본 실험과목의 목표는 DNA 분자생물학의 확고한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산업

의 필수적인 유전자 조작기술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 단계에서는 

진핵 및 원핵생물의 유전체를 제한효소로 절단하고 전기 영동하여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

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분자진화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특정한 염기를 탐색할 수 있도

록 DNA 분자교잡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최첨단 DNA 클로닝 기법을 자

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라스미드 벡터에 표적유전자를 클로닝하는 재조합 DNA 라

이브러리를 구성법을 실시하도록 한다.

 BIO18427 약리학 (Pharmacology, 3-3-0)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약물의 종류와 작용기작에 대하여 배운다.

 BIO18426 식품위생학 (Food Hygiene, 3-3-0)

식품위생학은 식품 함유, 식품 제조 및 가공, 보관에 따라 유래되는 여러 유해 물질에 

대한 연구 및 유해 물질에 대한 대체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식품이 생산에서 소비

자에게 오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식품의 안전과 위생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이론과 훈련을 통하여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되는 각종의 식품위해 요인들을 분

야별로 그 특성을 익히며 주변 식품 중의 위해 미생물 검사를 통하여 오염의 정도를 파

악하고, 식중독 발생의 위험요인의 제거 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식품안전상 문제시되고 

있는 첨가물, 농약,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식중독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고 식품의 

변질, 식품위생대책 및 위생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숙지를 목적으로 한다.

 BIO14409 현장실습1 (Field Practice 1, 3-0-0)

<캡스톤 디자인>과 함께 바이오산업으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다. 학생들은 

유관한 바이오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관련회사에 인턴사원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다. 우리 학과와 가족기업으로 MOU를 맺었거나 동문 혹은 

학과교수님들이 설립한 벤쳐기업 中 학기 중 2곳 이상을 개인선호도에 따라 현장실습토

록 한다.

 BIO1841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기업체 주문형 현장교육으로써, 가족회사 연계 고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 강좌를 수강하

여야 한다. 원하는 가족회사는 기업체 주문형 특강(=캡스톤 디자인2)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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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417 졸업논문 (Thesis, 0-0-0)

이학사의 자격을 갖기 위해 4학년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졸업논문을 제출해야한

다. 논문은 표지,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실험논문일 경우), 결과, 고찰, 인용문헌. 표, 

그림 등으로 구성한다. 졸업발표회로 대신할 수 있다.

 BIO18403 기생충학 (Parasitology, 2-2-0)

인체 기생충을 중심으로 형태 및 생활사, 질병과 치료, 예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본 

과목 수료자는 국가인증 위생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BIO18423 분자세포면역학 (Molecular and Cellular Immunology, 3-3-0)

학생들에게 세포 및 분자 수준의 포괄적 개념의 면역 반응까지 지식을 제공하여 면역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각종 인체 현상 및 질환과 관련되는 다양한 면역

현상을 이해하여 면역 반응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

을 교육목표로 하며 면역체계의 발달,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 반응, 항원의 인식, 림프구의 

발달과 활성화, 세포면역, 항원항체 반응, 생체 방어와 면역기구, 면역에 관련된 생체이상, 

면역학에 실제적인 응용방법 등을 강의를 통하여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BIO18439 현장실습2 (Field Practice 2, 3-0-0)

<캡스톤 디자인>과 함께 바이오산업으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다. 학생들은 

유관한 바이오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관련회사에 인턴사원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다. 우리 학과와 가족기업으로 MOU를 맺었거나 동문 혹은 

학과교수님들이 설립한 벤쳐기업 中 학기 중 2곳 이상을 개인선호도에 따라 현장실습토

록 한다.

 BIO18402 암생물학 (Oncology, 3-0-0)

암이란 무엇인지, 암의 발생기전과 각각의 암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BIO18413 생물공정학 (Bio-Processing, 3-0-0)

생물공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근래에 생명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1970년대에 새

로운 개념으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상업제품 생산에 응용되

고 있으며, 현재 학문과 산업기술의 양면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어 21세기 인류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핵심 과학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필요

한 생물공적공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BIO18414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3-0-0)

신경생물학 수업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해결 기초능

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관련분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BIO18415 인간미생물체의학 (Human Microbiome Medicine, 3-3-0)

인간미생물체의학 수업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해결 

기초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관련분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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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432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Placement(Linc+), 15-3-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

 BIO1842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3-0)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더 나아가서 생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환경, 음

식, 감염병, 만성질환, 인구문제, 산업보건 등을 다룬다.

 BIO1843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

 BIO18319 현장실습3 (Field Practice 3, 3-0-0)

<캡스톤 디자인>과 함께 바이오산업으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다. 학생들은 

유관한 바이오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관련회사에 인턴사원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다. 우리 학과와 가족기업으로 MOU를 맺었거나 동문 혹은 

학과교수님들이 설립한 벤쳐기업 中 학기 중 2곳 이상을 개인선호도에 따라 현장실습토

록 한다.

 BIO18429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3-3-0)

합성생물학 수업에서는 생물의약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해결 기초능

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관련분야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BIO18433 현장실습5 (Field Practice 5, 15-0-0)

<캡스톤 디자인>과 함께 바이오산업으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이다. 학생들은 

유관한 바이오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기술을 습득하며, 나아가 관련회사에 인턴사원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다. 우리 학과와 가족기업으로 MOU를 맺었거나 동문 혹은 

학과교수님들이 설립한 벤쳐기업 中 학기 중 2곳 이상을 개인선호도에 따라 현장실습토

록 한다.

 BIO18320 LINC+맞춤형특성화교과1 (Certification ExpⅡ for Bio-Med1, 2-1-2)

1. 생물의약학과 전공학생들은 순수기초 연구 개발 분애의 연구원으로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응용분야 즉 병원관련 의학 임상분야, 제약관련분야, 식품관련분야, 환경 에너지 관

련분야 그리고 농림수산 축산분야 등의 연구원 또는 QC서비스원, 영업사원, 사무원 등으로 

다채롭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다양한분야로의 목표지향적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공과목의 강의 학습만으로

는 자신있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상기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실험 

연구기술과 기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모든 진출 가능한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 연구기법을 익히

게 하므로써, 의학 임상, 식품, 제약, 환경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등 BT관련분야 및 NT(정밀

화학), IT(정보관련)등이 포함된 융합과학분야(BINT)에 자신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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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321 LINC+맞춤형특성화교과2 (Certification ExpⅡ for Bio-Med2, 2-1-2)

1. 생물의약학과 전공학생들은 순수기초 연구 개발 분애의 연구원으로 뿐만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응용분야 즉 병원관련 의학 임상분야, 제약관련분야, 식품관련분야, 환경 에너지 관

련분야 그리고 농림수산 축산분야 등의 연구원 또는 QC서비스원, 영업사원, 사무원 등으로 

다채롭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다양한분야로의 목표지향적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공과목의 강의 학습만으로

는 자신있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상기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실험 

연구기술과 기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모든 진출 가능한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 연구기법을 익히

게 하므로서, 의학 임상, 식품, 제약, 환경에너지, 농림 수산 식품 등 BT관련분야 및 NT(정밀

화학), IT(정보관련)등이 포함된 융합과학분야(BINT)에 자신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BIO18404 LINC+맞춤형특성화교과3(캡스톤디자인) (LINC+ Society Fit Specialization 

Curriculum 3(Capstone Design), 3-1-4)

1.생물의약학과 전공학생들은 순수기초 연구 개발 분야의 연구원으로서 뿐만아니라 다양

한 산업 및 응용분야 즉 병원관련 의학, 임상분야, 제약관련분야, 식품관련분야, 환경 에

너지 관련 분야 그리고 농수산축산분야 등의 연구원 또는 QC서비스원, 영업사원, 사무원 

등으로 다채롭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다양한 분야로의 목표 및 목적 지향적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공과목의 강

의 학습만으로는 자신 있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상기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

고 필수적인 실험 연구기술과 기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모든 진출 가능한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 연구기법을 익

히게 하므로서 의학 임상, 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농림수산축산 등 BT관련분야 및 NT, 

IT 등이 포함된 융합과학분야에 자신 있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BIO18407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Process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3-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

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BIO18440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3-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

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BIO18409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Test Method Validation of Biopharmaceutical, 3-2-2)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BIO18410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Biopharmaceutical, 3-2-2)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

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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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1843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

 BIO1843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 3-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

 BIO18434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for Biopharmaceutical, 

3-3-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BIO18435 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 (Computer System, 3-3-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_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연구소, 대학원 계열

2. 생물산업벤쳐 계열

3. 생명공학 계열

4. 제약회사, 병원, 과학수사 계열

5. 환경기사 계열

6. 생물분류기사 계열

7. 위생사 계열

8. 영양사 계열

9. 식물의학 계열

10. 의치약한의학 전문대학원 진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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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 대학원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이제는 전문화시대이며, 생명과학의 시대에 연구단지와 세계도처의 대학원이 문
을 활짝 열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한단계 높은 생명과
학 학문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박사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인 연구활동 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후 박사후 과정(post-doc)을 거치므로 완전한 전문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학과의 필수과목 모두를 이수할 필요가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제반 실험능력 체득

졸업 후 진로 연구소 및 대학에 전문연구인으로 취업함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생명과학1, 생물의약영어 , 일반화학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 생물의약입문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생물분석화학실험, 생물현미경실험

2-2
미생물학, 생물의약인증실험1, 인체발생학, 약용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 생물의약인증실험2 ,혈액학, 
환경독성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캡스톤디자인1

4-1
진로지도, 암생물학, 캡스톤디자인2, LINC+맞춤형교과2(캡스톤디자인3), 기생충학, 
발효학, 생물공정학,신경생물학, 인간미생물체의학

4-2
졸업논문,공중보건학,분자세포면역학,생물의약방법론,식품위생학,약리학,임상영양
학,합성생물학,장기현장실습(L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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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산업 벤쳐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21세기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힘입어 생물산업이 국가적 경쟁력이 되
고 있다. 산학 연계 과목들을 통해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여 청년창업에 이르도
록 한다. (관련 경영학 강좌를 이수 요망, 우리 대학 당국에서는 청년창업을 위
한 제반 후원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아보고 확인할 것)  

확보되는
실무능력

생물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창의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졸업 후 진로 바이오산업 창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생물의약영어 , 일반화학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 생물의약입문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생물분석화학실험, 생물현미경실험

2-2
미생물학, 생물의약인증실험1, 인체발생학, 약용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 생물의약인증실험2 ,혈액학, 
환경독성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

4-1 기생충학,생물공정학

4-2 생물의약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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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공학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제반 현대적 생물산업의 밑받침이 되는 테크닉의 기본을 익힘 

확보되는
실무능력

유전자 조작  

졸업 후 진로 다양한 바이오산업체에 취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1-2 생명과학2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2-2 미생물학, 인체발생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혈액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

4-1 암생물학,신경생물학, 인간미생물체의학

4-2 공중보건학,분자세포면역학,생물의약방법론

4. 제약회사, 병원, 과학수사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주로 인체과학 관련 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의약학 분야의 일반적 지식 

졸업 후 진로 제약회사, 병원, 과학수사 계통 직업군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생물분석화학실험, 생물현미경실험

2-2 미생물학, 인체발생학,조직학

3-1 인체생리학, 혈액학

3-2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4-1 암생물학, 신경생물학, 인간미생물체의학

4-2 분자세포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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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기사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가의 수질, 공기,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는 국가공인 환경기사 
자격시험을 마련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수질, 공기, 토양 관련 각종 분석실험 능력 및 환경기사 이론

졸업 후 진로 환경연구소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되는 모든 업체에 취업함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일반화학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2-1 세포생물학, 생화학, 생물분석화학실험, 생물현미경실험

2-2 미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 환경독성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캡스톤디자인1

4-1 암생물학, 기생충학, 생물공정학

4-2 분자세포면역학,생물의약방법론

6. 생물분류기사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태관(에코관), 수목원, 식물원, 자연사박물관, 지역과학
관 등의 건립이 많아지면서 생물분류군 별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특장이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생물의 분류, 채집과 표본제작, 함유하고 있는 자원 확인, 보고서 작성 등

졸업 후 진로 생물자원관, 과학관, 다양한 환경연구소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 생물의약입문

2-1 세포생물학, 생물분석화학실험, 생물현미경실험

2-2 미생물학, 생물의약인증실험1, 약용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 생물의약인증실험2, 환경독성학

3-2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4-1  LINC+맞춤형교과2(캡스톤디자인3), 기생충학, 발효학, 생물공정학,

4-2 생물의약방법론,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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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생사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위생업무는, ① 음료수의 처리, ②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③ 공중이 이용
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④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⑤ 유해곤충(有害昆蟲) 및 쥐의 
구제(驅除), ⑥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위생사는 이상의 위생업무 중 이화
학(理化學) 또는 생물학적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위생업무 

졸업 후 진로 관련된 환경산업, 보건소(보건행정과목 이수, 9급 보건직 공무원시험 필)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생물의약영어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2-1 해부학, 세포생물학

2-2 일반미생물학 ,생물의약인증실험1

3-1 공중보건학,생물의약인증실험2

3-2 환경독성학, 바이러스학, 병원미생물학 

4-1 생물보건통계학

4-2 기생충학

8. 영양사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생물의약학과, 가정학과 및 외식경영학과와의 연계전공으로 개설됨
식품영양학 강의 중 국가가 공시한 영양사 취득 자격에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하고 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 지원 등 영양 치료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 식단, 위생, 
구매, 생산, 원가 등에 대한 급식경영 업무

-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 질환별 영양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 

졸업 후 진로 영양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음식점, 영양관련 급식업소, 산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2-1  생화학, 해부학, 

2-2 미생물학

3-1 인체생리학

3-2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4-1 암생물학, 발효학

4-2 식품위생학,약리학,임상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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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물의학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생명환경디자인학부와 생물의약학과의 연계전공으로서 개설함.
농약 취급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식물의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농약의 조제와 처방·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취지의 
식물의약사법 도입에 따라 농약을 취급하는 모든 국가 연구기관, 국내 및 외국계 농약회사, 
도소매상, 컨설턴트, 지도사, 농약유통업체 등은 식물의학사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식물의 병리적 장애, 해충 피해 및 생리적 장애를 진단하고 처방함

졸업 후 진로
농약을 취급하는 모든 국가 연구기관, 국내 및 외국계 농약회사, 도소매상, 컨설턴트, 
지도사, 농약유통업체 등 

교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생물의약영어 , 일반화학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 생물의약입문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해부학

2-2 미생물학,인체발생학, 약용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 생물의약인증실험2 ,혈액학, 환경독성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

4-1 암생물학, 기생충학, 발효학, 생물공정학,신경생물학, 인간미생물체의학

4-2 공중보건학,분자세포면역학,생물의약방법론,식품위생학,약리학,임상영양학,합성생물학

10. 의치약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진학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의치약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을 통해 의약학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은 생물의약학과 전공의 폭넓은 학습을 통해 수험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전공과 연계된 의치약학한의학의 기초지식 

졸업 후 진로
입시를 통해 관련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전문대학원 졸업 후 의사, 약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게 됨.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1-2 생명과학2, 생물유기화학

2-1 세포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2-2 미생물학, 인체발생학, 약용식물학, 조직학, 천연물생물의약소재학

3-1 인체생리학, 식물병·생리학 ,미생물분자유전학,혈액학

3-2 생물·보건통계학, 바이러스학, 줄기세포학, 병원미생물학, 시스템생물학

4-1 암생물학, 기생충학, 신경생물학, 인간미생물체의학

4-2 공중보건학,분자세포면역학,생물의약방법론,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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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아-2

1. 교육목표

  내실 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제약업체, 바이오산업체, 병원 및 

생명공학 관련 국공립 연구소, 보건/의료/환경/식품 분야의 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꼭 필

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m 바이오·의생명공학 분야의 핵심적 이론교육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환경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적응 능력 배양

m 실질적 실험실습 교육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및 현장형 교육 강화

m 바이오 산업체 및 의생명공학 관련 연구소에 필요한 전문 바이오 인재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기반의 21세기 핵심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는 생명

공학은 복잡하고도 신비로운 생명현상의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의 응용을 창출해 내는 최첨단 과학기술이다.

  유전자 조작, 단백질공학, 세포조작 기술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였으나, 뇌의 기능, 노화 기능, 면역 방어기능 등 아직도 생명현상은 여전히 인류

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생명공학 분야는 유능한 인재

들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밝히고, 이를 인류의 복지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한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게놈 연구, 생명체 

복제, 줄기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

하면서, 바이오의생명공학 분야는 새로운 지식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

명과학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다.

  본 바이오·의생명공학과에서는 전반적인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지식 습득과 이를 바탕

으로 광범위한 의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와 응용의 

다양한 분야를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였다. 이러한 교과과정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가 각자

의 진로에 적합하게 과목들을 선택하고 수강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

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충실한 실험실습 교육 등을 강화하여 학습의 이해를 

도우며, 직업 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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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졸업 후 생명과학 관련 일반대학원 및 약학/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병

원, 각종 의과학, 보건관련 업계 연구소, 검역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체 및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보조원이나 전문연구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산업체

와 관련하여 대덕연구단지 등에 활성화 되어 있는 바이오벤처를 비롯하여 제약회사, 식

품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보건, 의료, 환경, 식품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으로도 진

출할 수 있다.

m 생명공학 관련 국내외 일반대학원 및 약학/의학/치의학 대학원

m 생명공학관련 대기업 및 바이오벤처기업의 연구직

m 대덕 R&D 특구 내 기업, 국공립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KT&G 

등) 및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m 보건, 의료, 환경, 식품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

m 제약회사, 병원 연구소, 식품 및 화장품 회사, 환경관련 기업

m 특허관련분야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BTM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P 0 0 P/NP

4 1 전필 BTM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P 0 0 P/NP

1 1 전선 BTM18102
바이오의생명공학
입문

Introduction to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 3 0 　

1 1 전선 BTM18103 생명과학1 life science 3 3 0

1 1 전선 BTM18104 일반화학 Introduction to Chemistry 3 3 0

1 2 전선 BTM18107 생명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in Life 
Science 

3 3 0 　

1 2 전선 BTM18105 생명과학2 life science 3 3 0

2 1 전필 BTM18201
바이오의생명공학
기초실험

Introduction to Experiments in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 2 2 　

2 1 전필 BTM18202 미생물학 Microbiology 3 3 0 　

2 1 전선 BTM18205 생화학개론 Introduction to Biochemistry 3 3 0 　

2 1 전선 BTM18203 산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3 3 0 　

2 1 전선 BTM18207 유전학 Genetic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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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필 BTM18208
바이오의생명공학
실험1

Experiments in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1

3 2 2 　

2 2 전필 BTM18211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 3 0 　

2 2 전필 BTM18212 생화학 Biochemistry 3 3 0 　

2 2 전선 BTM18210 발효학 Fermentology 3 3 0 　

2 2 전선 BTM18209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3 3 0 　

2 2 전선 BTM18215 환경생명공학 Environmental Biotechnology 3 3 0 　

3 1 전필 BTM18305 생물공학 Biotechnology 3 3 0 　

3 1 전선 BTM18306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 3 0 　

3 1 전선 BTM18309 종양생물학 Oncology 3 3 0 　

3 1 전선 BTM18302
바이오제조공정의
이해

Understanding of Bio-Good 3 3 0

3 1 전선 BTM18303 분자유전학특론
Current topics on Molecular 
Genetics

3 3 0

3 2 전선 BTM18318 제노믹스 Genomics 3 3 0 　

3 2 전선 BTM18315 세포신호전달론 Cell Signaling 3 3 0 　

3 2 전선 BTM18316 신진대사조절론 Regulation of Metabolism 3 3 0 　

3 2 전선 BTM18314 면역학 Immunology 3 3 0 　

3 2 전선 BTM18312 고급발효학 Advanced Fermentology 3 3 0 　

3 2 전필 BTM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 Design1 3 2 2 　

3 2 전선 BTM18319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3 12 0 0

3 2 전선 BTM18423 현장실습1 Field Study 1 3 0 0
P/NP
(3-2

겨울개설)

4 1 전필 BTM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 Design 2 3 0 6 　

4 1 전선 BTM18404 단백질생산기법 Protein Engineering 3 3 0 　

4 1 전선 BTM18405 바이오의약 Biomedicine 3 3 0

4 1 전선 BTM18403
기능성바이오소재
산업론

Functional Biomaterials 3 3 0

4 2 전선 BTM18414 과학논문강독 Reading on Scientific Papers 3 3 0 　

4 2 전필 BTM18412 졸업지도 Thesis Presentation P 0 0 P/NP

4 2 전선 BTM18413
건강기능성식품가
공학

Functional Food Technology 3 0 0

4 2 전선 BTM18416 바이러스학 Virology 3 3 0

4 2 전선 BTM18424 현장실습2 Field Study 2 3 0 0 P/NP

4 2 전선 BTM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4 12 0 0

4 2 전선 BTM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1 6 0 0

4 2 전선 BTM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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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BTM18101 전공과진로 (Major and Career Development, P/F)

신입생들에게 바이오‧의생명공학과에 대한 전공 소개, 최근 연구 동향, 관련 바이오산업 

동향 및 다양한 관련 직업 등 졸업 후 진로에 관해 소개하고 토의한다.

 BTM18401 진로 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P/F)

바이오·의생명공학과 4학년 분담지도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취업분야를 설정하는데 도움

을 주고자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입학취업처 진로개발센타등과 연계하여 면접등

을 포함하는 취업준비 요령과 실습을 받도록한다.

 BTM18102 바이오의생명공학입문 (Introduction to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3-0)

바이오·의생명공학의 기본 개념, 생명현상의 본질 등에 대해 이해하고, 의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인 이론과 개념을 배운다.

 BTM18103 생명과학1 (life science, 3-3-0)

세포의 기본 구조와 구성 성분 및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DNA 구조와 기능, 단백질 

합성, 유전자 조절, 세포 분열, 유전의 원리 등에 관해 학습하고 토의한다.

 BTM18104 일반화학 (Introduction to Chemistry, 3-3-0)

화학에 관련된 기초지식을 보여주고, 그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몸과 환경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화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학습한다. 즉, 유

기화학및 생화학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한다.

 BTM18107 생명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in Life Science, 3-3-0)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생체고분자 유기화합물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BTM18105 생명과학2 (life science, 3-3-0)

세포분열, 유성 생식, 인간 유전 및 재조합 DNA 기술등을 이용한 유전공학의 이론 및 현

황, 인체와 관련된 조직과 기관계, 내분비조절, 면역 및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강의한다.

 BTM18208 바이오의생명공학기초실험 (Introduction to Experiments in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3-2-2)

2학년을 대상으로한 실험 입문 과정으로서 생화학, 미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야 

등의 생명과학 전공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실험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한다.

 BTM18202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

미생물 세포의 구조, 기능, 생장, 생리, 2차 산물의 유용성, 발효, 물질대사, 세균광합성, 

질소고정, 환경적응현상, 생태계 내 중요한 역할 및 미생물과 다른 고등 동/식물의 상호

작용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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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M18205 생화학개론 (Introduction to Biochemistry, 3-3-0)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들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이끌어가는 생화학적인 기초 

원리를 강의한다.

 BTM18203 산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3-3-0)

현재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이들의 특성을 강의하고 새로운 산업용 

균주 육종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토론한다.

 BTM18207 유전학 (Genetics, 3-3-0)

유전현상을 주도하는 유전자와 이들의 집합인 염색체, 그리고 염색체의 집합인 게놈들에 

대한 기본개념의 도입을 통하여 유전학의 개념을 정립한다. Mendelian genetics, Molecular 

genetics, Cytogenetics의 개념 차이를 논의하고 이해시키며, Mendelian genetics의 근본 이

론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응용시킨다. 유전학의 기본적 핵심 이론 및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유전학 분야의 최신 정보를 소개한다.

 BTM18208 바이오의생명공학실험1 (Experiments in Biomedicinal Science and Biotechnology 

1, 3-2-2)

생화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물공학 및 분자유전학의 의생명 관련 기초를 습득할 수 

있는 실험을 가르친다.

 BTM18211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체의 구성물질을 만들게 하고 생명현상을 지배하는 유전

물질의 구조, 기능, 대사과정 등에 대해 분자 수준에서 강의한다.

 BTM18212 생화학 (Biochemistry, 3-3-0)

생체물질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관여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현상을 총괄

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BTM18210 발효학 (Fermentology, 3-3-0)

발효공업의 특징과 최근의 흐름을 강의하고 알코올발효와 유기산 발효 및 아미노산 발효

의 특징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하고 토론한다.

 BTM18209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3-3-0)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미생물 중 대장균 및 대장균과 관련된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를 주 

대상으로 하여 형질전환, 형질도입, 접합 등의 유전현상과 돌연변이 등의 원리를 다룬다.

 BTM18215 환경생명공학 (Environmental Biotechnology, 3-3-0)

각종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생물공학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중

점 강의하고 토론한다.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한 생물학적 정화 방법 (bioremediation)에 

대해 주로 공부하고, 환경 보존과 관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 산업의 최근 연

구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환경 DNA library 구축, 생태계에

서의 미생물 community의 분자생물학적 분석 및 이의 응용 등 환경과 관련된 

Ecogenomics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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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M18305 생물공학 (Biotechnology, 3-3-0)

생물공학의 개념과 응용범위를 강의하고 물질 생산과 이용에 관한 하류 기술 공정을 중

점적으로 강의하고 토론한다. 또한 단백질 공학과 대사 공학 등 현대 분자 생물공학에 

관해서 토론 한다.

 BTM18306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

생명체의 기본 구성단위인 세포를 이루고 있는 각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함으로

써,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 기관, 개체의 생리현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BTM18309 종양생물학 (Oncology, 3-3-0)

암의 발생 원인과 원인 유전자의 조절기작을 강의하고 종양의 전이과정을 설명하고 치료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부한다.

 BTM18302 바이오제조공정의이해 (Understanding of Bio-Good, 3-3-0)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공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BTM18303 분자유전학특론 (Current topics on Molecular Genetics, 3-3-0)

분자유전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분자수준에서의 유전자 및 유전체 수준에 대한 핵심 기본 지

식, 분자유전학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 기법과 원리 및 최근 연구 동향 등에 대해 강의한다.

 BTM18318 제노믹스 (Genomics, 3-3-0)

생물체 유전정보의 근간이 되는 게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특성들에 관해 

강의한다. 또한 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최근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소개하며, 

‘omics’ 연구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동향을 강의한다.

 BTM18315 세포신호전달론 (Cell Signaling, 3-3-0)

고등생명체 세포의 신호전달과정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물질 및 신호 전달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BTM18316 신진대사조절론 (Regulation of Metabolism, 3-3-0)

중간대사 과정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엄격한 조절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을 에너지 측면에서 효소를 중점으로 배운다. 생화학을 선수과목으로 들으

면 이해하기 쉽다.

 BTM18314 면역학 (Immunology, 3-3-0)

인체의 면역체계에 작용하는 조직, 세포, 물질 등에 대한 기본개념을 학습하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면역체계의 상호작용을 배운다.

 BTM18312 고급발효학 (Advanced Fermentology, 3-3-0)

생물공학적으로 대사산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항생물질 발효, 핵산 관련물질발

효, 유기용매 생산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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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M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 Design 1, 3-2-2)

바이오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으

로 캡스톤디자인 1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팀웍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 과제를 도출

하는 과정이다.

 BTM18319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3, 12-0-0)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

형 장기현장 실습 교육이다.

 BTM18320 현장실습1 (Field Study 1, 3-0-0)

바이오 기업과 연계하여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연구, 개발,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한다. 기업체 주문형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BTM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 Design 2, 3-0-6)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캡스톤디자인1과 연계되어 팀별로 도출된 창의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제품을 기획하거나 제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을 습득한다.

 BTM18404 단백질생산기법 (Protein Engineering, 3-3-0)

단백질 공학의 개념과 원리 및 특징에 대하여 강의하고 응용현황을 관련 논문 등을 통하

여 이해시킨다.

 BTM18405 바이오의약 (Biomedicine, 3-3-0)

최근 국내외 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백신, 면역단백질, 치료용 항체등 치료용 단

백질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특히 바이오시밀러의 정의, 종류, 제조 방법, 연구 동

향과 향후 이러한 치료용 단백질의 산업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부한다.

 BTM18403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론 (Functional Biomaterials, 3-3-0)

새로운 바이오소재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생물소재들의 종류와 이들의 특성을 

강의하고 산업적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BTM18414 과학논문강독 (Reading on Scientific Papers, 3-3-0)

전공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될 과학 논문들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방법론을 강의한다. 학

생들이 직접 참여토록 한다.

 BTM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P/F)

바이오·의생명공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자격증 취득 보충 강의 

및 기업체 선배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하여 취업률 등을 증진시키고자한다

 BTM18413 건강기능성식품가공학 (Functional Food Technology, 3-0-0)

고령화시대에 따른 건강기능성식품의 개요와 개발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들의 종류와 특

성 및 가공 방법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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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M18416 바이러스학 (Virology, 3-3-0)

바이러스의 구조와 생활사 등을 배우며, 백신 등과 같은 치료제의 기본 개념을 습득한다.

 BTM18424 현장실습2 (Field Study 2, 3-0-0)

바이오 업체, 국공립연구소 등 바이오 기업에서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을 

현장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실습교육이다.

 BTM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4, 12-0-0)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

형 장기현장 실습 교육이다.

 BTM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1, 6-0-0)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

형 장기현장 실습 교육이다.

 BTM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 3-0-0)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

형 장기현장 실습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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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의료 및 보건 분야 인력 양성 과정

2. 발효산업 실무자 인력 양성 과정

3. 환경산업 실무자 인력 양성 과정

1. 의료 및 보건 분야 인력 양성 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바이오·의생명공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수강함으로써 보건 관련 
분야 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에 진학한 후 관련 분야 산업체 
및 국공립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으며, 약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의료 및 보건 관련 기본 이론 및 산업에 대한 이해 능력 확보
m 의료 및 보건 관련 산업체에서 전공 관련 업무 처리 능력
m 의료 및 보건 관련 기초 연구 수행 능력

졸업 후 진로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면 실험동물기사 등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소 및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및 보건 관련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일반화학, 전공과진로, 바이오의생명공학입문

1-2 생명과학2, 생명유기화학

2-1 미생물학, 생화학개론, 산업미생물학, 유전학, 바이오의생명공학기초실험

2-2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유전학, 바이오의생명공학실험1, 분자유전학특론

3-1 세포생물학, 종양생물학, 바이러스학

3-2 제노믹스, 세포신호전달론, 신진대사조절론, 면역학,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

4-1 바이오의약, 캡스톤디자인2

4-2 미생물생리학,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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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효산업 실무자 인력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바이오의생명공학의 기초 및 응용 학문을 공부한 후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 등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산 등과 관련된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일반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유용한 산업미생물의 균주 조작 능력
m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산물 생산 발효 공정 운전 능력
m 발효 산업체에서의 현장 운영 능력

졸업 후 진로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들을 수강하면 생물공학기사, 식품산업기사, 
주조사, 영양사 등의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일반화학, 전공과진로, 바이오의생명공학입문

1-2 생명과학2, 생명유기화학

2-1 산업미생물학, 미생물학, 바이오의생명공학기초실험

2-2 발효학, 생화학, 바이오의생명공학실험1

3-1 생물공학

3-2 고급발효학,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

4-1 건강기능성식품가공학, 단백질생산기법, 캡스톤디자인2,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론

4-2 취업전략특강,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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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산업 실무자 인력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바이오의생명공학의 기초 및 응용 학문을 공부한 후 환경 분야 및 기타 생물공학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거나 일반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수질, 대기, 토양과 관련된 환경 업무 처리 능력
m 환경 관련 산업체에서의 현장 운영 능력

졸업 후 진로
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초 및 응용 과목들을 수강하면 환경 기사(수질, 대기, 
토양) 및 방사선동위원소 취급 면허증 등의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과학1, 일반화학, 전공과진로, 바이오의생명공학입문

1-2 생명과학2, 생명유기화학

2-1 미생물학, 생화학개론, 바이오의생명공학기초실험

2-2 환경생명공학, 발효학, 바이오의생명공학실험1

3-1 생물공학

3-2 고급발효학,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

4-1 단백질생산기법, 캡스톤디자인2,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론

4-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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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Life Science & Technology)

아-3

1. 교육목표

m 첨단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의 이론과 실험실습 교육을 위한 기초지식의 습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첨단 융․복합분야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있으며, 생명산업 관

련분야에 종사할 연구 인력과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관련 분야 연구소 및 산업체들과 협동 체제를 이루어 현장감 있

는 전문 연구 인력과 생명과학 응용 분야에 종사할 인재 양성

m 다양한 의․치학․약학 분야 등 생명과학에 필요한 기초 교과목의 교육과 실험실습을 통

하여 생명 관련 학문의 원리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 인력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생명공학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으로 생명의 기본현상들을 탐색하고 응용해 

새로 개량하거나 창출하여 인류의 보건, 의료, 의약, 식량, 환경, 청정에너지, 친환경 농

업, 바이오 자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직면한 미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무한한 부가가치

가 있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융·복합 과학기술이며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

는 중요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3. 향후진로계획

  모두가 알다시피 21C는 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생명공학 전공자의 사회적 수

요와 대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좋아질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 계획에 맞춘 교과과정

으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하여 사회의 필요한 곳에서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습니다. 21C 유망산업 1위로 선정된바있는 생명공학 산업은 그 엄청난 부가가치에 모

든 기업들과 정부까지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힘입어 생명산업 벤

처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곳 대전지역에서도 120여개 정도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고 합니다. 국가가 대덕 연구 단지를 대덕연구 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인근에 오송 첨단의

료 복합 단지를 설치함에 따라 생명산업분야의 준비된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오시밀러로 대변되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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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의약바이오 생산 전문기술 인력의 국내외적 수요와 대우는 매우 

좋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산업의 밝은 미래와 생명공학도로서 열심

히 준비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는 여러분께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생명공

학과 졸업 후 생명공학관련 대기업 및 바이오벤처기업,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회사, 

바이오진단기술 개발 및 생산회사, 국공립 연구소, 의학/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대덕 

R&D 특구내 연구소, 제약회사, 종합병원, 바이오기기 회사, 식품회사, 환경관련 기업, 특

허관련분야 등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능 자격증

m 바이오의약생산전문기사

기존의 의약품을 대체하고 있는 바이오의약을 생산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와 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데 바이오의약품생산전문기사는 이러한 의

약품생산 현장의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며 해외기업들의 인력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유망한 전문분야이다.

m 변리사 자격증 

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신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m 생물공학기사 

생명공학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1급 기사 자격증으로서 생명공학 산업의 현장에서 연

구, 생산, 관리의 전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의 전문인력 분야이다.

m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 및 공정관리, 제품

개발, 생산관리, 품질 및 위생관리를 함.

m 환경 관련 자격증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

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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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LIF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LIF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0 0 0 P/NP

4 2 전필 LIF18413 졸업지도 Thesis Presentation 0 0 0 P/NP

1 1 전선 LIF18104 생명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Life Science 3 3 0 　

1 1 전필 LIF18103 생명공학기초화학1
Biotechnology Basic Chemistry 
1

3 3 0 　

1 1 전필 LIF18102 생명공학기초생물1 Biotechnology Basic Biology 1 3 3 0 　

1 2 전선 LIF18106 기초유기화학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3 3 0 　

1 2 전선 LIF18107 생명공학과생물산업 Biotechnology & Bioindustry 3 3 0 　

1 2 전필 LIF18105 생명공학기초화학2
Biotechnology Basic Chemistry 
2

3 3 0 　

1 2 전선 LIF18108 생명공학기초생물2 Biotechnology Basic Biology 2 3 3 0 　

2 1 전선 LIF18204 생체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3 3 0 　

2 1 전필 LIF18201 생화학1 Biochemistry1 3 3 0 　

2 1 전선 LIF18203 생명공학실험학
Experimental Methodology of  
Biotechnology

3 3 0 　

2 1 전선 LIF18206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3 3 0 　

2 1 전선 LIF1820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 3 0 　

2 1 전선 LIF18202 기초생화학실험
Experiment of Basic 
Biochemistry

3 0 6 　

2 2 전필 LIF18207 생화학2 Biochemistry 2 3 3 0 　

2 2 전선 LIF18212 유전및유전체학 Genetics and Genomics 3 3 0 　

2 2 전선 LIF18213 의학생명공학 Medicine biotechnolog 3 3 0 　

2 2 전선 LIF18209 산업미생물공학 Industr Microbial Technology 3 3 0 　

2 2 전선 LIF18208 단백질및단백질체학 Protein and Proteomics 3 3 0 　

2 2 전선 LIF18210 생물공학 Bioengineering 3 3 0 　

2 2 전선 LIF18211 생화학실험 Experiment of Biochemistry 3 0 6 　

3 1 전필 LIF18302 분자생물학1 Molecular Biology1 3 3 0 　

3 1 전필 LIF18303 효소학 Enzymology 3 3 0 　

3 1 전필 LIF18301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3 3 0 　

3 1 전선 LIF18308 기기분석생화학
Instrumental analysis 
biochemistry

3 3 0 　

3 1 전선 LIF18304 단백질실험학 Experimental of Protei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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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LIF18305 생명공학실험1 Biotechnology Experiment 1 3 0 6 　

3 1 전선 LIF18306 의약바이오분석기술
Medicine&Bio Analysis 
Technology

3 3 0 　

3 2 전선 LIF18316 분자임상진단학 Molecular Clinicadiagnostics 3 3 0 　

3 2 전선 LIF18313 중간대사론 Metavolism 3 3 0 　

3 2 전선 LIF18310 분자생물학2 Molecular Biology 2 3 3 0 　

3 2 전선 LIF18309 면역생명공학 Immunology Biotechnology 3 3 0 　

3 2 전선 LIF18311 생명공학실험2 Biotechnology Experiment 2 3 0 6 　

3 2 전선 LIF18312 의약바이오공정기술
Medicine&Bio Process 
Technology

3 3 0 　

3 2 전필 LIF18307 캡스톤디자인1 Capston Design 1 3 2 2 　

3 2 전선 LIF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 0 0

3 4 전필 LIF1831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LIF18412 종양분자생화학 Cancer Molecular Biology 3 3 0 　

4 1 전선 LIF18403
노화및퇴행성질병생
화학

Aging&Degenerative Disease 
Biochemistry

3 3 0 　

4 1 전선 LIF18411 약리생명공학 Pharmaco biochemistry 3 3 0 　

4 1 전선 LIF18405 단백질분리정제공학
Protein Separation & 
Purification Engineerin

3 3 0 　

4 1 전선 LIF18404 뇌신경생명과학 Brain Nervous Biochemistry 3 3 0 　

4 1 전필 LIF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 Design 2 3 0 6 　

4 1 전선 LIF18415 바이오산업CEO특강1
Bioindustry CEO Special 
lecture1

3 3 0 　

4 1 전선 LIF18408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 3 0

4 1 전선 LIF18410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Biopharmaceutical

3 2 2

4 1 전선 LIF18407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Process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 3 0

4 1 전선 LIF18409
바이오의약품시험법
관리

Test Method Validation of 
Biopharmaceutical

3 2 2

4 2 전선 LIF18417 생명공학산업특론
Special Topicsin Life Science 
&Biotechnology

3 3 0 　

4 2 전선 LIF18418 유전정보조작기술
Regulatory Mechanism  of 
Genetic Information

3 3 0 　

4 2 전선 LIF18416 발효학개론 Zymology introduction 3 3 0 　

4 2 전선 LIF18419 제약생명공학개론
Pharmaceutical biochemistry 
introductio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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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LIF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입학 초기부터 지도교수와의 정기적인 분임 만남과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생명공학 기

반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트랙을 설계하며 개인 역

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함께 논의하고 학습한다.

 LIF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0-0-0)

취업에 대한 고민과 진학에 대한 고민을 상담 받으며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LIF18413 졸업지도 (Thesis Presentation, 0-0-0)

졸업 하기 전 교수님과 취업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듣는 과정이다.

 LIF18104 생명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Life Science, 3-3-0)

생명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이며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생명과학분야의 기초적 입

문과정이다.

 LIF18103 생명공학기초화학1 (Biotechnology Basic Chemistry 1, 3-3-0)

생명광학에 필요한 물질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초 과정을 학습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LIF18414 기능성식품학개론
Functionality Sitology 
Introduction

3 3 0 　

4 2 전선 LIF18415 바이오산업CEO특강2
Bioindustry CEO Special 
lecture 2

3 3 0 　

4 2 전선 LIF18421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LIF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 0 0

4 3 전선 LIF18422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
관리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for 
Biopharmaceutical

3 3 0

4 3 전선 LIF18423
바이오의약품컴퓨터
시스템관리

Computer System Validation 
for Biopharmaceutical

3 3 0

4 3 전선 LIF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6 0 0

4 3 전선 LIF18424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3 0 0

4 4 전선 LIF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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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102 생명공학기초생물1 (Biotechnology Basic Biology 1, 3-3-0)

생물학의 기본적인 사실과 원리를 생명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학습하며 생물학에 

대한 기초 정보와 더불어 최신정보에 대한 소개로 생명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생명현

상을 탐구하도록 학습한다.

 LIF18106 기초유기화학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3-3-0)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기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입문과

정으로서 유기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폭 넓게 학습한다.

 LIF18107 생명공학과생물산업 (Biotechnology & Bioindustry, 3-3-0)

생명공학과 생물 산업이 두뇌 집약적, 자원 절약적, 저공해의 환경 친화적인 지식산업임

을 관련 생명공학기술과 산업적 응용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인지하도록 한다.

 LIF18105 생명공학기초화학2 (Biotechnology Basic Chemistry 2, 3-3-0)

1학기에 배운 기초 과정을 바탕으로 화학전반에 걸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LIF18108 생명공학기초생물2 (Biotechnology Basic Biology 2, 3-3-0)

생물학의 기본적인 사실과 원리를 생명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학습하며 생물학에 

대한 기초 정보와 더불어 최신정보에 대한 소개로 생명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생명현

상을 탐구하도록 학습한다.

 LIF18204 생체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3-3-0)

기초유기화학의 학습에 이어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기화학반응에 집중하여 

이들 반응들의 원리와 생리학적 의미를 학습한다.

 LIF18201 생화학1 (Biochemistry 1, 3-3-0)

생명공학 전공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정으로서 생명현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화학적, 유

기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론적으로 학습한다.

 LIF18203 생명공학실험학 (Experimental Methodology of Biotechnology, 3-3-0)

생명공학 분야 중 일반 기초 실험 및 미생물 관련 실험 및 생명공학 분야 중 생화학, 분

자생물학, 면역학, 세포배양 관련실험을 수행한다.

 LIF18206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3-3-0)

미생물에 속하는 생물을 소개하며, 미생물 세포의 구조, 기능, 유전현상, 생장, 생리, 2차

산물의 유용성, 발효, 물질대사, 세균광합성, 질소고정, 환경적응현상, 생태계내 중요한 

역할 및 미생물과 다른 고등 동/식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강의하며 미생물학의 전반

적인 내용을 이해시킨다.

 LIF1820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

생명체의 가장 기본단위인 세포의 구조, 기능, 특성, 생과 사, 유전, 분화 등에 관하여 폭

넓게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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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202 기초생화학실험 (Experiment of Basic Biochemistry, 3-0-6)

생명공학 전공에 반드시 필요한 생화학에 관련된 실험과목으로서 기초적인 생유기화학반

응,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의 분리와 특성 분석에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여 생

명공학의 탐구와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LIF18207 생화학2 (Biochemistry 2, 3-3-0)

생화학1에 이은 생화학 심화과정으로서 주로 유전자 조작, 유전, 생명공학적 기작, 생리

학적 적용, 생명현상 조절 기작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학습한다.

 LIF18212 유전및유전체학 (Genetics and Genomics, 3-3-0)

Mendelian genetics, Molecular genetics, Cytogenetics의 개념 차이를 논의하고 이해시키

며, Mendelian genetics의 근본이론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응용시킨다.

 LIF18213 의학생명공학 (Medicine biotechnolog, 3-3-0)

인체의 구조, 기능 및 상호조화에 중심을 두고 신경계, 근육계, 소화계, 내분비계, 생식

계, 면역계 등에 관한 구조, 특성 및 작용기작과 조절기작에 대하여 학습한다.

 LIF18209 산업미생물공학 (Industr Microbial Technology, 3-3-0)

산업 미생물, 병원 미생물, 특수 환경 미생물의 특징과 이들의 응용 분야를 이해한다. 또한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와 기타 진핵 미생물들의 특징과 산업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LIF18208 단백질및단백질체학 (Protein and Proteomics, 3-3-0)

세포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생체고분자인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 생명공학

적 조작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LIF18210 생물공학 (Bioengineering, 3-3-0)

세포의 유전자 조작에 따른 형질 변형을 통하여 유용물질의 대량생산, 유용 균주, 동물, 

식물체 등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이론과 기술에 관하여 학습한다.

 LIF18211 생화학실험 (Experiment of Biochemistry, 3-0-6)

심화된 생화학 실험과정으로서 효소의 분리, 정제 및 특성, 생리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및 기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실험을 수행한다.

 LIF18302 분자생물학1 (Molecular Biology 1, 3-3-0)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따른 유전정보의 발현과 그의 조절 및 유전정보의 조작기술, 형질

변환 등에 관한 내용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현대 생

명공학기술을 습득하며 실질적인 산업으로의 응용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한다.

 LIF18303 효소학 (Enzymology, 3-3-0)

세포내 생명현상을 조도하는 효소의 구조와 작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효소의 특

성을 규명하고 대사 작용에서의 효소의 역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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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301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3-3-0)

세포단위로 학습하고 이해한 각 주제별 생화학적 반응과 기능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며 

통합적으로 조절되며 조화로운 생명체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에 근거

한 세포의 병리학적인 현상에 대한 분자수준의 이해를 돕는다.

 LIF18308 기기분석생화학 (Instrumental analysis biochemistry, 3-3-0)

세포의 유전정보를 구성하는 DNA와 RNA 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분자들의 생화학

적, 분자생물학적 구조와 특성 및 세포내에서의 작용기작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을 한다.

 LIF18304 단백질실험학 (Experimental of Protein, 3-3-0)

세포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생체고분자인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학

습하는 심화 과정이며 생명공학적 조작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한 심화과정이다.

 LIF18305 생명공학실험1 (Biotechnology Experiment 1, 3-0-6)

인체 생리학에 기초하여 세포적 관점에서 주로 세포 배양, 세포막전위, 세포막 수송, 근

육 수축과 이완, 신경전달물질 분리 및 기능 등의 원리와 생리현상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여 실질적 이해를 높인다.

 LIF18306 의약바이오분석기술 (Medicine & Bio Analysis Technology, 3-3-0)

의약바이오 공정 단계별로 처리되고 생산되는 의약품 원료, 중간체 및 최종 제품에 대한 

품질과 효능을 규정상의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생화학적, 미생물학적, 화학적 

분석기술을 학습한다.

 LIF18316 분자임상진단학 (Biosignal Network, 3-3-0)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포 내외에서 발생하여 정밀하고도 복잡한 과정으로 전달되는 

세포신호의 종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들이 치밀한 네트웍을 따라 전달되어 궁극적

인 생체반응을 일으켜서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과정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LIF18313 중간대사론 (Metavolism, 3-3-0)

다양한 효소반응과 이들 반응들 간의 치밀하고 조화로운 상호 조절 관계를 중심으로 하

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LIF18310 분자생물학2 (Molecular Biology 2, 3-3-0)

미생물 및 인체의 다양한 유전현상의 원리와 기작에 대하여 세포학적, 분자생물학적 수

준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고전적인 유전학 원리 및 기술로 부터 현대의 첨단적인 유전

학 기술 및 그 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LIF18309 면역생명공학 (Immunology Biotechnology, 3-3-0)

인체가 어떻게 외부 침입 미생물, 바이러스나 물질 등으로 부터 세포와 자신을 보호하는 

지에 대하여 세포학적, 생화학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얻도록 하며 이에 기초하여 면역학

적 방법의 산업적 응용과 다양한 면역병리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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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311 생명공학실험2 (Biotechnology Experiment 2, 3-0-6)

생명공학의 중요한 기술인 유전자 조작과 이를 통한 세포 형질변환에 관한 실험을 수행

하는데 주로 유전정보물질 분리 및 정제, 조작, 세포형질변환, 특정 유전자 클로닝 및 발

현, 유전자발현 확인 기술 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LIF18312 의약바이오공정기술 (Bio-Medicine & Bio Process Technology, 3-3-0)

의약바이오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및 살균, 공조, 원료 및 중간제품의 관리와 활용, 대량 

발효 및 세포배양, 바이오의약물질 분리 및 정제 등과 같은 공정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현장 업무 능력을 배양한다.

 LIF1830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3학년 1학기까지 학습한 교과과정과 실습을 기반으로 하여 5명 이하의 학생으로 그룹을 

지어 전공관련 분야에서 개발하거나 해결해 보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기종합설계 과목이다.

 LIF18314 장기현장실습 (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0-0)

IPP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현장에 나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31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기초 GMP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의약품 생산현장의 기술과 공정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며 실제로 의약품 생산 공정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기초 현장실습 과정이다.

 LIF18412 종양분자생화학 (Cancer Molecular Biology, 3-3-0)

현대 질병 중 발병률도 높으며 치유효과도 낮은 암의 전반적인 발병 기작과 전이 및 치

료법에 대하여 생화학적인 관점으로 강의하여 암의 예방, 진단,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습득하도록 한다.

 LIF18403 노화및퇴행성질병생화학 (Aging & Degenerative Disease Biochemistry, 3-3-0)

노화 및 퇴행성 질병의 여러 가지 생체 반응 및 기작에 대하여 생화학적, 세포학적 이해

를 습득하고 산업적 응용방법에 대한 강의를 수행한다.

 LIF18411 약리생명공학 (Pharmacobiochemistry, 3-3-0)

인체의 병리학적 현상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약물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약리 작용을 지

금까지 습득한 생화학, 세포학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LIF18405 단백질분리정제공학 (Protein Separation & Purification Engineering, 3-3-0)

세포의 가장 중요한 생체고분자 중 하나인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는 법과 단계별 단백질

의 특성 조사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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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404 뇌신경생명과학 (Brain Nervous Biochemistry, 3-3-0)

현대 생명과학의 마지막 프로티어인 뇌와 신경의 구조와 기능에 관하여 생화학적, 세포

학적, 생리학적 및 해부학적 이해를 얻는 과정이다.

 LIF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3년간 학습한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기반으로 하여 각 그룹별로 실제 기업이나 사회

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을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성능과 효과를 증명하는 자기 

종합설계 과정이다.

 LIF18415 바이오산업CEO특강1 (Bioindustry CEO Special lecture1, 3-3-0)

바이오 산업 CEO의 강의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이해 및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이다.

 LIF18408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3-0)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10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Quality Control of Biopharmaceutical, 3-2-2)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07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Process Management of Biopharmaceutical, 3-3-0)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09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Test Method Validation of Biopharmaceutical, 3-2-2)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17 생명공학산업특론 (Special Topics in Life Science & Biotechnology, 3-3-0)

생명공학의 이용분야를 시대 순으로 추적함으로써 생명공학의 정의를 귀납적으로 도출하

고 이어서 생명공학의 기초지식인 유전, 단백질 생합성,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공학, 

발생공학, 재래식 생명공학 등의 요점을 소개한다. 생명공학이 의약품 생산, 농업, 축산, 

수산, 에너지, 식품, 환경, 전자공업 등에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논의한다.

 LIF18418 유전정보조작기술 (Regulatory Mechanism of Genetic Information, 3-3-0)

세포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발현 및 그 조절기작 등에 대하여 생명공학

적, 세포학적, 유전학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학습을 한다.

 LIF18416 발효학개론 (Zymology introduction, 3-3-0)

발효의 기초적인 지식과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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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18419 제약생명공학개론 (Pharmaceutical biochemistry introduction, 3-3-0)

제약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LIF18414 기능성식품학개론 (Functionality Sitology Introduction, 3-3-0)

단백질을 응용한 기능성식품의 발견과 생산을 하기 위해 본 과목은 이에 대한 원리와 실

질적인 응용법에 대하여 다변적인 이해를 얻도록 강의한다.

 LIF18415 바이오산업CEO특강2 (Bioindustry CEO Special lecture 2, 3-3-0)

바이오 산업 CEO의 강의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이해 및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이다.

 LIF18421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학기 중에 현장에 가서 생산현장의 기술과 공정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며 취

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심화 과정이다.

 LIF18420 장기현장실습 (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0-0)

IPP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현장에 나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22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 (Facility Equipment Management for Biopharmaceutical, 

3-3-0)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23 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 (Computer System Validation for Biopharmaceutical, 

3-3-0)

IPP형 일학습병행제의 기반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토대로 이론 수업 후 현장에 나

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25 장기현장실습 (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6-0-0)

IPP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현장에 나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24 장기현장실습 (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3-0-0)

IPP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교과목으로 현장에 나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이다.

 LIF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기초GMP, 의약바이오공정기술 및 의약바이오분석기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의약품 

생산현장의 기술과 공정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며 실제로 의약품 생산 공정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심화 현장실습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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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전문)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취업 지향 로드맵

2. 기업 취업기술인력 지향 로드맵

3. 의약바이오 생산 및 관리 (GMP) 전문 기술인력 지향 로드맵

1. (전문)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취업 지향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전문)대학원 진학 및 연구소 취업을 목표로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배양 Road Map

확보되는
실무능력

생명공학 전문 지식 및 실험 능력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생명공학 관련 국립 및 기업연구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공학기초화학1, 생명공학기초생물1, 생명과학의이해

1-2 생명공학기초화학2, 생명공학기초생물2, 기초유기화학, 생명공학과생물산업

2-1
생체유기화학, 생화학1, 생명공학실험학, 
세포생물학, 일반미생물학, 기초생화학실험

2-2
생화학2, 유전 및 유전체학, 의학생명공학,
단백질및단백질체학, 산업미생물공학, 생화학실험, 생물공학

3-1
분자생물학1, 효소학, 분자생리학, 생명공학실험1, 단백질실험학, 기기분석생화학, 
의약바이오분석기술

3-2
분자임상진단학, 중간대사론, 분자생물학2, 
면역생명공학, 생명공학실험2,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의약바이오공정기술

4-1

약리생명공학, 캡스톤디자인2, 바이오산업CEO특강1,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종양분자생화학, 노화및퇴행성질병생화학, 
단백질분리정제공학, 뇌신경생명과학

4-2
유전정보조작기술, 생명공학산업특론, 장기현장실습(IPP)4, 발효학개론, 
제약생명공학개론, 기능성식품학개론, 바이오산업CEO특강2

4-3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 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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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취업기술인력 지향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생명공학 분석 기술 수행 능력을 갖춘 인
력배양 Road Map

확보되는
실무능력

생명공학 분석 기술 수행 능력

졸업 후 진로 병원, 제약회사, 식품회사, 환경관련 기업, 기업 연구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공학기초화학1, 생명공학기초생물1, 생명과학의이해

1-2 생명공학기초화학2, 생명공학기초생물2, 기초유기화학, 생명공학과생물산업

2-1
생체유기화학, 생화학1, 생명공학실험학, 
세포생물학, 일반미생물학, 기초생화학실험

2-2
생화학2, 유전 및 유전체학, 의학생명공학,
단백질및단백질체학, 산업미생물공학, 생화학실험, 생물공학

3-1
분자생물학1, 효소학, 분자생리학, 생명공학실험1, 단백질실험학, 기기분석생화학, 
의약바이오분석기술

3-2
분자임상진단학, 중간대사론, 분자생물학2, 
면역생명공학, 생명공학실험2,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의약바이오공정기술

4-1

약리생명공학, 캡스톤디자인2, 바이오산업CEO특강1,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종양분자생화학, 노화및퇴행성질병생화학, 
단백질분리정제공학, 뇌신경생명과학

4-2
유전정보조작기술, 생명공학산업특론, 장기현장실습(IPP)4, 발효학개론, 
제약생명공학개론, 기능성식품학개론, 바이오산업CEO특강2

4-3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 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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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바이오 생산 및 관리 (GMP) 전문 기술인력 지향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바이오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 생산에 법률적으로 필수적인 GMP 기반의 전문 생
산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Road Map

확보되는
실무능력

GMP 현장 전문지식 습득 및 관련 업무 처리 능력

졸업 후 진로
의약 바이오 생산기술 및 공정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 
의약품 생산 기업 진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생명공학기초화학1, 생명공학기초생물1, 생명과학의이해

1-2 생명공학기초화학2, 생명공학기초생물2, 기초유기화학, 생명공학과생물산업

2-1
생체유기화학, 생화학1, 생명공학실험학, 
세포생물학, 일반미생물학, 기초생화학실험

2-2
생화학2, 유전 및 유전체학, 의학생명공학,
단백질및단백질체학, 산업미생물공학, 생화학실험, 생물공학

3-1
분자생물학1, 효소학, 분자생리학, 생명공학실험1, 단백질실험학, 기기분석생화학, 
의약바이오분석기술

3-2
분자임상진단학, 중간대사론, 분자생물학2, 
면역생명공학, 생명공학실험2,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의약바이오공정기술

4-1

약리생명공학, 캡스톤디자인2, 바이오산업CEO특강1,
바이오의약품생산관리,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공정관리, 
바이오의약품시험법관리, 종양분자생화학, 노화및퇴행성질병생화학, 
단백질분리정제공학, 뇌신경생명과학

4-2
유전정보조작기술, 생명공학산업특론, 장기현장실습(IPP)4, 발효학개론, 
제약생명공학개론, 기능성식품학개론, 바이오산업CEO특강2

4-3
바이오의약품시설설비관리, 바이오의약품컴퓨터시스템관리,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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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림학과
(Division of Horticulture & Forestry)

아-4

1. 교육목표

  원예산림학은 채소, 과수, 화훼, 산림분야를 전공하는 학생과 전문 인력에게 교육과 연

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예 산업 및 생명산업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

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추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문

지식의 개발과 확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원예산림학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원예식물의 번식, 재배, 가공, 저장 및 유통, 

화훼장식, 원예치료, 산림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원예 전문인을 양성하고, 원예 산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기술 개발과 6타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인재를 양성함.

2. 학과소개 및 안내

  원예산림학과에서는 식물의 재배, 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원예학은 식물을 어떻게 개발, 생산하고 활용하는가를 연구하

는 학문으로, 최근 원예산업은 첨단 ICT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

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산림학은 탄소배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숲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숲 치유, 숲 해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대

인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산림학과에서는 식물의 생리, 생태에 관한 기초 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실습을 통

해 실제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을 배출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는 환경부 지정 그린캠

퍼스이며 산림청 인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숲의 휴양 및 치유기능과 숲 문화 교

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이바지 하는 산림복지 전문 그린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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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진로계획

  원예산림학과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첫째, 5급, 7급, 9급 등의 

시험을 통한 행정직 및 녹지직의 공무원이 되는 경로, 둘째,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산하 

연구직 공무원(6~7급 상당)이 되는 경로, 셋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소속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6~7급 상당)이 되는 경로가 있으며 각기 다른 시험절차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 종자 및 종묘회사의 연구직 또는 영업직 직원, 플로리스트, 식

물원의 코디네이터, 골프장의 그린키퍼, 원예 관련 기계나 설비를 다루는 전문 직업, 백

두대간수목원 등 모든 국공사립 수목원의 연구 및 관리직,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관리공

단, 도로공사, 산림개발회사, 조경회사 등에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

다. 특히 숲 교육 문화 분야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치유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21

세기 웰빙시대를 맞아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학문분야로의 진출을 위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HOF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1

0 0 0 P/NP

4 1 전필 HOF18402 진로지도
graduation instruct
Career Design

0 0 0 P/NP

4 2 전필 HOF18401 졸업지도 Graduation essay 0 0 0 P/NP

1 1 전필 HOF18102 농장실습 Farm  Practice 3 2 2 

1 1 전필 HOF18103 원예산림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Horticulture & Forestry 
Science

3 3 0 

1 1 전필 HOF18104 재배학범론
Introduction  to Crop 
Production

3 3 0 

1 2 전필 HOF18105 수목의이해 Understanding  Trees 3 3 0 

1 2 전선 HOF18106 일반식물학 Botany 3 3 0 

1 2 전선 HOF18107 컴퓨터활용및실습
Computer  Usage & 
Practice

3 2 2 

1 2 전선 HOF18108 플라워디자인및실습 Flower Design  Practice 3 2 2 

2 1 전선 HOF18201 수목학및실습 Dendrology  & Practice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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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선 HOF18202 식물병리및해출학 Plant  Pathology & Pest 3 3 0 

2 1 전선 HOF18203 식물분류학및실습
Plant  Classification & 
Practice

3 2 2 

2 1 전선 HOF18204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3 3 0 

2 1 전선 HOF8205 채소학및실습
Vegetable  Crop Science 
& Practice

3 2 2 

2 1 전선 HOF8206 화훼학및실습
Floricultural  Science & 
Practice

3 2 2 

2 2 전선 HOF18207 농약및잡초방제
Pesticide  & Weed 
Control

3 3 0 

2 2 전선 HOF18208 산림생태학 Forest  Ecology 3 3 0 

2 2 전선 HOF18209 식물유전육종학 Plant Genetic  Breeding 3 3 0 

2 2 전선 HOF18211 원예산림실습
Practice for Horticulture 
and Forestry

3 2 2 

2 2 전선 HOF18212 토양학 Soil Science 3 3 0 

2 2 전선 HOF18213 화훼장식학 Floral Design 3 3 0 

2 2 전선 HOF18301 과수학및실습 Fruit Science & Practice 3 2 2 

3 1 전선 HOF18302 산림정책및농촌개발
Forest Policy & Rural 
Development

3 3 0 

3 1 전선 HOF18303 식물번식학및실습
Plant Propagation & 
Practice

3 2 2 

3 1 전선 HOF18317
식물자원·조경교과
교육론

Plant resources & 
Landscape Curriculum 
Management

3 3 0 

3 1 전선 HOF18304
식물자원·조경교과
교재연구및지도법

Plant resources & 
Landscape Study of 
Teaching Material and 
Method

2 2 0 

3 1 전선 HOF18312
식물자원·조경교직
논리및논술

Plant resources & 
Landscape Teaching Logic 
and Essay

3 3 0 

3 1  전선 HOF18305 임도및사방공학
Forest Trail & Erosion 
Control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HOF18306 정원계획및실습
Graden Planning & 
Practice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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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2  전선 HOF18307 조림및산림경영
Afforestation & Forest 
Management

3  3  0  

3 2 전선 HOF18308 산림공학 Forest Science 3 3 0 

3 2  전선 HOF18309 산림자원식물학
Forest and Natural 
Resources

3  3  0  

3 2 전선 HOF18310 산림치유학 Forest Therapeutics 3 3 0

3 2  전선 HOF18311 산림토목실무 Forestry Engeering Practice 3 2 2

3 2 전선 HOF18313 식물조직배양및실습
Plant Tissue Culture & 
Practice

3 2 2 

3 2 전선 HOF18314 식재학및실습 Planting  & Practice 3 2 2 

4 1 전선 HOF18208 수목관리학및실습
Tree  Management & 
Practice

3 2 2 

4 1 전선 HOF18404 숲해설및실습
Forest  Commentary & 
Practice

3 2 2 

4 1 전선 HOF18405 시설원예학
ProtectedHorticulture&Pra
ctice 

3 3 0 

4 1 전선 HOF18406 원예치료학 Horticultural Therapy 3 3 0 

4 1 전선 HOF18407 조경설계및시공실무
Landscape  Design 
Construction Practice

3 2 2 

4 2 전선 HOF18409 산림보호학및실습
Forest  Protection & 
Practice

3 2 2 

4 2 전선 HOF18410 산림휴양학
Forest  Recreation 
Studies

3 3 0 

4 2 전선 HOF18411 실내조경학
Indoor  Landscape 
Architecture

3 3 0 

4 2 전선 HOF18412 원예산림세미나
Horticulture  & Forestry 
Seminar

3 3 0 

4 2 전선 HOF18413 원예산림실무
Horticulture  & Forestry 
Practice

3 2 2 

4 2 전선 HOF1842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5 0 0

4 2 전선 HOF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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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m 학부내 공통

 HOF18317 식물자원·조경교과교육론 (Plant resources & Landscape Curriculum 

Management, 3-3-0)

식물자원조경교과에 해당되는 교수 지도법을 소개하고 여러 학습지도 이론을 습득케 하

여 교사로서의 태도와 자질을 함양시킨다.

 HOF18304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Plant resources & Landscape Study 

of Teaching Material and Method, 2-2-0)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지도를 위한 교재의 연구 및 개

발이 가능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개발한 교재를 실제 교수-학습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게 교육한다. 

 HOF18312 식물자원·조경교직논리및논술 (Plant resources & Landscape Teaching 

Logic and Essay, 3-3-0)

고등학교 현장에서 논술 관련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글쓰기지도 및 논

술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향후 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논술지도

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임용고사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운영한다.

m 원예산림학

 HOF18101 전공과진로 (Mentoring of Major , 0-0-0)

본 교과목은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로드맵 설정을 위한 것으로, 

학습습관 제고 및 시간 관리의 효율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HOF18102 농장실습 (Farm Practice , 3-2-2)

원예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전공의 이해를 높이고자 원예의 기초이론과 

실습을 하고자 함.

 HOF18103 원예산림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Horticulture & Forestry Science, 3-3-0)

원예산림과학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교육,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자 함.

전공에 대한 이해를 다지고자 하는 기본 전공 수업임. 전반부는 원예 분야와 그 진출분

야에 대해 배운다.

 HOF18104 재배학범론 (Introduction to Crop Production, 3-3-0)

재배학범론은 작물의 재배와 원예산림학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생리학적, 재배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개설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재배학범론은 전공분야의 모든 과

목의 내용이 포함된 광범위한 과목이어서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과목은 각종 자격증, 지도직, 연구직 

시험 이외에 7급, 9급 공무원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우기

는 하지만 4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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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18105 수목의이해 (Understanding Trees, 3-3-0)

수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나무에로의 접근을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나무의 감상과 

체험 위주의 주제 강연을 한다. 강의 내용에서는 나무의 이름과 그에 대한 유래, 그리고 

나무 관련 문화 등을 다룬다. 또한, 팀 기반 학습(TBL)의 일환으로 캠퍼스 나무 투어 후 

팀별 토론, 조경수목의 특징 세밀화 그리기와 관찰 일지를 작성한다. 한밭수목원 나무 

해설 투어에 참여 한다. 본 강좌는 LMS 혼합강좌로 진행하면서, 플립러닝과 팀 기반 학

습(TBL) 방식을 적용하여 배재 LMS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한다.

 HOF18106 일반식물학 (Botany, 3-3-0)

원예학 실험 및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법을 익히기 위하여 실험기구의 사용법, 현

미경 관찰법,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및 기초적 생리실험법 등을 취급한다.

 HOF18107 컴퓨터활용및실습 (Computer Usage & Practice, 3-2-2)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과 원예 현장 적용

 HOF18108 플라워디자인및실습 (Flower Design Practice, 3-2-2)

플라워디자인은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고 느끼면서 직접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이 창출되는 미래

의 산업임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격증에 도전하고 나아가 창업을 할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HOF18201 수목학및실습 (Dendrology & Practice, 3-2-2)

엑셀, 액세스 기능을 습득하여, OA관련 기본 소양을 갖추고, 컴퓨터활용능력을 고양시키

는 데 목표가 있다.

 HOF18202 식물병리및해충학 (Plant Pathology & Pest, 3-3-0)

식물병 및 해충에 대한 개요와 분류 등에 대해 소개하고, 개념을 이해시킨다.

식물병의 원인과 발생,  발병과 환경, 병원성과 저항성 등을 소개하고 각 병원의 진단과 

동정, 방제 방법 등을 강의한다. 균류, 세균, MLO, 바이러스, 바이로이드에 의한 병을 설

명한다. 해충의 종류, 생태 와 피해양상 등을 소개하고, 이를 숙지 및 응용하여 효율적인 

방제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HOF18203 식물분류학및실습 (Plant Classification & Practice, 3-2-2)

원예식물의 배식, 꽃꽂이, 화훼장식 및 원예상품 진열 등에 필요한 심미안을 기른다.

 HOF18204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3-3-0)

식물생리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원예 및 조경식물의 재배, 생육 및 생태환경을 이해하

여 식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식물의 생육을 조절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의 개발, 

고품질 식물의 생산, 환경에 적합한 조경식물의 선택 등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HOF8205 채소학및실습 (Vegetable Crop Science & Practice, 3-2-2)

채소작물의 생리생태적인특성과 육묘,시비,시설물 등을 이용한 재배관리 그리고 수확 후 

생산물의 취급과 유통에 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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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206 화훼학및실습 (Floricultural Science & Practice, 3-2-2)

화훼식물들은 공공장소, 공원 등의 조경 및 가정의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실내 환경을 

자연친화적이며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문화적 작물이다. 많은 종의 화훼식물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체 화훼산업의 현황과 이용방안에 대하여 배운다.

 HOF18207 농약및잡초방제 (Pesticide & Weed Control, 3-3-0) 

농약에 대한 정의와 분류 등에 대해 소개하고, 개념을 이해시킨다.

농약의 형태, 특성, 형태별 물리성, 독성 및 안전사용 등에 대해 강의하고 농약에 대한 

작물의 반응, 병해충의 반응,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살균, 살충, 살비, 살선충, 제초제 및 생장조절제와 기타 제제에 대해 설명하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HOF18208 산림 생태학 (Plant Genetic Breeding, 3-3-0)

환경에 대한 생태학 이론 및 접근방법 학습한다.

 HOF18209 식물유전육종학 (Plant Genetic Breeding, 3-3-0)

유전학은 생물의 형질 발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유전학의 원리와 패턴, 유

전자의 구조와 발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HOF18211 원예산림실습 (Practice for Horticulture and Forestry, 3-2-2)

본 과목은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워왔던 원예식물의 전공지식을 여러 실험을 실습하는데 의

의가 있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실험계획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이다.

 HOF18212 토양학 (Soil Science, 3-3-0)

토양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토양학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식물과의 상호관계, 산업적 이용에 대한 전박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HOF18213 화훼장식학 (Floral Design, 3-3-0)

화훼장식은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기본으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때와 장소,목적

에 맞게 장식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이 창출되는 미래의 산

업임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격증에 도전하고 나아가 창업을 할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교육한다.

 HOF18301 과수학및실습 (Fruit Science & Practice, 3-2-2)

주요 과수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한 번식, 재

배관리, 수확, 저장, 마케팅을 강의함으로써 과수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배

양하고자 함.

 HOF18313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Plant Tissue Culture & Lab, 3-2-2)

식물조직으로부터 기관의 분화에 관한 현상을 구명하고, 대량 번식 및 생물공학적 관점

에서 육종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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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18302 산림정책및농촌개발 (Forest Policy & Rural Development, 3-3-0)

산림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림정책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농촌의 인구유입을 

기본으로 하는 핵심정책이다. 기존의 농업의 인구유입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경쟁을 

유발하지만, 산림을 통한 산림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환영받는 지속가능한 분야임.

 HOF18303 식물번식학및실습 (Plant Propagation & Practice, 3-2-2)

농산물의 유통 과정과 농산물의 마케팅에 관한 강의를 한다.

 HOF18305임도및사방공학 (Forest Trail & Erosion Control Engineering, 3-3-0)

과수원예학 총론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

수에 대한 구체적인 생육특성, 환경 적응성, 재배기술 및 수확 후 생리 등에 관해 강의한다.

 HOF18306 정원계획및실습 (Graden Planning & Practice, 3-2-2)

최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중 UAV(드론) 및 VR 기법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측량 및 맵핑기술은 고해상도 레스터지도를 생성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산림학 및 원예학 분야에도 적용가능한 기술로 판단된

다. 본 강의는 드론 및 항공 VR, 지상 VR을 결합한 정원계획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원계획기법의 뉴패러다임 적용을 최종 목표로 진행한다.

 HOF18307 조림및산림경영 (Afforestation & Forest Management, 3-3-0)

산림청 공무원 응시과목으로서 우리나라의 산림정책 및 조림에 관한 전반적 내용과 기술

을 습득하도록 강의. 조림의 역사와 필요성 그리고 조림 이후의 관리를 통한 산림의 가

치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HOF18308 산림공학 (Forest Science, 3-3-0)

전공지식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예산업 제품(기술)을 기획, 설계 및 제작하기 위하여 

문헌 및 시장조사,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경

제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HOF18309 산림자원식물학 (Forest and Natural Resources, 3-3-0)

자원식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초분야와 작물들의 식물학적 분류・특성 및 재배

기술, 자원식물의 품질평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자원식물학의 학습을 통하여 농학과 농

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나아가 이용 가치가 높은 자원식물을 새로이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HOF18310 산림치유학 (Forest Therapeutics, 3-3-0)

시설을 이용하여 과수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과수에 적합한 시설의 구조, 온도 

및 광 환경제어, 토양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베리류, 참다래, 대추 

등 소과류에 대한 생리적 특성, 재배환경, 재배기술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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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18406 원예치료학 (Horticultural Therapy, 3-3-0)

식물과 원예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이론적으로 강의하고 국내외 적

용 사례를 소개하고 실습한다.

 HOF18311 산림토목실무 (Forestry Engeering Practice, 3-2-2)

실내식물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생태를 물리적인 실내환경에 도입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실내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고자 한다.

 HOF18313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Plant Tissue Culture & Practice, 3-2-2)

식물조직배양의 이해와 현장적용 및 응용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종자기사 등의 자

격시험과 공무원시험 등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시간 이론 강의와 2시간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목표는 조직배양의 이론 이해, 조직배양 기술습득 및 스스

로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자 한다.

 HOF18314 식재학및실습 (Planting & Practice, 3-2-2)

식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 한다. 식재 환경 특성, 식재식물의 생태환경적  특성, 

식재기반, 토양환경 등을 이해한다. 기사시험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관련 이론에 대

한 이해를 높인다. 팀 기반 학습(TBL) 방식을 적용하여 팀별 토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능

력을 키우고자 한다.

 HOF18208 수목관리학및실습 (Tree Management & Practice, 3-2-2)

수확 후 농산물의 저장생리에 대한 강의를 한다.

 HOF18404 숲해설및실습 (Forest Commentary & Practice, 3-2-2)

사회원예학은 인간과 식물관계, 도시원예, 생활원예, 원예문화, 교육원예, 환경원예, 원예

복지 등 사람과 식물과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인간의 심신과 사회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문화의 발전, 쾌적한 환경의 창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HOF18315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ugn1 3-0-6)

Capstone Design(창의적 종합설계) 이란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졸업논문 대신 학부교육 과정 중 배운 이론을 바

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하도록 하여 그 전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산

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실무능력과 팀웍 등 다양한 경험

을 보유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설계 과목입니다. 200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첫 강의시간에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 사업화 하고 

싶은 것 등에 대해서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HOF18405시설원예학 (Protected Horticulture & Practice , 3-3-0)

본 강의에서는 시설의 구조, 자재 , 부대장치 등에 관한 최신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체

계적으로 강의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수경재배, 식물공장, vertical farm 등의 재배

기술에 관해서도 논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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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F18406 원예치료학 (Horticultural Therapy, 3-3-0)

원예식물을 이용한 치료학으로 육체적인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학문이다. 원예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원예활동과 실제적인 원예프로

그램을 제공한다.

 HOF18407 조경설계및시공실무 (Landscape Design Construction Practice, 3-2-2) 

원예 분야에서의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장성 평가 후 창업분야 선정, 

문제점 분석, 손익분기점 평가, 서류 준비과정 및 관련법 숙지 등 일련의 창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HOF18409 산림보호학및실습 (Forest Protection & Practice, 3-2-2)

본 교과목은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로드맵 설정을 위한 것으로, 

학습습관 제고 및 시간 관리의 효율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HOF18410 산림휴양학 (Forest Recreation Studies, 3-3-0) 

현대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영향하는 산림휴양에 대한 다

양한 모습을 알아보고 종합적인 경험으로서 총체적인 건강과 정서적 지능을 함양케 하는 

산림휴양에 대해 이해한다.

 HOF18411 실내조경학 (Indoor Landscape Architecture, 3-3-0)

실내조경의 여러기능과 설계시공 과정을 이해하고 실내식물의 종류와 기능성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실내조경 디자인과 시공등 그 기술을 습득한다.

 HOF18412 원예산림세미나 (Horticulture & Forestry Seminar, 3-3-0)

최근 원예산림분야의 산업 동향을 살피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를 위한 세미나 중심 수업.

 HOF18413 원예산림실무 (Horticulture & Forestry Practice, 3-2-2)

산림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실습을 통하여 원예와 산림을 융합한 산업의 가치를 알

아보고 이를 활용한 사례중심의 지식함양

 HOF18415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직무를 배우고 이후 취업과 연계토록 함

 HOF1842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5-0-0)

학생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적인 직무를 배우고 이후 취업과 연계토록 함

 HOF18401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졸업 자격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팀 활동 또는 개인 할동으로 수행한다.

 HOF18402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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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원예 공무원 양성 과정

2. 원예 산업체 및 창업

3. 산림 관련 공무원

4. 산림교육전문가

1. 원예 공무원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원예 관련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자격증(종자기사, 종
자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론과 실무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졸업 후 진로 농촌진흥청, 각 지역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의 연구사 및 지도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재배학범론, 농장실습

1-2 일반식물학, 수목의 이해, 플라워디자인실습

2-1 식물생리학, 식물 번식학, 식물병리 및 해충학

2-2 식물유전육종학, 토양학, 농약및잡초방제학

3-1 화훼학및실습, 채소학및실습, 과수학및실습,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현장실습1, 캡스톤디자인

4-1 시설원예학, 현장실습2, 캡스톤디자인2

4-2 현장실습5



614

2. 원예 산업체 및 창업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원예 산업인 육종, 생산, 재배, 가공, 유통, 6차 산업 등 다양한 관련 기업체
에 진출할 수 있는 원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예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은 물론 건전한 인성, 협동 의식이 투철한 사회
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 교육 과정이다. 

졸업 후 진로
종자회사, 농약회사, 비료회사, 종묘회사, 종묘회사, 전문 육묘장, 골프장 그
린키퍼, 호텔, 개인 플라워샵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재배학범론, 농장실습

1-2 일반식물학, 수목의 이해, 플라워디자인실습

2-1 식물생리학, 식물번식학, 식물병리및해충학

2-2 원예산림실습, 화훼장식학,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

3-1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화훼학및실습, 채소학및실습, 과수학및실습, 
정원계획및실습

3-2 식물자원조경논리및논술, 현장실습1, 캡스톤디자인1

4-1 시설원예학, 현장실습2, 캡스톤디자인2

4-2 실내조경학,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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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 관련 공무원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산림 관련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자격증(산림기사, 산
림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취득에 도움이 되는 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론과 실무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산림병해충예찰, 산림병해충방제, 수목피해진단, 수목치료, 천연갱신, 솎아베
기, 천연림가꾸기, 산림조성사업감리, 임황조사

졸업 후 진로 산림청, 각 지역에 소재한 산림 전문 공무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재배학범론, 농장실습

1-2 일반식물학, 수목의 이해, 플라워디자인실습

2-1 식물생리학, 식물번식학, 식물병리및해충학, 수목학및실습

2-2 원예산림실습, 산림생태학, 식물자원조경교과교육론

3-1 조림및임업경영, 정원계획및실습,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산림공학, 식재학및실습, 식물자원조경논리및논술, 캡스톤디자인1, 현장실습1

4-1 조경설계및시공실무,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2

4-2 원예산림실무, 현장실습5

4. 산림교육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산림을 통한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유의 숲 조성이 산림청과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산림치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에 기반한 숲 치유·숲 해설 전문인
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치유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재배학범론, 농장실습

1-2 일반식물학, 수목의 이해, 플라워디자인실습

2-1 식물생리학, 식물분류학및실습

2-2 원예산림실습, 산림생태학

3-1 조림및임업경영, 정원계획및실습, 산림정책및농촌개발

3-2 식재학및실습, 산림휴양학, 현장실습1, 캡스톤디자인1

4-1 숲해설및실습, 조경설계및시공실무, 현장실습2, 캡스톤디자인2

4-2 원예산림실무, 산림휴양학,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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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아-5

1. 교육목표

  국가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후 사회에 

바로 적응할수있는 실용적 인력을 배출하는 목표를 둔다. 즉 개방화 교육을 통하여, 인

성의 개방화, 전문기술의 개방화, 정보의 개방화 등으로 현 시대에 맞는 실용적 교육을 

실현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컴퓨터공학과는 1988년에 신설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1995년에, 박사과정은 1999년에 신설되어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컴퓨터 및 정보산업 분야에 종사할 전문공학도를 양성하며, 동시에 

인성의 개방화로 공동체를 중시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컴퓨터공학도를 양성한

다. 또한 전문기술의 “현장화/실용화 교육”을 통해 학생 1인 1전문 기술 갖기를 권장

한다.

3. 향후 진로계획

  컴퓨터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 오라클, 네트워크관리

사, CCNA, 리눅스마스터, 컴퓨터그래픽기사 등이 있다.

졸업 후 진로로는 컴퓨터 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정보시스템관련 SI 또는 정보기술업체, 

벤처기업 창업 및 취업, 컴퓨터 또는 정보시스템 기술의 개인전문가, 공무원(기술고시)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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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COM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0 0 0 P/NP

4 1 전필 COM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COM18415 졸업지도 Graduate guidance 0 0 0 P/NP

1 1 전선 COM18103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 3 0

1 1 전필 COM18102 기초C프로그래밍 Basic C Programming 3 2 2

1 1 전선 COM18104 컴퓨터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engineering

3 3 0

1 2 전선 COM18105 기초웹프로그래밍 Basic Web Programming 3 2 2

1 2 전선 COM18107 고급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 2 2

1 2 전선 COM18108 디지털논리회로 Digital Logic Circuit 3 3 0

1 2 전선 COM18106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2 1 2

2 1 전필 COM18201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3 0

2 1 전필 COM18202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 3 0

2 1 전선 COM18206 파이선프로그래밍 Python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COM1820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COM18205 기초자바프로그래밍 Basic JAVA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COM18204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3 2 2

2 2 전필 COM18208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 3 0

2 2 전필 COM18207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0

2 2 전선 COM18211 알고리즘 Algorithm 3 3 0

2 2 전선 COM18209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COM18210 고급자바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COM18212 윈도우프로그래밍 Window Programming 3 2 2

3 1 전필 COM18301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0

3 1 전선 COM18206 파이선프로그래밍 Python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COM18302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COM18304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Android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COM18303 리눅스시스템 Linux System 3 3 0 　

3 1 전선 COM18306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 3 0 　

3 1 전선 COM18305 컴파일러 Compilers 3 3 0

3 2 전필 COM18307
캡스톤디자인1(프로젝트
실습1)

Capstone Design 1(Project 
Training 1)

3 2 2

3 2 전필 COM18308 Object-C프로그래밍 Object-C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COM18309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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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COM18313 임베디드프로그래밍 Embedded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COM18310 디지털콘텐츠저작 Digital Contents Authoring 3 3 0

3 2 전선 COM1831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COM18312 인공지능및기계학습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3 3 0

3 2 전선 COM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4 전필 COM18315 현장실습1 Internship1 3 0 0 P/NP

4 1 전필 COM18402
캡스톤디자인2(프로젝트
실습2)

Capstone Design2(Project 
Training 2)

3 0 6

4 1 전선 COM18403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COM18408 네트워크운영관리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3 0 3

4 1 전선 COM18405
LINC+프로젝트
(게임알고리즘(AR&VR))

LINC+ Project(Game 
Algorithm(AR&VR))

3 2 2 P/NP

4 1 전선 COM18404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COM18406
LINC+프로젝트(빅데이터
/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3 2 2 P/NP

4 1 전선 COM18407 LINC+프로젝트(사물인터넷) 3 2 2 P/NP

4 1 COM18409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COM18414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3 3 0

4 1 전선 COM18413 차세대인터넷특강
Special Topics on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3 3 0

4 1 전선 COM18410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COM18411 정보보호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Protection

3 3 0

4 1 전선 COM18412 차세대인터넷콘텐츠
Next Generation Internet 
Contents

3 3 0

4 2 전선 COM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COM18421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Traing(LINC+) 15 0 0 P/NP　

4 2 전선 COM18418 차세대웹기술 Advanced web technology 3 3 0

4 2 전선 COM18416 HCI Human-computer interface 3 3 0

4 2 전선 COM18419 차세대컴퓨터특강
Special Topics on the Next 
Generation Compute

3 3 0

4 2 전선 COM18422 현장실습5 Internship 5 15 0 0 P/NP

4 2 전선 COM18417 인턴쉽 Internship 3 0 0 P/NP

4 3 전선 COM18424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 3 0 　

4 3 전선 COM18425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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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COM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 0-0-0)

컴퓨터공학과 신입생들의 학습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진로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진로 설계 수립을 가르친다.

 COM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0-0)

졸업 후 취업계획에 따라 자신의 진로탐색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 수립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15 졸업지도(Graduate guidance, 0-0-0)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졸업생 자신의 전공과진로방향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전공 적성

을 이해하고 컴퓨터공학 관련 관심 주제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COM18103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

이산수학은 집합론, 관계 이론, 함수 이론, 그래프 이론, 대수계, 부울 대수계 등 컴퓨터

의 이론 및 응용의 기본이 되는 수학적 기초를 학습한다.

 COM18102 기초 C프로그래밍 (Basic C Programming, 3-2-2)

C언어는 현재 공학 전반의 실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C언어의 문법을 학습함

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컴퓨터공학 관련 전공 수강에 기초를 배양한다.

 COM18104 컴퓨터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engineering, 3-3-0)

컴퓨터공학개론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이 인간의 일상

생활을 크게 변모시킴에 따라 본 수업을 통해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에 대해 쉽

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급 학년에 필요한 전공을 이해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COM18105 기초 웹프로그래밍(Basic Web Programming, 3-2-2)

HTML과 Java Script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웹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

과 관련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3 전선 COM18427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COM1842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COM1842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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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107 고급 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2-2)

C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고급의 C프로그래밍 언어 기법 및 응용 프로그래밍

을 배운다.

 COM18108 디지털논리회로 (Digital Logic Circuits, 3-3-0)

디지털논리회로는 수의 진법 및 부호화, 부울대수, 논리게이트와 조합논리회로, 플립플롭

을 이용한 상태제어를 위한 순차회로, 메모리, 비동기석 회로로 레지스터 연속 카운터 

및 동기성 모듈 카운터를 학습한다.

 COM18106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2-1-2)

공학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나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

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스스로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설계하고 기획하는 등 문제를 직

접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201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3-0)

데이터와 그 표현, 그리고 분류 탐색 및 세분화를 위한 선형 / 비선형 링크된 리스트, 스트

링, 어레이,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및 알고리즘의 실행과 응용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COM18202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

컴퓨터에서 Von Neumann 개념의 특징과 순차적 수행 개념의 장점과 단점, 특히 제어부와 

연산 처리부의 상호 관계와 CPU 내에서 명령어 수행을 위한 제어부의 역할 과 근대 마이

크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firmware 의 장단점과 내부 수행에서 사용되는 수리 체계에 대

한 수행원리 및 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논리적 작용과 물리적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COM1820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2-2)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을 배우고, C++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배운다.

 COM18205 기초자바프로그래밍 (Basic JAVA Programming, 3-2-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개념을 이해하고 객체지향 언어 자바의 기본구조와 프로그래밍 기법

을 실습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인터넷 프로그래밍 설계 및 응용 등의 기술을 

습득한다.

 COM18206 파이선프로그래밍 (Python Programming, 3-2-2)

파이선의 특징 및 적용 사례를 학습하고 데이터 분석, 웹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개발, 게

임, 이미지 처리,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프로그래밍 능력과 컴퓨

팅 사고력을 배양한다.

 COM18204 고급 웹 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3-2-2)

고급 웹 프로그래밍은 웹 프로그래밍과 웹 디자인을 학습하는 데, 웹 프로그래밍으로서 

동적으로 웹 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한 서버사이드 기술인 JSP, ASP, PHP 등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실행 환경 구축, 기본 태그, FORM 생성, 쿠키, 세션, DB 사용법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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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208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3-0)

메모리 관리 및 자원분배, 가상메모리, 페이징 및 세그멘테이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스케쥴링 및 인터럽트 처리 등의 컴퓨터 시스템 설계와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COM118207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시스템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웨어, DBMS를 배운다.

 COM18211 알고리즘 (Algorithm, 3-3-0)

고급 데이터 구조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고급 알고리즘의 설계기법 및 복

잡도를 배우고 알고리즘의 기법 분류, 효율성, 시간, 공간차원의 복잡도, 최적도

(optimality), 병렬 알고리즘 등을 다룬다.

 COM18209 C# 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3-2-2)

Visual C# 언어 등을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PC windows 

system 응용 개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visual studio를 이용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와 message 처리 개념, windows graphic 처리 방법과 dialog box, controls 등의 

개념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학습한다.

 COM18210 고급자바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2-2)

기초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

고 고급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COM18212 윈도우프로그래밍 (Window Programming, 3-2-2)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Multitasking이 가능한 윈도우즈 환경 하에서 응

용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COM18302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3-2-2)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운용해보며 실제

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COM18304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Android Programming, 3-2-2)

Android 기반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학습한다.

 COM18303 리눅스시스템 (Linux System, 3-3-0)

Linux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과 개발환경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Linux운영체제의 

개요와 특징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유틸리티(일련의 명령어)를 익힌다. 또한 Shell프로그래

밍을 통해 작업환경 구축 및 제어기술을 습득하고 Linux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 개발도구, 사용자 지원도구 등의 활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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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306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3-0)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입출력장치 등의 구조와 특성, 그래픽의 기본원소인 선분, 원, 타

원, 문자 등을 그리는 방법과 각각의 속성을 학습하고 이들 원소를 이용하여 그래픽 패

키지를 작성하는 경우 좌표변환, 윈도우, 뷰포드, 세그먼트, 클리핑, 페인팅, 논리적 입출

력 장치 등의 개념, 프랙탈, 곡선의 근사방법 등의 수학적 모형, 3차원 그래픽을 위해 

선, 면, 물체의 표현방법을 배우고 3차원 그래픽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COM18305 컴파일러 (Compilers, 3-3-0)

컴파일러의 구조를 각 단계별로 학습한다. 컴파일러의 단계인 어휘분석, 구문분석, 의미 

분석, 코드화 및 코드의 최적화 등을 학습하고 고급언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컴파일러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컴파일러를 만드는 능력을 기른다.

 COM18307 캡스톤디자인1(프로젝트실습) (Capston Design1(Project Training 1), 3-2-2)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 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

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308 Object-C프로그래밍 (Object-C Programming, 3-2-2)

Objective-C는 아이폰 앱 개발뿐만 아니라 매킨토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XCODE 3.2를 사용해 OBJECTIVE-C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초부터 학습한다. XCODE를 이용한 OBJECTIVE-C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과 활

용법과 응용법도 익혀 MAC OS X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개발능력을 배양한다.

 COM18309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2-2)

컴퓨터 네트워크의 트랜스포테이션 계층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의 원리와 구조를 학습하고 

이들 프로토콜의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을 다룬다.

 COM18313 임베디드프로그래밍 (Embedded Programming, 3-2-2)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합 설계 기법과 전용 프로세서의 구조 등을 다룬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꼭 필

요한 개발 방법론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패키징 방법까지 배운다. 또한, 부트스트랩 로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교차 개발 환경 구축 방안과 파일 전송, 디버깅을 위해 

타겟 보드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 등의 실제적인 기술들을 습득한다.

 COM18310 디지털콘텐츠저작 (Digital Contents Authoring, 3-3-0)

문자 자료 이외의 음성, 그림, 영상, 정보의 코드화 및 그에 대한 저장 방식과 전송에 대

하여 공부한다. 이러한 다중매체를 기초로 하는 다중매체 데이터베이스, 다중매체 운영

체제 등 다중매체 계산 및 통신(multimedia computing & communications) 전반에 걸쳐 

기본 개념과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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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311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인 계획, 요구량 정의, 설계, 구현 및 유지보수에 보다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들을 학습한다.

 COM18312 인공지능및기계학습(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3-3-0)

컴퓨터공학에서 요구되는 전문가 시스템 설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인공 지능 및 기계

학습의 기본 개념과 사례 연구 등을 학습한다.

 COM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6학기 째에 컴퓨터

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315 현장실습1 (Internship 1, 3-0-0)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

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02 캡스톤디자인2(프로젝트실습2) (Capston Design 2(Project Training 2), 3-0-6)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

학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

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03 C응용프로그래밍 (Information Security Survey, 3-2-2)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C 프로그래밍 능력

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디바이스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COM18408 네트워크운영관리 (Network Operation Management, 3-0-3)

컴퓨터 간의 연결 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기능들과 TCP/IP모델의 

각 계층의 프로토콜을 간단히 살펴보고,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여러 기술들과 원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학습한다.

 COM18405 LINC+프로젝트(게임알고리즘(AR&VR)) (LINC+ Project(Game Algorithm(AR&VR)), 

3-2-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게임 프로그램에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

과 목적에 충실하게 특정 게임 엔진이나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2D, 3D 그래픽, 수학, 

물리학, 사운드,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게임 개발에 쓰이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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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404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2-2)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기초 자바 프로그래

밍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고 자바 어플리케이

션 프로젝트 개발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COM18406 LINC+프로젝트(빅데이터/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3-2-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R과 R-studio 설치 및 기초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R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데이터 이해와 탐구, 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DBMS 인 MariaDB 를 설치해 보고 테이

블 생성, 데이터의 검색 및 추가, 삭제, 갱신 뿐 아니라 정렬 및 연산과 서브쿼리 등 SQL 

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데이터를 다뤄보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배양한다.

 COM18407 LINC+프로젝트(사물인터넷) (LINC+ Project(Internet of Things, 3-2-2)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기초를 학습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 

부품과, 프로그램 고급 기법 등을 혼합하여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09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3-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리눅스 기반의 시스

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리눅스 OS를 설치 방법과 C&C++ 기반의 리눅스 시스템 프

로그래밍을 학습하여 리눅스 API의 활용,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관련 API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14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3-3-0)

문자, 음성, 화상, 영상의 데이트를 받아들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전처리로서 중

심보정, 세선화, 데이터를 심볼로 만든 후 참조 패턴과의 매칭을 행함으로 패턴 인식을 

행한다. 매칭 방법은 최근의 퍼지이론 및 뉴럴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배운다.

 COM18413 차세대인터넷특강 (Special Topics on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3-3-0)

인터넷 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과 전망, 인터넷 관련 신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부하

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COM18410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3-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고급 웹 프로그래밍

을 기반으로 한여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웹 서

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개발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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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411 정보보호개론 (Information Security Survey, 3-3-0)

프레임 워크, 보안사건, 접근 제어와 사이트 보안, 공격방법, 방화벽, 호스트 보안, 암호

화 요소 등을 배운다.

 COM18412 차세대인터넷콘텐츠 (Next Generation Internet Contents, 3-3-0)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개념, 설계기법, 용도를 공부한 다음, 다양한 인터넷 응용 개

발에 활용되고 있는 XML(Xtended Markup Language)의 구성 요소와 XML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20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8학기째에 컴퓨터공

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써 학

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21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Traing(LINC+), 15-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8 학기 째에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

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18 차세대웹기술 (Advanced web technology, 3-3-0)

새로운 언어, 새로운 분야,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야, 교과과정에서 취급하지 않는 분야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지식을 높인다.

 COM18416 HCI (Human-computer interface, 3-3-0)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즉, 온라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

츠와 어떤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정보설계 

및 그 구현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특히 Web, Mobile 화면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의 인터페이스디자인 적용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COM18419 차세대컴퓨터특강 (Special Topics on the Next Generation Computer, 3-3-0)

급격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첨단 컴퓨터 분야의 최근 동향과 전망, 신기술에 대하여 적

극적으로 공부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전문지식을 습득 한다.

 COM18422 현장실습5 (Internship 5 15-0-0)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

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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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18424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3-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

본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운용해보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25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3-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인 계획, 요구량 정의, 설계, 구현 및 유지보수에 보다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들을 학습한다.

 COM18427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7학기 수료 후에 2

개월 간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2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7학기 수료후에 1개

월 간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

해 봄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OM18428 현장실습2 (Internship 2, 3-0-0)

컴퓨터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

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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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임베디드 S/W트랙

 2. S/W 개발 트랙

 3. 통신 및 멀티미디어 트랙

1. 임베디드 S/W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현재 IT 기술은 ‘모든 가전제품의 IT화’를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환경구축을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임베디드 HW/SW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주
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베디드 OS를 포함한 임베디드 시스템 SW 기술 습득
을 위한 커리큘럼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임베디드 OS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 응용 프로그램 
개발

졸업 후 진로
m IT (스마트폰/가전/자동차)업체의 R&D부서
m 보안관련 업체
m 기업의 IT관리 부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 C프로그래밍,이산수학

1-2 디지털논리회로, 고급 C프로그래밍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기초자바프로그래밍

2-2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윈도우프로그래밍

3-1 리눅스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3-2 임베디드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1

4-1 네트워크운영관리, 정보보호개론,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

4-2 차세대웹기술, 현장실습2, 인턴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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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 개발 트랙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현재의 IT 흐름은 IT 기술과 여러 가지 분야가 융합되는 IT Convergence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IT 발전 흐름에 부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분석하
고,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
발자가 되기 위한 트랙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졸업 후 진로 Game 업체, 응용프로그램 개발 업체, SI 업체, 기업의 IT개발 부서, 컨설팅 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 C프로그래밍,이산수학

1-2 디지털논리회로, 고급 C프로그래밍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C++프로그래밍, 기초자바프로그래밍, 고급웹프로그래밍

2-2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윈도우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3-1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컴파일러, 컴퓨터그래픽스

3-2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디지털콘텐츠저작, 캡스톤디자인1

4-1 차세대인터넷콘텐츠, 컴퓨터비전,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

4-2 인공지능, HCI, 차세대웹기술, 현장실습2, 인턴쉽

3. 통신 및 멀티미디어 트랙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현재의 IT 기술은 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도입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등의 고용량/고대역폭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및 멀티미디어의 최신 
이론과 실무를 익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산하기 위한 트랙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 모바일 프로그래밍 기술, 네트워크 설계/관리 기술, 
그래픽 기술, 멀티미디어 코덱 기술

졸업 후 진로 통신 업체, 게임 업체, 기업의 네트워크 개발/관리부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 C프로그래밍,이산수학

1-2 디지털논리회로, 고급 C프로그래밍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C++프로그래밍, 기초자바프로그래밍, 고급웹프로그래밍

2-2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C#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3-1 리눅스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그래픽스

3-2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디지털콘텐츠저작, 캡스톤디자인1

4-1 차세대인터넷콘텐츠, 컴퓨터비전, 차세대인터넷특강,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

4-2 HCI, HCI, 차세대웹기술, 차세대컴퓨터특강, 현장실습2, 인턴쉽



629

정보통신공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s & Communications Engineering)

아-6

1. 교육목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여 21세기를 선도해 나가는 

전문 IT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론 및 응용능력을 길러내고 사

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보다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정보통신공학과는  IT와 관련된 S/W와 H/W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세부분야로는 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로 구분됩니다. 로드맵을 따라 이수하면, 저학년에는 정보통신 기초학

문을 배우고 고학년에서는 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의 세부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향후 진로: 정보통신관련 대기업체 및 중견/중소기업, 유망벤처기업, 정부기관의 연구

소, 국내외 대학원, 공무원

m 취득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네트워크관리

사, 전파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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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INF18108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INF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INF18417 졸업작품 Graduation Portfolio 0 0 0 P/NP

1 1 전필 INF18111 컴퓨터1 Computer 1 3 2 2

1 2 전필 INF18114 컴퓨터2 Computer 2 3 2 2

1 1 전필 INF18110 논리회로 Logic Circuit 3 2 2 　

1 1 전필 INF18109 C언어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Language 3 2 2 　

1 2 전필 INF18113 고급논리회로 Advanced  Logic Circuit 3 2 2 　

1 2 전필 INF18112
고급C언어
프로그래밍

Advanced  C Language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INF18205 회로이론 Circuit  Theory 3 2 2 　

2 1 전선 INF18203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2 2 　

2 1 전선 INF18201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INF18204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2 2 　

2 1 전선 IINF18202 윈도우프로그래밍 Window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INF18210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 3 2 2 　

2 2 전선 INF18208 고급자료구조 Advanced  Data Structure 3 2 2 　

2 2 전선 INF18206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INF18209 리눅스 Linux 3 2 2 　

2 2 전선 INF18207
고급윈도우
프로그래밍

Advanced  WIndow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INF18303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 2 2 　

3 1 전선 INF18305 컴퓨터구조 Computer  Structure 3 3 0 　

3 1 전선 INF18304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INF18301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 3 0 　

3 1 전선 INF18302 신호와시스템 Signal & System 3 2 2 　

3 2 전선 INF18308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3 2 2 　

3 2 전선 INF18306 고급자바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INF18311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 3 0

3 2 전선 INF1831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 3 3 0

3 2 전선 INF18307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2 2 　

3 2 전선 INF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2 전선 INF18309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4 전선 INF1842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선 INF18414 임베디드시스템설계 Embedded System  Design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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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INF18408
네트워크프로그램
설계

Network Program  Design 3 2 2 　

4 1 전선 INF18409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INF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일학습
병행

4 1 전선 INF18403
JAVA응용
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일학습
병행

4 1 전선 INF18411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 3 0
일학습
병행

4 1 전선 INF18413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3 0
일학습
병행

4 1 전선 INF18416
ICT프로젝트산업체
인턴십

ICT Project Industry Internship 15 0 0 P/F

4 1 전선 INF18407 네트워크응용 Network Applications 3 2 2 

4 1 전선 INF18404
LINC+프로젝트(게임
알고리즘(AR&VR))

LINC+ Project(Game 
Algorithm(AR&VR))

3 2 2 LINC+

4 1 전선 INF18405
LINC+프로젝트
(빅데이터/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3 2 2 LINC+

4 1 전선 INF18406
LINC+프로젝트(사물
인터넷)

LINC+ Project(Internet of 
Things)

3 2 2 LINC+

4 1 전선 INF18412 웹서비스프로그래밍 Web Service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INF1841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2 전선 INF18420 센서네트워크 Sensor Network 3 2 2 　

4 2 전선 INF18419 멀티미디어통신 Multimedia  Communication 3 3 0 　

4 2 전선 INF18418
고급모바일
프로그래밍

Advanced Mobile  Programming 3 2 2 　

4 2 전선 INF18421 정보통신시스템설계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 Design

3 2 2 　

4 2 전선 INF18422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INF18423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Traing(LINC+) 15 0 0 P/NP

4 2 전선 INF18424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INF18425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 3 0

4 3 전선 INF18426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 3 0

4 3 전선 INF1842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INF1842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INF1843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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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INF18108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진공과 진로1은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및 전공에 관련된 학습 계획수립, 진로 설

계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INF18111 컴퓨터1 (Computer 1, 3-2-2)

컴퓨터1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기본 구조와 동작을 설

명하고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초개념을 습득하게 한다.

 INF18114 컴퓨터2 (Computer 2, 3-2-2)

컴퓨터2는 마이크로콘트롤러와 전기전자 소자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물에 컴퓨팅 능력을 부여하는 피지컬 컴퓨팅의 기본을 학습한다.

 INF18110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2-2)

기초논리회로는 수의 진법 및 부호화, 부울대수, 논리게이트와 조합논리회로, 플립플롭을 

이용한 상태제어를 위한 순차회로, 메모리, A/D 변환기를 학습한다.

 INF18109 C언어 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Language, 3-2-2)

C언어 프로그래밍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인 C 언어의 문법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터웨어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정보통신공학 관련 타 과목의 수강에 기초를 닦

는다.

 INF18113 고급논리회로 (Advanced  Logic Circuit, 3-2-2)

고급 논리회로는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사용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

털 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컴파일한 후에 simulation을 통해 동작검증을 하게 된다. 컴파

일된 디지털 회로의 코드를 CPLD(Complex Programmable Logic Device)에 다운로드해서 

hardware test를 한다.

 INF18112 고급 C언어 프로그래밍 (Advanced C Language Programming, 3-2-2)

고급 C언어 프로그래밍은 배열, 포인터, 구조체, 공용체, 라이브러리 함수 등, 기초 C언

어를 심화한 부분에 대하여 학습한다.

 INF18205 회로이론 (Circuit Theory, 3-2-2)

회로이론은 기본적인 회로이론인 오옴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전류/전압 법칙, 테브난/노

턴 등가회로의 응답, 2차회로의 응답 특성, 정현파의 성질과 페이져 표현법, 임피던스 및 

어드미턴스, 교류 정상상태 해석법, 교류정상상태 전력의 개념, RMS 개념, 역률, 라플라

스 변환을 이용한 회로 해석법, 주파수 응답과 공진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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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203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2-2)

자료구조는 순환, 반복, 리스트, 스택, 큐, 힙, 해쉬테이블 등 관련된 알고리즘을 학습하

여 구현한다.

 INF18201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2-2)

웹 프로그래밍은 인터넷의 핵심 응용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WW) 서비스에서 주로 다

루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홈페이지의 제작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과정을 습득케 한다.

 INF18204 창의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2-2)

창의공학설계는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기

르는 실험을 수행한다. 아이디어 만들기, 상상력 기르기, 설계 및 구현 능력 등의 창의활

동을 통하여 앞으로 배울 전공과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창의공학을 공부함

으로써 창의성의 실전을 배울 수 있다.

 IINF18202 윈도우프로그래밍 (Window Programming, 3-2-2)

C언어를 이수학 학생들이 C++언어를 습득한 후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배운다. 실습시간

에는 MFC의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여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을 공부한다.

 INF18210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 3-2-2)

기초전자회로는 정보통신 전공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다루는 내용은 반도체 물리, PN

접합 Diode의 특성과 그 응용회로, 쌍극성 트랜지스터의 특성, 직류 바이어스회로 및 설

계법, Biolar 트랜지스터 및 FET의 소신호증폭기, 다단 증폭회로, 전력증폭기, 접합 및 

MOS형 전계효과 트랜지스터회로, 차동증폭기, 연산증폭기, 선형 영산증폭 회로의 응용, 

여러 가지의 발진회로, AM 및 FM 변조회로, 안정화 전원회로 등을 공부하여 아날로그회

로의 설계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INF18208 고급자료구조 (Advenced Data Structure, 3-2-2)

고급자료구조는 순환, 반복, 리스트, 스택, 큐, 힙, 해쉬테이블 등 관련된 알고리즘을 학

습하여 구현한다.

 INF18206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3-2-2)

고급 웹 프로그래밍은 인터넷의 핵심 응용 서비스인 월드와이드웹(WWW) 서비스에서 주

로 다루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홈페이지의 제작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과정을 습득케 한다.

 INF18209 리눅스 (Linux, 3-2-2)

Linux는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개념 이해와 설치방법, 명령어, VI 편집기에 관련한 네트워

크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X window 시스템 등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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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207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Advanced Window Programming, 3-2-2)

C++언어 및 기초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이수한 학생들이 MFC의 심화내용을 배워 GUI 기

능을 갖는 프로젝트를 구현함으로써 고급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INF18303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3-2-2)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주변장치가 통신하는 인터페이스 개념과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또한 H/W와 S/W를 사용하여 임베디드 응용시스템을 직접 개발함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회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INF18305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

컴퓨터구조는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의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개념 및 명

령어 실행과정의 이해, 파이프라인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과 같은 다양

한 프로세서 구조, 메모리의 계층구조, 입출력 인터페이스, 고속 I/O 버스 및 시스템버스

의 구조 및 동작원리에 대해서 학습한다.

 INF18304 자바 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2-2)

자바 프로그래밍은 차세대 인터넷 언어이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를 활용하

여 정보처리,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고급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익힌다.(객체지향프

로그래밍 언어(JAVA) 과목 선 수강자에 한함)

 INF18301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3-3-0)

데이터통신은 데이터통신의 기본개념과 통신시스템의 구성요소, 데이터연결 프로토콜, 

디지털 부호화 기법, 데이터 링크제어와 관련한 전송방식, 에러 및 흐름제어, 각 데이터 

교환방식 등을 다룬다.

 INF18302 신호와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3-2-2)

신호와 시스템은 연속/이산 신호 및 시스템의 유형과 특성,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특성, 

컨볼루션 적분과 컨볼루션 적분의 의미와 응용, 주기 신호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의 성질

과 활용, 비주기 신호에 대한 푸리에 변환의 성질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INF18308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 3-2-2)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두뇌에 해당되는 특정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및 동작 특성들을 이해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변 칩들과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및 

동작 원리, 컴퓨터 시스템을 기동하기 위한 부트로더와 같은 프로그램의 동작을 이해하

고 실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응용을 학습하게 된다.

 INF18306 고급자바 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2-2)

고급자바 프로그래밍은 기초 자바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초로 하여 고급 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Java 어플리케이션을 위주로 프로젝트 도출 및 개발을 중점적

으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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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311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

통신이론은 신호 및 시스템의 기본성질, 진폭변조, DSB 및 SSB, VSB, 주파수분할 다중화

방식, 전력스펙트럼과 변조시스템에서의 신호대잡음비, 주파수변조, 위상변조, PLL과 수신

기구조, PCM, DM, DPCM 등의 펄스 변복조방식, 확률과 랜덤 변수 등에 대해 학습한다.

 INF18310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 및 기반기술을 다룬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계층에 요구되

는 기능과 사용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TCP/IP에 의하여 연

동되는 원리를 이해한다.

 INF18307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2-2)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현 능력을 배양한다. 데이터의 관점 및 의미, 

각종 데이터 모델, SQL,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형, 트

랜잭션 관리 등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론 및 구현 기법을 학습한다.

 INF18301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2-2)

데이터 통신의 중요 모듈인 신호발생기, 주파수 승산기, 변복조, 디지털 부호 변환 등의 

실험을 하여 데이터의 변환 신호를 학습하고 데이터 통신의 개념을 이해한다.

 INF18309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2-2)

캡스톤디자인1은 정보공학 특화된 기초적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INF18415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2-2)

캡스톤디자인2는 정보공학 특화된 기초적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한다.

 INF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졸업 후 취업계획에 따라 자신의 진로탐색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학습과목으로 전

공과목에 따른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INF18414 임베디드 시스템설계 (Embedded Systems Design 3-2-2)

임베디드 시스템설계는 RISC ARM 계열 프로세서로 구성된 소규모 컴퓨터에 LINUX, 

RTOS와 같은 축소 운영체제를 포팅하고 이러한 운영체제 기반위에서 응용 프로그래밍을 

통해 MP3 player, 인터넷폰, 무선랜을 통한 원격제어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시

스템들을 구현하게 된다.

 INF18408 네트워크프로그램설계 (Network Program Design, 3-2-2)

네트워크프로그램설계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트랜스포테이션 계층을 구성하는 프로토콜의 

원리와 구조를 학습하고 이들 프로토콜의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

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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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409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2-2)

모바일프로그래밍은 이동단말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축소화된 운영체제 상에서 mobile 

3D game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 대한 S/W 설계 기술을 학습한다.

 INF18428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0)

현장실습1은 지금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양

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07 네트워크응용 (Network Applications 3-3-0)

네트워크응용은 Ethernet과 Token Ring등 주요 LAN을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나아가 

개별 LAN을 기반으로 브리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방법을 다룬다.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요구되는 네트워크의 효율

적인 운용 및 관리에 요구되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분석기법을 학습한다.

 INF18417 졸업작품 (Graduation Portfolio, 0-0-0)

대학생활에 마무리하면서 졸업생 자신의 전공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학습과목으로 

전공에 따른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향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INF18420 센서네트워크 (Sensor Networks 3-2-2)

센서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인지를 위한 센서 기술, RFID, 고신뢰도-고분해

능의 광섬유 센서의 기본 원리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INF18419 멀티미디어통신 (Multimedia Communications, 3-3-0)

멀티미디어통신은 신호와 시스템의 주파수 영역해석, 잡음 분석에 대한 확률해석 등의 

통신공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AM, FM, PM의 아날로그 변복조와 그 구현기법을 학습

하고 기본적인 디지털 통신이론을 소개한다.

 INF18418 고급 모바일프로그래밍 (Advanced Mobile Programming, 3-2-2)

고급모바일프로그래밍은 이동단말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축소화된 운영체제 상에서 

mobile 3D game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 대한 S/W 설계 기술을 학습한다.

 INF18421 정보통신시스템설계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 Design, 3-2-2)

정보통신시스템설계는 학생들은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결과는 학과 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대내외 산학연 관계자

들이 이를 심사한다.

 INF18430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0)

현장실습2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양

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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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장기현장실습(IPP)3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

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22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장기현장실습(IPP)4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

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23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Training(LINC+), 15-0-0)

장기현장실습(LINC+)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

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24 현장실습 5 (Field Training 5, 15-0-0)

현장실습5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양

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11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3-0)

서버프로그래밍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리

눅스 기반의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리눅스 OS를 설치 방법과 C&C++ 기반의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여 리눅스 API의 활용,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관련 

API의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INF18413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3-0)

웹프로그래밍응용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고급 웹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한여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

득하고 실제 웹 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개발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INF18416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ICT Project Industry Internship, 15-0-0)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04 LINC+프로젝트(게임알고리즘AR&VR) (LINC+Project(Game Algorithm(AR&VR)), 

3-2-2)

LINC+프로젝트(게임알고리즘AR&VR)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게임 프로그램이서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과 목적에 충실하게 특정 게임 엔진이나 플랫폼에 얽

매이지 않고 2D, 3D 그래픽, 수학, 물리학, 사운드,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게임 

개발에 쓰이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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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18405 LINC+프로젝트(빅데이터/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3-2-2)

LINC+프로젝트(빅데이터/머신러닝)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R과 R-studio 설치 및 기초 사용법부

터 시작하여, R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데이터 이해와 탐구, 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DBMS 

인 MariaDB 를 설치해 보고 테이블 생성, 데이터의 검색 및 추가, 삭제, 갱신 뿐 아니라 

정렬 및 연산과 서브쿼리 등 SQL 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데이터를 다뤄보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배양한다.

 INF18406 LINC+프로젝트(사물인터넷) (LINC+ Project(Internet of Things)), 3-2-2)

LINC+프로젝트(사물인터넷)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교과목으로 아두이노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기

초를 학습하고 사물 인터넷 관련 부품과, 프로그램 고급 기법 등을 혼합하여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INF18412 웹서비스프로그래밍 (Web Service Programming, 3-2-2)

웹서비스프로그래밍는 이동단말기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축소화된 운영체제 상에서 

mobile 3D game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에 대한 S/W 설계 기술을 학습한다.

 INF18425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3-0)

고급데이터베이스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운용해보며 실제

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INF18426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3-0)

소프트웨어설계공학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교과목으

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인 계획, 요구량 정의, 설계, 구현 및 유지보수에 보다 신뢰성

이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들을 학습한다.

 INF1842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장기현장실습(IPP)1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

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INF1842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장기현장실습(IPP)2는 이전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토대로 실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

지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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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 IoT/임베디드시스템 엔지니어

3. 통신/네트워크 엔지니어

1.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응용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지닌 고급 
엔지니어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프로그램개발, 시스템관리, 시스템통합/유지/보수

졸업 후 진로
웹프로그래머, 모바일프로그래머, DB관리자, 서버관리, 보안솔루션, 
네트워크관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컴퓨터1, C언어프로그래밍, 논리회로

1-2 컴퓨터2, 고급C언어프로그래밍, 고급논리회로

2-1 웹프로그래밍, 윈도우프로그래밍, 자료구조

2-2 고급웹프로그래밍,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고급자료구조

3-1 임베디드시스템, 자바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3-2 고급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캡스톤디자인1

4-1
C응용프로그래밍, JAVA응용프로그래밍, 서버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응용, 
모바일프로그래밍, 웹서비스프로그래밍, 캡스톤디자인2, 

4-2 고급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설계공학, 고급모바일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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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임베디드시스템 엔지니어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IoT/임베디드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하드웨어/소프트웨어/미들웨어 개발

졸업 후 진로
IoT 장치개발업체
임베디드 프로그래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컴퓨터1, C언어프로그래밍, 논리회로

1-2 컴퓨터2, 고급C언어프로그래밍, 고급논리회로

2-1 창의공학설계, 회로이론

2-2 전자회로, 리눅스

3-1

3-2 마이크로프로세서, 캡스톤디자인1

4-1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캡스톤디자인2, 사물인터넷,  임베디드시스템설계

4-2 고급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설계공학, 센서네트워크

3. 통신/네트워크 엔지니어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통신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시스템통합, 통신시스템 설치관리 

졸업 후 진로 통신시스템/네트워크업체 관리, 네트워크보안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컴퓨터1, C언어프로그래밍, 논리회로

1-2 컴퓨터2, 고급C언어프로그래밍, 고급논리회로

2-1 창의공학설계, 회로이론

2-2 전자회로

3-1 데이터통신, 신호와시스템

3-2 캡스톤디자인1, 컴퓨터네트워크, 통신이론

4-1 캡스톤디자인2, 사물인터넷, 네트워크프로그램설계

4-2
고급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설계공학, 센서네트워크, 정보통신시스템설계, 
멀티미디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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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공학과
(Department of Game Engineering)

아-7

1. 교육목표

  게임그래픽과 게임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m 국가 신 성장 동력인 "Digital Contents" 분야 전문인력 양성

m 실용 중심의 고급 프로그래머 및 개발자 양성 

m 창의적 기술탐구 인재 양성 

m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양인 양성 

인력양성 유형 측면에서 보는 학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양성 
유형

직업분야 및 진로 핵심 직무

게임
콘텐츠
개발자

게임콘텐츠제작은 사용자 상호작용
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게임을 기획
하고 개발하고 운영

게임엔진 응용 프로그래밍, 게임 그
래픽 프로그래밍, 게임 데이터베이
스 프로그래밍, 게임 알고리즘

응용
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각 업무
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며, 버전관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서
비스를 개선 

화면 설계, 화면 구현, 소프트웨어공
학 활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서
버프로그램 구현

2. 학과소개 및 안내

  게임공학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IT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게임프

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인 및 증강현실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더불어 창의력 함양 교육 및 외

국어 집중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기술‧경영하는 총체적 공학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게임공학과는 정부의 사회맞춤형 LINC+사업,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ACE

사업 및 IPP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 및 기업체와 밀착형 산학연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DICA 수요맞춤형 인턴지원 사업 등을 통한 교내외의 다양한 최첨

단 현장기술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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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게임공학과의 향후 진로 및 자격증

m 향후진로

게임 관련회사(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및 연구소, 게임기획자, 게임디렉터, 게임분석

가, 게임비평가, 게임 마케터, 게임아나운서,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자, 벤처창업, 웹

프로그래머, 디지털광고회사, 컴퓨터 관련 회사

m 자격증

스펙을 높여주는 +α: 게임 프로그램 전문가 자격증, 게임 그래픽 전문가 자격증, 게

임 기획 전문가 자격증, 멀티미디어 전문가, 정보처리 기사, 컴퓨터 그래픽 운용기능

사, SCJP, SCJD, MCSE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GME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1

0 0 0 P/NP

4 1 전필 GME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GME18417 졸업지도 Graduate guidance 0 0 0 P/NP

1 1 전필 GME18102
객체지향기초
프로그래밍1

Basic Object Oriented 
Programming 1

3 2 2 　

1 1 전필 GME18103 컴퓨터프로그래밍1 Computer Programming 1 3 2 2 　

1 1 전선 GME18104 게임공학개론
Introduction to Game 
Engineering

3 3 0 　

1 2 전필 GME18105
객체지향기초
프로그래밍2

Basic Object Oriented  
Programming 2

3 2 2 　

1 2 전필 GME18106 컴퓨터프로그래밍2 Computer Programming 2 3 2 2 　

1 2 전선 GME18107 컴퓨터시스템및응용
Computer System & 
Application

3 2 2 　

2 1 전선 GME18201 C++프로그래밍및실습 C++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GME18202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GME18203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GME18204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 2 2 　

2 1 전선 GME18205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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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2 전선 GME18206
고급C++프로그래밍및
실습

Advanced C++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GME18207 고급Java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GME18208
고급객체지향
프로그래밍

Advanced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GME18209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3 2 2 　

2 2 전선 GME182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Algorithm Analysis & 
Design

3 2 2 　

3 1 전필 GME18301 게임프로젝트1 Game Project 1 3 2 2 　

3 1 전선 GME18302 게임엔진 Game Engine 3 2 2 　

3 1 전선 GME1830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2 2 　

3 1 전선 GME18304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 2 2 　

3 1 전선 GME18305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 3 0 　

3 2 전필 GME18306 게임프로젝트2 Game Project 2 3 2 2 　

3 2 전선 GME18307 게임서버프로그래밍 Game Server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GME18308
고급데이터베이스
시스템

Advanced Database System 3 2 2 　

3 2 전선 GME18309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GME18310
인간과컴퓨터
인터렉션

Human & Computer 
Interaction

3 3 0 　

3 2 전선 GME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GME18312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 2 2 　

3 2 전선 GME18313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4 1 전선 GME18416 포트폴리오1 Portfolio 1 3 2 2 　

4 1 전선 GME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GME18403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GME18404
LINC+프로젝트(게임
알고리즘(AR&VR))

LINC+ Project(Game 
Algorithm(AR&VR))

3 2 2 　

4 1 전선 GME18405
LINC+프로젝트
(빅데이터/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3 2 2 　

4 1 전선 GME18406
LINC+프로젝트(사물
인터넷)

LINC+ Project(IOT) 3 2 2 　

4 1 전선 GME18407 게임공학특론
Game Engineering 
Technology

3 2 2 　

4 1 전선 GME18408 게임엔진응용 Game Engine Application 3 2 2 　

4 1 전선 GME18409 게임프로그래밍 Game Programming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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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1 전선 GME18410
모바일게임
프로그래밍

Mobile Game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GME18411
사물인터넷
(IoT)게임

Internet of Things Game 3 2 2 　

4 1 전선 GME18412 서버프로그래밍 Sever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GME18413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 2 2 　

4 1 전선 GME18414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GME1841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2 전선 GME18418 게임기획실무 Game Design Practice 3 2 2 　

4 2 전선 GME18419 게임영상학 Game Video 3 2 2 　

4 2 전선 GME18420 고급게임공학특론
Advanced Game 
Engineering Technology

3 2 2 　

4 2 전선 GME18421 고급게임프로그래밍
Advanced Game 
Programming

3 2 2 　

4 2 전선 GME18422 공학영어 Engineering English 3 2 2 　

4 2 전선 GME18423 포트폴리오2 Portfolio 2 3 2 2 　

4 2 전선 GME1842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GME18432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2 전선 GME1843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2 전선 GME1843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4 2 전선 GME1842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GME18430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GME18428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 3 0 　

4 3 전선 GME18429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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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GME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1, 0-0-0)

신입생들의 학습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진로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방법을 제공한

다.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며, 진로 설계 수립을 가르친다.

 GME18102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1 (Basic Object Oriented Programming 1 1, 3-2-2)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학생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양성하기 위한 기초 필수코스

이며, 파이썬 기초학습 및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

초 능력을 배양한다.

 GME18103 컴퓨터프로그래밍1 (Computer Programming 1 1, 3-2-2)

절차지향인 C에기반하여 객체지향언어인 Java와 C++의 장점을 모아 만든 현대적언어인 

C#을 통해 현대 트렌드언어를 익힘으로서, 최근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게임 앱 개발을 

위한 유니티3D 등을 다룰수 있는 기초를 익힌다.

 GME18104 게임공학개론 (Introduction to Game Engineering, 3-2-2)

변화되어 가는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어 가는 업계의 동향, 신기술의 변

화를 소개, 체험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소개, 학습한다.

 GME14105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2 (Basic Object Oriented Programming 1 1, 3-2-2)

파이썬 및 프로그래밍 언어의 고급과정 내용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응용연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GME14106 컴퓨터프로그래밍2 (Computer Programming 1 1, 3-2-2)

C언어의 절차지향적 개념을 계승하여, 객체지향 및 일반화 프로그래밍의 틀을 마련한 

C++를 학습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습득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소양을 익히고, 특히 빠른 실행속도의 강점을 지닌 C++를 이용해 게임 등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초를 학습한다.

 GME14107 컴퓨터시스템및활용 (Computer System & application 1, 3-2-2)

퍼스널 컴퓨터의 기본적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활용을 배운다. 정보의 표현, 컴퓨터 시스

템의 구조, 운영체제의 개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개념,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통신의 

원리 등의 기본 영역에서 가장 핵심 개념과 원리를 기초부터 학습한다.

 GME18201 C++프로그래밍 및 실습 (C++ Programming 2, 3-2-2 )

C++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인 구성과 이해하기 쉬운 설명 그리고 다

양한 예제를 이용한 실무능력을 키운다. 또한 객체, 클래스, 상속과 같은 객체지향 프로

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퀴즈를 

통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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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202 JAVA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2, 3-2-2)

이 과목의 목표는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데 있다. 교과 내용으로는 Java의 일반적인 소개, Java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

적인 문법,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 소개, 클래스 객체 생성 및 응용, 클래스 상

속,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예외 처리, Java 애플릿에 대해서 학습한다.

 GME18203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2, 3-2-2)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에 대

해 소개한다. 객체지향언어의 특징인 추상데이터유형, 클래스, 생성자의 개념을 습득한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GME18204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2, 3-2-2)

HTML5 &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 사항을 학습하고, HTML5 Canvas를 활용한 웹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GME18205 자료구조 (Data Structure 2, 3-2-2)

자료구조의 개념, 자료구조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비교분석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의 설계 및 분석, 적절한 자료구조의 선택 및 활용 등을 교육하여 자료구조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실습을 통하여 자료구조를 활용한 실제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GME18206 고급C++프로그래밍및실습 (Advanced C++ Programming 2, 3-2-2)

객체와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히고, Term Project를 통한 실무 

능력과 객체지향의 로직과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또한, 객체지향 방식으로 

예외처리(exception handling)와 입출력을 통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배운다.

 GME18207 고급JAVA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2, 3-2-2)

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우고 숙달하는데 있다. 

교과 내용으로는 Java의 일반적인 소개, Java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문법, 객체지

향 프로그래밍과 클래스 소개, 클래스 객체 생성 및 응용, 클래스 상속, 인터페이스 프로

그래밍, 예외 처리, Java 애플릿에 대해서 학습한다.

 GME18208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Advanced Object Oriented Programming 2, 3-2-2)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에 대

해 소개한다. 객체지향언어의 특징인 추상데이터유형, 클래스, 생성자의 개념을 습득한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GME18209 고급웹프로그래밍 (Advanced Web Programming 2, 3-2-2)

HTML5 & 자바스크립트의 고급 문법 사항을 학습하고, 웹 게임 개발 실습을 통해 다양

한 형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급 능력을 배양하고 웹게임개발 기술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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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2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3-2-2)

컴퓨터 응용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효과적

인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기법을 익힌다. 또한 주어진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순

서배열 알고리즘, 그래프에 관한 알고리즘, String matching에 관한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NP문제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GME18301 게임프로젝트1 (Game Project1 3, 3-2-1)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별로 관심 있는 게임 장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며 산업체 현장 실습과 연관된 과목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 또한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계 과목이다.

 GME18302 게임엔진 (Game Engine 3, 3-2-2)

C#언어를 기본지식으로 하여 유니티의 기초를 익힘으로써 게임을 개발 할 수 있는 기초

적인 역량을 다지고, 게임개발에 필요한 물리엔진과 그래픽 및 사운드효과 등 통합 개발

환경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로 학습한다.

 GME18303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2-2)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SQL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익힌다.

 GME18304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 3-2-2)

Photoshop 기초 기능과 3D Max기초 기능을 활용하여 게임에 사용되는 캐릭터, 배경, 도

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장르별, 대상별, 유형별 특징을 적용한 컨셉 기초 디자인 및 제

작과정을 학습한다.

 GME1430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2-2)

실제 게임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가 시스템 설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공 지능 시

스템의 기본 개념과 기법, 문제 표현 양식과 표기 방법, 성공적인 인공지능 기법 사례 

연구 등을 학습한다.

 GME18306 게임프로젝트2 (Game Project2 3, 3-2-2)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별로 관심 있는 게임 장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

행하며 산업체 현장 실습과 연관된 과목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 또한 취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계 과목이다.

 GME18307 게임서버프로그래밍 (Game Server Programming 3, 3-2-2)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초지식으로 게임 시스템에 있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

를 가지는 온라인 게임 서버의 구조와 원리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학습한다.

 GME18308 고급데이터베이스시스템(Advanced Database System 3, 3-2-2)

데이터베이스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습득한다. ERWin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설계하고, SQL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의를 작성함

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응용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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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309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 3-2-2)

컴퓨터 네트워크의 핵심 참조모델인 OSI 7계층 중 데이터 링크 계층 상위에 있는 네트워

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에 대한 이론을 바탕

으로 소켓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반 지식과 실기를 학습한다.

 GME18310 인간과컴퓨터인터렉션 (Human & Computer Interaction 3, 3-2-2)

HCI의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여, HCI의 절차와 방법을 실증적인 예제와 더불어 익히고 학습한다.

 GME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3-2-2)

3학년 학생들이 수행하는 종합설계과목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평가하

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GME18312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 3-2-2)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실습한다. 3차원 객체를 생성하는 모델링 

기술부터, 채색과 명암을 입히는 렌더링 기술, 시간에 따라 객체의 모습과 위치를 변형시

키는 애니메이션 기술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3가지 기술과 3차원 시뮬레이션에 대해 공부

한다. 또한 엔진의 기능을 활용하여 이론을 실제로 구현 학습 및 실습위주로 학습한다.

 GME18313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3, 12-0-0)

(3학년) 2016년부터 수행 중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 사업”을 통한 전공 교육의 일환

으로, 장기간의 기업체 파견(1~4개월)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

접적 경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화/실용화’ 교육을 진행한다.

 GME18416 포트폴리오1 (Portfolio1 4, 3-2-2)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각각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도하에 작품완성과정을 수행한다.

 GME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4, 0-0-0)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고취시키고 미래 진로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방법을 제공한

다. 또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지

식을 제공하며, 진로 설계 수립을 가르친다.

 GME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4, 3-2-2)

IPP일학습병행제(장기현장실습)의 기본이수과목으로, c언어의 기본 문법 및 포인터 개념

을 학습하고 예제중심의 수업으로 실무에 다양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한다. 팀 프로젝트

를 통한 팀웍, 창의력 및 프로젝트 수행력을 함양한다.

 GME18403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4, 3-2-2)

IPP일학습병행제(장기현장실습)의 기본이수과목으로, java 언어의 기본 문법 및 소켓 프

로그램에대해 이해한다. 또한, 예제중심의 수업으로 실무에 다양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한다. 팀 프로젝트를 통한 팀웍,창의력 및 프로젝트 수행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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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404 LINC+프로젝트(게임알고리즘(AR&VR)) (LINC+ Project(Game Algorithm(AR&VR) 

4, 3-2-2)

LINC+장기현장실습 연계형 기본이수과목으로, 대학3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하여 

개인 및 팀을 구성하여 게임을 기획, 설계, 제작해 보는 실무중심형 내용을 학습함.

 GME18405 LINC+프로젝트(빅데이터/머신러닝) (LINC+ Project(Big Data/Machine Learning) 

4, 3-2-2)

LINC+장기현장실습 연계형 기본이수과목으로, 대학 3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

여 개인 및 팀을 구성하여 빅데이터/머신러닝에 대해 기획, 설계, 제작해 보는 실무 중심

형 내용을 학습함.

 GME18406 LINC+프로젝트(사물인터넷) ( LINC+ Project(IoT) 4, 3-2-2)

LINC+장기현장실습 연계형 기본이수과목으로, 대학 3년에 걸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

여 개인 및 팀을 구성하여 사물인터넷에 대해 기획, 설계, 제작해 보는 실무 중심형 내

용을 학습함.

 GME18407 게임공학특론 (Special Topics in Game Engineering 4, 3-2-2)

변화되어 가는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어 가는 업계의 동향, 신기술의 변

화를 소개, 체험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소개, 학습한다.

 GME18408 게임엔진응용 (Game Engine Application 4, 3-2-2)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게임 엔진 기반의 3차원 애플리케이션을 연구&개발

(R&D) 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습득의 융복합 교육과정

 GME18409 게임프로그래밍 (Game Programming 4, 3-2-2)

게임 개발 과정에서 게임 프로그래밍의 역할과 적용 원리를 학습하고 프로그래밍과 관련

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학습한다.

 GME18410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 (Mobile Game Programming 4, 3-2-2)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경험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게임을 올려 구동시켜 볼 수 있다. 대다수의 플랫폼에 표준화된 위피(Jlet) 프로그래밍을 배

우고 이를 어떻게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하는지 이해한다. 모바일 프로그래밍 환경을 실습하

고,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기본적인 출력부터 시

작하여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구현까지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E18411 사물인터넷(IoT)게임(Internet of Things Game 4, 3-2-2)

사물인터넷(IOT)에 대해 전체적이 모습과 개요를 학습하며,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적용한 

게임 모델을 발굴하고, 게임 개발에 대해 학습한다.

 GME18412 서버프로그래밍 (Sever Programming 4, 3-2-2)

네트워크 설계 기법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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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413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2-2)

운영체제의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GME18414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4, 3-2-2)

인터넷 환경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E1841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4, 3-2-2)

고학년 학생들이 수행하는 종합설계과목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평가하

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GME18417 졸업지도(Graduate guidance,0-0-0)

대학생활에 마무리하면서 졸업생 자신의 전공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학습과목으로 

전공에 따른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향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GME18418 게임기획실무 (Game Design Practice 4, 3-2-2)

게임을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 개인 팀 또는 프로젝트 팀 단위로 학습자들을 구성 한 후, 

게임의 기획부터 제작, 유지보수까지 구체적인 게임을 만드는 작업을 실습한다. 학습자

는 본 교과목을 통하여 게임 제작의 모든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게임 제작 실무

와 연계된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게임 제작 능력을 습득한다.

 GME18419 게임영상학 (Game Video, 3-2-2)

아날로그 데이터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영상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편

집, 특수효과, 웨이브릿 변환, 영상 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 영상제작기법을 학습한다.

 GME18420 고급게임공학특론 (Advanced Game Engineering Technology 4, 3-2-2)

변화되어 가는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게 적용되어 가는 업계의 동향, 신기술의 변

화를 소개, 체험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소개, 학습한다.

 GME18421 고급게임프로그래밍 (Advanced Game Programming 4, 3-2-2)

게임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DirectX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주 내용으로 한다. DirectX1에 이어서 고급 기술인 메쉬 처리, 지형 렌더링, 파티클 시스

템, 픽킹, 고수준 셰이딩에 대해 학습한다.

 GME18422 공학영어 (Engineering English 4, 3-2-2)

공학에서 주로 쓰이는 영어문장을 독해와 쓰기위주로 학습한다.

 GME18423 포트폴리오2 (Portfolio2 4, 3-2-2)

포트폴리오의 연계과목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준비한 작품을 완성하며, 이를 논문형식의 

결과보고서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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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E1842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4, 12-0-0)

(4학년) 2016년부터 수행 중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 사업”을 통한 전공 교육의 일환

으로, 장기간의 기업체 파견(1~4개월)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

접적 경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화/실용화’ 교육을 진행한다.

 GME1842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5 4, 15-0-0)

(학기중)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른다.

 GME1843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4, 3-0-0)

(계절학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른다.

 GME1843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4, 3-0-0)

(계절학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수요맞춤형 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른다.

 GME18432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4, 6-0-0)

(여름계절학기) 2016년부터 수행 중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 사업”을 통한 전공 교육의 

일환으로, 장기간의 기업체 파견(1~4개월)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화/실용화’ 교육을 진행한다.

 GME18430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4, 3-0-0)

(여름계절학기) 2016년부터 수행 중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 사업”을 통한 전공 교육의 

일환으로, 장기간의 기업체 파견(1~4개월)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현장화/실용화’ 교육을 진행한다.

 GME18428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4, 3-2-2)

정보시스템의 근간 기술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이와 관련된 기반 지식에서부터 출발

해 기본 기술과 응용 기술통해 전체적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모

델링 및 설계를 통해 데이터활용법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한 언어들에 대한 학습

을 진행한다.

 GME18429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4, 3-2-2)

소프트웨어를 공학적인 산출물로 가정하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와 각 단계들의 활동 및 

세부적인 과업 등을 이해한다. 또한 소프트웨어공학의 개요,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 개

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척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시스템 공학, 분석의 개념과 원리, 분석 모델, 설계의 개념과 원

리, 소프트웨어 시험 기법,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의 진보된 개념 

등을 세부적으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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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게임 콘텐츠 개발자

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 게임 콘텐츠 개발자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게임공학과에서는 게임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게임 관련 최신 프로그래밍 
기법 및 게임 엔진기술 등의 전공 기술과 창의력 함양 교육, 외국어집중교육 등
의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기술 경영하는 고급 게임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고급 게임 제작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게임엔진기술 등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게임 개발자, 게임디렉터, 게임분석가, 연구원, 교수 등의 진로를 갖는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1, 게임공학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1

1-2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2, 컴퓨터시스템및응용, 컴퓨터프로그래밍2

2-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및실습,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Java프로그래밍

2-2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고급C++프로그래밍및실습, 알고리즘설계및분석,
고급웹프로그래밍

3-1 인공지능, 디지털영상처리, 데이터베이스, 게임프로젝트1, 게임엔진

3-2 게임프로젝트2, 네트워크프로그래밍

4-1 포트폴리오1, 모바일게임프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래밍

4-2 포트폴리오2, 공학영어, 고급게임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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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게임공학과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게임 관련 최신 
프로그래밍 기법 및 첨단 IT 신기술을 접목한 전공 교육과 창의력 함양 교육, 외
국어집중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기술 경영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를 양성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온라인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램 
개발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설계 능력 등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자, 벤처창업, 웹프로그래머, 디지털광
고회사, 컴퓨터 관련 회사 광고 및 홍보설계자, 방송광고 디자이너, 효과음악 작
곡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미디어유통 및 홍보담당자,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영
상작가, 연구원, 교수, 중고교 교사 등의 진로를 갖는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1, 게임공학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1

1-2 객체지향기초프로그래밍2, 컴퓨터시스템및응용, 컴퓨터프로그래밍2

2-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및실습,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Java프로그래밍

2-2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고급C++프로그래밍및실습, 알고리즘설계및분석,
고급웹프로그래밍

3-1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게임프로젝트1

3-2 인간과컴퓨터인터렉션, 게임프로젝트2

4-1 운영체제, 포트폴리오1, 게임공학특론

4-2 포트폴리오2, 공학영어, 고급게임공학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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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학과
(Department of Cyber Security)

아-8

1. 교육목표

m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능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

m 전공 심화 교육을 통한 보안 분야의 창의적 설계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이

버보안 전문가 양성

m 프로젝트 중심의 전공 실무 및 현장 교육 수행을 통해 실무형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사이버보안학과는 2014년에 신설된 학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보호와 사이버 범죄를 

방어하는 신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보호에서부터 국가정보의 기밀유지와 보호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보안정책 수립,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된 분야

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최첨단의 IT 학과이다.

  이에 사이버보안학과는 해킹 및 바이러스, 운영체제보안, 정보보안 시스템의 구축,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기술, 파일시스템 보안기술 및 백신 프로그램 개발, 응용소프트웨어 보안 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능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한다.

3. 향후 진로계획

취득 가능한 자격증

m IT관련

• 정보처리기사 및 산업기사

• CCNA, CCNP(씨스코) - 네트워크

• MCITP(윈도우), LPIC(리눅스) - 서버

• OCJP(자바), OCP(오라클DB) - 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 

m 보안관련

• 정보보안기사 및 산업기사 – 정보보호전문가

•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nditor) -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nrity) - 국제공인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655

졸업 후 진로

m 공공기관 금융,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보호 관련 부서

시스템보안, 네트워크보안, 서비스보안 등의 정보보호 업무 및 개발을 담당

m 정보보호 전문 기업

백신, pc, 보안, 암호화, 취약성 분석 도구 등의 시스템 보안 제품 개발, 보안시스템 

개발, 전자상거래 보안 전문 컨설팅-(주)안철수 연구소, 소프트프럼(주), 시큐아이닷컴

(주), ㈜시큐브

m 정부 기관

인터넷 침해사고 및 스팸 메일 대응 지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

가, 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교육홍보 등 IT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담당  -사이버

수사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m 정부출연 연구소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보급과 국가 정보보호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수행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금융보안연구소

(FSA)

m 국가공인 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 25조에 따라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

성,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인증기관 실질심사,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  -한국

전산원, 금융결재원,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m 정보처리분야

컴퓨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

대(정보처리분야 공무원, 소프트웨어엔지니어, 웹프로그래머, IT관련 벤처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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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SEC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SEC18102 기초C프로그래밍 Based on The C Programming 3 2 2

1 1 전선 SEC18103 사이버사회이해
Understanding of The 
Cyber Community

3 3 0

1 1 전선 SEC18104 정보처리기초
Based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3 2 2

1 2 전선 SEC18105 고급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 2 2

1 2 전선 SEC18106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3 3 0

1 2 전선 SEC18107 웹서버구축및운영
Establishment & Operation 
of A Web Server

3 2 2

2 1 전필 SEC18201 정보보호학개론 Cryptology Outline 3 3 0

2 1 전필 SEC18202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 3 0

2 1 전선 SEC18205 윈도우OS보안 Window OS  Security 3 3 0

2 1 전선 SEC18206 자료구조 Data Structure 3 2 2

2 2 전선 SEC18203 C++프로그래밍  C ++ Programing 3 2 2

2 2 전선 SEC18204 악성코드실무 Malicious Code Practices 3 2 2

2 2 전필 SEC18207 네트워크보안 Network Security 3 3 0

2 2 전선 SEC18209 LINUX계열보안 Linux Affiliation Security 3 3 0

2 2 전선 SEC18210 기초보안S/W실습 Basic Security SW Practice 3 2 2

2 2 전선 SEC18211 데이터베이스보안 Database Security 3 2 2

2 2 전선 SEC1821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SEC18301 네트워크보안응용
Network Security 
Application

3 2 2

3 1 전선 SEC18303 사이버보안관리법규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3 3 0

3 1 전선 SEC18304 운영체제보안응용
Operating System Security 
Application

3 3 0

3 1 전선 SEC18306 해킹실무 Hacking 3 2 2

3 2 전선 SEC18302
데이터베이스보안
응용

Database Security 
Application

3 2 2

3 2 전선 SEC18305 중급보안S/W실습
Medium Security SW 
Practice

3 2 2

3 2 전선 SEC18307 고급보안S/W실습
Advanced Security SW Labs 
Practice

3 2 2

3 2 전선 SEC18308 모바일시스템보안 Mobile System Security 3 2 2

3 2 전선 SEC18309 사이버보안관제 Security Management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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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SEC18310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SEC18311 시스템보안실무 System Security Practice 3 2 2

3 2 전선 SEC18312 어플리케이션보안 Application Security 3 3 0

3 2 전선 SEC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SEC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4 1 전필 SEC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4 1 전선 SEC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SEC18403
JAVA응용
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SEC18404 보안프로젝트 Security Project 3 2 2

4 1 전선 SEC18406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SEC18407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SEC18408 인증기술응용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Technology

3 3 0

4 1 전선 SEC18410 차세대보안기술1
Next Generation Security 
Technology 1

3 3 0

4 1 전선 SEC1841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0

4 1 전필 SEC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4 2 전선 SEC18405 사이버보안CERT Cyber Security Cert 3 3 0

4 2 전선 SEC18409 저작권보호기술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3 3 0

4 2 전선 SEC18413 물리보안 Physical Security 3 2 2

4 2 전선 SEC18414 보안제품인증제도
Securit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3 2 2

4 2 전선 SEC18415 차세대보안기술2
Next Generation Security 
Technology 2

3 3 0

4 2 전선 SEC18416 포렌식기술 forensics Technique 3 3 0

4 2 전선 SEC18417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SEC18418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SEC18419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 3 0

4 2 전선 SEC18420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SEC18421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2 전선 SEC18422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2 전선 SEC18423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2 전선 SEC18424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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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SEC18101 전공과진로 (Counseling for major & careers 1-1-0)

진공과 진로는 1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및 전공에 관련된 학습 계획수립, 진로 설계

를 안내하고 지도한다.

 SEC18102 기초C프로그래밍 (Based on The C Programming 3-3-0)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환경에서 Visual C를 이용해서 기본 프로그래밍 문법 및 윈도

우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원리를 배우고 실습한다.

 SEC18103 사이버사회이해 ( Understanding of The Cyber Community 3-3-0)

사이버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특히 전자우편, 원격시

스템접속, 파일전송, 홈페이지운영, 문서검색 등을 배우고 학내 전산망의 이용방법과 그 

활용을 익힌다.

 SEC18104 정보처리기초 (Based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3-3-2)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컴퓨터,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과 기본 

유틸리티의 활용에서부터 각종 컴퓨터 응용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둔다.

 SEC18105 고급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2-2)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환경에서 Visual C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원

리를 배우고 실습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

로그램 작성능력을 배양한다.

 SEC18106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3-3-0)

데이터 전송, 데이터 인코딩, 디지털 데이터 통신기술, 데이터 링크제어, 멀티플렉싱, 통

신망 기술, 회선교환, 패킷교환, 라디오 및 위성 네트워크, 로컬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다룬다.

 SEC18107 웹서버구축및운영 (Establishment & Operation of A Web Server 3-2-2)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운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서

버 운영의 기본 개념과 서버의 특징, 설치 과정, 부팅방법,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프로

그램 관리, 웹 개발 및 운영 환경 구축 등을 실습과 이론으로 학습한다.

 SEC18201 정보보호학개론 (Cryptology Outline 3-3-0)

사이버보안학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본기술을 철저히 습득케 한다.

 SEC18202 컴퓨터구조 ( Computer Architecture 3-3-0)

컴퓨터의 구조와 동작에 관한 주제로 관련된 설계기법, 병렬처리 컴퓨터, 파이프라인 컴

퓨터, 스택 컴퓨터, 성능 평가 등을 주제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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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203 C++프로그래밍 ( C ++ Programing 3-2-2)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환경에서 Visual C++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원리를 배우고 실습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능력을 배양한다.

 SEC18204 악성코드실무 (Malicious Code Practices 3-2-2)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전형적인 종류 외에 인터넷 웜, 트로이 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대한 

감염 경로와 방법, 종류별 특성에 대한 분석 기법, 발견 및 치료 기법, 예방 기법을 다룬

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같은 주요 플랫폼 및 인터넷과 같은 주요 감염 경로에 대한 내용

도 다룬다.

 SEC18205 윈도우OS보안 ( Window OS  Security 3-3-0)

윈도우서버를 이용하여 서버응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해 봄으로써 시스

템 관리자로서의 전문가적 기술을 습득한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로그인 보안, 파일 보안, 

역할 기반 액세스 기법,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다양한 해킹 기법 등의 이론과 실

습을 강의한다.

 SEC18206 자료구조 ( Data Structure 3-2-2)

IT 환경을 설계,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데이터, 레코드, 파일에 대한 개념과 활용 방

법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SEC18207 네트워크보안 (Network Security 3-3-0)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통신, TCP/IP, 네트워크 장비 및 장비 보안, 네트워크 공

격기술, 침입차단, 탐지, 기술을 다룬다.

 SEC18208 운영체제보안 (Operating System Security 3-3-0)

운영체계의 구성, 개념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처리의 전 처리 

과정을 OS가 관리가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운영체제의 각 기능이 실제로 어떻

게 동작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SEC18209 LINUX계열보안 ( Linux Affiliation Security 3-3-0 )

운영체제론을 기반으로 하여, 리눅스와 유닉스의 배경과 특성을 학습하고, 기본 명령어,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하며,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하고 실습한다. 또한 리눅스 시

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보안기술도 다룬다.

 SEC18210 기초보안S/W실습 (Basic Security SW Practice 3-2-2)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기법은 해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침입방지시스템 등

을 이용한 사후 대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된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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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211 데이터베이스보안 (Database Security 3-2-2)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일반 이론에 대하여 학습하며,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한

다.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MySQL, MSSQL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 이론과 구현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력과 응용력을 배양한다.

 SEC18212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2-2)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강하며 현재 실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언어를 사용하여, 객체의 기본 개념, 객체의 생성 

및 상속, 캡슐화, 멀티스레드 및 예외처리 등의 객체 지향 특징 등을 학습한다.

 SEC18301 네트워크보안응용 (Network Security Application 3-2-2)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데이터 교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보안 프로토콜에 대

해서 학습한다. 네트워크 계층과 응용 계층에서의 정보 보안 프로토콜 및 실제 구축 사

례를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SEC18302 데이터베이스보안응용 (Database Security Application 3-2-2)

IP도용의 위험성, SQL Injection공격, 사회공학적인 공격 등을 알아보고 그 대응책을 다룬다.

 SEC18303 사이버보안관리법규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3-3-0)

사이버보안과 관련 있는 현 법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SEC18304 운영체제보안응용 (Operating System Security Application 3-3-0)

윈도우, 유닉스/리눅스 등 운영체제에 관련된 구조를 이해하고, 취약점을 분석한다. 운영

체제별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기법들을 알아보고,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운영체제별 보안 

설정에 관하여 학습한다.

 SEC18305 중급보안S/W실습 (Medium Security SW Practice 3-2-2)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기법은 해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침입방지시스템 등

을 이용한 사후 대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된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다. 

 SEC18306 해킹실무 (Hacking 3-2-2)

컴퓨터 시스템의 위협과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프로

토콜의 기본 동작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킹 기법에 관련한 이론과 기술 

습득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18307 고급보안S/W실습 (Advanced Security SW Labs Practice 3-2-2)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기법은 해마다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침입방지시스템 등

을 이용한 사후 대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된 취약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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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308 모바일시스템보안 (Mobile System Security 3-2-2)

시스템으로 침입하는 해커의 공격을 탐지하여 이를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즉, 불법

적인 시스템의 침입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와 구별하여 그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

스템의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향후 보안 분석전문가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SEC18309 사이버보안관제 (Security Management 3-2-2)

시스템으로 침입하는 해커의 공격을 탐지하여 이를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즉, 불법

적인 시스템의 침입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와 구별하여 그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

스템의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향후 보안 분석전문가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SEC18310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

시스템 설계의 표현 방식, 설계전략, 설계개념,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자원활용모뎀, 소프

트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Case study, 복잡도 측정, 구조화 설계기법 

등 최신의 설계기술을 연구한다.

 SEC18311 시스템보안실무 (System Security Practice 3-2-2)

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을 침해하는 보안 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과 주요 기술에 기반을 두어 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한 백신, 보안 도구 활용, 방화벽 운

용을 학습하고, 서버 보호를 위하여 인증, 접근통제, 보안관리, 보안 도구 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SEC18312 어플리케이션보안 (Application Security 3-3-0)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기반 기술을 암호기술, 프로토콜 등을 전반

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세계 각 국의 PKI, SET을 위한 PKI, 전자공증 서비스 등을 알아

본다. 점차 보편화되는 전자화폐와 전자지불시스템, 스마트카드,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을 다룬다.

 SEC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사이버보안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

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으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팀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SEC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 현장실습이다.

 SEC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사이버보안 관련 진로에 대해 상담하고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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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2-2)

C언어의 기본 문법 및 포인터 개념을 배운다. 또한, 예제중심의 수업으로 실무에 다양하

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팀별 프로젝트를 통한 팀워크, 창의력 및 프로젝트 협동력을 

키운다.

 SEC18403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2-2)

JAVA 언어의 기본 문법 및 소켓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예제중심의 수업으로 

실무에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팀별 프로젝트를 통한 팀워크, 창의력 및 프로

젝트 협동력을 키운다.

 SEC18404 보안프로젝트 (Security Project 3-2-2)

사이버보안관련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지도한다. 

프로젝트는 각 응용 분야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보안 프로토콜,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18405 사이버보안CERT (Cyber Security Cert 3-3-0)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절차와 관련된, 관리자의 보안 실무 능력 및 침해사

고 발생 대처능력을 배양한다. 조직에 적합한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과 침

해대응 세부 절차마다 고려해야 할 전반적인사항을 실습위주로 습득한다.

 SEC18406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3-0)

리눅스, 리눅스 시스템 명령 등 각종 서버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습득한다.

 SEC18407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3-0)

본 강좌는 일학습 병행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JSP 프로그래밍 구현 능력

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론과 그 

방향을 제시하고, JSP, MYSQL을 이용하여 웹 서버를 구축하고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실무 프로그램을 구현 하고자 한다.

 SEC18408 인증기술응용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Technology 3-3-0)

다양한 전자서명 및 은닉 전사서명 기술과 인증서 및 인증서 취득 몰곡, 인증 서버의 설

계, 키복구 기술, 인증 관리 프로토콜, 인증서 정책 및 국내외의 공개키 기반구조(PKI)에 

대해 강의한다.

 SEC18409 저작권보호기술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3-3-0)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보호 기술인 워터마킹

을 종류별로 원리와 함께 살펴보며, 보다 광의의 영역인 은닉학에 대한 개념도 소개한다.

 SEC18410 차세대보안기술1 (Next Generation Security Technology 1 (3-3-0)

차세대 보안을 위한 주요 기술들 즉, 암호화, 해킹기법, 방화벽 구축방법들에 대하여 다

루고 보안유지를 위한 정책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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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41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캡스톤디자인1과 연계되어 팀별로 도출된 창의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제품을 기획하거나 제작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을 습득한다.

 SEC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사이버보안 관련 관심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사이버보안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SEC18413 물리보안 (Physical Security 3-2-2)

물리보안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기술들을 살펴본다.

 SEC18414 보안제품인증제도 (Securit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3-2-2)

다양한 전자서명 및 은닉 전사서명 기술과 인증서 및 인증서 취득, 인증 서버의 설계, 

키복구 기술, 인증 관리 프로토콜, 인증서 정책 및 국내외의 공개키 기반구조(PKI)에 대

해 강의한다.

 SEC18415 차세대보안기술2 (Next Generation Security Technology 2 3-3-0)

차세대 보안을 위한 주요 기술들 즉, 암호화, 해킹기법, 방화벽 구축방법들에 대하여 다

루고 보안유지를 위한 정책이슈에 대하여 살펴본다.

 SEC18416 포렌식기술 (forensics Technique 3-3-0)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보관, 전송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적법한 절차와 과학적 기법을 사용

하여 수집, 분석하여 수사하는 컴퓨터 포렌식의 개념과 포렌식 도구의 원리를 학습한다.

 SEC18417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 현장실습이다.

 SEC18418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사이버보안관련 기업과 국공립연구소에서 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술을 현장에

서 배우고 습득하는 실습교육이다.

 SEC18419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3-0)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SEC18420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3-0)

시스템 설계의 표현 방식, 설계전략, 설계개념,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자원활용모뎀, 소프

트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Case study, 복잡도 측정, 구조화 설계기법 

등 최신의 설계기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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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18421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 현장실습이다.

 SEC18422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기업과 연계하여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연구, 개발,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체 주문 형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SEC18423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 현장실습이다.

 SEC18424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기업과 연계하여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연구, 개발,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체 주문 형 교육과정을 통해 기술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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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증

2. 사이버보안 관련 취업

3. 사이버보안 관련 대학원진학

1. 사이버보안 관련 자격증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현재, 사이버보안 인력 평가기준은 자격증 유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다른 분야보다 뚜렷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자격증 취득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로드맵을 핵심적으로 제시함.

m 본 로드맵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주요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정보처리기사
-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CISM(Certified Information Security Manager)
- CPPG(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
- CCFP(Certified Cyber Forensic Professional)
- CEH(Certified Ethical Hacker)
- LPIC(Linux Professional Institute Certification

확보되는
실무능력

사이버보안 해킹, 관제, 침해대응, 법적제도, R/D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능력이 배양됨

졸업 후 진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연구소, 기업체, 사회단체 등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 C 프로그래밍

1-2 정보보호개론, 데이터통신, 고급 C프로그래밍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C++프로그래밍, 악성코드실무

2-2
네트워크보안I, 운영체제보안I, 데이터베이스보안I, 자바프로그래밍,
S/W취약점분석  

3-1
네트워크보안II, 운영체제보안II, 데이터베이스보안프로그래밍, 해킹실무,
사이버보안관리법규  

3-2 어플리케이션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보안실무, 시스템보안실무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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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보안 관련 취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학부생의 취업은 사이버보안분야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실무능력 배양과목이 중
심이 되고, 현장실습과 같은 업체의 현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취업 로드맵을 제시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사이버보안 해킹, 관제, 침해대응, 법적제도, R/D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더불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이버보안관련 인재상을 현장실습을 통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됨

졸업 후 진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사, 연구소, 기업체, 사회단체 등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이버보안개론, 정보처리기초

1-2 정보보호개론, 고급 C프로그래밍, 웹서버구축및운영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C++프로그래밍, 악성코드실무, 윈도우OS보안

2-2
네트워크보안I, 운영체제보안I, 데이터베이스보안I, 자바프로그래밍,
LINUX계열보안

3-1
네트워크보안II, 운영체제보안II, 데이터베이스보안프로그래밍, 해킹실무,
사이버보안관리법규

3-2
취업과진로, 캡스톤디장인I, 어플리케이션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보안실무, 시스템보안실무, 사이버보안관제

4-1 현장실습I, 캡스톤디자인II, 보안프로젝트

4-2 현장실습II, 사이버보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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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보안 관련 대학원진학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현재 사이버보안관련 대학원 석·박사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대학원은 실무능력 보다는 이론이 중심이 되기 이론을 강화한 교육과정 로드맵을 
제시함.
제시한 로드맵을 통해서 국내·외 대학원 모두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됨.

확보되는
실무능력

사이버보안관련 해킹, 관제, 침해대응, 법적제도, R/D 등의 이론적인 원리와 더불
어 기초적인 실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대학원에서 심도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이 확보됨.

졸업 후 진로 사이버보안관련 국내·외 모든 대학원 진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 C 프로그래밍

1-2 정보보호개론, 데이터통신, 고급 C프로그래밍

2-1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C++프로그래밍, 암호학개론

2-2
네트워크보안I, 운영체제보안I, 데이터베이스보안I, 자바프로그래밍,
S/W취약점분석

3-1 네트워크보안II, 운영체제보안II, 데이터베이스보안프로그래밍, 사이버보안관리법규

3-2
어플리케이션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보안실무, 시스템보안실무, 
사이버보안관제

4-1 사이버보안CERT, 인증기술응용, 저작권보호기술

4-2 포렌식기술, 보안제품인증제도, 물리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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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아-9

1. 교육목표

  전자공학과에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반도체, 방송, 통신, 멀티미디어, 로봇,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응용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 기초지식을 갖춘 기술인 양성

m 창의력 있는 기술인 양성

m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 양성

m 팀으로 일하는 기술인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전자공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분야의 원

천기술을 주도하는 학문 분야로서 거의 모든 과학 및 공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문 분야이다.

  전자공학 전공에서는 미래의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는 첨단 실용학문을 연구하고 교육

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급변하는 전자공학 기반 산업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통신 및 네트워크, 반도체,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의료전자공학 등 현대 전자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이론 교육의 이해를 증진함

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본 학과의 교수진은 재학생들과 더불어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산학 연구 협동 프

로젝트를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국내 전자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개

발에 앞장서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국가기관(기술관리), 대학원 진학,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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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EL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ELE18102 컴퓨터1 Computer 1 3 2 2

1 2 전필 ELE18105 컴퓨터2 Computer 2 3 3 0

4 1 전필 EL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ELE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1 1 전선 ELE18103 기초전자공학 Fundamental Electronics 3 2 2 　

1 1 전선 ELE18104 수학1 Mathematics 1 3 3 0

1 2 전선 ELE18106 수학2 Mathematics 2 3 3 0

1 2 전선 ELE18107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2 2 　

2 1 전선 ELE1820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 1 3 2 2 　

2 1 전선 ELE18205 회로이론1 Circuit Theory 1 3 2 2

2 1 전선 ELE18202 디지털설계1 Digital Design 1 3 2 2

2 1 전선 ELE18203 리눅스운영체제 Linux Operating System 3 2 2

2 1 전선 ELE18201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 3 0 　

2 2 전선 ELE18210 회로이론2 Circuit Theory 2 3 2 2 　

2 2 전선 ELE18206 디지털설계2 Digital Design 2 3 2 2 　

2 2 전선 ELE18208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s 3 2 2 　

2 2 전선 ELE18209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 2 3 2 2

2 2 전선 ELE18207 임베디드프로그래밍 Embedded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ELE18304 신호및시스템1 Signals & Systems 1 3 3 0

3 1 전선 ELE18305 전자회로1 Electronic Circuits 1 3 2 2

3 1 전선 ELE18302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3 2 2

3 1 전선 ELE1830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ELE18303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3 2 2

3 2 전선 ELE18308 신호및시스템2 Signals & Systems 2 3 3 0 　

3 2 전선 ELE18310 전자회로2 Electronic Circuits 2 3 2 2 　

3 2 전선 ELE18306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Applications of Microprocessors 3 2 2

3 2 전선 ELE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ELE18309 임베디드시스템펌웨어 Embedded Firmware 3 2 2

3 2 전선 ELE18307 모바일응용프로그래밍
Mobile Application 
Programming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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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2 전선 ELE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4 전선 ELE184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ELE18404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 2 2 　

4 1 전선 ELE18405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 2 2 　

4 1 전선 ELE18409 전자공학특강1
Special topics in Electronic 
Engineering1

3 3 0 　

4 1 전선 ELE18411 통신이론 Telecommunication Theory 3 3 0

4 1 전선 ELE18408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 2 2 　

4 1 전선 ELE1841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ELE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ELE18403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 2 2

4 1 전선 ELE18406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ELE18407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 3 0

4 1 전선 ELE18427
ICT프로젝트산업체인
턴십

ICT Project Industry 
Internship

15 0 0

4 2 전선 ELE18413 디지털신호처리설계
Digital Signal Processing 
Design

3 3 0 　

4 2 전선 ELE18418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3 2 2 　

4 2 전선 ELE18416 전자공학특강2
Special topics in Electronic 
Engineering 2

3 3 0 　

4 2 전선 ELE1842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ELE18414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s 3 3 0 

4 2 전선 ELE18417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 3 0 

4 2 전선 ELE18415 반도체개론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s

3 3 0 

4 2 전선 ELE18419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3 전선 ELE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4 3 전선 ELE18421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 3 0 

4 3 전선 ELE18422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 3 0 

4 3 전선 ELE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ELE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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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EL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1학년 학생에게 대학생활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LE18102 컴퓨터1 (Computer 1, 3-2-2)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요서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억장치, 입출력장치들의 기능과 동

작원리, 구성, 및 제어 방법 등을 살펴보며, 컴퓨터의 구조에 관한 제반 장치들의 구성과 

재조립 등의 실습을 한다.

 ELE18105 컴퓨터2 (Computer 2, 3-3-0)

컴퓨터의 분류, 정보와 데이터, 표현,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데이터통신과 네트워크, 인

터넷, 유비쿼터스와 최신기술, 정보보안, 정보사회와 윤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

과 다양한 활용주제들에 관해 살펴본다.

 EL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학생에게 자신의 진로를 전공과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LE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4학년 학생에게 자신의 진로를 전공과 연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LE18103 기초전자공학 (Fundamental Electronics, 3-2-2)

전자공학의 기초인 직류회로의 전압, 전류, 옴의 법칙, 직렬회로, 병렬회로, 교류회로의 

커패시터, RC회로, 인덕터, RL회로, RLC회로와 공진, 변압기에 관해 학습한다.

 ELE18104 수학1 (Mathematics 1, 3-3-0)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과정에서의 

수학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미분적분학을 공부한다.

 ELE18104 수학2 (Mathematics 2, 3-3-0)

일반수학1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한다.

 ELE18107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2-2)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지능 모형 등의 기법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어떻

게 공학 설계에 응용할 것인지를 학습한다. 과제를 통하여 실제 전기/기계 시스템을 설

계/제작해 봄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쌓으며 수행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토의와 발표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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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20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 1, 3-2-2)

최근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인 C 언어의 문법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전자공학 관련 타 과목의 수강에 기초를 닦음.

 ELE18205 회로이론 1 (Circuit Theory 1, 3-2-2)

회로의 기본개념, 회로법칙, 회로해석, 에너지 저장소자, 회로방정식, 일차회로, 이차회로

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202 디지털설계 1 (Digital Design 1, 3-2-2)

디지털회로의 기본 원리와 설계방법을 배우는 기본 교과목으로 기본 논리함수, 부울대

수, 조합논리회로의 간략화,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비교기, 패리티발

생기, 반가산기, 전가산기, 2진 병렬가산기, 감가산기, BCD가산기 등의 조합논리회로, 

PLD 종류, 특성, VHDL 언어, VHDL에 의한 조합논리회로의 설계 등을 다룬다. TTL IC를 

이용한 조합논리회로 구현 실습 및 VHDL을 이용한 실습, FPGA 실습 키트를 이용한 

ALU 설계 및 구현.

 ELE18203 리눅스운영체제 (Linux Operating System, 3-2-2)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와 설치에서 서버 구축까지 리눅스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

요한 유틸리티 및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며, 시스템의 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능력

을 배양한다.

 ELE18201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

1,2차 선형미분방정식의 기본해법, 라플라스 변환을 사용한 미분방정식의 해법, 푸리에 

급수 및 푸리에변환 등 전자공학의 시스템 분석에 필요한 수학적 표현과 해석방법의 기

본 개념을 다양한 응용에 걸쳐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벡터와 벡터공간, 행렬과 연립방정

식, 특수행렬 등 선형대수의 기본지식과 벡터미분 및 벡터적분을 학습함으로써 선형대수

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전자공학의 다양한 응용문제에 대한 해석 및 분석법을 포괄적으

로 배운다.

 ELE18210 회로이론 2 (Circuit Theory 2, 3-2-2)

정현파와 복소수, 교류회로, 주파수 응답 및 필터, 유도결합회로, 2단자 쌍회로, 라플라스

변환, S-영역 해석에 대해 학습한다.

 ELE18206 디지털설계 2 (Digital Design 2, 3-2-2)

디지털시스템을 설계, 구현할 수 있는 응용력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카운터, 레지스

터 등 순서논리회로, 상태기계, 논리 게이트의 전파지연, 팬아웃, 전력소모, 잡음여유 등

의 전기적 특성, ADC, DAC, 데이터 획득, 기억소자, DRAM 모듈,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

을 다룬다. TTL IC를 이용한 순서논리회로 구현, FPGA 실습 키트를 이용한 Stopwatch 

및 시계의 설계 및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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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208 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s, 3-2-2)

물리적, 공학적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대신 과학 및 공학에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한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법

을 소개한다.

ELE18209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 2, 3-2-2)

C언어를 사용한 응용프로그램 작성에 대해 배운다. C언어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주요 명

령어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알고리즘 작성법에 대해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전자공학 분

야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작성 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운다.

 ELE18207 임베디드프로그래밍 (Embedded Programming, 3-2-2)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 기술을 습득한다. 프로세서 보드와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해 익히고, PC를 이용한 개발환경에서 I/O포터 제어, 타이머/카운터, 인터럽트, 

시리얼 통신 등의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304 신호 및 시스템 1 (Signals & Systems 1, 3-3-0)

신호와 시스템의 개념, 정의, 유형, 정현파, 복소지수함수, 스펙트럼 표현, 샘플링, FIR 필

터, FIR 필터의 주파수 응답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305 전자회로 1 (Electronic Circuits 1, 3-2-2)

다이오드의 특성 및 응용 회로, 쌍극성 트랜지스터의 특성,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 

공통 에미터 증폭기 회로, 공통 콜렉터 증폭기 회로, 공통 베이스 증폭기 회로, H 파라미

터를 이용한 회로 해석, 전력 증폭기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302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3-2-2)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주변 IC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이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 방법, 마이크로프로세서 킷트를 이용한 실습을 실시한다.

 ELE18301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2-2)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체험하고, 실습을 통해 초

급개발자 수준을 숙달하고 중급개발자를 위한 개념 및 필요성을 학습한다.

 ELE18303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3-2-2)

센서들의 종류, 기본적인 동작원리 및 활용회로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관련 산업현

장에서의 센서회로에 대한 응용능력을 익힌다.

 ELE18308 신호 및 시스템 2 (Signals & Systems 2, 3-3-0)

프로세서구조 및 동작원리, VHDL을 이용한 프로세서 및 주변회로 설계, PLD/FPGA를 이

용한 프로세서 구현, 레지스터 전송과 마이크로오퍼레이션, 명령어 형식과 타이밍 제어, 

명령어 파이프라인, 입출력, 인터럽트, Hardwired 제어회로 설계, 마이크로프로그램 제어

회로 설계, 중앙처리장치 설계, 메모리 계층 구조 (가상메모리, 캐쉬메모리), VHDL에 의

한 프로세서 설계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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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310 전자회로 2 (Electronic Circuits 2, 3-2-2)

접합형 트랜지스터 및 MOSFET의 특성과 바이어스 회로, 주파수 응답과 밀러의 정의, 연

산 증폭기, 부궤환 회로의 특성과 응용, 선형 연산 증폭기 회로의 응용 등에 대하여 학

습한다.

 ELE18306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Applications of Microprocessors, 3-2-2)

디지털설계1, 디지털설계2,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포함한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봄으로써 학생들의 설계 능력

과 함께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한다.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진행되며, 각 팀별로 프로젝

트를 제안하고 스스로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 시간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통로로 활용한다.

 ELE18311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2-2)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기획, 설계, 제작, 시험 평가하는 일련

의 과정을 수행하고 체험하도록 한다.

 ELE18309 임베디드시스템펌웨어 (Embedded Firmware, 3-2-2)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에 및 펌웨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

개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ARM 프로세서에 대해 이해하고, 데이터 북의 타

이밍 해석방법 및 설계방법을 익히고, 실험실습을 통해 인터페이스의 설계/해석과 펌웨

어를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LE18307 모바일응용프로그래밍 (Mobile Application Programming, 3-2-2)

파이썬의 기본문법과 프로그래밍 작성법을 익히며, 파이썬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어보며,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 나오는 수학문제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ELE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전자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

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04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2-2)

이산시간 신호 및 시스템, 샘플링 이론, 양자화, Z-변환, FIR 휠터링과 콘볼루션, 전달함

수, 디지털 필터 설계, DFT/FFT의 개요 및 알고리즘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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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405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2-2)

시각인지, 영상획득, 영상표현, 히스토그램 변환 및 필터링을 통한 영상개선, 기하학적 

처리, 영상압축 등 디지털 영상처리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각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 구현과 이들의 조합 및 응용을 통해 특수목적을 위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ELE18409 전자공학특강 1 (Special topics in Electronic Engineering1, 3-3-0)

산업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기술에 대해 강의함으로서 학생

들이 현장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ELE18411 통신이론 (Telecommunication Theory, 3-3-0)

신호 및 시스템의 기본 성질, 진폭 변조, DSB 및 SSB, VSB, 위상변조와 주파수변조, 펄스

변조기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저대역통신의 기본개념, ASK, PSK, FSK 등의 디지털 

변조 기법과 관련 변형 변조기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로 활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인 WiFi, 블루투스,  RFID 등과 같은 디지털 통신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학습한다.

 ELE18408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2-2)

제어시스템에대한 개요, 전달함수, 상태방정식, 블록선도, 신호흐름선도, 실제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선형제어시스템의 상태방정식 해석, 가제어성, 가관측성, 선형제어시스템

의 안정도 판별법, 제어시스템의 시간영역해석 등에 대해 학습한다.

 ELE18410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

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 팀웍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02 C응용프로그래밍 (C Applications Programming, 3-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문법을 적용하고 언어의 특징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기본 응용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ELE18403 JAVA응용프로그래밍 (Java Applications Programming, 3-2-2)

응용 SW기초 기술 활용이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하여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

워크의 기초 기술을 적용하고 응용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는 능력을배양한다.

 ELE18406 서버프로그래밍 (Server Programming, 3-2-2)

리눅스 및 서버 시스템의 이해 및 실습, 서버개발환경 구축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습, 

Apache PHP Mysql Smaba SMTP 등 서버 프로토콜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래밍 실습, 컴파

일러 및 Makefile 개발도구 이해 실습, 서버프로토콜+라이브러리+오픈소스+목표솔루션 = 

서버프로젝트의 완성, mysql C API 서버프로젝트, coreutils, SMTP 서버프로젝트 프로그

래밍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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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407 웹프로그래밍응용 (Applied Web Programming, 3-2-2)

Personal Hypertext Preprocessor (PHP) 프로그램 기초지식 습득, PHP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를 바탕으로 방법론 및 방향 학습, PH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판 및 쇼핑몰 제

작, PHP와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27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ICT Project Industry Internship, 15-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13 디지털신호처리설계 (Digital Signal Processing Design, 3-3-0)

음성 오디오 영상 신호의 특성, DFT/FFT 및 응용, 디지털 필터 설계, 잡음제거 및 신호 

개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418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3-2-2)

컴퓨터를 사용한 시각정보처리를 위해 영상의 형성 및 감지, 이진영상의 기하학적 특성, 

경계검출, 영상분할, 영상분석, 스테레오 비전 등 컴퓨터비전의 기본적인 개념, 알고리즘, 

및 연산기법을 다룬다.

 ELE18416 전자공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Electronic Engineering 2, 3-3-0)

산업체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기술에 대해 강의함으로서 학생

들이 현장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도록 한다.

 ELE1842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전자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

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14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s, 3-3-0)

적응 필터, 심볼간 간섭 (ISI), 적응 등화기, Eye Pattern, BPSK 및 QPSK 등의 디지털 변

복조 방식, 기초적인 정보이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적응 필터, 심볼간 간섭 (ISI), 적응 

등화기, Eye Pattern, BPSK 및 QPSK 등의 디지털 변복조 방식, 기초적인 정보이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LE18417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

프로세서구조 및 동작원리, 레지스터 전송과 마이크로오퍼레이션, 명령어 형식과 타이밍 제

어, 명령어 파이프라인, 입출력, 인터럽트, Hardwired 제어회로 설계, 마이크로프로그램 제

어회로 설계, 중앙처리장치 설계, 메모리 계층 구조 (가상메모리, 캐쉬메모리)등을 다룬다.

 ELE18415 반도체개론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s, 3-3-0)

반도체에 관한 적절한 물리적 지식, 반도체 재료의 종류와 성장방법, 기본적인 반도체 소

자의 동작 원리와 동작 특성, 그리고 반도체 응용소자 이해를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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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18419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전자공학 관련분야의 연구소 또는 산업체 등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를 접해 봄으로

써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21 고급데이터베이스 (Advanced Database, 3-3-0)

응용소프트웨어가 다루어야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연관성, 제약조건을 식별하여 논리

적으로 조직화 하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기술된 데이터 저장소에 조직화된 단위의 

데이터가 저장될 최적화된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데이터 조작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ELE18422 소프트웨어설계공학 (Software Design Engineering, 3-3-0)

업무 분석가가 수집･분석･정의한 요구사항과 이에 따른 분석모델에 대해서 확인과 현행 

시스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모듈간의 분산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단위 모듈간

의 데이터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을 통해 모듈간의 효율적인 연계

를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다.

 ELE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LE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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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계열 양성과정

2. 통신 및 네트워크 계열 양성과정

3. 반도체 계열 양성과정

4.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계열 양성과정

5. 로봇공학 계열 양성과정

1.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일반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석 및 설계 능력

졸업 후 진로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프로그래밍언어

2-1 디지털설계1

2-1 리눅스운영체제

2-2 디지털설계2

3-1 임베디드프로그래밍

3-1 마이크로프로세서

3-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4-1 자동제어

4-2 컴퓨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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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및 네트워크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유선 및 무선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통신 및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능력

졸업 후 진로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프로그래밍언어1

2-1 회로이론1

2-2 회로이론2

3-1 신호및시스템1

3-1 전자회로1

3-2 신호및시스템2

3-2 전자회로2

4-1 통신이론

4-2 디지털통신

3. 반도체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술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반도체 시뮬레이션 능력

졸업 후 진로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회로이론1

2-2 회로이론2

3-1 전자회로1

3-2 전자회로2

4-1 전자공학특강1

4-2 전자공학특강2

4-2 반도체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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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신호처리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신호처리 시뮬레이션 능력

졸업 후 진로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회로이론1

2-2 회로이론2

3-1 신호 및 시스템1

3-2 신호 및 시스템2

4-1 디지털신호처리

4-1 디지털영상처리

4-2 디지털신호처리설계

4-2 컴퓨터비젼

5. 로봇공학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제어 및 로봇공학 기술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기초적인 로봇 설계능력

졸업 후 진로 전자 산업체, 벤처 기업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2-1 회로이론1

2-2 회로이론2

3-1 마이크로프로세서

3-2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4-1 자동제어

4-2 전자공학특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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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과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아-10

1. 교육목표

  전기공학 전공에서는 물리학을 바탕으로 자연 에너지원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분야

로부터 변환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전기에너지를 빛, 열, 그리고 동

력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하며, 에너지의 변환과 전기 관련 소재, 전

력 시스템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전

지 및 태양열 활용, 풍력 발전 분야의 인력을 배출하고,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전기

공학분야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기술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전기 전자 전력 분

야의 기초적인 이론을 교육하는 한편 산업기기의 개발 운용 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습득케 함으로써 전반적인 학문과 국가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복지사회 실현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전기공학 전공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의 

발생원리, 전력시스템 제어, 회로설계,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에까지 전기와 관련된 광

범위한 분야의 학문을 교육합니다. 공학도에게 필요한 기본원리인 공업수학, 디지털이론

을 학습한 후 회로이론, 전자회로, 제어공학, 전력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적 고찰

과 실험 등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응용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세

부적으로는 전기공학의 이해에 필요한 물리학, 수학 등의 영역, 기초회로이론, 전공의 기

초학문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전력시스템, 발전공학, 제어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공학을 교육하여 전기공학도로의 기본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태양열 물리학 및 풍력 발전, 에너지 변환 공학, 시퀀스 제어, 전동기 제어 등의 최

근 이론과 실험을 병행하여 산업현장과 연구 분야에 필요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전기공학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며,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분야

가 없으므로 공장제어가 복잡한 제철, 제강, 석유화학설비, 해양설비, 전자계산기, 전자업

체, 종합건설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산업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회사, 전기기계 제작회사, 발전설비 및 산업 플랜트 분야나 국가 연구소, 전기 

공사 업체, 전기 관리 업체, 첨단 중소기업, 대학 교수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격증: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건축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조명기사, 광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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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EEE18102 물리학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 1 3 2 2 

1 1 전필 EE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EEE18105 프로그래밍입문1
Introduction to Programming 
1

3 2 2 

1 1 전선 EEE18104 일반수학1 General Mathematics 1 3 3 0 

1 1 전선 EEE18103 기초전기공학1
Fundamentals of Electrical 
Engineering 1

2 2 0 

1 2 전필 EEE18106 물리학및실험2 Physics and  Experiment 2 3 2 2 

1 2 전선 EEE18109 프로그래밍입문2
Introduction to Programming 
2

3 2 2 

1 2 전선 EEE18108 일반수학2 General Mathematics 2 3 3 0 

1 2 전선 EEE18107 기초전기공학2
Fundamentals of Electrical 
Engineering 2

2 2 0 

2 1 전필 EEE18201 전자기학1 Electromagnetism 1 3 3 0 

2 1 전선 EEE18203 디지털회로1 Digital Circuits 1 3 3 0 

2 1 전선 EEE18204 전자회로1 Electronics 1 3 2 2 

2 1 전선 EEE18202 공학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 1 3 3 0 

2 1 전선 EEE18206 회로이론1 Circuit Theory 1 3 2 2 

2 1 전선 EEE18205 제어프로그래밍1 Control Programming 1　 3 2 2 

2 2 전필 EEE18207 전자기학2 Electromagnetism 2　 3 3 0 

2 2 전필 EEE18208 회로이론2 Circuit Theory 2 3 2 2 

2 2 전선 EEE18210 디지털회로2 Digital Circuits 2 3 3 0 

2 2 전선 EEE18211 전자회로2 Electronics 2　 3 2 2 

2 2 전선 EEE18209 공학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 2 3 3 0 

2 2 전선 EEE18212 제어프로그래밍2 Control Programming 2 3 2 2 

3 1 전선 EEE18301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3 2 2 

3 1 전선 EEE18302 전기기기1 Electric Machines 1　 3 3 0 

3 1 전선 EEE18303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3 3 0 

3 1 전선 EEE18304 제어공학 Control Systems 3 3 0 

3 2 전선 EEE18305 송배전공학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EEE18306 전기기기2 Electric Machines 2　 3 3 0 

3 2 전선 EEE18307 전기응용 Electric Appliance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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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EE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에게 전기공학과에 대한 전공 소개, 최근 연구 동향 및 다양한 관련 직업 등 졸

업 후 진로에 관해 소개하고 토의한다.

 EEE18102 물리학및실험1 (Physics and  Experiment 1, 3-2-2)

1차원 운동, 벡터와 2차원 운동, 운동의 법칙, 에너지, 운동량과 충돌, 회전운동과 중력의 

법칙,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 고체와 유체, 열물리학, 열에너지, 열역학 법칙, 진동과 

파동, 음파

 EEE18105 프로그래밍입문1(Introduction to Programming 1, 3-2-2)

VI, 프런트패널, 블록다이어그램, 컨트롤/인디케이터/상수/터미널, 노드, 데이터흐름, 디버

깅, 실행하이라이트, 프로브, 브레이크 포인트, 에러 클러스트, 숫자형, 문자열, 불리언, 

배열, 클러스터, 웨이브폼 데이터/차트/그래프, 열거형, 베리언트, 타입 정의, While/For 

루프, 시프트 레지스터, 타이밍, 배열과  For 루프, 케이스 구조, 시퀀스 구조, 수식 노드, 

이벤트 구조,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EEE18308 전력공학 Power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EEE18309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4 1 전필 EE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evelopment

0 0 0 P/NP

4 1 전선 EEE18402 송배전설계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Design

3 3 0 

4 1 전선 EEE18403 에너지변환공학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3 3 0 

4 1 전선 EEE18404 전기설계 Electric Design 3 3 0 

4 1 전선 EEE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2 전필 EEE18406 졸업논문프로젝트 Graduation  Project 0 0 0 

4 2 전선 EEE18407 디지털제어(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3 3 0 

4 2 전선 EEE18408 전기설비 Electric Facility 3 3 0 

4 2 전선 EEE18409 전력계통공학 Electric Power System 3 3 0 

4 2 전선 EEE18410 현장실습5 Internship Program 5 15 0 0 P/NP

4 3 전선 EEE18411 현장실습1 Internship Program 1 3 0 0 P/NP

4 4 전선 EEE18412 현장실습2 Internship Program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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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18104 일반수학1(General Mathematics 1, 3-3-0)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과정에서의 

수학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미분적분학을 공부한다.

 EEE18103 기초전기공학1(Fundamentals of Electrical Engineering 1, 2-2-0)

전기의 역사와 본질, 전류와 전압, 전력과 전력량, 전지, 정전 형상, 정전용량과 콘덴서, 

자기 현상, 전류의 의한 자계, 자계 내의 전류에 작용하는 힘, 자유도, 회로소자, 키르히

호프법칙, 저항의 접속, 회로해석법, 단상 교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R-L-C 교류회로

와 공진, 교류전력, 3상 교류 회로

 EEE18106 물리학및실험2(Physics and  Experiment 2, 3-2-2)

전기력과 전기장, 전기 에너지와 전기용량, 전류와 전기저항, 직류회로, 자기 유도 전압

과 인덕턴스, 교류회로와 전자기파, 빛의 반사와 굴절, 거울과 렌즈 파동광학, 광학기기

 EEE18109 프로그래밍입문2(Introduction to Programming 2, 3-2-2)

C언어의 특징,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C프로그램의 구조, 변수와 상

수, 형변환 규칙, 연산자, 제어문, 함수 및 선행 처리기, 배열과 포인터, 문자열과 문자열 

함수, 구조체와 유니온, 파일 I/O

 EEE18108 일반수학2(General Mathematics 2, 3-3-0)

일반수학1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한다.

 EEE18107 기초전기공학2(Fundamentals of Electrical Engineering 2, 2-2-0)

직류 전동기, 변압기 원리, 유도 전동기, 발전, 송전, 배전, 전기 계측 오차, 전기 계측 표

준기, 전기 계측 단위, 전기 계측 장비

 EEE18201 전자기학1(Electromagnetism 1, 3-3-0)

벡터해석, 쿨롱의 법칙과 전계세기, 전속밀도, 가우스의 법칙 및 벡터계의 계산, 전계의 

에너지 및 전위, 전류 및 도체, 유전체 및 정전용량, 프와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

 EEE18203 디지털회로1(Digital Circuits 1, 3-2-2)

수의 체계 정보의 부호화 기본 논리 회로 논리회로의 간소화 조합 논리 회로 플립플롭 

순차 회로 설계 카운터와 레지스터 메모리화 PLD 디지털 직접회로

 EEE18204 전자회로1(Electronic Circuits 1, 3-2-2)

반도체, 다이오드 이론, 다이오드 회로, 특수목적 다이오드, 쌍극성 트랜지스터, 트랜지스

터 기초,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교류모델, 전압증폭기, 전력증폭기, 이미터폴로어

 EEE18202 공학수학1(Engineering Mathematics 1, 3-3-0)

벡터의 기초, 행렬 대수, 행렬식, 역행렬, 행렬의 고유값 문제, 행렬의 대각화, 직교행렬 

및 응용, 벡터함수의 이해, 곡선 운동 문제, 방향 도함수, 선적분 문제, 경로독립성 문제, 

이중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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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18206 회로이론1(Circuit Theory 1, 3-2-2)

옴의 법칙, 키르히호프법칙, 중첩의 원리, 회로해석, 연산증폭기, RC및 RL 회로, 정현파 

회로 해석, 3상회로, 라플라스 변환, 실습시간에 문제풀이 및 pspice 프로그램 습득

 EEE18205 제어프로그래밍1(Control Programming 1, 3-2-2)

라즈베리파이는 LED, 모터, 조이스틱, 카메라, 거리센서, 가속도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제어하는 데 뛰어난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전자 부품을 연결하고 프로그래밍하면 불을 

켜거나, 모터를 돌리거나, 조이스틱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 회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전자 회로 제어를 응용하면 조이스틱을 연결할 게임, 침입방지 시스

템, 내비게이션 등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로봇을 제어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EEE18207 전자기학2(Electromagnetism2, 3-3-0)

정상자계, 자기력과 자성체, 인덕턴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자계, 맥스웰 방정식, 전송

선로, 균일 평면파, 평면파 반사와 분산, 도파관 및 안테나 기본

 EEE18208 회로이론2(Circuit Theory 2, 3-2-2)

주파수 응답과 벡터 궤적, 1포트 회로망, 2포트 회로망, 다상 교류 해석, 대칭 좌표법, 주

기성 신호의 해석, 1계 및 2계 회로 해석, 라플라스 변환과 회로 해석, 분포정수회로

 EEE18210 디지털회로2(Digital Circuits2, 3-3-0)

전자공학에서 주로 능동소자를 활용한 회로를 말하며, 능동소자로 이루어진 회로 해석을 

한다. 다이오드, 접합형 트랜지스터,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등 소자 자체와 이를 활용한 

증폭기나 기타 응용 회로의 말하며 이의 해석을 한다. 연산 증폭기는 능동소자로 구성된 

회로 이므로 전자 회로이며, 이의 해석을 한다. 수동소자 만으로 구성된 회로는 회로 이

론에서 해석 하고, 전자회로와는 구별 된다. 능동소자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소자자체로

는 해석이 불가능 하므로 수동소자와 전압 소스 그리고 전류소스로 모델링 하여 변환 

후, 회로 이론으로 해석한다. 증폭기 등, 주파수에 의해서 저주파와 고주파로 나누어 모

델링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EEE18211 전자회로2(Electronic Circuits 2, 3-2-2)

접합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금속산화물 - 반도체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주파수 효과, 

차동증폭기, 연산증폭기, 부귀환, 선형 연산증폭기 회로, 능동필터, 비선형 연산증폭기 회

로, 발진기, 안정된 공급전원

 EEE18209 공학수학2(Engineering Mathematics 2, 3-3-0)

미분방정식의 기본 개념, 미분방정식의 기하학적 의미.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 선형 미

분방정식, 완전 미분방정식, 적분인자, 물리적 응용 예, 선형모형의 초기값 문제, 미분방

적식의 응용, 적분 변화의 예, 적분 변화의 응용

 EEE18212 제이프로그래밍2(Control Programming 2, 3-2-2)

라즈베리파이는 LED, 모터, 조이스틱, 카메라, 거리센서, 가속도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제어하는 데 뛰어난 마이크로 컴퓨터이다. 전자 부품을 연결하고 프로그래밍하면 불을 

켜거나, 모터를 돌리거나, 조이스틱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 회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전자 회로제어를 응용하면 조이스틱을 연결할 게임, 침입방지 시스템, 

내비게이션 등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로봇을 제어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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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1830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3-2-2)

주변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기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 사물인터넷

화된 전기기기를 개발한다. Raspberry Pi와 Linux에서 시작하여 고급 주제인 Apache, 

MySQL, PHP를 거쳐 Embedded Computing, Interface, Sensor를 사용한 IOT 실제까지 폭 

넓은 주제를 다룬다.

 EEE18302 전기기기1(Electric Machinery 1, 3-3-0)

전기기기의 종류, 전자적 현상, 전력과 동력의 전환, 직류기, 동기기(SYNCHRONOUS 

MACHINE), 반도체 전력변환장치

 EEE18303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3-3-0)

신재생에너지 원리 및 개요에서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 정의 및 종류, 구성요소, 태양광 

모류의 설치 분류, 태양광 인버터의 기능, 바이패스소자와 역류방지 소자 등을 학습한다.

 EEE18304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3-3-0)

자동제어계의 요소와 구성,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블록선도와 신호 흐름선도, 근궤적

법, 시퀀스 제어, 제어기기

 EEE18305 송배전공학(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3-3-0)

송배전 계통의 구성, 가공 송전 선로, 지중 송전 선로, 선로 정수와 코로나, 송전 특성,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해, 고장 계산, 안정도, 이상 전압, 보호 계전 방식, 변전소, 

배전 계통의 구성, 배전 선로의 전기적 특성, 배전 선로의 관리와 보호

 EEE18306 전기기기2(Electric Machinery 2, 3-3-0)

변압기의 극성, 단상 변압기, 변압기의 전압변동, 배전 변압기, 변압기의 병렬결선, 

단권 변압기, 단상 변압기의 3상 결선, 변압기의 스코트 결선, 농형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 1, 권선형 유도전동기 2, 권선형 유도전동기 3, 분상전동기, 콘텐서 기동 및 

운전전동기, 만능전동기

 EEE18307 전기응용(Electrical Applications, 3-3-0)

전기공학도로서 전기응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과목으로, 더 나아가 전기기

사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강의

 EEE18308 전력공학(Power Engineering, 3-3-0)

선로 정수 및 코로나, 송전 특성 및 전력 원선도, 유도 장해 및 안정도, 중성점 접지 방

식, 이상 전압 및 개폐기, 전선로, 배전 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 선로의 전기적 특성 

고장 계산, 배전 선로의 운용과 보호,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EEE18309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 1, 3-2-2)

de Bono의 61가지 생각하는 방법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EEE1840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진로 결정을 위한 실질적 준비사항 토의 및 관련 기업

체 및 연구소등에 대한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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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18402 송배전설계(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Design, 3-3-0)

전기기기 설계에 필요한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표피효과가 없는 유도기와 표피효과가 있

는 유도기 그리고 소형 삼상유도기와 단상유도기 설계를 크기별로 예시하였다. 또한 원

선도를 설계된 전동기의 운전특성을 계산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유도기의 기본원리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EE18403 에너지변환공학(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3-3-0)

에너지, 에너지의 기본원리, 연소공학, 배출가스의 생성 메카니즘, 열동력 엔진의 연소, 

화력/원자력 에너지, 대체/재생 에너지, 에너지의 전달/저장/보존, 에너지변환과 환경

 EEE18404 전기설계(Electric Design, 3-3-0)

건축전기설비의 개요, 전기설비의 기본, 배선설비, 조명설비, 동력설비, 옥내 배선공사, 

전력시설물 설계 등을 배운다.

 EEE18405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1, 3-0-6)

de Bono의 61가지 생각하는 방법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

 EEE18406 졸업논문프로젝트(Projects for Thesis, 0-0-0)

전공과목을 바탕으로 전기관련 주제를 정해 설명한다. 

 EEE18407 디지털제어(PLC)(Digital Control(PLC), 3-3-0)

디지털제어(PLC) 교과목은 실무 응용 중심의 수업으로, 전기회로 기초 및 시퀀스 회로 

설계부터 PLC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수업입니다. 이론 수업과 병행하여 LS

산전의 XGB PLC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 합니다.

 EEE18408 전기설비(Electrical Facility, 3-3-0)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기설비에 관련된 이론을 습득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기초

를 다지는 강의

 EEE18409 전력계통공학(Electric Power System Engineering, 3-3-0)

신재생에너지 원리 및 개요에서부터 태양광발전 시스템 정의 및 종류, 구성요소, 태양광 

모류의 설치 분류, 태양광 인버터의 기능, 바이패스소자와 역류방지 소자 등을 학습한다.

 EEE18410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겨울 방학 중 인턴 학습 활동

 EEE18411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겨울 방학 중 인턴 학습 활동

 EEE18412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겨울 방학 중 인턴 학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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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전기기사 자격증

2. 컴퓨터 활용 공학

3. 대학원 진학(물리학분야)

1. 전기기사 자격증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전기기사 취득 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도 습득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디지털 논리회로 제작
회로해석 능력
전기기기 분석 능력

졸업 후 진로 전기기사가 필요한 기업에 취직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전기공학1

1-2 기초전기공학2

2-1 전자기학1, 회로이론1

2-2 전자기학2, 회로이론2

3-1 전기기기1, 제어공학

3-2 전기기기2, 전력공학, 전기응용, 송배전공학

4-1 전기설계 

4-2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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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활용 공학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산 공정 제어 및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확보되는 실무능력 공장 자동화 능력

졸업 후 진로 자동화 시스템 구축 회사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프로그래밍입문1

1-2 프로그래밍입문2

2-1 전자회로1, 제어프로그래밍1

2-2 전자회로2, 제어프로그래밍2

3-1 사물인터넷

4-2 디지털제어(PLC)

3. 대학원 진학(물리학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물리학 분야의 필수과목을 학습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 

확보되는 실무능력 역학, 전자기,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물리분야)

교과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물리학및실험1

1-2 물리학및실험2

2-1 전자기학1

2-2 전자기학2

3-1 전자회로1

3-2 전자회로2

4-1 통계물리학1

4-2 통계물리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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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공학과
(Department of Unmanned Systems & Robotics Engineering)

아-11

1. 교육목표

m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

m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및 조직구성원으로서의 팀웍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m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m 올바른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산업 규모가 급성장해가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은 택배물류, 재난안

전, 군사, 소방 수색, 영상 촬영, 보안, 측량, 광고, 탐사, 농약살포 등 산업 전 분야에서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산업 분야로 

본 학과는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형성되어 미래가 보장되는 학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차세대 무인항공기 드론과 인간과 유사한 인지/판단/운동

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제

작부터 비행제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조종 및 항공 촬영 훈련, 자동비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로봇과 자동화기기를 제작/운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로봇 산업에

서 가장 필수적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프로젝트와 실습

을 중심으로 한 학사 운영

3. 향후 진로계획

  드론 및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분야로 미래에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형

성됨으로써 산업 체 및 연구소 등에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

m 정부(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재해/위험/오염지역 감시 및 영상분석/정책 개발, 드론 

파일럿, 방위 산업체 연구원

m 기업체: 드론 제작사, 무인항공기/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업체, 드론비행교육원, 방송사, 

유통회사/택배물류업체, 항공 측량/모니터링 업체, 공장 자동화 및 생산 공정 제어업

체, 국내외항공사, 드론촬영/영상전문가, 항공정비업체

m 국방: 육해공군 무인기 조종사 및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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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선 DR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DRT18102 드론조종기초 Drone Flight Basics 3 2 2

1 1 전선 DRT18105 항공시뮬레이션 Flight Simulation 3 2 2

1 1 전선 DRT18104 프로그래밍언어1 Programming Language1 3 2 2

1 2 전선 DRT18106 드론자격증실기 Drone Pilot License Training 3 2 2

1 2 전선 DRT18108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2 2

1 2 전선 DRT18109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 2 2

2 1 전선 DRT18203 드론조종심화 Advanced Drone Flight 3 2 2

2 1 전선 DRT18201 CAD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3 2 2

2 1 전선 DRT18204 리눅스운영체제 Introduction to Linux 3 2 2

2 1 전선 DRT18202 드론전자회로 Drone Electronic Circuits 3 2 2

2 1 전선 DRT18205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 2 2

2 1 전선 DRT18206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Meteorology and Act 3 3 0

2 2 전선 DRT18211 드론지도조종자실기
Drone Pilot instructor 
Training

3 2 2

2 2 전선 DRT18207 3D프린팅 3D Printing 3 2 2

2 2 전선 DRT18209 드론설계및제작 Drone Projects 3 2 2

2 2 전선 DRT18208 동역학 Dynamics 3 3 0

2 2 전선 DRT18212 항법시스템 Positioning Systems 3 2 2

2 2 전선 DRT18210 드론정비
Drone Maintenance and 
Inspection

3 2 2

3 1 전선 DRT18305 지상관제시스템 Ground Control Systems 3 2 2

3 1 전선 DRT18301 드론운영체제 Drone Operating System 3 2 2

3 1 전선 DRT18304 임베디드시스템1 Embedded Systems 3 2 2

3 1 전선 DRT18303 비행역학및제어
Aerodynamics and Flight 
Control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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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선 DRT18302 무인교통관리시스템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3 2 2

4 1 전필 DR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3 2 전선 DRT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DRT18311 자동항행시스템 Autopilot Systems 3 2 2

3 2 전선 DRT18309 드론프로그래밍 Drone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DRT18310
임베디드시스템프로그래밍
1

Embedded System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DRT18307 드론통신시스템
Drone Communication 
Systems

3 2 2

3 2 전선 DRT18306 드론저널리즘 Drone Journalism 3 2 2

4 1 전선 DRT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DRT18404 로봇운영체제 Robot Operating System 3 2 2

4 1 전선 DRT18406 임베디드시스템2 Embedded Systems2 3 2 2

4 1 전선 DRT18403 로봇비전시스템 Robot Vision Systems 3 2 2

4 1 전선 DRT18405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3 2 2

4 1 전선 DRT18402 로봇공학특강1
Special topics in Robotics 
Engineering 1

3 3 0

3 4 전선 DRT1841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2 전선 DRT18410 로봇프로그래밍 Robot Programming 3 2 2

4 2 전필 DRT18408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4 2 전선 DRT18412
임베디드시스템프로그래밍
2

Embedded System 
Programming2

3 2 2

4 2 전선 DRT18413 지능시스템 Intelligent Systems 3 2 2

4 2 전선 DRT18411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3 2 2

4 2 전선 DRT18409 로봇공학특강2
Special topics in Robotics 
Engineering 2

3 3 0

4 3 전선 DRT1841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4 2 전선 DRT18414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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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역량별 교과목 구성

5. 교과목 소개

 DR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계획적인 4년간의 대학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

한 지식을 전달하고, 진로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RT18101 드론조종기초 (Drone Flight Basics, 3-2-2)

무인항공 조정을 위한 항공법 기초 상식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RT18103 일반수학1 (General Mathematics1, 3-3-0)

이공계열의 학과에서 수학은 각 전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공과목에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기 위하여 수학을 도구로 이용한다.

 DRT18104 프로그래밍언어1 (PProgramming Language1, 3-2-2)

최근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인 C 언어의 문법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전자공학 관련 타 과목의 수강에 기초를 다진다.

 DRT18105 항공시뮬레이션 (Flight Simulation, 3-2-2)

무인항공기의 항공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초 조정법 습득한다.

역량
학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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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분석력

프로그래밍
언어1

프로그래밍
언어2

-CAD
-드론전자
 회로

-3D프린팅
-드론제작 및
 검사
-항법시스템

드론운영체제

-드론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1

지능시스템

통합적
사고력

드론자격증
실기

리눅스운영
체제

드론지도조종자
실기

-지상관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1

-자동항행
 시스템
-드론통신
 시스템

-로봇운영체제
-임베디드
 시스템2
-로봇비젼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2

창의
융합력

창의적공학
설계

캡스톤
디자인2

자기
주도적
수행능력

-전공과진로
-드론조종기초
-항공시뮬레이션

드론조종심화

-캡스톤
 디자인1
-드론
 저널리즘

센서공학

문제
해결능력

-드론전자
 회로
-자동제어

동역학
-비행역학및
 제어
-드론정비

현장실습1

-로봇
 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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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T18106 드론자격증실기 (Drone Pilot License Training, 3-2-2)

드론 운용실습을 한다.

 DRT18107 일반수학2 (General Mathematics2, 3-3-0)

일반수학1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일반수학1에서 다룬 내용에 이어 적분을 주로 공부합니

다.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수열과 급수, 또는 극좌표 등의 내용 추가로 학습한다.

 DRT18109 프로그래밍언어2 (Programming Language2, 3-2-2)

C 프로그램 언어의 고급적인 문법 사항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연습을 통해 다양한 형

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DRT18201 CAD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3-2-2)

전체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2차원 도면의 작성 및 편집 방법

으로 구성되며 후반부는 3차원 모델링으로 구성한다.

 DRT18202 드론전자회로 (Drone Electronic Circuits, 3-2-2)

극장공간의 합리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제반 요건과 전문지식을 익히고 무대감독을 비롯

한 하우스 매니저, 공연조직 등의 다양한 기술 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한다.

 DRT18203 드론조종심화 (Advanced Drone Flight, 3-2-2)

공연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요구되는 디자인 환경과 제반 요건들을 이해하고 프로덕션의 

전체 기술적 지형도와 직능적인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실습과 디자인 사례 연구,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DRT18204 리눅스운영체제 (Introduction to Linux, 3-2-2)

Linux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과 개발환경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Linux운영체제의 

개요와 특징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유틸리티(일련의 명령어)를 익힌다. 또한 Shell프로그래

밍을 통해 작업환경 구축 및 제어기술을 습득하고 Linux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 개발도구, 사용자 지원도구 등의 활용법을 익힌다.

 DRT18205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2-2)

제어 대상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이러한 제어장치를 포함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활용, 그리고 기계장치 등의 조작을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기계적 전기적 장치를 사용

하여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DRT18206 항공기상및법규 (Aviation Meteorology and Act, 3-3-0)

무인항공기의 제도적 항공법 및 국·내외 항공법 습득한다.

 DRT18207 3D프린팅 (3D Printing, 3-3-2)

2D와 3D 메이킹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영상효과를 실험하고 제작함으로써 디지털영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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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T18209 드론설계및제작 (Drone Projects, 3-2-2)

드론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주변 IC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이를 이용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 방법, 마이크로프로세서 키트를 이용한 실습을 실시한다.

 DRT18301 드론운영체제 (Drone Operating System, 3-2-2)

드론제어시스템의 메모리 관리 및 자원분배, 가상메모리, 페이징 및 세그멘테이션, 멀티

미디어 프로그래밍, 스케쥴링 및 인터럽트 처리 등의 컴퓨터 시스템 설계와 시스템 프로

그래밍 언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

 DRT18302 무인교통관리시스템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3-2-2)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교통 데이터를 사용한 교통관리 시스템 운용한다.

 DRT18303 비행역학및제어 (Aerodynamics and Flight Control, 3-2-2)

무인항공기의 비행원리 및 제어 방법 습득한다.

 DRT18304 임베디드시스템1 (Embedded Systems 1, 3-2-2)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합 설계 기법과 전용 프로세서의 구조 등을 다룬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꼭 필

요한 개발 방법론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패키징 방법까지 배운다. 또한, 부트스트랩 로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교차 개발 환경 구축 방안과 파일 전송, 디버깅을 위해 

타겟 보드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등의 실제적인 기술들을 습득한다.

 DRT18305 지상관제시스템 (Ground Control Systems, 2-1-2)

유·무인항공기의 지상에 관제시스템 학습한다.

 DRT18306 드론저널리즘 (Drone Journalism, 3-2-2)

2D와 3D 메이킹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영상효과를 실험하고 제작함으로써 디지털영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다.

 DRT18307 드론통신시스템 (Drone Communication Systems, 3-2-2)

무인항공기 통신시스템의 구성요소, 데이터연결 프로토콜, 디지털 부호화 기법, 데이터 

링크제어와 관련한 전송방식, 에러 및 흐름제어, 각 데이터 교환방식 등을 다룬다.

 DRT18309 드론프로그래밍 (Drone Programming, 3-2-2)

자바 프로그래밍은 차세대 인터넷 언어이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를 활용하

여 정보처리, 정보관리 및 정보통신 고급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익힌다.

 DRT18401 진로지도 (Career Mentoring, 0-0-0)

전공 직능별 진로 탐색 및 취업전망에 관한 맞춤식 상담지도과정. 전공적성 자료를 바탕

으로 포트폴리오 작성과 세부적인 스펙 취득 요령을 습득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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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T18403 로봇비전시스템 (Robot Vision Systems, 3-2-2)

물리적, 공학적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대신 과학 및 공학에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한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법

을 소개한다.

 DRT18404 로봇운영체제 (Robot Operating System, 3-2-2)

로봇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메모리, 파일 등의 운영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UNIX 및 Windows 실습환경에서 이론에서 배운 컴퓨터 자원관리 실험을 하여 실무 배양 

능력을 학습한다.

 DRT18405 센서공학 (Sensor Engineering, 3-2-2)

센서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상황인지를 위한 센서 기술, RFID, 고신뢰도-고분해

능의 광섬유 센서의 기본 원리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DRT18406 임베디드시스템2 (Embedded Systems2, 3-2-2)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통합 설계 기법과 전용 프로세서의 구조 등을 다룬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꼭 필

요한 개발 방법론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패키징 방법까지 배운다. 또한, 부트스트랩 로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교차 개발 환경 구축 방안과 파일 전송, 디버깅을 위해 

타겟 보드와 통신하는 네트워크 환경 구축등의 실제적인 기술들을 습득한다.

 DRT1841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본 과목은 학생들의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 주기위한 과목으로, 

방학중 4주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DRT1841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본 과목은 학생들의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 주기위한 과목으로, 

방학중 4주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DRT18414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본 과목은 학생들의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 주기위한 과목으로, 

방학중 4주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DRT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이미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힘으로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여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주제의 선정 및 해결의 중간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DRT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이미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힘으로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여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캡스톤디자인 1의 후속과정으로 중간단계이후 과제의 최종 마무리 단

계까지 이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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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드론하드웨어 분야

2. 드론소프트웨어 분야

1. 드론하드웨어 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드론조종, 제작, 정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비행제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조종 및 항공 촬영 훈련, 자동비행 능력 등

졸업 후 진로
드론비행교육 업체, 유통회사/택배물류 업체, 관공서, 항공측량/모니터링 업체, 
방송국, 항공정비 업체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드론조종기초, 항공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언어1

1-2 드론자격증실기, 창의적 공학설계, 프로그래밍언어2

2-1 드론조종심화, CAD, 드론전자회로

2-2 드론지도조종자실기, 3D프린팅, 드론제작및검사

3-1 지상관제시스템, 비행역학및제어, 드론정비

3-2 자동항행시스템, 드론통신시스템, 드론저널리즘,캡스톤 디자인,

4-1 센서공학,캡스톤디자인, 로봇공학특강, 

4-2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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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소프트웨어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임베디드 시스템 및 드론/로봇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차세대 무인항공기 드론과 인간과 유사한 인지/판단/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졸업 후 진로 드론/로봇/자동차 업체, IT 업체, 스마트홈 솔루션 업체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드론조종기초, 항공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언어1

1-2 드론자격증실기, 창의적공학설계, 프로그래밍언어2

2-1 리눅스운영체제, 자동제어

2-2 동역학, 항법시스템

3-1 드론운영체제, 임베디드시스템,

3-2 드론프로그래밍, 임베디드시스템프로그래밍

4-1 로봇운영체제, 임베디드시스템2, 로봇비젼시스템

4-2 로봇프로그래밍, 임베디드시스템프로그래밍, 지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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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수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Mathematics)

아-12

1. 교육목표

m 교육목표

- 전산학(Computer Sciences) 중에서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교육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활용 그리고 프로그래밍언어 교육

- 전산학(Computer Sciences)에 필요한 수학과 사교육시장에서 초등수학을 충분히 지

도할 수 있도록 초등수학관련 교육

- 수학을 이용한 금융수학 교육

- 수학교육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m 세부목표

-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

- 교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활용

- 프로그래밍언어 활용

- 전산수학에 관한 교육

- 금융수학에 관한 교육

- 초등수학교육에 관한 교육

-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

2. 학과소개 및 안내

m 교육대학원 진학 시 교사 자격증 취득

전공교과목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m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한 다양한 진로 선택

2학년 초부터 들어가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컴퓨터공학, 경영학, 전자상거래학 

등 타 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다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경영학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금융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컴퓨터

공학은 수학과 매우 밀접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 다양한 진로 진출

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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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룹별 심화학습

본 학과에는 5개의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동아리별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공

부방이 학과 내에 있어 학생들이 선배들의 지도와 교수님들의 다양한 지원 아래 목표

를 세우고 준비하면서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

m 학술제 및 취업세미나

본 학과에서는 매년 2회 이상의 학술제를 열어 학생들이 그동안 익힌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학술내용을 발표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 

간에 협동하며 배운 지식을 정리하여 발표함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매학기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취업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다.

m 수학교실(Math Clinic)

수학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들의 지도하에 조

교와 선배들이 개인적인 무료과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m 컴퓨터수학과의 향후 진로 및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1, 2급

- 보험계리사자격증

- 기타 각종 IT관련 자격증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MA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MAT18102 기초수학1 Introduction to Mathematics 1 3 3 0

1 1 전필 MAT18103 미분적분학및연습1 Calculus 1 3 2 2

1 2 전필 MAT18104 기초수학2 Introduction to Mathematics 2 3 3 0

1 2 전필 MAT18105 미분적분학및연습2 Calculus 2 3 2 2

1 1 전필 MAT18106 컴퓨터1 Computer1 3 2 2

1 2 전필 MAT18107 컴퓨터2 Computer2 3 2 2

2 1 전필 MAT18201 선형대수학및연습 Linear Algebra 3 2 2

2 1 전선 MAT18202 고급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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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선 MAT18203 과학S/W활용및실습
Practices of Scientific 
Software

3 2 2 　

2 1 전선 MAT18204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 3 0

2 1 전선 MAT18205 영어수학1 English for Mathematics 1 3 3 0

2 1 전선 MAT18206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 3 0

2 1 전선 MAT18207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s 3 3 0

2 2 전선 MAT18208 미분방정식및연습 Differential Equations 3 2 2

2 2 전선 MAT18209 영어수학2 English for Mathematics 2 3 3 0 　

2 2 전선 MAT18210 웹프로그램 Web Programming 3 3 0

2 2 전선 MAT18211 집합론 Set Theory 3 3 0

2 2 전선 MAT18212 컴퓨터운영체제 Computer Operating System 3 3 0 　

2 2 전선 MAT18213 통계학 Statistics 3 3 0

3 1 전선 MAT18301 고등미적분학1 Advanced Calculus 3 3 0

3 1 전선 MAT18302 기하학 Geometry 3 3 0

3 1 전선 MAT18303 보험수리학1 Actuarial Mathematics 1 3 2 2 　

3 1 전선 MAT18304 수치해석학및실습 Numerical Analysis & Practice 3 2 2

3 1 전선 MAT18305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3 3 0

3 1 전선 MAT18306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 2 2 　

3 1 전선 MAT18307 현대대수학1 Modern Algebra1 3 3 0 　

3 2 전선 MAT18308 고급자바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 2 2

3 2 전선 MAT18309 고등미적분학2 Advanced Calculus 2 3 3 0

3 2 전선 MAT1831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 3 0

3 2 전선 MAT18311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3 3 0 　

3 2 전선 MAT18312 보험수리학2 Actuarial Mathematics 2 3 2 2 　

3 2 전선 MAT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MAT18314
행렬계산 및
소프트웨어

Matrix Computations & 
Software

3 3 0 　

3 2 전선 MAT18315 현대대수학2 Modern Algebra 2 3 3 0 　

4 1 전필 MA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MAT18402 수학사 History of Mathematics 3 3 0

4 1 전선 MAT18403 암호론 Cryptology 3 3 0

4 1 전선 MAT18404 위상수학1 topology 1 3 3 0

4 1 전선 MAT18405 이자론 Interest Theory 3 3 0

4 1 전선 MAT18406 정보처리특강1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Processing 1

3 3 0

4 1 전선 MAT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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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A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시간관리와 삶의 원리를 배워 자신에게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컴퓨터수학과를 졸업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MAT18102 기초수학1 (Introduction to Mathematics1, 3-3-0)

미분적분학의 선수과목

 MAT18103 미분적분학및연습1 (Calculus1, 3-2-2)

역함수, 미분가능성, 도함수, 도계도함수, 중간값 정리, 평균값정리, 극좌표, 부정적분 등

을 다룬다.

 MAT18104 기초수학2 (Introduction to Mathematics2, 3-3-0)

수학의 기본이 되는 미분학과 적분학에 필요한 기초수학을 배운다.

 MAT18105 미분적분학및연습2 (Calculus2, 3-2-2)

정적분, 곡선의 길이, 편미분, 중적분, 급수의 수렴성, 멱급수, 벡터, 행렬 등을 다룬다.

 MAT18106 컴퓨터1 (Computer1, 3-2-2)

더 쉽고 재미있게 IT 관련 개념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개

념과 원리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

습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필 MAT18408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P/NP

4 2 전선 MAT18409 금융과수학 Financial Mathematics 3 3 0

4 2 전선 MAT18410 수학의응용 Applications of Mathematics 3 3 0

4 2 전선 MAT18411 위상수학2 topology 2 3 3 0

4 2 전선 MAT18412 위험관리론 Asset Liability Management 3 3 0

4 2 전선 MAT18413 정보처리특강2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Processing 2

3 3 0

4 2 전선 MAT18414 확률론 Probability 3 3 0

4 2 전선 MAT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MAT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MAT184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703

 MAT18107 컴퓨터2 (Computer2, 3-2-2)

더 쉽고 재미있게, 더 쉽게 관련 개념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에 대하

여 개념과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한다.

 MAT18201 선형대수학및연습 (Linear Algebra, 3-2-2)

벡터공간, 일차독립 및 종속, 선형변환, 행렬, 연립방정식, 고유값과 고유벡터 내적공간, 

Spectral 정리와 이차형식에 대해 공부한다.

 MAT18202 고급C프로그래밍 (Advanced C Programming, 3-2-2)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의 형식적 개념 및 구조를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과제를 

통해 그 응용에 관한 기초를 익힌다.

 MAT18203 과학S/W활용및실습 (Practices of Scientific Software, 3-2-2)

교육용 과학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s, Maple, Matlab 중 하나를 다룬다.

 MAT18204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3-0)

자료의 정리, 자료의 요약, 확률, 확률변수,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표, 표본분포 등을 다룬다.

 MAT18205 영어수학1 (English for Mathematics1, 3-3-0)

기초수학 수준의 원서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된 수학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책을 읽

을 수 있도록, 영어의 기본구문을 읽히고 수학원서를 읽는 것을 연습한다.

 MAT18206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

이산 자료에 관한 논리적인 추론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학을 컴퓨터과학이나 다

른 공학과목과 연결해준다. 컴퓨터과학이나 다른 공학과목에서의 응용을 위한 내용을 주

로 다룬다.(기본 개념: 집합론, 귀납법, 관계, 함수, 부울대수. 계산 기법: 순열, 조합, 순

환, 알고리즘, 그래프, 트리)

 MAT18207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s, 3-3-0)

컴퓨터의 기본 구조 및 언어, 레지스터 전달 및 마이크로 연산, 중앙처리 장치의 설계, 

입출력, 메모리 구조 등을 다룬다.

 MAT18208 미분방정식및연습 (Differential Equations, 3-2-2)

미분방정식의 성질과 실질적인 문제의 해법을 다룬다.

 MAT18209 영어수학2   (English for Mathematics2, 3-3-0)

기초수학 수준의 원서를 공부하면서 영어로 된 수학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책을 읽

을 수 있도록, 영어의 기본구문을 읽히고 수학원서를 읽는 것을 연습한다.

 MAT18210 웹프로그램 (Web Program, 3-3-0)

정보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컴퓨터 시스템의 H/W, S/W, 주변기기, 통신, DS MS, 

OS, 컴퓨터 그래픽 등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 사용에 따른 변화를 익힌다. 인터넷

의 역사와 검색엔진의 특징과 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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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18211 집합론 (Set Theory, 3-3-0)

집합의 개념과 집합사이의 관계 및 함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유한 및 무한 집합) 

선택공리 및 그와 동치인 형태들, 그리고 순서가 있는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 및 그 연산

에 대해 공부한다.

 MAT18212 컴퓨터운영체제 (Computer Operating System, 3-3-0)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MAT18213 통계학 (Statistics, 3-3-0)

표본분포, 추정, 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범주형 자료의 분석, 분산분석, 시계열, 통계

적 품질관리 등을 다룬다. 이해를 위해 통계패키지인 MINITAB을 활용하여 강의와 실습

을 병행한다.

 MAT18301 고등미적분학1 (Advanced Calculus1, 3-3-0)

수의 체계, 수열의 수렴성, 함수의 연속성, 도함수, 평균값정리, Taylor 정리, 적분 등을 다룬다.

 MAT18302 기하학 (Geometry, 3-3-0)

유클리드 기하학과 사영 기하학 등 고전 기하학의 기본적 개념을 배우고 유클리드 기하

와 비유클리드 기하와의 차이점을 배운다. 또한 유클리드 기하학을 Geometry Schech 

Pad 나 mathematica등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실험해본다.

 MAT18303 보험수리학1 (Actuarial Mathematics1, 3-2-2)

보험수학 관련 경영학 복수전공자들을 위한 수학 교과목.

 MAT18304 수치해석학및실습 (Numerical Analysis&Practice, 3-2-2)

오분석, 선형연립방정식의 수치해법, 고유치 방정식의 수치해법 및 비선형 방정식의 수

치해법을 다룬다.

 MAT18305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3-3-0)

데이터와 그 표현, 그리고 분류 탐색 및 세분화를 위한 선형 / 비선형 링크된 리스트, 스트

링, 어레이,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및 알고리즘의 실행과 응용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MAT18306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2-2)

Interprocess, Interhost programing, Berkely Socket, SystemV TL1 interface에 대하여 학습한다.

 MAT18307 현대대수학1 (Modern Algebra1, 3-3-0)

이항연산, 군, Coset, Lagrange 정리, 군들간의 곱, 준동형, 동형, 인자군 Cayley 정리 등

에 대해 공부한다.

 MAT18308 고급자바프로그래밍 (Advanced Java Programming, 3-2-2)

자바 언어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예제를 실습해봄으로써 프로그래밍 기초

를 확립하고자 한다. 자바의 클래스와 객체부분의 개념 및 원리를 시작으로 GUI 스윙 및 

그래픽까지 다뤄보고자 한다.



705

 MAT18309 고등미적분학2 (Advanced Calculus2, 3-3-0)

벡터, 벡터함수, 벡터함수의 연속성, 벡터함수의 극한, 편도함수, 중적분, 반복적분, 선적

분, 무한급수의 수렴성, 평등수렴 등을 다룬다.

 MAT1831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및 구조, 데이터베이스 모델, 시스템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웨어, DBMS 를 배운다.

 MAT18311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3-3-0)

해석학과 미분학을 하나로 묶어서 곡면이나 곡선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곡선 및 

곡면에 관한 곡률, 취률, Frenet 공식, 매개변수 표현 등에 대한 기본성질과 미분가능 다

양체에 관한 기초 이론을 공부한다.

 MAT18312 보험수리학2 (Actuarial Mathematics2, 3-2-2)

보험수학 관련 경영학 복수전공자들을 위한 수학 교과목.

 MAT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2-2)

컴퓨터수학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

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으

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팀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MAT18314 행렬계산및소프트웨어 (Matrix Computations&Software, 3-3-0)

행렬계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LU 분해, SVD, QR 분해, 반복법, Lanczos 

방법, Conjugate Gradient 방법을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이용 또는 개발한다.

 MAT18315 현대대수학2 (Modern Algebra2, 3-3-0)

환, 체, Fermat 및 Euler 정리, 다항식, ideal ,UFD, 유한체 등에 대해 공부한다.

 MA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시사문제를 중심으로 지식 함양 및 토론

 MAT18402 수학사 (History of Mathematics, 3-3-0)

이집트의 수학, 그리스의 수학, 인도 및 아라비아의 수학, 로마시대의 수학, 중세 유럽의 

수학,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의 해석학 극한의 개념의 발견과 함께 수체계의 확장, 도

형과 기하학의 발달, 함수와 해석학의발전, 집합론의 발견. 20세기의 추상수학, 즉 

Cantor의 집합론과 Hilbert의 공리론적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MAT18403 암호론 (Cryptology, 3-3-0)

고전암호, 선형쉬프트 레지스트, 비빌키 블록암호, 공개키 암호

 MAT18404 위상수학1 (Topology 1, 3-3-0)

수직선과 평면의 위상, 위상공간, 기저, 함수들의 연속성, 거리공간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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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18405 이자론 (Interest Theory, 3-3-0)

실생활에 필요한 이자론과 그 속에 쓰이는 수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MAT18406 정보처리특강1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Processing1, 3-3-0)

IT취업에 필요한 정보처리지식과 그 속에 쓰이는 정보처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MAT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0-6)

컴퓨터수학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

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으

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팀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MAT18408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0-0)

4학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시험을 치른다.

 MAT18409 금융과수학 (Financial Mathematics, 3-3-0)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그 속에 쓰이는 수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MAT18410 수학의응용 (Application of Mathematics, 3-3-0)

음악(소리), 미술(디자인) 또는 일상생활에서 응용되는 수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의한다.

 MAT18411 위상수학2 (Topology2, 3-3-0)

가산공리, 분리공리, Compact성, 곱공간, 연결성, 완전거리공간, 그리고 함수공간에 대하

여 학습한다.

 MAT18412 위험관리론 (Asset Liability Management, 3-3-0)

실생활에 필요한 위험관리론과 그 속에 쓰이는 수학에 대하여 공부한다.

 MAT18413 정보처리특강2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Processing2, 3-3-0)

IT취업에 필요한 정보처리지식과 그 속에 쓰이는 정보처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MAT18414 확률론 (Probability, 3-3-0)

확률의 정의,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성,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확률변수의 기대값을 다룬다.

 MAT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5, 15-0-0)

현장실습을 나가는 6학기 이상 이수자들을 위한 교과목.

 MAT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3-0-0)

현장실습을 나가는 6학기 이상 이수자들을 위한 교과목.

 MAT184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3-0-0)

현장실습을 나가는 6학기 이상 이수자들을 위한 교과목.



707

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기사 자격증

2. 보험수학(연계전공)

1. 기사 자격증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전공 선택으로 전산 과목을 이수하면 기사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졸업 후 진로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언론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보험업, 병원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컴퓨터1

1-2 컴퓨터2

2-1 고급C프로그래밍, 과학S/W활용및실습, 컴퓨터구조

2-2 웹프로그램, 컴퓨터운영체제

3-1 자료구조, 자바프로그래밍

3-2 고급자바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4-1 정보처리특강1

4-2 정보처리특강2

*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과목(5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통신

* 정보처리산업기사 필기 시험과목(5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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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학(연계전공)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경영학과의 일부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수학전공과 보험수학전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보험계리사

졸업 후 진로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수학1, 미분적분학 및 연습1

1-2 기초수학2, 미분적분학 및 연습2

2-1
선형대수학및연습, 기초통계학, 이산수학
경영학과 전공 과목

2-2
미분방정식및연습, 집합론, 통계학
경영학과 전공 과목

3-1
고등미적분학1, 기하학, 보험수리학1
경영학과 전공 과목

3-2
고등미적분학2, 미분기하학, 보험수리학2
경영학과 전공 과목

4-1
위상수학1, 이자론
경영학과 전공 과목

4-2
위상수학2, 금융과수학, 수학의응용
경영학과 전공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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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철도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 Railroad Engineering)

아-13

1. 교육목표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21세기 인간이 의식주 환경 변화에 따른 공간 및 주위의 환경

을 개발, 통제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분야의 전문 공학도 양성을 목표로 하며 다

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갖는다.

m 건설, 환경 및 철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이끌고 나갈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 

m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건설, 환경 및 철도 분야의 소양과 현장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m 건설, 환경 및 철도 관련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한다. 이에 

따라,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도로, 교량, 항만, 철도, 공항, 댐 등 사회 간접자본시

설의 건설, 운용,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m 새로운 학문의 개척자로 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학자를 양성한다.

m 습득한 지식과 학문을 인류의 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으로 쓸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며 인간이 지구상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개

발과 보존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21세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환경을 개발·보존·디자인 

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철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효율적인 설계,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21세기 친환경 고도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

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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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첨단의 기술 집약이 요구되는 철도 건설 산업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 중 그 수요

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시스템 건설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등 고도의 종합 건설 기

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근래 국가역점 건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 

고속철도 구축 및 수도권 GTX, 도시철도, 경전철, 자기부상철도 등의 다양한 국내수요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건설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TKR), 동북아 대

륙 철도망 건설 사업(TCR, TSR)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ㆍ철도공학과는 ① 건설, 환경 및 철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이끌고 나

갈 전문 인력을 배출 ②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건설, 환경 및 철도 분야의 소양과 현

장 기술 집중 교육 ③ 건설, 환경 및 철도 관련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사회와 함

께 발전도모 ④ 새로운 학문의 개척자로 이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학자 양성 ⑤ 습

득한 지식과 학문을 인류의 평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으로 쓸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며 인간이 지구상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을 추구하는 세부 교육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건설회사

m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m 감리회사

m 한국철도공사(철도청), 도시철도공사

m 정부투자기관(공사), 정부 관련기관

m 비정부 관련기관(NGO) 및 관련 연구소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CV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CVE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0 1 0 P/NP

1 1 전필 CVE1810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 2 2

1 1 전필 CVE18104 철도건설CAD및실습 CAD for Railroad & Civil 3 2 2

1 1 전선 CVE18103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
철도공학입문

Fundamentals of Civil 
Emvironmental & Railroad 
Engineering in English

3 3 0

1 2 전필 CVE18105 기초건설전산학및실습
Elementary Computer 
Methods in Basic 
Construction & Practice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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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2 전필 CVE18106 일반수학 General Mathematics 3 3 0

1 2 전선 CVE18107 기초역학 Fundamental Mechanics 3 3 0

2 1 전선 CVE18201 건설구조물센서측정기초
Basic Structural Sensing 
Practice

3 3 0

2 1 전선 CVE18204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 3 0

2 1 전선 CVE18202 건설재료학및실습
Materials for Construction 
and Pratice

3 2 2

2 1 전선 CVE18205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 3 0

2 1 전선 CVE18206 철도공학입문
Fundamentals of 
Railroad Engineering

3 3 0

2 2 전선 CVE18210 측량학및실습 Surveying & Practice 3 2 2

2 2 전필 CVE18207 토목지질 Geology for Civil 3 3 0

2 2 전선 CVE18211 토질역학 Soil Mechanics 3 3 0

2 2 전선 CVE18209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3 3 0

2 2 전선 CVE18208 수리학 Hydraulics 3 3 0

2 2 전선 CVE18212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CVE18302 수문학 Hydrology 3 3 0

3 1 전선 CVE18304 지반공학및실험
Geotechnical Engineering 
& Experiments

3 2 2

3 1 전필 CVE18301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3 3 0

3 1 전선 CVE18306 철도궤도공학 Railway Track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CVE18305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3 3 0

3 1 전선 CVE18303 암반공학 Rock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CVE18313 철도시스템및철도역운영
Railway System & Railway 
Station Operation

3 3 0

3 2 전필 CVE18308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CVE18311 상하수도공학
Water & Wastewater 
Engineering

3 3 0

3 2 전필 CVE18307 구조해석및실습
Structural Analysis & 
Design Practice

3 2 2

3 2 전선 CVE18310 글로벌철도건설시공학
Global Railroad &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CVE18312 철근콘크리트응용
Applied Reinforced 
Concrete

3 3 0

3 2 전필 CVE18309 철도시스템공학및법규
Railroad System 
Engineering & Law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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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2 전선 CVE18314
캡스톤디자인1(글로벌
철도설계1)

Capstone Design 
1(Railroad & Civil 
Pavement 1)

3 2 2

4 1 전선 CVE18402 GIS및원격탐사 GIS and Remote Sensing 3 3 0  

4 1 전선 CVE18405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 
Engineering

3 3 0 　

4 1 전선 CVE18403 PS콘크리트공학 Ps Concrete 3 3 0 　

4 2 전선 CVE18413
캡스톤디자인2(글로벌
철도설계2)

Capstone Design 
2(Railroad & Civil 
Pavement 2)

3 0 6 　

4 1 전선 CVE18404 건설동역학 Construction Dynamics 3 3 0

4 1 전선 CVE18406 토목시공학 Constriction Engineering 3 3 0

4 2 전필 CVE18407 졸업논문및시험
Graduation Thesis & 
Exam

0 0 0 P/NP

4 2 전선 CVE18415 환경지하수및GIS
Environmental Ground 
Water Engineering and 
GIS

3 3 0 　

4 2 전선 CVE18408 강구조및철도설계공학
Steel Structure & Railroad 
Design

3 3 0  

4 2 전선 CVE18414 터널공학
Underground Structure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CVE18410 도로포장설계공학 Design of Road Pavement 3 3 0 　

4 3 전선 CVE1841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4 전선 CVE18418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4 2 전선 CVE18412 철도안전공학
Railway Safety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CVE18409 건설로봇및계측공학
Construction Robotics & 
Monitoring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CVE18411 철도교통경영학
Railway Transportation & 
Management

3 3 0

4 2 전선 CVE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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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CV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전공신입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며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 탐

색을 모색하도록 지도함

 CVE1810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3-0)

모든 자연과학과 공학의 기본과학이다. 물리학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개념을 

제공한다. 수학 및 실험은 물리학의 언어이다. 토목전공과목을 공부하기위한 중요한 선

수과목으로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능력 배양을 습득하도자 한다.

 CVE18104 철도건설CAD및실습 (CAD for Railroad & Civil, 3-2-2)

토목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 테크닉과 관련 지식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도면설

계, 구조물 디자인 설계 기법 및 응용설계문제를 익히도록 유도한다.

 CVE18105 기초건설전산학및실습 (Elementary Computer Methods in Civil Engineering 

and Practice, 3-2-2)

전문 s/w에 마크로 기능을 추가 하거나, 특수 계산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stand-alone s/w

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Visual Basic의 기초기술을 강의한다.

 CVE18107 기초역학 (Fundamental Mechanics, 3-3-0)

공학도로서 역학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습득하여 문제를 

해석하고, 역학의 기본원리들을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야하는데 중점을 둔다.

 CVE18103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철도공학입문 (Fundamentals of Civil Emvironmental 

& Railroad Engineering in English, 3-3-0)

세계 건설시장에 적합한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구조, 지반, 수공 및 환경, 철도 등 자

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류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학원리의 기초를 

제공한다.

 CVE18106 일반수학 (General Mathematics, 3-3-0)

건설기술자로서 전공학문에 필요한 다양한 수학적 정의 및 적용 이론들을 이해하고 공학

문제로의 적용과정을 익힌다.

 CVE18204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3-0)

정지 또는 운동하고 있는 유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유체역학을 소개하며, 일

반적인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과 역학적 관계를 이해한다. 또한 정지상태의 유체, 유체와 

다른 물체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 유체의 흐름을 일반역학의 원리를 도입하여 해

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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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18210 측량학및실습 (Surveying and Practice, 3-2-2)

측량의 대상인 지구의 형상에 관한 개괄적 사항을 이해하고, 측량의 3대요소인 거리, 고

저, 각을 관측하기 위한 기본적 측량기기와 구조, 정규적인 측량법, 오차조정을 포함한 

내업에서의 제계산 등에 관한 지식을 쌓고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이해력과 현장적응력을 

기른다.

 CVE18202 건설재료학및실습 (Materials for Construction and Practice, 3-2-2)

토목구조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성질과 역학적 및 공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재료를 다룰 수 있게 한다.

 CVE18205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3-0)

공학적인 구조물의 탄성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평면응력과 

평면변형률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 단면의 휨, 전단, 비틀림 응력과 

변형률의 탄성해석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다.

 CVE18206 철도공학입문 (Fundamentals of Railroad Engineering, 3-3-0)

철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로계획, 수송계획, 철도 선로, 터널 및 교량 전기

운반설비. 신호 보안 설비 철도 차량정거장. 경영개선 안전과 운전사고 방지대책, 신교통

시스템 등을 강의하여 철도현장 및 계획 기관에서 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한다.

 CVE18207 토목지질 (Geology for Civil, 3-3-0)

사면과 터널공학 등 암반관련 공학분야의 조사와 시공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질학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석학과 구조지질학 중 공학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강의한다.

 CVE18211 토질역학 (Soil Mechanics, 3-3-0)

지구상 모든 구조물이 지반상에 구축되므로 흙입자의 기본적인 성질과 흙의 공학적인 분

류를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의 흐름, 투수계수의 결정, 유효응력이론, 흙의 압축성과 

압밀현상 등 흙의 역학적 및 공학적인 특성과 응용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CVE18209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3-3-0)

다양한 종류의 외부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보, 기둥 그리고 간단한 뼈대구조물)이 외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형태 및 반력을 해석하고 외부하중에 의해 구조물 내에 발생하

는 다양한 응력들을 분석함으로서 하중이 구조물내에서 어떤 형태와 경로를 통해서 전달

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CVE18208 수리학 (Hydraulics, 3-3-0)

물에 관한 자연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학습한다. 정수역

학 및 동수역학의 이론과 층류, 난류의 이론을 공부하고 관수로의 정상류와 개수로의 등

속정류흐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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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18212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 인자와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생태계 보호 및 지구

환경을 보존하며, 최근 들어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건설 분야에 환경공학

을 접목함으로써 친자연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CVE18302 수문학 (Hydrology, 3-3-0)

수문학의 정의, 수문순환, 강수의 계측과 강수기록의 해석, 수위와 유량의 측정, 증발과 

증산의 측정과 예측방법, 지하수, 지하수유출, 수문곡선의 유도등을 다룬다.

 CVE18304 지반공학및실험 (Geotechnical Engineering and Experiments, 3-2-2)

토질역학에서 습득한 흙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토류구조물에 발생하는 토압의 해

석, 전단강도의 원리 및 응용, 사면안정해석, 기초(foundation)의 종류 및 역학적 해석기

법등을 강의하며 흙시료에 대한 토질시험을 수행하여 지반물성치의 습득, 해석 및 응용

방법도 병행 강의한다.

 CVE18301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3-3-0)

정역학적인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보, 트러스 그리고 라멘구조물의 반력, 전단력 및 휨

모멘트를 계산하고 전단력 및 휨모멘트 선도를 작성하여 위의 구조물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하중들을 구하고, 아울러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한 처짐을 계산함으로서 위의 구조물

의 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CVE18306 철도궤도공학 (Track Engineering & Design Practice, 3-0-0)

궤도 구조의 설계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교습한다. 레일의 구조적 특성, 요구조건 

및 하부구조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며 침목과 하부구성층인 도상 및 강

화노반 층의 설계, 시공기면의 역할, 지지력의 계산, 배수 및 동상방지층 설계를 배운다. 

아울러 궤도 하부구조 각층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을 배우도록 유도하며 차륜과 레일 사

이의 상호작용을 동역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궤도 전반의 

역학적 안정성에 대한 설계검토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CVE18305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3-3-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시방서에 따른 설계개념에 대한 이해와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응력-변형률) 및 극한하중상태 하에서의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해석 및 설계 

그리고 전단설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CVE18309 철도시스템공학및법규 (Railroad System Engineering and Law, 3-3-0)

철도는 시스템이다. 철도는 구성부품의 집합으로 이루어진고 구성 부품끼리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철도는 고유의 목적을 가며, 고유의 제어장치를 가져서 외부로부터 제어가 가

능하다. 이 과목에서는 전반적인 철도시스템을 이해하고자 차량, 노선, 전력공급계통, 신

호보안/통 신 및 역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철도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열

차운행을 위하여 선로설비의 설계, 측량, 시공, 작업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선로가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선로의 상태를 정확히 차악, 선로구조물을 점검·수리하

는 관리계획 작성 업무에 관한 법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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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18303 암반공학 (Rock Mechanics, 3-3-0)

기초암반의 처리, 사면안정, 터널공사의 암반처리에 관련되는 기본 이론과 실무사례 등

을 강의한다. 현장조사기법 중 원격 조사기법 및 시추조사 등의 원리와 실무적용방법에 

대한 강의가 포함된다.

 CVE18308 기초공학 (Foundation Engineering, 3-3-0)

토질역학과 지반공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기초구조물의 해석과 설계에 필요

한 기법을 강의한다. 현장지반조사기법과 토질정수의 추출법, 얕은 기초와 극한지지력, 

말뚝기초, 특수기초의 해석 및 설계법, 굴착과 토류벽의 설계와 해석, 각종 지반개량공법 

등을 상세 강의한다.

 CVE18311 상하수도공학 (Water and Wastewater Engineering, 3-3-0)

상하수도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상수 및 하수처리 과정의 이론 및 이용, 설계, 해석기

법과 실제 적용과정을 이해한다.

 CVE18307 구조해석및실습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Practice, 3-2-2)

정정구조물 및 정역학적인 평형방정식 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정정구조물을 다루는 학

문으로서 정정 및 부정정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익힘과 동시에 구조해석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여러 구조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CVE18310 글로벌철도건설시공학 (Global Railroad &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 3-3-0)

토목,철도,건설 전반에 걸친 각종 구조물의 시공방법, 시공기계, 시공인력 및 재료의 효

과적인 운용 및 관리기법을 강의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시공기

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CVE18314 캡스톤디자인1(글로벌철도설계1) (Capstone Design1(Railroad & Civil Pavement 

1 , 3-2-2)

건설, 환경, 철도 분야의 기본 지식을 결합하여 종합설계 계획부터 최종발표까지의 실무 

계획 진행과정을 팀별 과제로 수행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숙지하여 최종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CVE18312 철근콘크리트응용 (Applied Reinforced Concrete, 3-2-2)

철근콘크리트 사용성 평가와 파괴모드에 있어 중요한 비틀림의 영향과 함께, 철근콘크리

트 부재 중, 가장 중요한 압축 부재인 기둥(단주 및 장주)의 거동과 설계를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CVE18402 GIS및원격탐사 (GIS and Remote Sensing, 3-3-0)

GIS의 자료구조, 위상구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의 중첩분석기법이 강의되고 이

를 이용한 상용 s/w의 사용 방법을 실습한다. 원격탐사 분야의 자료구조와 영상처리기법 

및 분류기법을 위한 기초를 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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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18405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 Engineering, 0-0-0)

물의 이용에 따른 최적화 기법과 경제 및 통계이론의 결합, 토목과 환경공학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다목적, 다목표 개

발과 최적화 기법의 적용과정을 강의한다.

 CVE18403 PS콘크리트공학 (PS Concrete, 3-3-0)

한계상태설계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조건들 뿐만 아니라 한계균열상태와 극한 상태에 있

어서 휨, 비틀림, 축력 및 전단을 받고 있는 단면들의 설계와 해석에 대해서 다루며, 일

정한 프리스트레스힘 또는 변화하는 프리스트레스힘을 받고 있는 균일 혹은 불균일한 단

면을 갖는 보의 해석과 설계를 주로 다루는 학문이다.

 CVE18413 캡스톤디자인2(글로벌철도설계2) Capstone Design1(Railroad & Civil Pavement 

2, 3-2-2)

건설, 환경, 철도 분야의 기본 지식을 결합하여 종합설계 계획부터 최종발표까지의 실무 

계획 진행과정을 팀별 과제로 수행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숙지하여 최종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CVE18415 환경지하수및GIS (Environmental Ground Water Engineering and GIS, 3-3-0)

지하수의 물리적 흐름 법칙과 환경 수자원으로서의 기본 개념을 파악한 후 적용 대상 별 

활용 의미와 보전 대책 및 모델링 기법을 이해한다. 수질 이론 및 지하수 이론, 지하수 

모형을 설명하고 GIS 기법을 적용한 정보 관리 및 응용 방안을 실습한다.

 CVE18408 강구조및철도설계공학 (Steel Structures & Planr Design Engineering, 3-3-0)

구조물의 재료가 강으로 이루어진 강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주로, 

인장부재,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압축부재, 이축휨을 받는 보나 기둥, 측면비틀림좌굴, 

피로강도 및 파괴 등의 해석을 다루는 학문이다.

 CVE18414 터널공학 (Underground Structures Engineering, 3-3-0)

지반을 구성하는 암의 기본물성과 공학적 특성을 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터널의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활용하여야 할 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CVE18410 도로포장설계공학 (Design of Road and Pavement, 3-3-0)

도로의 설계와 연관된 도로의 계획, 선형의 결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아울러 도로포장체

의 해석, 포장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 포장하부층의 설계법 및 품질관리 기법 등을 강

의한다.

 CVE18417 현장실습1 (Field Practice Ⅰ, 3-0-0)

건설 및 철도공학분야의 학부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 및 실험위주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응에 필요한 현장견학, 실무문제풀이와 설계연습 등 체험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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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18418 현장실습2 (Field Practice 2, 3-0-0)

건설 및 철도공학분야의 학부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 및 실험위주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실

무적응에 필요한 현장견학, 실무문제풀이와 설계연습 등 체험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함.

 CVE18416 현장실습5 (Field Practice 5, 3-0-0)

건설 및 철도공학분야의 학부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 및 실험위주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실

무적응에 필요한 현장견학, 실무문제풀이와 설계연습 등 체험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함.

 CVE18404 건설동역학 (Construction Dynamics, 3-0-0)

운동중인 움직이는 물체를 해석하고 다루는 역학으로 운동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변

위, 속도, 가속도 및 시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운동학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 즉 물체

의 질량 그리고 운동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다루는 운동역학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CVE18406 토목시공학 (Constriction Engineering, 3-0-0)

토목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공, 재료, 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최신 이론과 시행 기술을 현

장견학, 실무문제풀이와 설계연습 등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진행하도록 함.

 CVE18409 건설로봇및계측공학 (Construction Robotics & Monitoring Engineering, 3-0-0)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기술의 이론과 응용방안, 건설계측 분야의 설계, 설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학습한다.

 CVE18411 철도교통경영학 (Railway Transportation & Management, 3-0-0)

철도산업(여객/화물, 마케팅, 운수/승무 및 행정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철도 전 

분야에 대한 경영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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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토목기사 분야

2. 건설재료 분야

3. 철도토목 분야

1. 토목기사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21세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환경을 개발·보존·
디자인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철
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효율적인 설
계,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21세기 친환경 고도산업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토목기사 분야는 건설시공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 건설관련 사기업 및 공사 
등 국영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 필요한 분야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설 및 플랜트분야 설계 및 시공, 감리 능력

졸업 후 진로
건설시공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 - 토목설계, 토목감리, 토목시공, 측량, 지
리정보개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물리학, 전공과진로1, 철도건설CAD및실습,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철도공학입문

1-2 일반수학, 기초건설전산학및실습, 기초역학

2-1 유체역학, 재료역학, 철도공학입문, 건설구조물센서측정기초

2-2 수리학

3-1 수문학, 지반공학및실험,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암반공학

3-2 기초공학, 상하수도공학, 구조해석및실습, 철근콘크리트응용

4-1 진로지도, GIS및원격탐사, PS콘크리트공학, 건설동역학, 토목시공학

4-2
졸업논문및졸업시험, 도로포장설계공학,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5, 
캡스톤디자인2(글로벌철도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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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재료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21세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환경을 개발·보존·
디자인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철
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효율적인 설
계,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21세기 친환경 고도산업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건설재료 분야는 지반 및 도로 등 토목재료시험 관련 연구소, 시험소, 감리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분야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설 및 플랜트분야 설계 및 시공, 감리 능력

졸업 후 진로
건설시공회사 및 엔지니어링 회사 등 - 토목설계, 토목감리, 토목시공, 측량, 지
리정보개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물리학, 전공과진로1, 철도건설CAD및실습,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철도공학입문

1-2 일반수학, 기초건설전산학및실습, 기초역학

2-1 건설구조물센서측정기초, 건설재료학및실습

2-2 토질역학

3-1 지반공학및실험

3-2 기초공학

4-1 진로지도, GIS및원격탐사, PS콘크리트공학, 건설동역학, 토목시공학

4-2
졸업논문및졸업시험, 도로포장설계공학,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5, 
캡스톤디자인2(글로벌철도설계2), 건설로봇및계측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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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토목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설환경·철도공학과는 21세기 인간이 필요로 하는 공간 환경을 개발·보존·
디자인할 수 있는 건설 환경 및 철도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철
도,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효율적인 설
계,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21세기 친환경 고도산업사회에
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철도토목 분야는 철도청 및 철도시설공단과 관련한 철도분야 시공시업, 공사 등 
국영기업, 연수고 등의 업무에 필요한 철도토목 분야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철도분야 설계 및 시공 감리 능력

졸업 후 진로
철도청 및 철도시설공단과 관련한 철도분야 시공시업, 공사 등 국영기업, 연구소 
등 – 철도설계, 철도시공, 철도시공관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물리학, 전공과진로1, 철도건설CAD및실습,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철도공학입문

1-2 일반수학, 기초건설전산학및실습, 기초역학

2-1 철도공학입문, 재료역학, 건설재료학및실습, 건설구조물센서측정기초

2-2 측량학및실습, 응용역학, 토목지질

3-1 구조역학, 철도궤도공학, 철도시스템공학및법규, 철도시스템및철도역운영

3-2
글로벌철도건설시공학, 구조해석및실습, 토목시공학, 
창의적건설종합설계1(캡스톤디자인1)

4-1 진로지도, GIS및원격탐사, PS콘크리트공학, 건설동역학, 토목시공학

4-2
졸업논문및졸업시험, 도로포장설계공학, 현장실습1, 현장실습2, 현장실습5, 
캡스톤디자인2(글로벌철도설계2), 건설로봇및계측공학, 철도교통경영학, 
강구조및철도설계공학, 철도안전공학,  터널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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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아-14

1. 교육목표

  신소재공학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경으로 다양한 실험실습과 견학 및 현장실습을 통하

여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적 전문지식을 지닌 산업 인력을 배양한다. 

  기술 집약시대에 국가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소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

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본 학과의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전공지식을 

교육하는 정규교육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의 심화를 위한 실험실습과정으

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인류의 문화와 산업의 발달은 소재의 발달로부터 기인한다. 모든 제품은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소재들의 집합체이다. 신소재공학은 기본적으로 소재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해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소재의 특성을 극대화한 IT분야 및 전자산업부품 분야에 이르기까

지 그 효과가 확대된 분야로서 기초과학과 응용공학이 어우러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반성이나 핵심성이 매우 높은 학문분야로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학문의 범위가 광범위한 동시에 기술집약적이다. 새로운 기능의 소재는 새로운 기

기, 산업,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우

리나라의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품목 중 디스플레이 산업, 디지털 TV, 차세대 연료전지, 

지능형 로봇, 우주산업, 차세대 이동통신, 에너지·환경, 바이오 소재 등 대부분의 분야

가 본 학과와 관련된 산업품목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

심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소재공학과는 새로운 소재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

여 반도체,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 및 하이브리드 소재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교

과과정과 연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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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신소재공학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에너지환경, 정밀화학, 생체 및 의약

분야 등 거의 모든 공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면 다

른 여러 공학 분야 및 기초과학 기술을 두루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 분석틀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로 진

출이 가능하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51개 신소재공학 관련 대학의 학부 및 대

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이중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디스플

레이 등의 전기전자 관련 소재 분야로의 진출이 가장 많았고, 나노소재, 에너지환경 및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와 그 외의 산업기계, 정밀화학 관련 소재분야 등의 중소기업, 벤

처기업 등에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기술고시나 행정고시를 통해 정부 부처의 

관료로 진출하거나,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어 소재에 관련한 특허소송을 다루

는 길들이 열려 있기도 하다.

  또한 본 학과에서는 외국 유학을 통해 석·박사로 진학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 관련 

수요가 많은 국공립 및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의 교육 및 연구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자  격  증 

1 2 3

세라믹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세라믹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전기기사,
반도체 장비유지보수기능사

품질관리기사, 비파괴검사기사,
위험물관리기사, 화학분석기사,
환경영향평가사,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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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MS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필 MSE18102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3 3 0

1 1 전선 MSE18103 일반수학1 General Mathematics 1 3 3 0

1 1 전선 MSE18104 재료물리학 Physics of Materials 3 3 0

1 2 전필 MSE18105 신소재입문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3 3 0

1 2 전필 M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 3 0

1 2 전선 MSE18107 일반수학2 General Mathematics 2 3 3 0

1 2 전선 MSE18108 창의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 3 0

2 1 전필 MSE18201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 1 3 3 0

2 1 전필 MSE18202 재료과학1 Materials Science 1 3 3 0

2 1 전선 MSE18203 기초소재물성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3 3 0

2 1 전선 MSE18204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 3 0

2 1 전선 MSE18205 신소재원료 Advanced Raw Materials 3 3 0

2 1 전선 MSE18206 회로이론1 Circuit Theory 1 3 3 0

2 2 전선 MSE18207 결정학및실습 Crystallography & Practice 3 2 2

2 2 전선 MSE18208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 2 3 3 0

2 2 전선 MSE18209 반도체소재공학
Semiconductor Materials 
Engineering

3 3 0

2 2 전선 MSE18210 신소재계측이론
Instrumentation Theory of 
Advanced Materials 

3 3 0

2 2 전선 MSE18211 신소재실험1 Advanced Materials Lab 1 3 1 4

2 2 전선 MSE18212 재료과학2 Materials Science 2 3 3 0

2 2 전선 MSE18213 회로이론2 Circuit Theory 2 3 3 0

3 1 전필 MSE18301 신소재공정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3 3 0

3 1 전필 MSE18302 재료열역학 Thermodynamics of Materials 3 3 0

3 1 전선 MSE18303 바이오소재공학 Biomaterials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MSE18304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 3 0

3 1 전선 MSE18305 신소재실험2 Advanced Materials Lab 2 3 1 4

3 1 전선 MSE18306 유기재료공학 Organic Materials Engineering 3 3 0

3 1 전선 MSE18307 정보전자소재공학
Information &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3 3 0

3 2 전필 MSE18308 상평형론 Theory of Phase Equilibria 3 3 0

3 2 전필 MSE18309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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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MSE18310 비정질재료 Amorphous Materials 3 3 0

3 2 전선 MSE18311 소결재료 Sintered Materials 3 3 0

3 2 전선 MSE18312 신소재물성공학
Advanced Materials Properties 
Engineering

3 3 0

3 2 전선 MSE18313 신소재실험3 Advanced Materials Lab 3 3 1 4

3 2 전선 MSE18314 열역학계산 Thermodynamics Calculation 3 3 0

3 2 전선 MSE18315 전자현미경학및실습 Electron Microscopy & Practice 3 2 2

3 2 전선 MSE18316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4 1 전필 MSE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필 MSE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MSE18403 광전자재료 Photo Electronic Materials 3 3 0

4 1 전선 MSE18404 나노소재공학 Nanomaterials Engineering 3 3 0

4 1 전선 MSE18405 디스플레이소재공학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3 3 0

4 1 전선 MSE18406 바이오센서재료 Biosensor Materials 3 3 0

4 1 전선 MSE18407 전공세미나1 Seminar 1 3 3 0

4 2 전필 MSE18408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4 2 전선 MSE18409 고온구조재료
High Temperature Structural 
Materials

3 3 0

4 2 전선 MSE18410 박막소재공학
Thin Film Materials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MSE18411 에너지환경재료
Energy & Environmental 
Materials

3 3 0

4 2 전선 MSE18412 전공세미나2 Seminar 2 3 3 0

4 2 전선 MSE18413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MSE1841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4

6 0 0 P/NP

4 2 전선 MSE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필 MSE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3 전선 MSE18417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MSE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2

3 0 0 P/NP

3 4 전선 MSE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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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S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 0-0-0)

신입생들의 학습역량고취 및 체계적 진로 준비에 대한 지도. 

대학4년 동안 신입생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습 및 대학생활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102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 3-3-0)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전단계인 일반화학의 기초지식 

및 학습방법을 교수하며, 물질의 특성과 주기성, 조성에 대한 화학양론, 용액과 화학반응

을 다루어 재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며 재료의 화학적 현상과 연계성을 제시하여 물질을 

과학적으로 다루고 또 전공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MSE18103 일반수학1 (General Mathematics 1 , 3-3-0)

신소재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과정에서의 

수학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미분적분학을 공부한다.

 MSE18104 재료물리학 (Physics of Materials, 3-3-0)

복잡한 물리이론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확하게 원리와 응용을 소개하고, 공과 학생들의 

창의력인 탐구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고전 역학을 통해 뉴턴 법칙과 에너지 보존법칙

을 공부하고, 공학 분야에 기초가 되는 전자기학에 적용시켜 연구영역의 확대의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MSE18105 신소재입문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3-3-0)

신소재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신소재 전공학생들에게 신소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

여 신소재의 구조에서 설계에까지 신소재의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3-0)

화학은 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모든 물질의 특성, 구조

는 물론 이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학문이다. 따라

서 본 일반화학 강의에서는 화학의 기본이 되는 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주력을 기울이

고자 한다.

 MSE18107 일반수학2 (General Mathematics 2, 3-3-0)

일반수학1에 이어지는 교과목으로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학의 기초를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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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108 창의공학설계입문 (Introduction to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3-0)

창의공학설계는 창의적인 발상, 체계적인 창의공학설계 프로세스, 다양한 프로젝트 관련 

사항들을 포함시키며 공학설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중심의 해설과 다양한 예들을 통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학을 발전시킬 공학도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개념의 

포괄적인 ‘창의공학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공학설계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전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과 핵심 역량을 통합하여 신교육에서 지향하는 조화학습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지식 경영의 학습 조직화를 구체화하는데 있다.

 MSE18201 공업수학1 (Engineering Mathematics 1, 3-3-0)

신소재 전공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수학적 기초지식을 확립하게 한다. 1계 미분방정식, 

2계 및 고계 선형미분 방정식과 미분방정식의 거듭제곱급수해법을 이수하게 한다. 신소

재의 특성을 간결한 수학적 표현으로 가능하게 하여 전공이수에 도움이 되게 한다.

 MSE18202 재료과학1 (Materials Science 1, 3-3-0)

물리, 화학을 기초로 하여 재료과학의 이론을 무기 재료에 응용한다. 재료의 기계적, 화

학적, 전기적 성질을 결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MSE18203 기초소재물성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3-3-0)

재료공학의 입문과목으로서 기초적인 재료 물성에 대하여 그 원리와 재료 구조와의 관계 

및 그 응용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204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

거시적 관점에서의 화학변화에 대한 이해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평형열역학의 기본이론 

및 열화학, 상전이의 열역학 등에 대한 주제를 교수한다. 적절한 응용문제를 통하여 응

용력을 기른다.

 MSE18205 신소재원료 (Advanced Raw Materials, 3-3-0)

천연원료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신소재원료인 합성원료의 특성, 제조과정, 이용방법 등

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206 회로이론1 (Circuit Theory 1, 3-3-0)

산업사회의 눈부신 발전에는 전기, 전자 및 통신 학문의 역할이 크며 그 기초가 회로 이

론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회로이론에 대한 기초로서 전기회로의 기본 원리 및 법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MSE18207 결정학및실습 (Crystallography & Practice, 3-2-2)

대칭요소, 결정의 분류, 격자, 역격자, 결정의 투영 등 결정학, X-선의 발생, 감지, 회절, 

흡수 등의 기본 물리학, 전자, 원자, 작은 결정에 의한 X-선의 산란 등에 대한 이론을 강

의하고 여러 가지 실험법을 실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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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208 공업수학2 (Engineering Mathematics 2, 3-3-0)

신소재 전공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수학적 기초지식을 확립하게 한다. Lapace 변환, 벡터 

미분법의 기울기, 발산, 회전과 벡터 적분법인 선적분, 면적분등의 해법을 이수하게 한다.

 MSE18209 반도체소재공학 (Semiconductor Materials Engineering, 3-3-0)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주로 강의하는 과목이고 반도체 원리를 이용한 여러 응

용분야를 소개한다. 여러 종류의 디지털 회로 및 전자회로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해서 반도

체 재료와 소자에 관한 현상이나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반도체 및 집적회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반도체 제조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공정기술의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MSE18210 신소재계측이론 (Instrumentation Theory of Advanced Materials, 3-3-0)

무기재료의 원료, 제품 등에 대한 물리, 화학, 열, 광학, 전기적 성질 등 제반 물성을 측

정할 수 있는 기기의 원리, 응용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211 신소재실험1 (Advanced Materials Lab 1, 3-1-4)

신소재공학과에서 가르쳐야할 전자 재료의 제품 설계, 분말 합성, 제조 등의 공정을 가

르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MSE18212 재료과학2 (Materials Science 2, 3-3-0)

물리, 화학을 기초로 하여 재료과학의 이론을 무기재료에 응용한다. 재료의 기계적, 화학

적, 전기적 성질을 결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고분자 재료의 생성과 응용, 재료

의 전기, 자기적 성질, 부식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MSE18213 회로이론2 (Circuit Theory 2, 3-3-0)

회로이론1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회로의 기본원리와 이를 응용한 소자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동작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SE18301 신소재공정 (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3-3-0)

신소재공학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신소재의 전반적인 제조공정을 소개하여, 이수 후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MSE18302 재료열역학 (Thermodynamics of Materials, 3-3-0)

열역학의 제법칙의 원리와 재료의 물성과 평형에 대한 응용과 열역학 법칙을 화학반응을 

포함한 재료공학의 일반적인 현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303 바이오소재공학 (Biomaterials Engineering, 3-3-0)

바이오 재료의 개론과 분류, 세라믹스, 금속, 고분자 및 복합 바이오 재료의 구조와 물성 

및 생화학과 생리학, 바이오 재료를 응용하는 의용 시스템, 조직공학과 재생공학, 바이오 

활성 재료의 기구와 응용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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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304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3-0)

재료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성질의 가지는 두 가지 이사의 재료를 첨가하

여 얻은 복합재료에 대하여, 복합화 할 수 있는 재료와 복합화 방법, 복합화 후 물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과 그 응용 분야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SE18305 신소재실험2 (Advanced Materials Lab 2, 3-1-4)

신소재의 제조에 있어서 미구조 형성의 기초 이론과 분말 및 소결체에 대한 다양한 소재

합성에 관련된 제조 방법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306 유기재료공학 (Organic Materials Engineering, 3-3-0)

신소재공학에 응용할 수 있는 유기화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

한 유기 및 고분자 재료의 물성과 응용 분야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307 정보전자소재공학 (Information &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3-3-0)

전자부품에 널리 사용되는 전자재료의 전기 전도성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현상을 이해시키며, 실제로 사용되는 유전체 재료들을 중심으로 특성을 습득케 

한다.

 MSE18308 상평형론 (Theory of Phase Equilibria, 3-3-0)

우수한 물성을 갖는 신소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열적 평형 상태의 상의 관계를 이해하

고 제어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의 평형, 생성,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의 변화들을 습득하

게 하여 전공에 기초가 되게 한다.

 MSE18309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이미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힘으로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여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주제의 선정 및 해결의 중간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

 MSE18310 비정질재료 (Amorphous Materials, 3-3-0)

대표적인 비정질재료인 유리의 역사, 특성, 제조방법 등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비정질재

료의 개발과 적용동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311 소결재료 (Sintered Materials, 3-3-0)

다공질 성형체에 열을 가하여 치밀하게 하고 강도를 갖게 하는 소결과정을 통해 제조되

는 신소재 제조 공정과 그 물성 및 응용분야, 그리고 소결재료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배운다.

 MSE18312 신소재물성공학 (Advanced Materials Properties Engineering, 3-3-0)

신소재의 기계적, 화학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 등 제반 특성을 이해하고 핵심이 되는 소

재와 그 응용 원리 및 분야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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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313 신소재실험3 (Advanced Materials Lab 3, 3-1-4)

신소재 및 정보전자소재를 설계, 제조하여 각각의 물리, 화학, 열, 광학, 전기적 성질 등 

제반 물성을 측정하고 사용 기기의 원리, 응용방법 등을 강의하고 기기의 사용법, 관찰 

평가법 등에 대해 실습한다.

 MSE18314 열역학계산 (Thermodynamics Calculation, 3-3-0)

재료열역학에서 배운 열역학의 기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 응용 분야

에 바탕을 둔 다양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MSE18315 전자현미경학및실습 (Electron Microscopy and Practice, 3-2-2)

재료를 구성하는 결정립 및 입계, 입계상들의 개념과 이들의 거동 및 상호 작용 등에 관

한 이론과 이들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해석 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MSE18316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3, 12-0-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 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이다.

 MSE18401  진로지도 (Career Design, 0-0-0)

취업계획에 따라 자신의 진로탐색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과목으로 전공과목에 따른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

로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준비사항 토의 및 관련 기업체 및 연

구소등에 대한 취업 전략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MSE18402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이미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익힘으로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여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캡스톤디자인 1의 후속과정으로 중간단계이후 과제의 최종 마무리 단

계까지 이르게 한다.

 MSE18403 광전자재료 (Photo electronic Materials, 3-3-0)

본 과목은 여러 가지 광전자소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광전자재료를 다룬다. 또한 그 제

반 성질을 고찰한다. 즉, 광전자소자의 적용분야인 LED, OLED, 반도체, 평면표시소자, 

광전변환소자 그리고 광가변소자의 전기,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

 MSE18404 나노소재공학 (Nanomaterials Engineering, 3-3-0)

신소재의 최종물성에 영향을 주는 출발원료인 분말의 특성을 습득하게 한다. 출발원료인 

분말 특히 나노 분말의 다양한 합성법과 나노 분말의 물성 평가 방법 및 이론을 다룬다. 

나노소재의 성형, 소성과 물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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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405 디스플레이소재공학 (Display Materials Engineering, 3-3-0)

각종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인 LCD, PDP, OLED, FED, LED 등의 구성 재료와 작동원리, 제

조공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들 구성 재료의 기능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MSE18406 바이오센서재료 (Biosensor Materials, 3-3-0)

바이오센서 재료의 개론과 분류, 세라믹스, 금속, 고분자 및 복합 바이오 재료의 구조와 

물성 및 생화학과 생리학, 바이오 재료를 응용하는 의용 시스템, 조직공학과 재생공학, 

바이오 활성 재료의 기구와 응용을 강의 한다.

 MSE18407 전공세미나1 (Seminar 1, 3-3-0)

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전공 topics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사하여 

주제 발표토록 하는 수업이다. 졸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한다.

 MSE18408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이것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학부에서 배운 모든 이론과 경험을 바탕

으로 특별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문을 만들어 보고한다.

 MSE18409 고온구조재료 (High Temperature Structural Materials, 3-3-0)

세라믹스가 가지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고온 물성을 이용하는 고온 및 구조재료로서의 

응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학, 재료물성, 파괴 거동 및 측정법등에 대해 강

의한다.

 MSE18410 박막소재공학 (Thin Film Materials Engineering, 3-3-0)

박막 제조 기술은 정보, 통신, 에너지, 환경 등 현대의 중심적인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최근 눈부신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불가결한 기술로, 특히 새롭게 발전하는 영

상기기 및 전자부품과 같이 우리생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박막재료 제작 기술의 기초, 박막재료 특성분석법 및 관련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많은 

응용분야 중 최근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MSE18411 에너지환경재료 (Energy and Environmental Materials, 3-3-0)

에너지 환경 재료는 주로 현재 각광받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체 재료로 가능한 재료를 

가르치는 과목으로 주로 신소재 응용을 가르친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의 재료 

공정과 합성,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얻는 과정을 가르친다.

 MSE18412 전공세미나2 (Seminar 2, 3-3-0)

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전공 topics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사하여 

주제 발표토록 하는 수업이다. 졸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세미나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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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18413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3-0-0)

전기 화학은 interdisciplinary 학문이라고 할 만큼 재료공학, 전자공학, 생명공학 등 매우 

광범위한 전공 및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기화학에 대한 기초적인 재료공

학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전기화학 실험방법과 활용방법을 다루며 전기화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MSE1841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4, 12-0-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이다.

 MSE18416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본 과목은 학생들의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 주기위한 과목으로, 

방학중 4주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MSE18417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1, 6-0-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이다. 장기현장실습(IPP)1

은 장기현장실습(IPP)4와 연계하여야만 이수가 가능하다.

 MSE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IPP) 2, 3-0-0)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교과목이다. 장기현장실습(IPP)2

는 장기현장실습(IPP)4와 연계하여야만 이수가 가능하다.

 MSE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본 과목은 학생들의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과의 괴리를 없애 주기위한 과목으로, 

방학 중 4주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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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학문지향형을 위한 로드맵

2. 전문직업인을 위한 로드맵

1. 학문지향형을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공학자가 
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학기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신소재분야의 
전문공학자가 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고도의 전문지식 확보

졸업 후 진로 국·공립 연구소, 학계, 각종 기업체 연구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기  초 전  공

1-1 일반화학1 재료물리학, 일반수학1

1-2 일반화학2 신소재입문, 일반수학2, 창의공학설계입문

2-1
재료과학1, 공업수학1, 신소재원료,
물리화학, 회로이론1

2-2
결정학 및 실습, 신소재실험1, 반도체소재공학,
회로이론2, 신소재계측이론

3-1
재료열역학, 신소재공정, 신소재실험2,
정보전자소재공학, 바이오소재공학

3-2
상평형론, 소결재료, 전자현미경 및 실습,
신소재실험3, 열역학계산,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현장실습(3-4)

4-1

광전자재료, 나노소재공학, 디스플레이소재공학,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4-여름), 
장기현장실습(IPP)1(4-여름),
장기현장실습(IPP)2(4-여름)

4-2
에너지환경재료, 박막소재공학, 전기화학공학,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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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업인을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졸업 후 관련 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기술된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신소재 및 관련 정보전자부품소재 분야의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산업체 진출에 요구되는 현장 적응 능력

졸업 후 진로 신소재 및 정보전자부품소재, 정밀 화학 관련 산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기  초 전  공

1-1 일반화학1 재료물리학, 일반수학1

1-2 일반화학2 신소재입문, 일반수학2, 창의공학설계입문

2-1
재료과학1, 공업수학1, 기초소재물성,
신소재원료, 회로이론1

2-2
결정학 및 실습, 신소재실험1, 공업수학2,
반도체소재공학, 재료과학2

3-1
재료열역학, 신소재공정, 복합재료, 정보전자소재공학, 
바이오소재공학, 유기재료공학

3-2
상평형론, 비정질재료, 신소재물성공학, 
전자현미경 및 실습,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현장실습2(3-4)

4-1
광전자재료, 나노소재공학, 바이오센서재료,
전공세미나1, 캡스톤디자인2, 현장실습1(4-여름),
장기현장실습(IPP)1(4-여름), 장기현장실습(IPP)2(4-여름)

4-2
고온구조재료, 에너지환경재료, 전공세미나2,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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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응용과학부 (나노고분자재료공학)

(Division of Fine Science and Engineering)

아-15
-1

1. 교육목표

  새로운 소재개발을 위한 전공과목의 기초원리와 이론을 통하여 실용적인 응용과 전문

적․창조적 탐구정신을 고취시키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

로 건전한 공학인을 배양한다.

m 전문적 교육 - 신소재 개발의 기본원리와 이론을 통한 전문 기술인 양성

m 창의적 교육 - 실용적 산학협력을 통한 탐구적, 창조적 기술지식인 배양

m 다목적 교육 - 다양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공학인 육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는 인류 5대 발명 중 하나인 고분자와 고분자 및 관련 소재를 사용

한 각종 나노 물질에 대한 기초과학적 지식 및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학과이다.

나노고분자재료공학을 전공하면 졸업 후 자동차, 의료, 제약, 페인트, 코팅, 섬유, 석유화

학, 세제, 항공산업, 화장품 산업, 포장, 전자 산업, 인쇄, 제지, 우주산업, 위생 용품, 생

활 용품 등 인간이 누리거나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제품/기술 생산, 제품/기술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에서 교육하는 과목

은 기초 화학, 화공, 유기/무기 폴리머, 유기/무기 복합재료, 의료/생물 재료 등  매우 광

범위하여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고분자 및 나노 소재는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 중 하나로 매년 매우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소재는 인류의 역사를 소재에 따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등등으로 구분할 정도로 

중요하며, 현대는 고분자의 사용량과 용도를 고려할 때 고분자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역사가 길지 않은 나노 기술은 고분자를 비롯한 소재의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대 과학 문명을 현실화 하는데 고분자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도 고분자를 공부한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넓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졸업 후 자신이 전공과 매우 일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면 대학원 진학은 거

의 필수적이 되었으므로 대학원 진학을 권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전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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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살린다면 각종 고분자 및 나노 기술이 관련된 수많은 기업이 성실한 고분자 학과 

졸업생을 받아 들여 준다. 고분자와 나노 기술은 제조업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필요하

므로 수많은 기업에서 매년 많은 졸업생들을 고용하고 있어, 우리 학과는 매년 평균치를 

크게 넘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나노 고분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제약회

사, 자동차 부품 회사, 타이어 생산 회사, 화장품 제조회사, 페인트 및 코팅 제제 생산회

사, 전자 부품 회사, 의료용품 제조회사 등 취업이 가능한 회사는 무궁무진하다. 단 성공

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성실성, 꾸준한 학부 성적, 수준에 맞는 영어 실력이 먼

저 준비되어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과의 교수진은 학생들을 항상 격려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도록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하고 있다. 또한 당 학

과의 교수 과목은 치의대, 의대 등으로의 진학에 요구되는 과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

므로 치의대, 의대, 약대 등으로의 진학도 고려해 볼만하며,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므로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무원에 관심이 있을 경우, 화

학/화공 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

m 취득 할 수 있는 자격증: 품질관리 기사, 화공기사, 위험물 관리기사, 치기공 기사, 화

약류 제조 기사, 환경기사, 산업위생관리, 열관리산업안전, 폐기물 처리, 고분자 제품

제조, 플라스틱 성형가공, 화학분석, 환경영향평가기사

4. 전공교육과정

m 정밀응용과학부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FS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FSE18102 일반물리학 Introduction to Physics 3 3 0 　

1 1 전선 FSE18103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3 3 0 　

1 1 전선 FSE18104 일반화학실험1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1 3 1 4 　

1 2 전선 FSE18105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0 　

1 2 전선 F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 3 0 　

1 2 전선 FSE18107 일반화학실험2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2 3 1 4 　

   m 학부공통(나노고분자재료공학)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필 FSE18201 고분자화학 Nano-Physical Chemistry 3 3 0 　

2 1 전선 FSE18202 나노열역학 Polymer Engineering 1 3 3 0 　

2 1 전선 FSE18204 나노공학1 Nanotechnology 1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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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선 FSE18205 유기화학개론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3 3 0 　

2 2 전필 FSE18207 유기화학및실험 Organic Chemistry & Lab 3 1 4 　

2 2 전선 FSE18208 고급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3 3 0 　

2 2 전필 FSE18206 소재개론 Material Overview 3 3 0 　

2 2 전선 FSE18209 나노공학2 Nanotechnology 2 3 3 0 　

3 1 전필 FSE18302 소재합성및분석실험1
Prepariation and Charterization 
of Polymeric Materials 1(Lab.)

3 1 4 　

3 1 전필 FSE18301 나노고분자실험1 Organic Chemistry Lab. 1 3 1 4

3 1 전선 FSE18305 실리콘과무기고분자 Inorganic Polymer 3 3 0 　

3 1 전선 FSE18303 고분자복합재료 Polymer Composite 3 3 0 　

3 1 전선 FSE18306 캡스톤디자인3 capstone design 3 3 2 2 　

3 1 전선 FSE18304 나노소재과학 Nano-Materials Science 1 3 3 0 　

3 1 전선 FSE18307 콜로이드계면화학 Colloid & Surface Chemistry 3 3 0 　

3 2 전필 FSE18308 품질관리및분석1 Quality Control and Analysis 1 3 1 4 　

3 2 전필 FSE18310 소재합성및분석실험2
Prepariation and Charterization 
of Polymeric Materials 2(Lab.)

3 1 4 　

3 2 전선 FSE18309 나노분광학개론
Nanopolarization theory of 
spectroscopy

3 3 0

3 2 전선 FSE18313 유기금속고분자 Organometallic Polymer 3 3 0 　

3 2 전선 FSE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FSE18314 유연전자소재공학 Introduction to Nano Sensors 3 3 0 　

3 2 전선 FSE18316 품질관리및분석2 Quality Control and Analysis 2 3 1 4 　

3 2 전선 FSE18312 세미나 Seminar 3 3 0 　

3 2 전선 FSE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ternship 3 12 0 0

3 4 전선 FSE1842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FSE18408 캡스톤디자인4 Capstone Design 4 3 2 2

4 1 전선 FSE18406 천연소재공학 Natural Materials 3 3 0 　

4 1 전선 FSE18405 산업과유기화학 Industrial and organic chemistry 3 3 0 　

4 1 전필 FSE18410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4 1 전선 FSE18401 진로지도 career map 0 0 0 　

4 2 전선 FSE18412 나노복합재료 Nano-Composites 3 3 0

4 1 전선 FSE18417 장기현장실습(IPP)4 Internship 4 12 0 0 　

4 1 전선 FSE18418 장기현장실습(LINC+) Internship 15 0 0 　

4 2 전선 FSE18416 특강2 Special Lectures 2 3 3 0 　

4 2 전선 FSE18415 촉매와고분자 Polymer Catalyst Engineering 3 3 0 　

4 2 전선 FSE18419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FSE18423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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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FSE18101 전공과진로 (Major and Career , 0-0-0)

신입생들의 학습역량고취 및 체계적 진로 준비에 대한 지도. 대학 4년 동안 신입생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습 및 대학생활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FSE18103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3-3-0)

화학의 기본 원리와 탐구방법을 소개하며, 화합물의 구조와 화학변화의 특성 화학결합 

화학의 열역학적 이해 등을 이해함으로써, 이공학계 학문분야의 기본을 익힌다.

 F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3-0)

일반화학의 심화 과정으로 화합물의 구조와 화학변화의 특성 화학결합 화학의 열역학적 

이해 등의 화학 심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FSE18104 일반화학실험1 (General Chemistry 1 and Experiment, 3-2-2)

화학의 기본 원리와 탐구방법을 소개하며, 화합물의 구조와 화학변화의 특성 화학결합 

화학의 열역학적이해 등의 화학의 입문과정과 이들이론의 검증을 위한 실험 실습.

 FSE18102 일반물리학 (Introduction to Physics, 3-3-0)

물리화학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다루는 분야로서 자연현상에 관한 평

형, 구조, 물질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응용과학 분야에 활용

하여 창조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공학계 학문분야의 기본 교과목이다.

 FSE18105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3-0)

생명체의 생리, 발생, 유전 및 생태학적 생명현상을 논의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기본개념

과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세포수준에서 개체수준까지 이해시키고 최근의 생명현상 및 

질병의 학문적 유행을 소개한다.

 FSE18206 소재개론 (Material Overview, 3-3-0)

고분자와 나노물질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소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FSE18202 나노열역학 (Chemistry of Materials, 3-3-0)

열역학은 물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다루는 분야로서 자연현상에 관한 평형, 

구조, 물질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응용과학 분야에 활용하여 

창조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공학계 학문분야의 기본 교과목이다.

 FSE18208 고급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 3-3-0)

고분자 점탄성, 레올로지, 고분자 가공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강의하여 학생들의 고분자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분자의 합성, 물리적 특성, 물성이 상호 연계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목은 화학의 기본원리와 사실을 소개하는 것이다. 반도체, 고분자 물

질, 세라믹 신소재, 새로운 약품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지

식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화학은 물질의 구조, 성질 및 물질의 변화현상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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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201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 3-3-0)

고분자 합성을 다루는 고분자 유기화학을 중심으로, 약간의 고분자의 특성을 다루는 고

분자 물리화학이 더해진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고분자를 합성하는 원리, 고분자의 특이

한 성질의 근원 등을 다룸으로써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관련 업계에 진출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도록 한다.

 FSE18204 나노공학1 (Nano technology 1, 3-3-0)

나노 과학, 나노 기술의 개념, 나노 물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나노 물질의 분석 방법 

등을 기초적인 입문의 수준에서 다루어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진보된 교과과

정을 이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SE18205 유기화학개론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 3-3-0)

유기고분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이 재료들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과 응용

면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유기고분자의 종류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FSE18207 유기화학및실험 (Organic Chemistry & Lab, 3-1-4)

유기고분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이 재료들의 구조 및 화학적 특성과 응용

면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유기고분자의 종류에 관해서도 알아본다.

 FSE18209 나노공학2 (Nano technology 2, 3-3-0)

나노공학 1에 이어 나노 과학, 나노 기술의 개념, 나노 물질의 종류 및 제조 방법, 나노 

물질의 분석 방법 등을 더 나아가 심화 수준에서 다루어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

무적인 영역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FSE18302 소재합성및분석실험1 (Prepariation and Charterization of Polymeric Materials 

1(Lab.), 3-1-4)

여러 가지 유기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소재개론에서 배운 소재 합성에 관한 유기화학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소재를 합성해 보면서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된다.

 FSE18301 나노 고분자실험1 (Organic Chemistry Lab. I, 3-1-4)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 한다. 이미 알려진 유기화합물만 

해도 수백만 개에 이르며, 매년 수천 개의 화합물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유기화합물들이 지니는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험을 통해 그 기반을 닦아 주는 데 주력을 기울이고자 함.

 FSE18305 실리콘과 무기 고분자 (Inorganic Polymer, 3-3-0)

분자결합의 이해를 바탕으로 Polyphosphazene과 Silicone polymer의 합성원리와 물리 화학

적 물성을 학습하고, 무기소재 전구체로서 B/C/N/Al/Si/P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무기폴리머와 

세라믹소재의 제조공정, 화학적 물리적 성질과 특징, 그리고 그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FSE18303 고분자복합재료 (Polymer Composite, 3-3-0)

고분자의 응용분야로서 유기/무기 고분자의 물성 개선을 위한 고분자복합재료의 원리, 

제조공정,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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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308 품질관리및분석1 (Quality Control and Analysis 1, 3-1-4)

품질관리 및 분석은 사회 맞춤형 Linc+사업에 맞추어 개설된 과목이므로, Linc+사업에 참

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다. 품질관리 및 분석은 Linc+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된 Mirror형 실습실의 장비를 수강 학생들이 최대한 직접 사용하도록 하여 고분자 소재

와 화장품에 관련된 물질들의 화학적, 물리적, 기계적 특성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품질관리 업무에 최소한의 추가 교육 후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각종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소재의 열특성, 

소재의 강도 측정, 각종 화장품의 점도 측정,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 등이 있다.

 FSE18309 나노분광학개론 (Nanopolarization theory of spectroscopy, 3-3-0)

나노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양자역학에 대해 배우고 왜 미시적인 세계의 운동법칙은 뉴턴

의 역학을 따르지 않는지를 배우며 이를 통해 나노과학이 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자 기술인지를 배운다. 또한 더 나아가 나노스케일의 물질을 측정하는 다양

한 분광학적 방법들과 역학적인 방법들, 즉, 회전, 진동, 전자 분광법, Scanning Probe 

Mic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Electron Microscopy, Surface Force Apparatus 등

의 측정 기본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한다.

 FSE18313 유기금속고분자 (Organometallic Polymer, 3-3-0)

본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거

나, 최근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강의한다.

 FSE18307 콜로이드계면화학 (Colloid & Surface Chemistry, 3-3-0)

미크론 이하의 미립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입자를 포함한 계의 계면 또는 표면에 관한 

원리 및 그 구조적 특징을 학습하여, 미립자 상태의 물성을 이해하고 계면활성제의 산업

과 그 응용을 학습한다.

 FSE18306 캡스톤디자인3 (Capstone design3, 3-2-2)

캡스톤디자인은 2명이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비의존적인 과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학생들은 스스로 또는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자신들

이 새롭게 경험해 보고 싶은 분야의 제품 개발, 물질 개발을 주제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

립한 후, 필요한 자료 및 재료를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 후, 보고서

를 작성한다. 주제의 분야는 자유로우나 학과의 교육 내용에 일치되도록 고분자 소재 또

는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한다.

 FSE18310 소재합성및분석실험2 (Prepariation and Charterization of Polymeric Materials 

2(Lab.), 3-1-4)

소재를 실제 합성하여 매우 작은 물질을 다루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얻어지는 소재

의 특성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산업체에서 고분자를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고분

자의 대량 생산에 있어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는지 등을 습득한다. 이 강의에서는 금 나

노 입자, 은 나노 입자, 반도체 나노 입자, 반자성 나노 입자, 고분자 나노 입자, 형광 나

노 입자 등 나노 입자의 제조와 단분자막, 감광태양전지 등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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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314 유연전자소재공학 (Introduction to Nano Sensors, 3-3-0)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대주제를 축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즉, 고분자 소재, 전자공학 

기초, 유연전자소자 응용예를 큰 축으로 해서 각 대주제 당 4 주씩 할애하여 세부주제를 

강의할 예정이다. 고분자 소재는 유기화학 및 고분자 기초부터 각종 전자 관련 고분자소

재에 대해 다룰 계획이며 전자공학 기초 부분은 소재의 전기적 성질에 근간을 둔 모든 

전자공학 기초를 학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전자소자의 응용 예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유연전자소자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자소자에 유연소재들이 적용되었으

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수하고 토의함으로써 강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FSE18316 품질관리및분석2 (Quality Control and Analysis 2, 3-1-4)

유기금속화합물의 화학결합, 합성원리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 그리고 그 유기금속화합물

을 포함하는 폴리머의 합성, 물리적 화학적 특징과 그 응용성에 대해 학습한다.

 FSE18315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문제 제시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스스로 소재와 관련된 해결하여야할 문제

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FSE18412 나노복합재료 (Nano-Composites, 3-3-0)

나노 소자와 고분자 소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전기, 화합물, 생체 물질 센서의 작동 

원리와 제작 원리를 강의한다.

 FSE18304 나노소재과학 (Nano-Materials Science , 3-3-0)

다양한 나노스케일의 소재들의 특성과 제법, 그리고 응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통한 

나노과학의 원리와 응용, 그리고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나노소재의 특성과 응용 등을 설명하고 나노구조박막, quantum dots, 나노튜브, 나노선, 

나노 분말, 등 다양한 나노소재 관련 내용을 학습한다.

 FSE18312 세미나 (Seminar, 3-3-0)

최근의 나노구조 화합물과 고분자 분야의 산업적 학문적 발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관심이 있는 소재에 대하여 관련된 제반 제조공정, 응용성, 시장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요약 자료를 작성 발표하고 토론하며 학습한다.

 FSE18406 천연소재공학 (Natural Materials, 3-3-0)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나노 물질, 고분자 물질에 대하여 공부한다. 이 과목에서

는 광합성, DNA, 단백질 등 실제 소재로서 사용할 수 있거나, 인공적인 소재를 만들어 

내는데 기폭제가 된 물질들에 대하여 소재의 관점에서 공부한다. 미생물 고분자, 미생물 

자성체, DNA나노 구조물 등이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FSE18405 산업과유기화학 (Industrial and organic chemistry, 3-3-0)

석유, 천연가스로부터 기본 원료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의 제조공정, 이로부터 공업

제품의 제조공정과 그 공정 들의 변화 과정을 아해한다. 그리고 그 제조공정들의 배경이 

되는 유기화학의 기본원리와 촉매(호모/헤테로)의 원리 및 물성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지

도한다. 또한 생산공정 및 제조활동에 따른 원가, 투자비, 이윤산출 등 기본적인 제조원

가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오늘날 국제 원유가의 동향,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시장

의 석유제품동향을 이해하도록 하고 화석연료로부터 대체에너지개발 및 생활용품의 제조

프로세스를 알도록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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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ternship 3, 12-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FSE18418 장기현장실습(LINC+) (Internship , 15-0-0)

분자구조와 화학결합의 이해를 통해 생체적합성의 필요한 특징을 바탕으로 의용재료의 

예와 그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구조를 이해한다.

 FSE18401 진로지도 (career map, 0-0-0)

졸업을 앞 둔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도.

 FSE18408 캡스톤디자인4 (Capstone Design 4, 3-2-2)

캡스톤디자인은 2명이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고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비의존적인 과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학생들은 스스로 또는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자신들

이 새롭게 경험해 보고 싶은 분야의 제품 개발, 물질 개발을 주제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

립한 후, 필요한 자료 및 재료를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 후, 보고서

를 작성한다. 주제의 분야는 자유로우나 학과의 교육 내용에 일치되도록 고분자 소재 또

는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한다.

 FSE18417 장기현장실습(IPP)4 (Internship 4, 12-0-0)

60시간을 전공 관련 연구소 및 기업에서 해당기관의 지도하에 실무 경험을 쌓는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 기업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약간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FSE18416 특강2 (Special Lectures Ⅱ, 3-3-0)

본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명망이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거

나, 최근 특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강의한다.

 FSE18415 촉매와고분자 (Polymer Catalyst Engineering, 3-3-0)

고분자 합성에 사용되는 전이금속 촉매를 이해하고 새로운 전이금속 촉매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유기금속화합물의 유기금속결합과 그 관련 응용을 학습한다.

 FSE18410 졸업논문 (Graduation Report, P-0-0)

실제로 전공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기술 또는 

경험을 익히고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취업 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키움을 목표로 한다.

 FSE18421 현장실습1 (Internship Training 1, 3-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FSE18423 현장실습2 (Internship Training 2, 3-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FSE18419 현장실습5 (Internship Training 5, 3-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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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학문지향형을 위한 로드맵

2. 전문직업인을 위한 로드맵

1. 학문지향형을 위한 로드맵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나노 및 고분자 재료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기술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나노고분자재료분야의 
전문공학자가 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고도의 전문지식 확보

졸업 후 진로 국·공립 연구소, 학계, 각종 기업체 연구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1-2 일반생물학, 일반화학실험2

2-1 나노열역학, 고분자화학, 유기화학개론, 나노공학1

2-2 유기화학및실험, 소재개론, 고급고분자공학,  나노공학2

3-1
소재합성및분석실험1, 나노고분자실험1, 실리콘과무기고분자 품질관리 및분석1, 
캡스톤디자인3, 나노소재과학, 콜로이드계면화학, 고분자복합재료

3-2 나노분광학개론, 소재합성및분석실험2, , 유기금속고분자, 세미나

4-1 진로지도, 천연소재공학, 산업과유기화학

4-2 졸업논문, 나노복합재료, 촉매와고분자, 특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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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직업인을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나노 및 고분자재료 분야에서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기술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나노고분자재료분야의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재료설계 및 합성능력 확보

졸업 후 진로 최첨단의 재료를 개발 양산하는 각종 기업체들, 관공서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일반물리학,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1-2 일반생물학, 일반화학실험2

2-1 나노열역학, 고분자화학, 유기화학개론, 나노공학1

2-2 유기화학및실험, 소재개론, 고급고분자공학, 나노공학2 

3-1
소재합성및분석실험1, 나노고분자실험1, 실리콘과무기고분자, 고분자복합재료, 
나노소재과학

3-2
나노분광학개론, 소재합성및분석실험2, , 유기금속고분자, 세미나, 캡스톤디자인1, 
품질관리및분석2, 장기현장실습(IPP)3

4-1 진로지도, 천연소재공학, 산업과유기화학, 캡스톤디자인4

4-2
졸업논문, 나노복합재료, 촉매와고분자, 특강2, 장기현장실습(IPP)4, 
장기현장실습(L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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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응용과학부 (제약공학)

((Division of Fine Science and Engineering))
아-15
-2

1. 교육목표

  이학을 기초로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기초 및 전공교육 공학을 기초로 신약, 기능성

화장품의 공정개발 교육, 미래 인력수요가 증가할 신약개발, 제약 마케팅, 공정 품질관리 

전문가,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체와 정부출연연구소와 

산학연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과교수들의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한다.

제약공학과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필

요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화학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과목, 심화

과목, 실험, 그리고 현장실습을 교육하여, 현대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지식정보화사회의 요

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제약공학과는 현대의 고부가가치산업화 지식정보화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화

학전공분야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학부는 화장품학전공 및 응용화학전공의 2

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화학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과목, 심화과목, 실험, 그리고 현장실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약공학과의 

교과과정은 전통적인 화학분야의 교과과정에 추가하여 생물/생명분야의 생화학, 생리학, 

약리학 과목을 개설하여 화학과 생명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21세기의 산업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키우고자 합니다.

3. 향후진로계획

제약공학과의 향후 진로 및 자격증

m 화학전공관련 자격증: 2005년에 화학과 졸업생이 취득하기 유리한 화학분석 기사가 

새롭게 생길 전망이며, 이자격증 소지자의 취업 전망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화약류관리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이 있다.

m 환경기사 자격증

m 기타: 정보 처리 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정보기기 운용기사, 컴퓨

터 그래픽스 운용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분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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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m 정밀응용과학부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FSE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FSE18102 일반물리학 Introduction to Physics 3 3 0 　

1 1 전선 FSE18103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3 3 0 　

1 1 전선 FSE18104 일반화학실험1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1 3 1 4 　

1 2 전선 FSE18105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 3 0 　

1 2 전선 F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 3 0 　

1 2 전선 FSE18107 일반화학실험2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2 3 1 4 　

m 학부공통(제약공학)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1 전필 FSE18251 유기제약실험 Pharmaceutical Laboratory 2 0 4 　

2 1 전선 FSE18252 기초물리화학  Fundamental Physical Chemistry 3 3 0 　

2 1 전선 FSE18253 기초분석화학 Fundamental Analytical Chemistry 3 3 0 　

2 1 전선 FSE18254 기초유기화학  Fundamental Organic Chemistry 3 3 0 　

2 1 전선 FSE18255 약리생화학1 Biochemistry 1 3 3 0 　

2 1 전선 FSE18256 일반화학3 General Chemistry3 3 3 0 　

2 2 전필 FSE18257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 3 0 　

2 2 전선 FSE18258 기초분석화학실험
Fundamental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y

2 0 4 　

2 2 전선 FSE18259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 3 0 　

2 2 전선 FSE18260 약리생화학2 Biochemistry 2 3 3 0 　

2 2 전선 FSE1826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 3 0 　

2 2 전선 FSE18262 화장품학개론
An introduction to cosmetics 
science

3 3 0 　

3 1 전선 FSE18354 기기분석1 instrumental Analysis 1 3 3 0 　

3 1 전선 FSE18351 기기분석실험1
instrumental Analysis Experiment 
1

2 0 4 　

3 1 전선 FSE18355 신약과재료설계1 New Drug Material Design 1 3 3 0 　

3 1 전선 FSE18356 유기합성 Organic Synthesis 3 3 0 　

3 1 전선 FSE18357 제약공학개론
An Introduction of 
Pharmaceutical engineering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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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선 FSE18352 제약공학실험1
Pharmaceutical Formulation 
Engineering Lab1

2 0 4 　

3 1 전선 FSE18358 제제물리화학
Manufacturing Pharmacy Physical 
Chemistry

3 3 0 　

3 1 전선 FSE18359 캡스톤디자인3 Capstone Design 3 3 2 2 　

3 1 전선 FSE18360 품질관리및분석1
Quality Control & instrumental 
Analysis 1

3 1 4 　

3 1 전선 FSE18361 화장품제제학1
cosmeceutical substance 
Manufacturing Pharmacy1

3 3 0 　

3 1 전선 FSE18353 화장품제조실험1
Cosmetology Manufacture 
Experiment 1

2 0 4 　

3 2 전선 FSE18365 기기분석2 instrumental Analysis2 3 3 0 　

3 2 전선 FSE18362 기기분석실험2 instrumental Analysis Experiment 2 2 0 4 　

3 2 전선 FSE18366 기초계면화학 Fundamental Surface Chemistry 3 3 0 　

3 2 전선 FSE18367 신약과재료설계2 New Drug Material Design 2 3 3 0 　

3 2 전선 FSE18368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3 3 0 　

3 2 전선 FSE18369 의약화학 Pharmaceuticals Chemistry 3 3 0 　

3 2 전선 FSE18373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2 전선 FSE18363 제약공학실험2
Pharmaceutical Formulation 
Engineering Lab2

2 0 4 　

3 2 전선 FSE1837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FSE18371 품질관리및분석2
Quality Control & instrumental 
Analysis 2

3 1 4 　

3 2 전선 FSE18372 화장품제제학2
cosmeceutical substance 
Manufacturing Pharmacy2

3 3 0 　

3 2 전선 FSE18364 화장품제조실험2
Cosmetology Manufacture 
Experiment 2

2 0 4 　

4 1 전필 FSE1845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1 전선 FSE18454 GMP1 Gmp1 3 3 0 　

4 1 전선 FSE18455 계면콜로이드화학 Surface Colloid Chemistry 3 3 0 　

4 1 전선 FSE18452 기능성화장품실험
Functional Cosmetology 
Experiment

2 0 4 　

4 1 전선 FSE18456 기능성화장품학 Functional Cosmetology 3 3 0 　

4 1 전선 FSE18457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3 3 0 　

4 1 전선 FSE18458 의약품제제학1
Medical Substance Manufacturing 
Pharmacy 1

3 3 0 　

4 1 전선 FSE18453 의약품품질관리실험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 
Lab

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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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 정밀응용과학부 (학부공통)

 FSE18103 일반화학1 (General Chemistry 1, 3-3-0) 

화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원자, 분자, 이온, 수용액에서의 반응, 열화학, 열역학, 반

응속도론, 화학평형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FSE18106 일반화학2 (General Chemistry 2, 3-3-0)

산 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등의 분야를 이해하도록 배운다.

 FSE18101 전공과진로 (Course and major  1-1-0)

화학분야에서 진로와 취업을 소개하는 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1 전선 FSE1845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FSE18460 캡스톤디자인4 Capstone Design 4 3 2 2 　

4 1 전선 FSE18461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3 3 0 　

4 1 전선 FSE18462 효소단백질공학 Enzyme protein engineering 3 3 0 　

4 2 전필 FSE18463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4 2 전선 FSE18465 GMP2 GMP 2 3 3 0 　

4 2 전선 FSE18466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3 3 0 　

4 2 전선 FSE18467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　 3 3 0 　

4 2 전선 FSE18468 의약품제제학2
Medical Substance Manufacturing 
Pharmacy 2

3 3 0 　

4 2 전선 FSE1847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FSE18472 장기현장실습(LINC+) Field Traing(LINC+) 15 0 0 P/NP

4 2 전선 FSE18469 천연물과한방소재
Natural Products & Oriental 
Medicine

3 3 0 　

4 2 전선 FSE18473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2 전선 FSE18470 화장품기술정보 Cosmetics Technology Information 3 3 0 　

4 2 전선 FSE18464 화장품품질관리실험
Cosmetic Science Quality Control 
Lab

2 0 4 　

4 3 전선 FSE18476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FSE18474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3 3 전선 FSE1847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3 전선 FSE1847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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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104 일반화학실험1 (General Chemistry 1 and Experiment, 3-2-2)

화학의 기본 원리와 탐구방법을 소개하며, 화합물의 구조와 화학변화의 특성 화학결합 

화학의 열역학적이해 등의 화학의 입문과정과 이들이론의 검증을 위한 실험 실습

m 제약공학

 FSE18251 유기제약실험 (Pharmaceutical Laboratory, 2-0-4)

융점 측정, 분별증류, 재결정, 알코올반응, 알데히드와 케톤의 구별, 아민 반응 등 기본조

작 및 실험을 병행해서 유기화학의 기초이론을 검증하는 실험실습이다.

 FSE18258 기초분석화학실험 (Introduction to Analytical Chemistry, 2-0-4)

분석화학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분석에 관한 원리원칙의 이해와 분석실험 과정, 연구

조사의 결과 및 고찰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요령, 기본적인 화학실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FSE18357 제약공학개론 (introduction Pharmaceutical Engineering, 3-3-0)

의약품등의종류, 물리화학적성질, 작용기작,제조원리와 국내기업의 생산현황 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단백질 화학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FSE18356 유기합성 (Organic Synthesis, 3-3-0)

최신의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합성, 화학적 및 분광학적인 방법

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을 다룬다.

 FSE18353 화장품제조실험1 (Practical Preparation of Cosmetics 1, 2-0-4)

화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로션, 크림 등의 다양한 기초화장품에 대한 제

조실험과 함께 물성 및 사용성 평가를 한다.

 FSE18364 화장품제조실험2 (Practical Preparation of Cosmetics 2, 2-0-4)

모발화장품 및 바디화장품류의 제품처방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실험 및 성능분석을 통해 

화장품소재의 성능파악, 처방개발지식을 배운다.

 FSE18255 약리생화학1 (Biochemistry 1, 3-3-0)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이들의 생합성에 관련된 대사와 조절 메카니즘을 이해시킨다. 

약물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수준에서 이해시키고 생체물질의 작용기전 및 독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생체현상, 생화학 전반의 지식을 화

학적·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생화학에서 강의되는 지식들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FSE1826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

최신의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화학반응, 반응의 이론, 화학적 및 

분광학적인 방법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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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256 일반화학3 (General Chemistry3, 3-3-0)

무기물질의 구조, 물성 및 반응을 이해하여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원리와 접근 방법을 다룬다.

 FSE18252 기초물리화학 (Introductory Physical Chemistry, 3-3-0)

화학현상의 물리적 이해와 예측을 위한 과정으로 열역학 기초를 다룸.

 FSE18253 기초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1, 3-3-0)

분석화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화학양론, 산 염기적정, 산화환원적정, 킬레이트적정 등

에서 이용되는 이론을 습득하여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게 한다.

 FSE18260 약리생화학2 (Biochemistry 2, 3-3-0)

생체의 물질과 생체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조절 메카니즘을 이해시킨다. 특히 약물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화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생체물질의 

작용기전 및 독성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규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생체의 현상과 생화학 전반의 지식을 함양시킨다. 또한 생

화학 전반에 연구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고 스스로 생화학에서 강의하는 지식들이 어떻게 

얻어지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FSE18259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

화학현상의 물리적 이해와 예측을 위한 과정으로 화학평형, 화학반응속도 등을 다룸.

 FSE18257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2, 3-3-0)

분석화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화학양론, 산 염기적정, 산화환원적정, 킬레이트적정, 

등에서 이용되는 이론을 습득하여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게 한다.

 FSE18262 화장품학개론 (Functionalitycosmetics introduction, 3-3-0)

화장품의 전반적인 개요로써 화장품 종류, 화장품시장, 화장품관련 법규, 화장품소재 등

에 대해 배운다.

 FSE18356 유기합성 (Organic Synthesis, 3-3-0)

최신의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합성, 화학적 및 분광학적인 방법

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을 다룬다.

 FSE18455 계면콜로이드화학 (Introductory Colloid and Surface Chemistry, 3-3-0)

유체-고체 간의 계면 현상, 계면 활성제, 계면의 동적 현상 등에 대해서 다룬다.

 FSE18368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3-3-0)

분자수준에서 화학을 기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지고, 아울러 화

학에의 응용을 다각적으로 다룬다. 특히 전자 및 핵의 운동에 의한 분자의 에너지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는 분자구조와 화학반응을 기술하는데 있어 기본소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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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354 기기분석1  (Instrumental Analysis1, 3-3-0)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 및 구조를 탐구하는데 과학적인 정보 수집

을 위하여 상당수의 분석기기가 이용되며 최근에는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러므로 기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FSE18361 화장품제제학1 (cosmetics manufacturing pharmacy 1, 3-3-0)

화장품학개론의 연속과목으로써 피부 및 모발 과학, 화장품 제형화 기술, 등에 대해 배운다.

 FSE18369 의약화학 (pharmaceuticals chemistry, 3-3-0)

의약품의 작용기전 신규의약품의 디자인 합성 등을 다룬다.

 FSE18457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3-3-0)

화학반응 및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양자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양자화학의 중요 개

념, 수식, 응용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양자화학을 응용한 수치계산을 실제로 수행해 본다.

 FSE18464 화장품품질관리실험 (Cosmetic Science Quality Control Lab , 2-0-4)

화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의 다양한 색조화장품에 

대한 제조실험과 함께 물성 및 사용성 평가를 한다.

 FSE18475 현장실습1 (Internship Training 1, 3-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FSE18456 기능성화장품학 (Functional Cosmetics, 3-3-0)

피부노화 및 손상의 현상 및 원인, 그리고 이를 예방 및 처치하기 위한 주름방지, 피부

미백, 자외선차단 화장품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배운다.

 FSE18353 화장품 제조실험1 (2-0-4)

모발화장품 및 바디화장품류의 제품처방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실험 및 성능분석을 통해 

화장품소재의 성능파악, 처방개발지식을 배운다.

 FSE18364 화장품제조실험2 (2-0-4)

화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파운데이션, 립스틱 등의 다양한 색조화장품에 

대한 제조실험과 함께 물성 및 사용성 평가를 한다.

 FSE18477 현장실습2 (Internship Training 2, 3-0-0)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기업에 파견하여 실무를 익힌다.

 FSE18255 약리생화학1 (Biochemistry 1, 3-3-0)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이들의 생합성에 관련된 대사와 조절 메카니즘을 이해시킨다. 

약물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자수준에서 이해시키고 생체물질의 작용기전 및 독성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생체현상, 생화학 전반의 지식을 화

학적·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생화학에서 강의되는 지식들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752

 FSE1826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

최신의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화학반응, 반응의 이론, 화학적 및 

분광학적인 방법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을 다룬다.

 FSE18252 기초물리화학 (Introductory Physical Chemistry, 3-3-0)

화학현상의 물리적 이해와 예측을 위한 과정으로 열역학 기초를 다룸.

 FSE18253 기초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1, 3-3-0)

분석화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화학양론, 산 염기적정, 산화환원적정, 킬레이트적정, 

등에서 이용되는 이론을 습득하여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게 한다.

 FSE18260 약리생화학2 (Biochemistry 2, 3-3-0)

생체의 물질과 생체에서 일어나는 대사와 조절 메카니즘을 이해시킨다. 특히 약물들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화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생체물질의 

작용기전 및 독성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규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생체의 현상과 생화학 전반의 지식을 함양시킨다. 또한 생

화학 전반에 연구 방법에 대하여 토의하고 스스로 생화학에서 강의하는 지식들이 어떻게 

얻어지고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FSE18259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

화학현상의 물리적 이해와 예측을 위한 과정으로 화학평형, 화학반응속도 등을 다룸.

 FSE18257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2, 3-3-0)

분석화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화학양론, 산 염기적정, 산화환원적정, 킬레이트적정, 

등에서 이용되는 이론을 습득하여 화학반응을 이해하고 추리할 수 있게 한다.

 FSE18356 유기합성 (Organic Synthesis, 3-3-0)

최신의 유기화학 구조론,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의 합성, 화학적 및 분광학적인 방법

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구조 결정 등을 다룬다. 

 FSE18366 기초계면화학 (Fundamental surface chemistry, 3-3-0)

표면장력, 삼투, 흡착, 계면 전위 등의 기초적인 문제를 다룬다.

 FSE18368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3-3-0)

분자수준에서 화학을 기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지고, 아울러 화

학에의 응용을 다각적으로 다룬다. 특히 전자 및 핵의 운동에 의한 분자의 에너지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는 분자구조와 화학반응을 기술하는데 있어 기본소양이 될 것이다.

 FSE18354 기기분석1 (Instrumental Analysis1, 3-3-0)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 및 구조를 탐구하는데 과학적인 정보 수집

을 위하여 상당수의 분석기기가 이용되며 최근에는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

므로 기기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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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E18369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3-3-0)

의약품의 작용기전 신규의약품의 디자인 합성 등을 다룬다.

 FSE18457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3-3-0)

화학반응 및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양자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양자화학의 중요 개

념, 수식, 응용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양자화학을 응용한 수치계산을 실제로 수행해 본다.

 FSE18352 제약공학실험1 (Medicinal Chemistry Experiment 1, 3-0-6)

의약화학은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이론이다. 의약품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생체에 특별한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을 설계 합성하고 생리 활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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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물리화학 연구 계열 양성과정

2. 분석화학 연구 계열 양성과정

3. 의약화학 연구 계열 양성과정

4. 화장품학 연구 계열 양성과정

5. 화장품 분석 연구 계열 양성과정

1. 물리화학 연구 계열 양성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화학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적 원리와 방법을 이용하여 탐
구하는 화학의 한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열화학과 평형, 통계 열
역학, 원자론과 분자론, 다양한 분광법, 반응 속도론과 반응 동역학 등으로 
나눠진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화학공업의 이해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화학 관련 산업체
화장품, 미용관련 업체취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화학1 및 실험

1-2 일반화학2 및 실험

2-1 유기화학, 기초물리화학

2-2 물리화학, 기초분석화학실험

3-1 양자화학

3-2 계면콜로이드화학

4-1 분자분광학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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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화학 연구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중량분석과 부피분석의 원리 및 응용방법을 생각해 보고, 액-액체 및 액-고
체 분리방법을 이용한 유기 및 무기화합물의 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화합물의 분석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기기분석 자격증 취득 기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화학1 및 실험

1-2 일반화학2 및 실험

2-1 유기화학, 일반화학3, 기초물리화학, 기초분석화학

2-2 기초분석화학실험, 분석화학

3-1 기기분석1, 기기분석실험1

3-2 기기분석2, 기기분석실험2

4-1 통계적품질관리, 품질관리실험1, GMP1

4-2 실험계획법, 품질관리실험2, GMP2

3. 의약화학 연구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바이오 의약,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 육성을 하고자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의약계발의 이해

졸업 후 진로
의약전문대학원 진학
제약 회사 및 제약 및 식품관련 업체 취업, 화학 관련 산업체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화학1 및 실험

1-2 일반화학2 및 실험

2-1 유기제약실험, 약리생화학1, 유기화학

2-2 기초분석화학실험, 약리생화학2, 유기합성

3-1 제약공학계론, 신약과 재료설계1, 제약공학실험1 

3-2 의약화학, 신약과 재료설계2, 제약공학실험2

4-1 효소단백질공학, 의약품제제학1, 의약품품질관리실험

4-2 천연물과 한방소재, 의약품제제학2, 무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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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품학 연구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화장품학은 일반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약학, 생
물학, 피부의학 등의 여러 학문을 기초로 한 복합 학문분야임.
본 로드맵에서는 화학의 기본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기초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화장품제제, 화장품 소재, 생화학, 약리학, 피부생리학 등의 세
부 전공과정과 다양한 화장품제조 실습을 통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과 고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전문 인
력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확보되는 실무능력 화장품 제조.

졸업 후 진로
화장품 업체 취업 (생산, 품질관리, 연구개발)
화장품 및 미용관련 업체 취업, 대학원 진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화학1 및 실험

1-2 일반화학2 및 실험

2-1 약리생화학1, 유기화학, 기초물리화학

2-2 약리생화학2, 유기합성, 물리화학, 화장품학개론

3-1 화장품제조실험1, 화장품제제학1, 양자화학

3-2 화장품제조실험2, 화장품제제학2, 의약화학, 계면콜로이드화학

4-1 기능성화장품학, 기능성화장품실험, 분자분광학

4-2 화장품기술정보, 화장품품질관리실험

5. 화장품분석 연구 계열 양성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화장품 품질관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화장품 및 분석화학에 대해 
자세히 공부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화장품 분석

졸업 후 진로 화장품 및 미용관련 품질관리, 화학 관련 산업체, 대학원 진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일반화학1 및 실험

1-2 일반화학2 및 실험

2-1 기초분석화학, 유기화학

2-2 화장품학개론, 분석화학, 기초분석화학실험

3-1 화장품제조실험1, 화장품제제학1, 기기분석1, 기기분석실험1

3-2 화장품제조실험2, 화장품제제학2, 기기분석2, 기기분석실험2

4-1 기능성화장품학, 기능성화장품실험

4-2 화장품기술정보, 화장품품질관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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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아-16

1. 교육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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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소개 및 안내

  간호학과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학당의 기독교 정신 건학이념에 따

라 사랑과 믿음의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나눔과 섬김의 전문 간호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간호

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질병예방, 건강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행위를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보건 의료계의 요구에 

맞춰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진정한 나이팅게일의 후예로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향후 진로계획

m 임상간호사: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건강요구가 있는 가족, 지

역사회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간호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 유지 및 증진하

도록 돕는 전문 의료인이다. 국내 활동 간호사의 80% 이상이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

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검진센터, 장기이식센터, 가정간호사업소등의 의료기관에 근

무하며, 병원 내 활동분야는 일반병동, 중환자실, 외래, 수술실, 특수파트 등이 있으며, 

환자간호, 환자교육 및 상담. 감염관리, 보험심사, 서비스 질 관리 등이 있음

m 간호직 / 보건직 공무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 시·도청,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간호행정 및 간호실무 수행

m 건강보험심사공무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관련 심사 및 평가업무 실시

m 산업간호사: 사회복지기관 및 산업기관에서 활동, 보건의료 정보업체 및 보건회사 취업

m 전문간호사

- 대학원 진학을 통한 전문 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 미국 등 해외 취업

- 해외간호사 면허증(NCLEX-RN 등)을 취득한 후 해외에서 간호사로서 취업

- 경영 및 관리 분야 및 창업

- 간호경영자(노인요양시설기관장, 보육시설기관장, 사회복귀시설기관장, 정신보건센

터장, 호스피스센터장, 조산원장), 장기요양기관 및 산후 조리원 창업

m 기타: 제약회사, 의료기기 관련 회사 등의 홍보 및 교육담당, 보험회사 보험심사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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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NUR18102 간호역사와윤리 Nursing  History & Ethics 3 3 0 　

1 1 전필 NUR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Career 0 0 0

1 1 전선 NUR18103 교육과사회 Education & social 2 2 0

1 2 전선 NUR18108 기초간호과학1 Basic Nursing Science 1 3 3 0 　

1 2 전선 NUR18105 기초간호과학2 Basic Nursing Science 2 2 2 0 　

1 2 전선 NUR18106 인간관계와의사소통론
Theory of Human Relations 
& Communication 

2 2 0 　

1 2 전선 NUR18107 인간심리의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2 2 0

2 1 전필 NUR18201 기본간호학및실습1
Fundamental of Nursing & 
Practice 1

3 2 2 　

2 1 전선 NUR18202 국제간호실무 International Nursing Practice 1 1 0 　

2 1 전선 NUR18204 기초간호과학3 Basic Nursing Science 3 2 2 0 　

2 1 전선 NUR18205 기초간호과학4 Basic Nursing Science 4 2 2 0 　

2 1 전선 NUR18206 기초간호과학5 Basic Nursing Science 5 2 2 0 　

2 1 전선 NUR18207 보건학 Public Health 2 2 0 　

2 1 전선 NUR18203 응급간호학 Emergency Nursing 1 1 0 　

2 1 전선 NUR18208 의학및간호용어
Medical & Nursing 
Terminology

2 2 0 　

2 2 전필 NUR18209 기본간호학및실습2
Fundamental of Nursing & 
Practice 2

3 2 2 　

2 2 전필 NUR18210 성인간호학1 Adult Health Nursing 1 3 3 0 　

2 2 전선 NUR18212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Nursing Process & Critical 
Thinking

2 2 0 　

2 2 전선 NUR18213 건강사정 Health Assessment 2 2 0 　

2 2 전선 NUR18211 건강사정실습 Health Assessment Practice 1 0 2 　

2 2 전선 NUR18214 인간성장발달
Human Growth & 
Development

2 2 0 　

3 1 전필 NUR18303 성인간호학2 Adult Health Nursing 2 3 3 0 　

3 1 전필 NUR18301 성인간호학실습1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1

2 0 6 　

3 1 전필 NUR18302 성인간호학실습2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2

2 0 6 　

3 1 전필 NUR18304 아동간호학1 Child Health Nursing 1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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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필 NUR18305 정신간호학1 Mental Health Nursing  1 3 3 0 　

3 1 전선 NUR18306 기본종합실습
Complex Practice of 
Fundamental Nursing

1 0 2

3 1 전선 NUR18307 시뮬레이션기초 Simulation Basis 1 0 2 　

3 1 전선 NUR18308 연구조사방법론및통계
Nursing Research &  
Statistics

2 2 0 　

3 2 전필 NUR18311 성인간호학3 Adult Health Nursing 3 2 2 0 　

3 2 전필 NUR18312 성인간호학실습3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3

2 0 6 　

3 2 전필 NUR18313 아동간호학2 Child Health Nursing 2 2 2 0 　

3 2 전필 NUR18309 아동간호학실습1
Child Health Nursing Practice 
1

1 0 3 　

3 2 전필 NUR18314 여성건강간호학1 Women Health Nursing 1 2 2 0 　

3 2 전필 NUR18310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Women Health Nursing 
Practice 1

1 0 3 　

3 2 전필 NUR18315 정신간호학2 Mental Health Nursing 2 2 2 0 　

3 2 전필 NUR18316 정신간호학실습1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1

2 0 6 　

3 2 전필 NUR18317 지역사회간호학1 Community Health Nursing 1 3 3 0 　

4 1 전필 NUR18403 간호관리학1 Management Nurse 1 2 2 0 　

4 1 전필 NUR18404 성인간호학4 Adult Health Nursing 4 2 2 0 　

4 1 전필 NUR18405 아동간호학실습2
Child Health Nursing Practice 
2

2 0 6 　

4 1 전필 NUR18409 여성건강간호학2 Women Health Nursing 2 3 3 0 　

4 1 전필 NUR18406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Women Health Nursing 
Practice 2

2 0 6 　

4 1 전필 NUR18402 정신간호학실습2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2

1 0 3 　

4 1 전필 NUR18407 지역사회간호학2
Community Health  Nursing 
2

2 2 0 　

4 1 전필 NUR18408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1

2 0 6 　

4 1 전필 NUR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4 1 전선 NUR18410 노인및재활간호
Rehabilitation 
Nursing&Elderly

1 1 0 　

4 1 전선 NUR18411 노인및재활간호실습
Practical Nursing&
Rehabilitation for The  
Elderly

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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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NUR18102 간호역사와윤리 (Nursing History & Ethics, 3-3-0)

간호의 개념과 전문직을 이해하고 세계간호 발달사 및 한국간호 발달사의 고찰을 통해 

간호역사 흐름을 습득하고 간호윤리의 원칙과 규칙, 간호사의 윤리강령과 생명과학의 발

전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 윤리문제를 학습하여 건강간호제공

자로서 윤리적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NUR1810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Career, 0-0-0)

자신의 전공과 진로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상황에 따라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한다.

 NUR18103 교육과사회 (Education & social, 2-2-0)

본 교과목은 전문의료인인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교육현상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NUR18108 기초간호과학1 (Basic Nursing Science 1, 3-3-0)

인체의 구조와 형태를 학습하고, 각 기관의 계통과 구조와 기능적 관계를 관련지어 이해

함으로써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더불어 인체 생리적 기능과 신체질

환의 병리적 연계성을 이해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필 NUR18414 간호관리학2 Management Nurse 2 2 2 0 　

4 2 전필 NUR18415 간호관리학실습 Management Practice Nurse 2 0 6 　

4 2 전필 NUR18416 보건의료법규
Public Health Law &
Policies

2 2 0 　

4 2 전필 NUR18417 성인간호학5 Adult Health Nursing 5 2 2 0 　 

4 2 전필 NUR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4 2 전필 NUR18413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2

1 0 3 　

4 2 전선 NUR18419 간호세미나 Nursing Seminar 2 2 0 　

4 2 전선 NUR18420 간호실무역량평가
Nursing Competency 
Assessment

2 0 4 　

4 2 전선 NUR18421 성인통합실습
Adult Integration Nursing 
Practice

2 0 6 　

4 2 전선 NUR18418 통합시뮬레이션 Integrated Simulation System 1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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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105 기초간호과학2 (Basic Nursing Science 2, 2-2-0)

인체 각 기관의 생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장기조직, 즉 골격계, 혈액, 순환기계, 비뇨기

계, 신경계, 내분비계, 근육 및 체온조절기관의 기능에 관해 파악함으로써 각 계통별 신

체기능의 항상성을 학습한다.

 NUR18106 인간관계와의사소통론 (Theory of Human Relations & Communication , 2-2-0)

인간관계와 관련요인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확인

하며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여 의사소통의 실제상황을 이해하고 습득

하여 병원이나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적용함에 있다.

 NUR18107 인간심리의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Psychology, 2-2-0)

인간의 행동에 관한 심리학의 주요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심리학적 원리를 숙지하

여 구체적인 예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NUR18201 기본간호학및실습1 (Fundamental of Nursing & Practice 1, 3-2-2)

간호의 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별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

라 간호과정을 적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한다.

 NUR18202  국제간호실무 (International Nursing Practice, 1-1-0)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식을 습득

하고 국제 보건정책의 변화를 확인한다.

 NUR18204 기초간호과학3 (Basic Nursing Science 3, 2-2-0)

질병에 의한 신체적 변화와 그 기전을 주 내용으로 하며,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될 질환의 발병기전과 원인적 요소들, 진행과정 및 질환으로 인한 장기

의 형태, 기능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이 과정을 수강한 학생은 질병

으로 인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증상과 징후를 예측하여 건강문제를 확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NUR18205 기초간호과학4 (Basic Nursing Science 4, 2-2-0)

세균학, 진균학,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임상미생물학적 지

식을 갖추도록 한다.

 NUR18206 기초간호과학5 (Basic Nursing Science 5, 2-2-0)

약물의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약의 유효한 효과, 독작

용, 임상적 약물 사용의 원리를 학습하고 간호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물들을 계통적

으로 구분하여 약물과 생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약물의 작용기전에 관련된 제원칙을 이해

하고 활용한다.

 NUR18207 보건학 (Public Health, 2-2-0)

지역사회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건강관리 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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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203 응급간호학 (Emergency Nursing, 1-1-0)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간호를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응

급환자관리와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문

적 지식을 학습하여 간호실무를 향상시킨다.

 NUR18208 의학및간호용어 (Medical and Nursing Terminology, 2-2-0)

의학용어의 어근, 접두사, 접미사, 복합형, 결합모음을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의학

용어를 분석하고, 임상실무에 적용하며 정확한 간호중재를 수행하도록 함이다. 또한 간

호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의사소통 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NUR18209 기본간호학및실습2 (Fundamental of Nursing & Practice 2, 3-2-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측면을 통합한 전인간호를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이해하고 기본간호술을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술기 절차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NUR18210 성인간호학1 (Adult Health Nursing 1, 3-3-0)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

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호원리와 실제를 학습한다. 성인간호에 대한 전반적 

총론을 다룬다.

 NUR18212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Nursing Process and Critical Thinking, 2-2-0)

간호대상자의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간호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간호학적 지식을 검

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간호지식을 학습한다.

 NUR18213 건강사정 (Health Assessment, 2-2-0)

인간의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

고자 한다.

 NUR18211 건강사정실습 (Health Assessment Practice, 1-0-2)

계통별 신체검진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

고자 한다.

 NUR18214 인간성장발달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2-2-0)

인간은 전 생애의 과정동안 다양한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양성하고, 인간의 

모든 성장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와 잠재적인 발달 이슈에 포괄적인 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대상자의 발달사정과 중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NUR18303 성인간호학2 (Adult Health Nursing 2, 3-3-0)

성인 환자의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관련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상자 개인과 가

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

호원리와 실제를 습득한다.



764

 NUR18301 성인간호학실습1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1, 2-0-6)

내과계 질환을 가진 성인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병태생리적 기전과 증상 및 징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간

호술을 수행하고 평가하기 지식, 태도, 기술을 간호과정의 원리에 따라 적용한다. 성인대

상자의 간호문제를 간호학의 관점으로 전인적,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공감력을 통한 치료

적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한다.

 NUR18302 성인간호학실습2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2, 2-0-6)

외과계 질환을 가진 성인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병태생리적 기전과 증상 및 징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간호진단을 도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간

호술을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간호과정의 원리에 따라 적용한다. 

성인대상자의 간호문제를 간호학의 관점으로 전인적,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공감력을 통

한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한다.

 NUR18304 아동간호학1 (Child Health Nursing 1, 3-3-0)

아동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족중심의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및 발달단계별 

건강요구와 간호문제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원리에 근거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NUR18305 정신간호학1 (Mental Health Nursing 1, 3-3-0)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건강간호학의 기본개념을 학습하며, 정신건강간호학 

대상자의 이상행동을 사정하고, 치료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는 간

호과정을 적용하도록 학습한다. 정신건강간호학의 치료적 요법, 생물학적 치료, 인지행동 

치료, 보완대체요법 등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학습한다.

 NUR18306 기본종합실습 (Complex Practice of Fundamental Nursing, 1-0-2)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 측면을 통합한 전인간호를 하기위하여 대상자를 

이해하고 기본간호술을 설명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술기 절차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NUR18307 시뮬레이션기초 (Simulation Basis, 1-0-2)

임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하고 대상자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

레이터 혹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논리적, 비판적 사

고를 통하여 상황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해보도록 

하여 간호학생들의 과학적 간호 지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 핵심간호수행능력 등을 바탕으

로 팀 상호작용, 효과적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UR18308 연구조사방법론및통계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s, 2-2-0)

간호학의 발전과 건강관련 실무 영역에서 간호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연구의 주

요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과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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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311 성인간호학3 (Adult Health Nursing 3, 2-2-0)

성인의 조절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 요인을 파

악하며,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간호 조정방법을 학습한다. 심혈관계, 혈액 및 조

혈기관의 질환을 가진 성인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이해하고 간호과정의 적용에 필요한 지

식, 태도, 기술을 습득한다.

 NUR18312 성인간호학실습3 (Adult Health Nursing Practice 3, 2-0-6)

성인간호학의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서 생명존중과 돌봄의 본질을 이해

하고 성인에 대한 간호와 성인의 건강사정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

을 포함하여 성인에게 필요한 핵심기본간호술을 습득하고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의 특

수부서의 간호기술을 익힌다.

 NUR18313 아동간호학2 (Child Health Nursing 2, 2-2-0)

아동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족중심의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및 발달단계별 

건강요구와 간호문제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원리에 근거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NUR18309 아동간호학실습1 (Child Health Nursing Practice 1, 1-0-3) 

신생아, 고위험 아동 및 가족의 특성과 간호문제에 대한 이론적 및 과학적 지식을 바탕

으로 아동과 가족의 간호문제를 추론하고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간호과정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임상간호 실무현장에서 학습한다.

 NUR18314 여성건강간호학1 (Women Health Nursing 1, 2-2-0)

생식주기에 있는 여성의 정상 생식관련 해부 생리 및 성(sexuality)을 학습하고, 임신, 분

만, 산욕과 관련된 정상적인 생식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

정 하고 올바른 간호중재 방법을 학습한다.

 NUR18310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Women Health Nursing Practice 1, 1-0-3)

임상 실습을 통해 임신, 분만, 산욕과정과 관련된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정, 진단,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NUR18315 정신간호학2 (Mental Health Nursing 2, 2-2-0)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정신질환을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적 간호활동이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위기 대상자에 따른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NUR18316 정신간호학실습1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1, 2-0-6)

주요 정신장애 대상자의 정신역동과 간호문제에 대한 이론적 및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신장애대상자와 가족의 간호문제를 추론하고,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간호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임상간호실무현장에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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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317 지역사회간호학1 (Community Health Nursing 1, 3-3-0)

지역사회와 지역사회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대

상으로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NUR18403 간호관리학1 (Management Nurse 1, 2-2-0)

간호전달체계에 대한 개념과 행정 및 조직 관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간호 관리 과

정에 대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이를 토대로 간호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간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태도를 학습한다.

 NUR18404 성인간호학4 (Adult Health Nursing 4, 2-2-0)

성인의 산소 요구, 운동·휴식 요구, 감각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요인을 파악한다. 성인의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에게 

비판적 사고와 근거기반의 간호과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학습한다.

 NUR18405 아동간호학실습2 (Child Health Nursing Practice 2, 2-0-6)

고위험 아동 및 가족의 특성과 간호문제에 대한 이론적 및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과 가족의 간호문제를 추론하고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간호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임상간호실무현장에서 학습한다.

 NUR18409 여성건강간호학2 (Women Health Nursing 2, 3-3-0)

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 과정과 관련된 건강문제와 여성생식기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

과 가족의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NUR18406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Women Health Nursing Practice 2, 2-0-6)

임상 실습을 통해서 여성의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 간호 요구를 사정, 진단, 계획하고 수

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NUR18402 정신간호학실습2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2, 1-0-3)

개인, 가족, 집단, 환경적 맥락에서 간호대상자인 각 정신질환대상자의 건강과 간호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한다. 실

습을 통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간호사로서의 간호제공자, 관리자, 변화촉진자, 상담

자, 교육자 등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기른다.

 NUR18407 지역사회간호학2 (Community Health Nursing 2, 2-2-0)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요

구와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건강관리 이론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NUR18408 지역사회간호실습1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1, 2-0-6)

지역사회간호학의 이론 및 개념을 바탕으로 보건소 간호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간호사로서의 기본능

력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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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6)

자신의 전공과 진로방향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개별상황

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자생력을 함양을 위한 핵심 역략 강화를 도모한다.

 NUR18410 노인및재활간호 (Rehabilitation Nursing&Elderly, 1-1-0)

노화과정의 최신이론에 대한 이해, 노인간호학 및 노년학에 대한 개관 및 신체 각 계통

별 노화과정과 관련된 노인건강증진과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문제와 이에 따른 간호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론과 전략을 학습한다. 노인 및 재활 입원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건강문제를 추론하고 전인간호에 입각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NUR18411 노인및재활간호실습 (Practical Nursing&Rehabilitation for The Elderly, 

1-0-3)

노화과정의 최신이론에 대한 이해, 노인간호학 및 노년학에 대한 개관 및 신체 각 계통

별 노화과정과 관련된 노인건강증진과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노인 및 재활 입원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건강문제를 추론

하고 전인간호에 입각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NUR18414 간호관리학2 (Management Nurse 2, 2-2-0)

간호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조직을 기획, 인사관

리, 지휘, 통제하는 능력과 간호행정 및 간호환경을 분석,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간호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NUR18415 간호관리학실습 (Management Practice Nurse, 2-0-6)

임상 실습을 통해 간호관리과정, 간호행정 및 간호환경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간호관리 

능력과 간호관리자로서 자질을 간호 관리현장에 적용하여 간호관리의 기능인 기획, 조

직, 의사결정, 지휘와 지도성, 통제에 대한 이론을 간호현장에 적용하고 간호정보관리, 

환경관리, 약품 및 물품관리, 감염관리, 환자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능력

을 기른다.

 NUR18416 보건의료법규 (Public Health Law&Policies, 2-2-0)

간호사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

추어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윤리적 결정을 하고 건강관리 체계의 일원으로서 보건

의료분야의 전문인들 간에 사용하는 관련 용어와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심을 증진한다.

 NUR18417 성인간호학5 (Adult Health Nursing 5, 2-2-0)

내분비계와 감각기계 및 비뇨기계 질환과 관련된 성인 환자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비판

적 사고를 통한 간호과정의 적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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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18412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다 알차게 이끌고 나가기 위한 과정으

로서 스스로 학습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우들

과 함께 협동하여 실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쉽을 배양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선후

배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NUR18413 지역사회간호실습2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2, 1-0-3)

지역사회간호학의 이론 및 개념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이해하여 숙련된 간호지식, 

기술, 태도를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에 적용하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사정,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학교보건 등 간호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자로

서의 기본능력을 개발한다.

 NUR18419 간호세미나 (Nursing Seminar, 2-2-0)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인적 간호중재와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대상

자의 지식을 증진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역량을 함양하고 관련된 이론을 탐구하며 

간호사정 및 중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 토의함으로 대상자의 간호요구를 이해하고 간

호학적 관점에서의 간호중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NUR18420 간호실무역량평가 (Nursing Competency Assessment, 2-0-4)

대상자가 처한 임상 실제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주요 간호문제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간호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계획하며, 간호문제에 대

한 적절한 의사소통과 간호중재와 핵심기본간호술을 적용하기 위해 가상 시나리오와 시뮬

레이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NUR18421 성인통합실습 (Adult Integration Nursing Practice, 2-0-6)

성인 환자 대상의 임상실습을 통해 증례에 관련된 기초이론부터 전 과정에 대한 학생들

의 탐구를 문제 중심의 학습과 실습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NUR18418 통합시뮬레이션 (Integrated Simulation System, 1-0-2)

임상에서 다루는 복합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 상황 안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정 및 간

호술기들을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가상 상황에서 실제처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봄

으로써 실제 임상 실무에서의 대처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합적으로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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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1 목록

1. 임상간호사 인력 양성

2. 지역사회간호사 인력 양성

1. 임상간호사 인력 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간호사
를 양성할 목적으로 국가고시 과목 중심으로 로드맵이 작성되었으며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국시교과목 이론과 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주로 병원 임상 간호사로 취업하며 기타 간호사 면허가 필요한 다수 기관 취업 가
능함.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간호역사와윤리, 전공과진로, 교육과사회

1-2
기초간호과학1(해부학), 기초간호과학2(생리학), 인간관계와의사소통론, 
인간심리의이해

2-1
기본간호학및실습1, 기초간호과학3(병리학), 기초간호과학4(미생물), 
기초간호과학5(약리학), 응급간호학, 의학및간호용어

2-2
기본간호학및실습2, 성인간호학1,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건강사정, 건강사정실습, 
인간성장과발달

3-1
성인간호학2, 성인간호학실습1, 성인간호학실습2, 아동간호학1,
기본종합실습, 시뮬레이션기초

3-2
성인간호학3, 성인간호학실습3, 아동간호학2, 아동간호학실습1, 여성건강간호학1,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정신간호학2,

4-1
성인간호학4, 아동간호학실습2, 여성건강간호학2,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진로지도, 
노인및재활간호

4-2 성인간호학5, 간호세미나, 간호실무역량평가, 성인통합실습, 통합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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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간호사 인력 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현장 실무형 간호사
를 양성할 목적으로 국가고시 과목 중심으로 로드맵이 작성되었으며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국시교과목 이론과 실습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 진로
병원 지역사회간간호사로 취업하며 기타 간호사 면허가 필요한 다수 기관 취업 가
능함.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간호역사와윤리, 전공과진로, 교육과사회

1-2
기초간호과학1(해부학), 기초간호과학2(생리학), 인간관계와의사소통론, 
인간심리의이해

2-1 국제간호실무, 보건학

2-2

3-1 정신간호학1, 연구조사방법론및통계

3-2 정신간호학실습1, 지역사회간호학1

4-1
간호관리학1, 정신간호학실습2, 지역사회간호학2,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노인및재활간호와실습

4-2 간호관리학2, 간호관리학실습, 보건의료법규, 졸업지도,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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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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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핵심역량

q 배재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폭넓은 학문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능동적인 자아발전과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이끌 수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q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대학교는 고종황제로부터「배재학

당」교명을 받은 134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내 최초이면서 최고(最古)의 고

등교육기관이며,‘크고자하거든 남을 섬기라(欲爲大者 當爲人役)’는 건학이념 

하에‘중부권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을 발전목표로 삼아 전 구성원과 함께 '도전

하는 청년 아펜젤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음

q 이 같은 대학 발전목표와 인재상 구현을 통해 배재인 모두가 공동체 속에서 상

생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Servant Leadership'으로, 공

감과 소통으로 미래사회 창조에 적극 협력하는‘Valuable Followership'으로, 끊

임없는 도전과 모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Creative Frontiership'의 교

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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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및 비전과 전략

q 발전계획의 수립

m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대학교는 134년의 역사적 전통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류와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있음

m 우리대학은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과 학습자의 교육 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나섬1885」발전전략의 성과를 점검･평가 후,‘미래를 디자인

하는 창의융합인재배양’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교육, 글로벌, 학생지원, 산

학협력, 대학경영 5대 분야의 전략 방향과 13개 전략과제의「2019 New START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학생중심 교육체계를 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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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m 2019 중장기 발전전략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창의융합인재를 배양하는 중부권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우리대학의 핵심역량이 내재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5대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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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3월

1 2 1: 1학기 시작, 3·1절
4: 개강
4〜6: 전과, 복수(부)/연계/융합전공 신청 
4〜7: 청년 아펜젤러 예비학기(1학년)
4〜8: 수강신청 변경
20〜22: 수강철회 신청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 수업일수(1/3)
22〜26: 중간고사(수업병행)
24: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5: 어린이날
6: 대체공휴일(어린이날)
12: 석가탄신일
14: 수업일수(2/3)
23: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 현충일                   8: 개교기념일10〜12: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  10∼12: 1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17〜19: 여름계절학기 등록기간20: 여름방학24: 여름계절학기 개강(6.24〜7.12)26: 1학기 성적입력 마감27~7.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12: 여름계절학기 종강
17: 여름계절학기 성적입력 마감
18〜19: 여름계절학기 성적공람 및 성적이
의 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30: 2학기 복학신청 
9〜16: 2학기 수강신청
15: 광복절
22: 후기 학위증 교부
26〜30: 2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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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9월 

1 2 3 4 5 6 7 1: 2학기 시작
2: 개강 
2〜4: 전과, 복수(부)/연계/융합전공 신청 
2〜6: 수강신청 변경
12〜14: 추석연휴(13일 추석) 
18〜20: 수강철회 신청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25 26 27 28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개천절
9: 한글날
10: 수업일수(1/3)
21〜25: 중간고사(수업병행)
29: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수업일수(2/3)
25: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11: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
9〜12: 2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
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16〜18: 겨울계절학기 등록기간 
20: 겨울방학 
20: 겨울계절학기 개강(12.20.〜1.13.) 
25: 성탄절
26: 2학기 성적입력 마감
27〜1.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13: 겨울계절학기 종강
16: 겨울계절학기 성적입력 마감
17〜20: 겨울계절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24〜26: 설 연휴(25일 설)  
27: 대체 공휴일(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28: 1학기 복학신청 
10〜14: 1학기 수강신청
20: 전기 학위수여식
24〜28: 1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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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맵



8





772

제4편

교 육 과 정

[김소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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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펜젤러대학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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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
(Department of Tourism Festival & Resort Management)

김-1

1. 교육목표

  관광이벤트축제기획실무, 리조트경영론,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 및 실용적인 실무교

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이와 함께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참다운 봉사정신과 올바른 도

덕관을 가진 직업관이 투철한 인재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는 관광, 축제, 리조트 경영의 이론과 해당분야의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경영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관광·리조트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

해 해외우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진들이 전반적인 경영이론, 탁월한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실용적인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3. 향후 진로계획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는 졸업 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리조트, 항공사, 국제

회의산업, 카지노, 컨벤션, 여행사, 이벤트사, 관광개발 및 컨설팅, 테마파크, 국내외관광

공사 및 관련협회, 관광·레저 관련 벤처산업 등 진출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전문 지배인등을 위한 자격취득 및 관광산업 범주에 속하는 넓은 분야

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m 컨벤션 기획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크고 작은 회의, 이벤트, 문화행사 등 제반업무를 

조정, 운영하면서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 기획,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회의 전문기획가로서 국제회의 기획사, 이벤트 기획사, 관광기획

사 등으로 세분화 된다.(컨벤션센터, 전시업체, PCO, CVB, 국제기구 등 컨벤션 관련업

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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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리조트/외식업계

리조트에서 Front Office/Back Office, F&B 등 제반 리조트·호텔 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라 전문적인 직업인으

로 인식되고 전문지식인의 수요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

다. 프랜차이즈 및 창업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완성으로 외식업계로의 진출에도 용이

하다.

m 관광통역안내원

사전에 예약된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여행비를 산출하며, 일정표를 

작성하고, 명승지나 고적지 등 관광지를 안내하며 환전, 호텔, 택시이용 등 입국에서

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에 대한 다양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

하는 일을 하며, 관광통역 안내원은 한마디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m 관광호텔 및 여행업체

m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등

m 한국철도 공사: KTX 승무원

m 레저 및 콘도업체: 한화콘도, 대명콘도 등

m 이벤트기획업체: 유니원 등

m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예약 및 접객 서비스)

m 국제회의 및 전시전문업체: COEX, BEXCO, ICC, JEJU 등

m 관광 관련 정부부처: 문화관광부, 시·도 관광관련부서

m 정부투자기관: 한국관광공사, 공항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m 한국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대전관광협회

m 각종 관광 관련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소, 대전발전연구소 등

취득가능 자격증

m 컨벤션 기획사(국제회의기획사, 이벤트기획사, 관광기획사)

m 국외여행인솔자, 항공예약2급 등



776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TEV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4 1 전필 TEV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4 2 전필 TEV18407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1 1 전선 TEV18102 관광과이벤트축제 Tourism & Event Festival 3 3 0 

1 1 전선 TEV18103 여행항공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Travel 
Industry

3 3 0 

1 1 전선 TEV18104 컨벤션산업론 Convention Management 3 3 0 

1 1 전선 TEV18105 호스피탈리티산업개론
Principles of Hospitality 
Management

3 3 0 

1 2 전선 TEV18106 MICE산업개론 Introduction of Mice Industry 3 3 0 

1 2 전선 TEV18107 관광트렌드 Tourism Trend 3 3 0 

1 2 전선 TEV18108 관광학개론 Principles of Tourism 3 3 0 

1 2 전선 TEV18109 문화관광콘텐츠 Contents of Cultural Tourism 3 3 0 

1 2 전선 TEV18110 이벤트축제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Event & 
Festival Industry

3 3 0 

2 1 전필 TEV18201 여행사항공경영론
Travel Agency & Airline 
Management

3 3 0 

2 1 전선 TEV18202 관광정책법규 Tourism Policy & Law 3 3 0 

2 1 전선 TEV18203 관광컨벤션영어 Tourism Convention English 3 3 0 

2 1 전선 TEV18204 관광콘텐츠기획과경영
Tourism Contents Planning & 
Management

3 3 0 

2 1 전선 TEV18205 이벤트축제관광론
Event & Festival Tourism 
Management

3 3 0 

2 1 전선 TEV18206 컨벤션기획실무론 Convention Planning Practice 3 3 0 

2 1 전선 TEV18207 투어리즘비즈니스 Tourism Business 3 3 0 

2 2 전필 TEV18208 세계음식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Food 
Culture

3 3 0 

2 2 전선 TEV18209 MICE위험관리론 Mice Risk Management 3 3 0 

2 2 전선 TEV18210 관광이벤트축제실무
Tourism Event Festival 
Practice

3 3 0 

2 2 전선 TEV18211 관광컨벤션일어 Tourism Convention Japanese 3 3 0 

2 2 전선 TEV18212 복합테마리조트경영 Theme Resort Management 3 3 0 

2 2 전선 TEV18215 리조트호텔경영론
ResortHotel Management 
Practic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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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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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전선 TEV18214 테마파크경영관리 Theme Park Management 3 3 0 

3 1 전필 TEV18301 관광컨벤션마케팅
Tourism & Convention 
Marketing

3 3 0 

3 1 전선 TEV18302 관광문화재활용
Utilization of Tourism Cultural 
Assets

3 3 0 

3 1 전선 TEV18303 관광자원해설일어
Japanese for Tourism 
Resource

3 3 0 

3 1 전선 TEV18304 관광축제와음식 Food of Tourism Festival 3 3 0 

3 1 전선 TEV18305 이벤트회의전시기획
Planning of Event, Meeting & 
Exhibition

3 3 0 

3 1 전선 TEV18306 체험관광실무
H&s-on Experience Tourism 
Practice

3 3 0 

3 2 전필 TEV18307 세계축제경영 Global Festival Management 3 3 0 

3 2 전필 TEV18308 콘텐츠관광자원론 Contents Tourism Resources 3 3 0 

3 2 전선 TEV18309 관광자원해설영어 English for Tourism Resource 3 3 0 

3 2 전선 TEV18310 여행사항공경영실무
Travel Agency & Airline 
Management

3 3 0 

3 2 전선 TEV18311 캡스톤디자인1(관광) Capstone Design 1(Tourism) 3 2 2 

3 2 전선 TEV18312 컨벤션&PCO경영세미나 Convention & PCO Seminar 3 3 0 

3 2 전선 TEV18313 컨벤션연회실무 Convention Operation 3 3 0 

3 4 전선 TEV18413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TEV18402 관광이벤트축제특강
Special Lecture for Tourism 
Event & Festival

3 3 0 

4 1 전선 TEV18403 관광이벤트컨벤션리서치
Tourism Event Convention 
Research

3 3 0 

4 1 전선 TEV18404 관광이벤트컨벤션트렌드
Tourism Event Convention 
Trend

3 3 0 

4 1 전선 TEV18405 이벤트축제경영사례
Case Studies of Event & 
Festival

3 3 0 

4 1 전선 TEV18406 캡스톤디자인2(관광) Capstone Design 2(Tourism) 3 0 6 

4 2 전선 TEV18408 관광경제스토리 Story of Tourism Economics 3 3 0 

4 2 전선 TEV18409 관광이벤트축제세미나
Tourism Event & Festival 
Seminar

3 3 0 

4 2 전선 TEV18410 여행항공사특강
Special Lecture for Travel 
Agency & Airline

3 3 0 

4 2 전선 TEV18415 컨벤션리조트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for 
Convention & Resort

3 3 0 

4 2 전선 TEV18412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TEV18414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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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TEV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1-1-0)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상담과 학습향상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TEV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대상으로 취업관련 특강 및 향후에 대한 진로를 지도한다.

 TEV18407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본 관광축제리조트경영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8학기 동안 습득한 본 과의 학과지식평가 

및 관련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한다.

 TEV18102 관광과이벤트축제 (Tourism & Event Festival, 3-3-0)

관광 및 이벤트 분야의 현장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광과 이벤트의 연관성을 부각시키고 최근추세 및 업계현황을 학습하여 관광과 이벤트

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TEV18103 여행항공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Travel Industry, 3-3-0)

여행, 항공산업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과 실용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 체계적

인 학습을 도모한다.

 TEV18104 컨벤션산업론 (Convention Management, 3-3-0)

관광과 여행자를 위해 존재하는 환대산업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관광과 관

련된 여러 환대산업분야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과 결부된 최근의 상황과 전망을 알

아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방향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TEV18105 호스피탈리티산업개론 (Principles of Hospitality Management, 3-3-0)

관광과 여행자를 위해 존재하는 환대산업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관광과 관

련된 여러 환대산업분야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과 결부된 최근의 상황과 전망을 알

아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방향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TEV18106 MICE산업개론 (Introduction of Mice Industry, 3-3-0)

전시박람회 국제규모의 교역전, 대규모 산업박람회, EXPO 등 상품의 홍보와 판매 및 거

래, 교역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기획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TEV18107 관광트렌드 (Tourism Trend, 3-3-0)

관광사업에 있어서 보다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사업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킬을 키운다. 실제 관광사업의 사례 등을 통해서 전략

을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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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18108 관광학개론 (Principles of Tourism, 3-3-0)

관광에 대한 본질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관광의 기본적 성격과 역사적, 이해 

관광의 심리이론, 경제, 사회문화, 환경측면에서의 관광영향, 관광기구 및 산업, 관광마케

팅, 한국관광의 현황과 국제관광 그리고 이벤트관광에 대하여 학습한다.

 TEV18109 문화관광콘텐츠 (Contents of Cultural Tourism, 3-3-0)

현재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을 두고 여행하는 국가들을 알아보고, 기본적인 문화 및 관광

산업에 대해 파악한다.

 TEV18110 이벤트축제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Event & Festival Industry, 3-3-0)

이벤트 컨벤션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관광문화에 있어 이벤트의 역할을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컨벤션산업과 결합시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습과 능력을 개발

하도록 한다.

 TEV18201 여행사항공경영론 (Travel Agency & Airline Management, 3-3-0)

여행업과 항공업의 전반에 관한 이론과 마케팅에 관한 이행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TEV18202 관광정책법규 (Tourism Policy & Law, 3-3-0)

현대의 국제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질서유지 및 관광 진흥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각종법규를 검토이해토록 함으로써 관광분야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TEV18203 관광컨벤션영어 (Tourism Convention English, 3-3-0)

관광산업의 전반을 이해하고 리드해 가는데 필수적인 영어능력을 습득한다. 세계 각국의 

관광지에서 관광자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광자원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토론한다.

 TEV18204 관광콘텐츠기획과경영 (Tourism Contents Planning & Management, 3-3-0) 

이벤트축제를 마케팅 하는 기법과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기본실무과목으로서 관광축제, 

각종 호텔 및 테마파크이벤트, 컨벤션, 박람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 장르를 접할 수 있도

록 한다.

 TEV18205 이벤트축제관광론 (Event & Festival Tourism Management, 3-3-0)

세계적인 이벤트 관광추세에 부응하고, 이벤트 및 축제관광 상품화 현상에 발맞추어 이벤

트관광에 대한 중요성 및 기초이해를 도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사례를 소개함

으로 현실적용을 강조하고, 직접 실습조사를 통해 현장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EV18206 컨벤션기획실무론 (Convention Planning Practice, 3-3-0)

컨벤션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컨벤션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컨벤션기획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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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18207 투어리즘비즈니스 (Tourism Business, 3-3-0)

관광사업에 있어서 보다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사업에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스킬을 키운다. 실제 관광사업의 사례 등을 통해서 전략

을 분석해 본다.

 TEV18208 세계음식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Food Culture, 3-3-0)

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계음식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론을 현장에서 체험한 실질경험과 최근 발표된 연구논문과 접목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

율적 활동 속에서 주어진 테마를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실험실습을 통한 산교육을 지향

하고자 한다.

 TEV18209 MICE위험관리론 (Mice Risk Management, 3-3-0)

호스피탈리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인적자원의 규모를 예측하고 분석하며, 인적자

원계획, 채용관리, 직무설계, 교육훈련, 경력관리, 평가 및 보상, 노사관계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주요 기능을 배운다.

 TEV18210 관광이벤트축제실무 (Tourism Event Festival Practice,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

지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211 관광컨벤션일어 (Tourism Convention Japanese, 3-3-0)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관광을 이끌어내는 일본을 관광지로서의 가능성과 그 자원의 해

설을 함께 해봄으로써 세계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불어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

는 학습을 하고, 21세기에 급증할 해외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인, 일본

문화, 일본관광자원에 대해 일본어로 학습한다.

 TEV18212 복합테마리조트경영 (Theme Resort Management, 3-3-0)

리조트 사업은 기존의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되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현장학습과 이론을 겸비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TEV18215 리조트호텔경영론 (ResortHotel Management Practice, 3-3-0)

리조트, 호텔기업경영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와 경영이론의 관광관련기업에 대한 적용

방법의 학습 및 리조트, 호텔기업의 경영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TEV18214 테마파크경영관리 (Theme Park Management, 3-3-0)

국내, 외에서 운영 중인 테마파크의 경영 상태를 파악 및 분석해 보고 실질적인 경영관

리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사업의 이해를 통해 테마파크를 경영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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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18301 관광컨벤션마케팅 (Tourism & Convention Marketing, 3-3-0)

이벤트축제를 마케팅 하는 기법과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기본실무과목으로서 관광축제, 

각종 리조트 및 테마파크이벤트, 컨벤션, 박람회 등의 다양한 이벤트 장르를 접할 수 있

도록 한다.

 TEV18302 관광문화재활용 (Utilization of Tourism Cultural Assets, 3-3-0)

관광과 문화재의 공생관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접근방법론을 이해하여 관광디자인을 작

성할 수 있도록 한다.

 TEV18303 관광자원해설일어 (Japanese for Tourism Resource, 3-3-0)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인 관광을 이끌어내는 일본을 관광지로서의 가능성과 그 자원의 해

설을 함께 해봄으로써 세계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불어 일본어실력을 향상시키

는 학습을 하고, 21세기에 급증할 일본관광객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인, 일본

문화, 일본관광자원에에 대해 일본어로 학습한다.

 TEV18304 관광축제와음식 (Food of Tourism Festival, 3-3-0)

외식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리조트, 테마파크, 외식업체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음식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와

인, 커피, 칵테일 등의 음료부문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서비스교육, 메뉴교육 등을 중심으

로 특급 호텔 및 레스토랑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TEV18305 이벤트회의전시기획 (Planning of Event, Meeting & Exhibition,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지

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306 체험관광실무 (H&s-on Experience Tourism Practice,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지

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307 세계축제경영 (Global Festival Management, 3-3-0)

지구촌은 이벤트와 축제가 상호 연계되어 각 지역의 문화특징에 관한 전 세계적인 공유

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유명축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을 함양한다.

 TEV18308 콘텐츠관광자원론 (Contents Tourism Resources, 3-3-0)

관광자원과 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국내, 국

제적 관광지리 환경을 학습하여 미래지향적 자원개발을 학습하며 국내, 국제적 관광지리 

환경을 학습하여 미래지향적 자원개발을 학습한다.

 TEV18309 관광자원해설영어 (English for Tourism Resource, 3-3-0)

관광의 전반에 걸친 이해를 통해 관광영어를 통한 회화능력과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접, 접대, 대응 능력을 개발 및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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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18310 여행사항공경영실무 (Travel Agency & Airline Management, 3-3-0)

여행 실무론을 통하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접해본다. 여권, 비자업무, 출입국업

무, 기내업무, 현지업무, 귀국업무, 위기관리업무, 항공실무업무 등을 통해 실제 에스코트

업무를 경험해 본다.

 TEV18311 캡스톤디자인1(관광) (Capstone Design 1(Tourism), 3-2-2)

전공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

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

양한다.

 TEV18312 컨벤션&PCO경영세미나 (Convention & PCO Seminar,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

광지를 기획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유치할 곳을 분석하여 새 문화 시설을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다.

 TEV18313 컨벤션연회실무 (Convention Operation, 3-3-0)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획을 창조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실무능력을 높인다.

 TEV18413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리조트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리조트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402 관광이벤트축제특강 (Special Lecture for Tourism Event & Festival, 3-3-0)

다양한 관광과 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직접 실습과 참여를 통해 여러 축제에 있어 전문가

로 양성하며, 특성화 사업을 통해 해외 인턴십 등 글로벌 축제에도 참여한다.

 TEV18403 관광이벤트컨벤션리서치 (Tourism Event Convention Research, 3-3-0)

관광·이벤트에 대한 각종 시장조사기법, 기타 다양한 분야의 조사기법 등을 소개하여 

이벤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TEV18404 관광이벤트컨벤션트렌드 (Tourism Event Convention Trend, 3-3-0)

이벤트를 기획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이벤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405 이벤트축제경영사례 (Case Studies of Event & Festival, 3-3-0)

다양한 관광과 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직접 실습과 참여를 통해 여러 축제에 있어 전문가

로 양성하며, 특성화 사업을 통해 해외 인턴십 등 글로벌 축제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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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18406 캡스톤디자인2(관광) (Capstone Design 2(Tourism), 3-0-6)

전공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

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

양한다.

 TEV18408 관광경제스토리 (Story of Tourism Economics, 3-3-0)

기초적인 관광경제를 넘어 보다 수준 높고 고차원적으로 관광경제를 재해석해봄으로써 

신개념의 관광경제학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TEV18409 관광이벤트축제세미나 (Tourism Event & Festival Seminar,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지

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410 여행항공사특강 (Special Lecture for Travel Agency & Airline, 3-3-0)

최근 여행업은 관심과 위상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상황에

서 실용학문으로 체계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실무위주의 강의와 산업현장중심의 초점

으로 경영, 마케팅, 항공실무 등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TEV18415 컨벤션리조트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for Convention & Resort, 3-3-0)

환대산업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과 개발, 관리 및 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상품 관리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적산업으로써 관광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연구와 

현상의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현실적응에의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TEV18412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리조트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리조트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TEV18414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리조트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리조트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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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관광사업 분야 취창업

2. 이벤트, 축제사업 분야 취창업

3. 기타 서비스업 분야 취창업

1. 관광사업 분야 취창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여행은 현대 생활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 되면서 여행의 수요가 
증가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여행업이 증가되었다. 
본 학과는 이 수요에 대해 실제 여행사의 여러 업무 즉 출·입국 업무, 여권 및 
비자 업무, 기내 업무, 호텔 업무, 현지 행사 업무, 위기관리 업무 등을 익힘으로
써 미래에 관광사업 분야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관광여행기획자: 전문전공지식, 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및 유학: 관련 전공지식과 외국어 능력
교직: 전공교과 및 교직관련 교과 이수

졸업 후
진로

전문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관광여행기획자를 배출함으로써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 업체는 물론 관광 관련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연구소 및 공사·학계에 진출 가능하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벤션산업론, 관광과이벤트축제, 여행항공산업의이해, 
호스피탈리티산업개론

1-2
관광학개론, 이벤트축제산업의이해, 문화관광콘텐츠, MICE산업개론,
관광트렌드

2-1
투어리즘비즈니스, 여행사항공경영론, 관광정책법규, 관광컨벤션영어, 
관광콘텐츠기획과경영

2-2 관광콘텐츠기획과경영

3-1 관광컨벤션마케팅, 관광자원해설일어, 관광문화재활용

3-2
콘텐츠관광자원론, 관광자원해설영어, 여행사항공경영실무, 
캡스톤디자인1(관광)

3-4 현장실습1

4-1
관광이벤트컨벤션리서치, 관광이벤트컨벤션트렌드,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관광)

4-2 여행항공사특강, 관광경제스토리, 졸업논문, 현장실습5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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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 축제사업 분야 취창업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관광이벤트경영 분야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해외트렌드에 적용하여 글로
벌한 관광이벤트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축제 협회인 IFEA KOREA와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안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이벤트축제 전문가: 이벤트및축제실무능력, 전문전공지식, 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및 유학: 관련 전공지식과 외국어 능력
교직: 전공교과 및 교직관련 교과 이수

졸업 후 진로
전문 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이벤트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내외 
이벤트·컨벤션 업체는 물론 축제 경영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으며, 국내 
공사·학계에 진출 가능하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벤션산업론, 관광과이벤트축제, 여행항공산업의이해, 
호스피탈리티산업개론

1-2
관광학개론, 이벤트축제산업의이해, 문화관광콘텐츠, MICE산업개론,
관광트렌드

2-1 이벤트축제관광론

2-2 관광이벤트축제실무

3-1 관광축제와음식, 이벤트회의전시기획, 체험관광실무

3-2 세계축제경영, 캡스톤디자인1(관광)

3-4 현장실습1

4-1 이벤트축제경영사례, 관광이벤트축제특강,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관광)

4-2 관광이벤트축제세미나, 졸업논문, 현장실습5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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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서비스업 분야 취창업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고객에게 영접,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시설물 관리 및 정리,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테마파크 및 리조트 전문가: 테마파크·워터파크·리조트 단기 연수 및 인턴십을 
통해 익힌 실무 능력
대학원 및 유학: 관련 전공지식과 외국어 능력
교직: 전공교과 및 교직관련 교과 이수

졸업 후 진로
다양한 연수 및 인턴십을 통해 취득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국내외 기타 
서비스업 직종은 물론 테마파크 및 리조트 관련 경영 전문가로 진출 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컨벤션산업론, 관광과이벤트축제, 여행항공산업의이해, 
호스피탈리티산업개론

1-2
관광학개론, 이벤트축제산업의이해, 문화관광콘텐츠, MICE산업개론,
관광트렌드

2-1 컨벤션기획실무론

2-2
테마파크경영관리, 리조트호텔경영론, 세계음식문화의이해, 
복합테마리조트경영, MICE위험관리론

3-2 컨벤션연회실무, 컨벤션&PCO경영세미나, 캡스톤디자인1(관광)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2 컨벤션리조트마케팅전략, 졸업논문, 현장실습5,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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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
(Department of Hotel Leisure Service Management)

김-2

1. 교육목표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호텔여가서비스 글로벌 리더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지향 교육중심 학과, 국제화 선도 학과, 지역친화/융합취창업 대학의 전략을 내세워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국제화와 지역친화/융합취창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를 진행한다. 

또한 국제화 선도 학과로서 호텔관광 분야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분야 학과

들과 연계전략을 구사하며 지역친화 융합창업 활동을 교내 산학교수들과 연계하여 진행

하고 창업에 뜻이 없는 학생들이 이러한 창업경험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호텔여가서비스경영전공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m 글로벌 서비스 정신이 함양된 호텔여가서비스 인재 

m Hospitality 서비스 리더십 배양

m 호텔여가서비스산업분야 전문지식과 관련된 창의성 함양

m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m 호텔여가서비스 분야 창의적 취창업인재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호텔과 여가, 서비스산업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

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하는 미래지향산업분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당 산업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카지노실습실, 식음료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재학 중 국내외 호텔, 여가, 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적극적

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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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졸업 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호텔, 항공사, 국

제회의산업, 카지노, 컨벤션, 여행사, 이벤트사, 관광개발 및 컨설팅, 테마파크, 국내외관

광공사 및 관련협회, 관광·레저 관련 벤처산업 등 진출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석·박

사 과정에 진학하여 호텔지배인 등을 위한 자격취득 및 관광산업 범주에 속하는 넓은 분

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m 컨벤션 기획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크고 작은 회의, 이벤트, 문화행사 등 제반업무를 

조정, 운영하면서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 기획,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회의 전문기획가로서 국제회의 기획사, 이벤트 기획사, 관광기획

사 등으로 세분화 된다.(컨벤션센터, 전시업체, PCO, CVB, 국제기구 등 컨벤션 관련업

체 진출)

m 호텔/외식업계

호텔에서 Front Office/Back Office, F&B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인식되고 

전문지식인의 수요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 프랜차이

즈 및 창업과 관련된 교과과정의 완성으로 외식업계로의 진출에도 용이하다. 

m 관광통역안내원

사전에 예약된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여행비를 산출하며, 일정표를 

작성하고, 명승지나 고적지 등 관광지를 안내하며 환전, 호텔, 택시이용 등 입국에서

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에 대한 다양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

하는 일을 하며, 관광통역 안내원은 한마디로 민간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m 관광호텔 및 여행업체

m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 등

m 한국철도 공사: 철도 승무원

m 레저 및 콘도업체: 한화콘도, 대명콘도 등

m 이벤트기획업체: 유니원 등

m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예약 및 접객 서비스)

m 국제회의 및 전시전문업체: COEX, BEXCO, ICC, JEJU 등

m 관광 관련 정부부처: 문화관광부, 시·도 관광관련부서

m 정부투자기관: 한국관광공사, 공항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m 한국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대전관광협회

m 각종 호텔 및 레저 관련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소, 대전발전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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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능 자격증

구분 관련 자격증
관광관련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관련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HIS(호텔정보시스템)자격증 등

외식관련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소믈리에, 조리산업기사 및 기능사(한식, 양식), 
제과제빵사 등

컨벤션관련 컨벤션기획사 (1,2등급)
외국어관련 TOEFL, TOEIC, JLPT, JPT, HSK 등
항공관련 TOPAS, ABACUS 등

힐링·레저관련 레크레이션 자격증, 산림치유지도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서비스관련

NCS(국가표준직무능력) SMAT서비스경영 자격증-실무자, 관리자, 
컨설턴트, 서비스경영지도사(기술표준원), 고객관리지도사, 
이미지컨설턴트1·2급, CS전문 컨설턴트, CS관리사, 서비스매니저, 
전문비서, 비즈니스경영, 병원관리사(코디네이터, 서비스총괄매니저), 
프레젠테이션마스터, 보이스 트레이닝, CEO스피치코칭, 리더십지도사

사회분석관련 사회조사분석사, 빅데이터 국가 공인 자격증(ADP/ADsP)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HLS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HLS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HLS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 0 0 P/NP

1 1 전필 HLS18102 서비스기업경영기초1
Principle on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1

3 3 0

1 1 전선 HLS18103 레저산업분석
Understanding of Leisure 
Industry

3 3 0

1 1 전선 HLS18104 서비스기업영어1
English in Leisure & Service 
Corporation 1

3 3 0

1 1 전선 HLS18105 체인호텔경영의이해
Understanding Chain Hotel 
Management

3 3 0

1 1 전선 HLS18106 호텔서비스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Hotel Service 
Management

3 3 0

1 2 전필 HLS18107 서비스기업경영기초2
Principle on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2

3 3 0

1 2 전선 HLS18108 관광지역경제론 Tourism & Local Economics 3 3 0

1 2 전선 HLS18109 서비스기업영어2
English in Leisure & Service 
Corporation 2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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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2 전선 HLS18110 서비스이론의적용과실무
Application & Practice of 
Service Theory

3 3 0

1 2 전선 HLS18111
트랜드와호텔여가서비스
산업

Trend & Hotel Leisure 
Service Industry

3 3 0

2 1 전필 HLS18201 호스피탈리티통계 Hospitality Statistics 3 3 0

2 1 전필 HLS18202 호텔여가서비스경영
Hotel Leisure Service 
Management

3 3 0

2 1 전선 HLS18203 관광레저소비자행동
Tourism Leisure Consumer 
Behavior

3 3 0

2 1 전선 HLS18204 주장관리실무 Beverage Management 3 3 0

2 1 전선 HLS18205 크루즈고객서비스 Cruise Customer Service 3 3 0

2 1 전선 HLS18206 호텔서비스마케팅 Hotel Service Marketing 3 3 0

2 1 전선 HLS18207
호텔여가서비스인적자원
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tel Leisure Services 

3 3 0

2 2 전필 HLS18208 관광레저콘텐츠기획
Tourism Leisure Contents 
Planning

3 3 0

2 2 전필 HLS18209 호텔외식회계론 Hotel Restaurant Accounting 3 3 0

2 2 전선 HLS18210 관광레저와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Leisure & 
Culture

3 3 0

2 2 전선 HLS18211
창업경영과호텔여가서비
스산업

Business Start-Up & Hotel 
Leisure Service

3 3 0

2 2 전선 HLS18212
카지노복합리조트와
크루즈산업

Casino Integrated Resort & 
Cruise Industry

3 3 0

2 2 전선 HLS18213 호텔객실업무론
Hotel Room Division 
Operation

3 3 0

2 2 전선 HLS18214 호텔여가서비스디자인 Hotel Leisure Service Design 3 3 0

3 1 전선 HLS18301 MICE산업론 Mice Industry 3 3 0

3 1 전선 HLS18302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3 3 0

3 1 전선 HLS18303
호스피탈리티빅데이터
분석론

Hospitality Big Data Analysis 3 3 0

3 1 전선 HLS18304
호텔여가서비스기업경영
전략

Hotel Leisure Services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3 3 0

3 1 전선 HLS18305 호텔여가서비스마케팅
Hotel Leisure Services 
Marketing

3 3 0

3 1 전선 HLS18306 호텔외식경영분석
Hotel Restaurant Management 
Analysis

3 3 0

3 2 전선 HLS18307 식음료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Food & 
Beverage Industr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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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HLS18308 에코투어리즘 Eco Tourism 3 3 0

3 2 전선 HLS18309 여행항공실무론 Travel Aviation Practice 3 3 0

3 2 전선 HLS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2 전선 HLS1831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HLS18311 호텔서비스경영전략
Hotel Service Management 
Strategy

3 3 0

3 2 전선 HLS18312
호텔여가서비스경영사례
연구

Hotel Leisure Service 
Management Case Study

3 3 0

3 2 전선 HLS18313 호텔여가서비스품질경영
Hotel Leisure Service Quality 
Management

3 3 0

3 2 전선 HLS18316
데이터과학과호텔여가
서비스

Data Science and Hotel 
Leisure Service

3 3 0

3 4 전선 HLS18315
호스피탈리티현지답사및
실습

Hospitality Field Trip & 
Practice

3 3 0

4 1 전선 HLS18402 레저관광경영세미나
Seminar in Leisure & Service 
Management

3 3 0

4 1 전선 HLS18403 레저관광상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in 
Leisure & Tourism

3 3 0

4 1 전선 HLS18404 카지노실무 Casino Practice 3 3 0

4 1 전선 HLS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HLS18406 호텔서비스경영특강
Special Lecture on Hotel 
Service Management

3 3 0

4 1 전선 HLS18407 호텔서비스외식창업론
Business Start-Up in Hotel 
Leisure Service

3 3 0

4 1 전선 HLS18408
호텔여가서비스기업
브랜드관리

Hotel Leisure Services 
Corporate Br& Management

3 3 0

4 2 전선 HLS18410 공항&항공서비스실무론 Airport & Aviation Practice 3 3 0

4 2 전선 HLS18411 글로벌서비스기업경영
Global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3 3 0

4 2 전선 HLS18412 실버산업서비스 Service in Silver Industry 3 3 0

4 2 전선 HLS18413 유통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in 
Distribution Industry

3 3 0

4 2 전선 HLS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HLS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HLS18414 호텔식음료실무론 Hotel Beverage Practice 3 3 0

4 3 전선 HLS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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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S18314, 장기현장실습(IPP)3, 1/2학기(6학기째 이수 원칙)

HLS18316, 데이터과학과호텔여가서비스, 2018-2차 학사제도연구위원회[ACE교과목 신설(융복합)]

HLS18415, 장기현장실습(IPP)4, 1/2학기(8학기째 이수 원칙)

HLS18416, 현장실습5, 1/2학기(8학기째 이수 원칙)

HLS18419, 장기현장실습(IPP)1, 여름계절학기(7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HLS18417, 장기현장실습(IPP)2, 여름계절학기(7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HLS18418, 현장실습1, 신설, 여름/겨울계절학기(7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HLS18420, 현장실습2, 신설, 여름/겨울계절학기(8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5. 교과목 소개

 HLS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상담과 학습향상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한다.

 HLS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0-0)

4학년 대상으로 취업관련 특강 및 향후에 대한 진로를 지도한다.

 HLS18102 서비스기업경영기초1 (Principle on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1, 3-3-0)

서비스 예절을 익혀 서비스맨으로서의 준비된 자세를 갖추고자 하며, 분야별 서비스기업

의 특화된 서비스를 모색해 보고, 나아가홀록족이 등장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서비

스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비한 경영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HLS18103 레저산업분석 (Understanding of Leisure Industry, 3-3-0)

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이해 및 다양한 사례학습을 통해 전공관련 미래 설계 및 역량강화

시킨다.

 HLS18104 서비스기업영어1 (English in Leisure & Service Corporation 1, 3-3-0)

서비스기업에서 사용되는 실무영어를 학습하며 영어권 외국인과의 현장서비스 대응능력

을 높이는데 강좌개설의 목적이 있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3 전선 HLS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3 4 전선 HLS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3 전선 HLS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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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105 체인호텔경영의이해 (Understanding Chain Hotel Management, 3-3-0)

세계에서 일류라고 불리는 호텔에 휼륭한 고객이 모여든다. 그런 일류호텔은 그냥 만들

어진 것이 아니고 체인이란 브랜드호텔로 더욱더 성장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런 체인 브랜드 일류호텔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호텔리어의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HLS18106 호텔서비스경영학개론 (Introduction to Hotel Service Management, 3-3-0)

호텔경영의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호텔산업 추세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호텔경영의 기초이해, 생성발전과 현재추세와 호텔의 조직 및 경영전반의 이론 등

을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호텔과 외국의 호텔경영의 쟁점을 연구하도록 한다.

 HLS18107 서비스기업경영기초2 (Principle on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2, 3-3-0)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더욱 서비

스분야의 확대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서비스기업의 특성과 현황

을 이해하고, 서비스기업의 경영자·관리자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경영기법을 이해하는데 

본 강좌의 개설 목적이 있다.

 HLS18108 관광지역경제론 (Hospitality Service, 3-3-0)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호텔을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리조트

를 건설할 때에는 숙박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야 하고, 국가 또

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작업은 경제개념의 이해 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강

좌에서는 여가 및 관광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 등 제 이론을 습득하며, 이

러한 이론들이 여가관광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HLS18109 서비스기업영어2 (English in Leisure & Service Corporation 2, 3-3-0)

서비스기업에서 사용되는 실무영어를 학습하며 여가서비스기업영어I의 다음 과정으로 영

어권 외국인과의 현장서비스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HLS18110 서비스이론의적용과실무 (Application & Practice of Service Theory, 3-3-0)

오늘날의 서비스기업은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다. 본 강좌는 고

객만족경영을 위한 서비스이론과 기법을 이해하고, 실무적용을 위한 관련 교육내용이 포

함될 것이다. 서비스이론 탐구와 서비스기업 탐방, 서비스매너 체험, 서비스 롤플레잉, 

서비스기업 모니터링, 서비스기업의 서비스평가 등이 진행된다.

 HLS18111 트랜드와호텔여가서비스산업 (Trend & Hotel Leisure Service Industry, 3-3-0)

본 강의에서는 트랜드와 호텔여가서비스산업 경영전반에 걸쳐 관련 지식구축은 물론 호

텔여가서비스산업에 관련 사례를 접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호텔산업의 이

해, 마케팅, 메뉴, 환경, 등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사례연구를 통해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는 호텔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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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201 호스피탈리티통계 (Hospitality Statistics, 3-3-0)

호스피탈리티 현상을 통계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강의는 대학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계적 기법과 통

계조사기법을 실증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통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특히 통

계조사분석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실무활용 측면을 엑셀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HLS18202 호텔여가서비스경영 (Hotel Leisure Service Management, 3-3-0)

1, 2차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3차산업인 서비스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오늘

날의 기업들은 고객반족의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전략을 추

구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서비스의 개념과 정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경영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서비스기업의 관리자 또는 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과 지식을 배양

하는데 목적이 있다.

 HLS18203 관광레저소비자행동 (Tourism Leisure Consumer Behavior, 3-3-0)

관광객 행동을 일반심리학, 소비자 행동론, 관광객 행동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지 생각해 보며 관광객 행동론에 

관련된 주제의 발표, 토론을 통해 관광전문인의 소양을 기른다

 HLS18204 주장관리실무(Beverage Management 2, 3-3-0)

호텔, 외식업의 발전으로 음료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음료 분야는 커피, 와인, 

칵테일, 건강음료 등 으로 새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상품 가치로서의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 호텔과 외식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기호와 수준에 맞는 음료를 제공하고 수

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HLS18205 크루즈고객서비스(Cruise Customer Service, 3-3-0)

해양자원의 무궁한 잠재력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의 해양거점도시로 부상할 경우 해상

관광이나 크루즈관광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의 관광수요

에 대비하여 본 과목에서는 크루즈경영에 관한 제반 이론을 위한 강좌이다.

 HLS18206 호텔서비스마케팅(Hotel Service Marketing, 3-3-0)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요구되고 있는 21세기 

에 즈음하여 호텔산업과 더블어 서비스 산업과 지식 기반산업이 융합된 컨벤션산업이 각

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이론 및 사례를 이해하고 실용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HLS18207 호텔여가서비스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Hotel Leisure 

Services, 3-3-0)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는 인간을 경영하는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과제를 이해

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사관리의 제이론과 기법들을 종합 정리하여 인사관리를 연구

하는 학생 및 미래의 인적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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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208 관광레저콘텐츠기획 (Tourism Leisure Contents Planning, 3-3-0)

여가 서비스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실무과목으로 여가산업의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콘텐

츠를 기획하는 방법과 철학을 연구하는 강좌이다.

 HLS18209 호텔외식회계론 (Hotel Restaurant Accounting, 3-3-0)

호텔, 외식산업에 대한 회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전략들을 학습한다.

 HLS18210 관광레저와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Leisure & Culture, 3-3-0)

여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개론과목이며 여가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

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좌이다.

 HLS18211 창업경영과호텔여가서비스산업 (Business Start-Up & Hotel Leisure Service, 3-3-0)

오늘날의 서비스기업들은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경영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서비스기업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서비스

개념의 원론적인 개념과 학습을 수행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로서 서비스기업을 경영하

는데 필요한 서비스경영기법을 습득 및 창업경영에 대한 논리적인 함양 구축에 개설 목

적이 있다.

 HLS18212 카지노복합리조트와크루즈산업 (Casino Integrated Resort & Cruise Industry, 

3-3-0)

카지노와 카지노 고객의 특성, 그에 따른 서비스 방법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되며 해양

자원의 무궁한 잠재력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의 해양거점도시로 부상할 경우 해상관광

이나 크루즈관광의 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본 과목에서는 크루즈경영에 대해 학습한다.

 HLS18213 호텔객실업무론 (Hotel Room Division Operation, 3-3-0)

객실부문의 중요성, 판매 및 운영절차 등 객실관리의 전반을 학습하여, 호텔경영의 중심

영업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객실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HLS18214 호텔여가서비스디자인 (Hotel Leisure Service Design, 3-3-0)

본 강의에서는 호텔여가서비스의 무·유형적인 서비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

자인 구축에 대한 이론에 대해 학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HLS18301 MICE산업론 (Mice Industry, 3-3-0)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MICE산업의 개괄적인 

소개를 통하여, MICE의 역사와 현황, 개념과 산업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

여 MICE 기획과 운영의 제반 과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습득하며, MICE 산업의 미래를 

본 강좌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HLS18302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3-3-0)

상품판매의 추세와 소비자 욕구의 변화를 알아내고 소비자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확한 분석에 대한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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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303 호스피탈리티빅데이터분석론 (Hospitality Big Data Analysis, 3-3-0)

관광과 여행자를 위해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관광과 관

련된 여러 환대산업분야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과 결부된 최근의 상황과 전망을 알

아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방향과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HLS18304 호텔여가서비스기업경영전략 (Hotel Leisure Services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3-3-0)

상품판매의 추세와 소비자 욕구의 변화를 알아내고 소비자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확한 분석에 대한 지식습득을 목표로 한다.

 HLS18305 호텔여가서비스마케팅 (Hotel Leisure Services Marketing, 3-3-0)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요구되고 있는 21세기

에 즈음하여 호텔산업과 더블어 서비스 산업과 지식 기반산업이 융합된 컨벤션산업이 각

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 이론 및 사례를 이해하고 실용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HLS18306 호텔외식경영분석 (Hotel Restaurant Management Analysis 3-3-0)

학생들로 하여금 호텔 외식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영문 원서를 통해 review하며 

실제 호텔 현업에 종사하는 초빙강사의 강의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 공통점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여,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HLS18307 식음료산업의이해 (Understanding of Food & Beverage Industry,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지

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HLS18308 에코투어리즘(Eco Tourism, 3-3-0)

여가 관광분야의 새로운 형태인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그

와 관련된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다.

 HLS18309 여행항공실무론 (Travel Aviation Practice, 3-3-0)

최근 여행업은 관심과 위상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상황에

서 실용학문으로 체계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실무위주의 강의와 산업현장중심의 초점

으로 경영, 마케팅, 항공실무 등 본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HLS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HLS18310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중국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

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

양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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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311 호텔서비스경영전략 (Hotel Service Management Strategy, 3-3-0)

호텔경영의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호텔산업 추세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호텔서비스경영전략의 이해, 생성발전과 현재추세와 호텔의 조직 및 경영전반의 

이론 등을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호텔과 외국의 호텔서비스경영의 쟁점을 연구

하도록 한다.

 HLS18312 호텔여가서비스경영사례연구 (Hotel Leisure Service Management Case Study, 

3-3-0)

호텔경영관련 업계의 경영현실과 가장 가까운 국내외자료를 근거로 학습하여 실제경영환

경에서의 문제점과 제요인, 대안제시에 이르는 논리적 사고를 함양한다.

 HLS18313 호텔여가서비스품질경영 (Hotel Leisure Service Quality Management, 3-3-0)

서비스는 무형성이라는 특징으로 그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 관

리를 통한 고객만족은 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개념은 무엇인지, 전략적 품질경영계

획, 서비스 품질수준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호텔여가서비스와 접목시켜 진행된다.

 HLS18316 데이터과학과호텔여가서비스 (Data Science and Hotel Leisure Service, 3-3-0)

데이터과학을 기반으로 호텔여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이론에 대한 논리적사고를 함양한다.

 HLS18315 호스피탈리티현지답사및실습 (Hospitality Field Trip & Practice, 3-3-0)

호텔의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호텔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

도록 하여 호텔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HLS18402 레저관광경영세미나 (cSeminar in Leisure & Service Management, 3-3-0)

관광과 축제의 이해와 필요성, 도덕적이면서 정확한 홍보로 관광객을 관광시설, 관광지

로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HLS18403 레저관광상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in Leisure & Tourism, 3-3-0)

여가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다변화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업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개

발해봄으로써 여가서비스 수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본 강좌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HLS18404 카지노실무 (Casino Practice, 3-3-0)

국내에 카지노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따라 본 학과에서 필히 다루어야 

할 과목으로, 국내외 카지노 산업의 현황, 환경적 상황, 시장조사 및 분석, 카지노 게임

시설과 게임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현지답사 및 실습도 병행하여 전반적인 

카지노 산업의 이해와 지식습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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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4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학부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행한다.

 HLS18406 호텔서비스경영특강 (Special Lecture on Hotel Service Management, 3-3-0)

호텔업계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유능한 경영자들을 초청하여 현 호텔업계의 상황을 올

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HLS18407 호텔서비스외식창업론 (Business Start-Up in Hotel Leisure Service, 3-3-0)

호텔, 외식산업에 대한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과 전략들을 학습한다.

 HLS18408 호텔여가서비스기업브랜드관리 (Hotel Leisure Services Corporate Br& Management, 

3-3-0)

브랜드 호텔로 더욱 더 성장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브랜드 일류호텔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기업브랜드 관리를 교육한다.

 HLS18409 졸업시험 (Graduation Exam, 0-0-0)

본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8학기 동안 습득한 본 과의 학과지식평가 

및 관련 자격증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한다.

 HLS18410 공항&항공서비스실무론 (Airport & Aviation Practice, 3-3-0)

전략적 공항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공항유형을 전략적 포지셔닝과 가

치창조에 근거하여 Hub 공항, O&D 공항, Low-Cost 공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선진국의 

공항들(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쾰른/본 공항 등)을 모델로 한 사례분석도 병행한다.

 HLS18411 글로벌서비스기업경영 (Global Service Corporation Management, 3-3-0)

새로운 세계시장의 글로벌화가 한 지역, 한 국가를 넘어 세계 전역에 걸친 서비스기업들

의 경영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

장에서의 서비스기업들의 경영활동과 전략,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서비스기

업의 글로벌 경영기법을 연구하는데 본 강좌의 개설 목적이 있다.

 HLS18412 실버산업서비스 (Service in Silver Industry, 3-3-0)

현대사회의 주요 인구 층인 실버층에 적합한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실버산업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이다.

 HLS18413 유통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in Distribution Industry, 3-3-0)

유통관리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제조업체나 유통업

체에서 근무하게 될 미래의 마케터들에게 현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각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 본 강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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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S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IPP장기현장실습

 HLS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전공관련분야의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HLS18416 호텔식음료실무론 (Hotel Beverage Practice, 3-3-0)

호텔, 외식업의 발전으로 음료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호텔과 외식업 종사자들

은 고객의 기호와 수준에 맞는 음료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HLS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HLS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HLS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HLS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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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호텔산업

1. 호텔산업 분야

2. 여가서비스산업 분야

3. 레저산업 분야

1. 호텔산업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호텔과 여가, 서비스산업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하는 미래지향산업분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당 산업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을 바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카지노실습실, 식음료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학 중 국내외 호텔, 
여가, 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특급호텔, 호텔,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광호텔, 크루즈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서비스기업경영기초1, 레저산업분석, 서비스기업영어1 
체인호텔경영의이해, 호텔서비스경영학개론

1-2
서비스이론의적용과실무, 서비스기업영어2, 서비스기업경영기초2, 
트랜드와호텔여가서비스산업, 관광지역경제론

2-1 크루즈고객서비스, 주장관리실무

2-2 호텔객실업무론

3-1 MICE산업론, 호텔외식경영분석

3-2
호텔서비스경영전략, 여행항공실무론, 호텔여가서비스품질경영, 
호텔여가서비스경영사례연구, 식음료산업의 이해, 
데이터과학과호텔여가서비스,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호스피탈리티현지답사및실습, 

4-1 카지노실무,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장기현장실습(IPP)4

4-2
졸업시험, 호텔식음료실무론, 공항&항공서비스실무론,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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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가서비스산업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호텔과 여가, 서비스산업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하는 미래지향산업분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당 산업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을 바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카지노실습실, 식음료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학 중 국내외 호텔, 
여가, 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국내외 여행사, 국내외 항공사, 관광개발 컨설팅, 이벤트업, 의료관광, 
서비스경영지도사, 서비스기업 CS관리사, 승무원, 유통서비스, 백화점, 
면세점, 서비스컨설턴트, 이미지컨설턴트, 고객관리지도사, 고령친화산업분야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서비스기업경영기초1, 레저산업분석, 서비스기업영어1 
체인호텔경영의이해, 호텔서비스경영학개론

1-2
서비스이론의적용과실무, 서비스기업영어2, 서비스기업경영기초2, 
트랜드와호텔여가서비스산업, 관광지역경제론

2-1 -

2-2
관광레저와문화의이해, 카지노복합리조트와크루즈산업, 호텔외식회계론, 
창업경영과 호텔여가서비스산업

3-1 호텔여가서비스마케팅

3-2 에코투어리즘,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호스피탈리티현지답사및실습

4-1
카지노실무,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장기현장실습(IPP)4, 
호텔서비스경영특강, 레저관광경영세미나, 레저관광상품개발

4-2
졸업시험, 호텔식음료실무론, 공항&항공서비스실무론,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실버산업서비스
글로벌서비스기업경영, 유통고객서비스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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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저산업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호텔여가서비스경영학과에서는 호텔과 여가, 서비스산업은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하는 미래지향산업분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당 산업의 위상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을 바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카지노실습실, 식음료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학 중 국내외 호텔, 
여가, 서비스 분야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국제회의산업, 국내외 테마파크, 외식산업, 레저산업컨설팅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서비스기업경영기초1, 레저산업분석, 서비스기업영어1 
체인호텔경영의이해, 호텔서비스경영학개론

1-2
서비스이론의적용과실무, 서비스기업영어2, 서비스기업경영기초2, 
트랜드와호텔여가서비스산업, 관광지역경제론

2-1
관광레저소비자행동, 호스피탈리티통계, 호텔서비스마케팅, 
호텔여가서비스경영, 호텔여가서비스인적자원관리

2-2 호텔여가서비스디자인, 관광레저콘텐츠기획

3-1 마케팅조사론, 호텔여가서비스기업경영전략, 호스피탈리티빅데이터분석론

3-2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호스피탈리티현지답사및실습, 

4-1
호텔서비스외식창업론, 호텔여가서비스기업브랜드관리,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카지노실무, 

4-2
졸업시험, 현장실습5, 호텔식음료실무론, 공항&항공서비스실무론,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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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과
(Department of Global Aviation Service)

김-3

1. 교육목표

글로벌 항공시대가 요구하는 항공 비즈니스 리더와 항공 서비스 리더 양성

2. 학과안내 및 소개

  21세기의 핵심 교통수단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운항이다. 이런 21세

기형 항공운항 시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전문인의 양성과 학습자

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서비스는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항공운항과

는 유창한 외국어 능력, 항공 운항 및 항공 서비스 전문교육을 통하여 항공사 및 글로벌 

항공 문화투어기획에 필요한 항공 서비스 전문인을 양성한다. 유창한 외국어 능력 강화와 

국제적인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본교의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뿐 아니라 해외 항

공 인턴십도 활용한다. 항공사와의 산학협동에 의한 현장 중심 실무교육, 소수 정예의 맞

춤식 훈련 및 교수 멘토링 그리고 글로벌 항공시대에 걸맞는 문화지식교육도 병행한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m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

m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 직원

m 국내외 항공사 일반직 직원

m 국내외 항공문화투어 기획사

m 기업체 전문비서직

m 서비스 교육 및 이미지 컨설팅 회사

m 서비스 전문직

m 항공영어닥터: 항공영어 말하기 능력 훈련 동아리

m 항공토익아카데미: 항공사 입사에 필요한 토익 실력 향상 동아리

m 천사들의 합창: 항공인의 기본 자질이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역지사지”의 마음이

라는 점에서 봉사활동은 항공전문직의 기본 덕목

4. 자격증 및 동아리



804

5. 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GAS18101 전공과진로 Major Course Guidance 1 0 0 0 P/NP

4 1 전필 GAS18401 진로지도 Job Placement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GAS18409 졸업지도 Employment Strategy 0 0 0 P/NP

1 1 전선 GAS18102 글로벌항공교육론
Introduction to Global 
Aviation Management

3 3 0

1 1 전선 GAS18103 글로벌항공지리입문 Global Aviation Geography 3 3 0

1 1 전선 GAS18104 항공서비스영어1 Aviation Service English 1 3 2 2

1 2 전선 GAS18105 글로벌공항입문 Introduction to Global Airports 3 3 0

1 2 전선 GAS18106 항공객실업무개론 Introduction to Cabin Service 3 3 0

1 2 전선 GAS18107 항공서비스영어2 Aviation Service English 2 3 2 2

2 1 전필 GAS18201 항공영어실무실습1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English 1

3 0 6

2 1 전선 GAS18202 객실구조와비행안전 Flight Operation & Safety 3 3 0

2 1 전선 GAS18203
글로벌매너와커뮤니
케이션

Global Manners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 3 0

2 1 전선 GAS18204 항공비즈니스영어1 Aviation Business English 1 3 3 0

2 1 전선 GAS18205 항공사경영및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irline 
Management

3 2 2

2 1 전선 GAS18206 항공서비스영어3 Aviation Service English 3 3 2 2

2 1 전선 GAS18207 항공식음료론
Introduction to in-Flight 
Food & Beverage

3 3 0

2 1 전선 GAS18208 항공예약발권업무
Introduction to Airline 
Reservation Operation & 
Practice

3 3 0

2 1 전선 GAS18219
역사를품은발칸유럽:발칸
문화의인문학적상상력

Southeast Europe with 
History: Humanistic Approach 
to Balkans Arts & Culture

3 3 0

2 2 전필 GAS18209 항공영어실무실습2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English 2

3 0 6

2 2 전선 GAS18210 공항경영및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irport Management

3 2 2

2 2 전선 GAS18211 항공기내방송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Announcement 

3 3 0

2 2 전선 GAS18212 항공비즈니스영어2 Aviation Business English 2 3 3 0

2 2 전선 GAS18213 항공서비스경영론
Introduction to Aviation 
Managemen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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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GAS18214 항공서비스영어4 Aviation Service English 4 3 2 2

2 2 전선 GAS18215 항공식음료서비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Food & Beverage

3 3 0

2 2 전선 GAS18216 항공인간관계론
Human Factors in Aviation 
Business

3 3 0

2 2 전선 GAS18220 항공을경영하다 Aviation Management 3 3 0

2 4 전선 GAS18217 외국어권문화체험1
Field Study of Cul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1

2 0 0

2 4 전선 GAS18218 외국어권어학연수1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Speaking 
Countries 1

2 0 0

3 1 전필 GAS18301 객실서비스사례연구1 Case Study on Cabin Service 1 3 0 6

3 1 전선 GAS18302 글로벌이미지메이킹 Global Image-Making 3 3 0

3 1 전선 GAS18303 제2항공외국어1
Second foreign Language for 
Aviation Service 1

3 3 0

3 1 전선 GAS18304 항공객실서비스론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Service

3 3 0

3 1 전선 GAS18305 항공문화투어기획론
Global Cultural Tour 
Planning 

3 3 0

3 1 전선 GAS18306 항공의무및응급처치
in-Flight First Aid & 
Emergency Treatment

3 3 0

3 1 전선 GAS18307 항공인터뷰영어1 Airline Interview English 1 3 3 0

3 1 전선 GAS18321
공항은첨단도시다:사람,경
영,과학그리고문화이야기

The Airport is a High-Tech 
CIty: People, Business, 
Science and Culture Stories

3 3 0 　

3 2 전필 GAS18308 객실서비스사례연구2 Case Study on Cabin Service 2 3 0 6 　

3 2 전선 GAS18309 기내방송영어
in-Flight Announcement & 
Practice

3 3 0 　

3 2 전선 GAS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2 전선 GAS18310 제2항공외국어2
Second foreign Language for 
Aviation Service 2

3 3 0 　

3 2 전선 GAS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GAS18312 항공객실서비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Service

3 3 0 　

3 2 전선 GAS18313 항공문화경영론 Aviation Culture Management 3 3 0 　

3 2 전선 GAS18314 항공비즈니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Business

3 3 0 　

3 2 전선 GAS18315 항공소비자행동론 in-Flight Customer Behavior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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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GAS18316 항공인터뷰영어2 Airline Interview English 2 3 3 0 　

3 3 전선 GAS18318 외국어권문화체험2
Field Study of Cul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1

2 0 0 P/NP

3 3 전선 GAS18319 외국어권어학연수2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Speaking 
Countries 2

2 0 0 P/NP

3 3 전선 GAS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3 4 전선 GAS18320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Field Training 3(Aviation 
Management Internship)

3 0 0 P/NP

4 1 전선 GAS18402 글로벌항공객실매너 Global in-Flight Manner 3 3 0 　

4 1 전선 GAS1840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GAS18404 항공면접실무1
Airline Company Interview 
Training 1

3 3 0 　

4 1 전선 GAS18405 항공문화투어외국어1
Global Aviation foreign 
Language 1

3 3 0 　

4 1 전선 GAS18406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 Aviation Business Internship 3 3 0 　

4 1 전선 GAS18407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1
Airline Company Employment 
Strategy 1

3 3 0 　

4 1 전선 GAS18408 항공인적자원관리론
Airline Human Resource 
Management

3 3 0 　

4 1 전선 GAS18421
역사를품은독일문화:로드
문화를찾아서

German Culture in  History: 
in  Search of Cultural 
Routes

3 3 0

4 2 전선 GAS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GAS18410 항공마케팅경영론
Introduction to Airline 
Company Marketing 
Management

3 3 0 　

4 2 전선 GAS18411 항공면접실무2
Airline Company Interview 
Training 2

3 3 0 　

4 2 전선 GAS18412 항공문화투어외국어2
Global Aviation foreign 
Language 2

3 3 0 　

4 2 전선 GAS18413 항공물류운송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ir 
Cargo

3 3 0 　

4 2 전선 GAS18414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2
Airline Company Employment 
Strategy 2

3 3 0 　

4 2 전선 GAS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GAS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GAS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GAS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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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소개

 GAS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함양하고 목표 지향적 전공 학문 활동을 통한 미래 비

전을 제시한다.

 GAS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국내외항공사 중심으로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최적화된 진로탐색 및 방향을 지도한다.

 GAS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졸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수한 교육과정을 학생 친화적으로 점

검한다.

 GAS18102 글로벌항공교육론 (Introduction to Global Aviation Management,  3-3-0)

항공서비스 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마인드 정립, 고객 응대 자세와 매너, 대인 

관계 및 화법, 불만고객 대처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학습한다.

 GAS18103 글로벌항공지리입문 (Global Aviation Geography, 3-3-0)

세계 항공 산업의 역사도 100여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50여년에 불과하지만, 세

계적 항공사를 배출했고,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의 기본 골격과 노선(항공지리)에 관한 이해는 필

요불가결하다. 본 교과목은 항공운송 분야의 포괄적 개념과 이론뿐만 아니라, 항공업무

의 기초적 실무도 학습한다.

 GAS18104 항공서비스영어1 (Aviation Service English 1, 3-2-2)

항공서비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실무영어를 학습한다. 특히 서비스 현장 중심 언어학습을 

통한 맞춤형 항공서비스 영어 능력을 극대화한다.

 GAS18105 글로벌공항입문 (Introduction to Global Airports, 3-3-0)

공항은 운항, 여객 및 화물 운송 등의 기지라는 고유의 순기능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공

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물류운송으로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촉

진시키는 경제적 기능, 국가간, 지역간 관광과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글로벌 통합이라

는 사회-문화적 기능, 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토목, 건축, 기계, 전

기, 통신, 전자, 환경 등과 항공관제, 공항운영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는 과학 기술의 선도

적 기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함에 따라 항공기소음, 수질 및 대

기 오염, 환경파괴, 삶의 터전 상실 등과 같은 역기능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기

능을 자연과 인간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고려

하여 본 교과목은 전공간, 교수자간의 창의적인 결합분야로서 항공경영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을 겨냥한, 학부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주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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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106 항공객실업무개론 (Introduction to Cabin Service, 3-3-0)

항공모형실습실(Mock-up)에서 항공기의 탑승부터 하기까지 객실서비스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GAS18107 항공서비스영어2 (Aviation Service English 2, 3-2-2)

<항공서비스영어1>의 연속강좌로서 항공서비스에 필요한 실무영어를 심화 학습한다.

 GAS18201 항공영어실무실습1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English 1, 3-0-6)

Strong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re important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or cultural background.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develop a firm foundation of English language skills necessary to perform 

various duties they will be charged with as they embark upon their future careers in 

the skies.

 GAS18203 글로벌매너와커뮤니케이션 (Global Manners & Intercultural Communication, 3-3-0)

글로벌 항공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문화간 매너들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중심

으로 학습한다.

 GAS18207 항공식음료론 (Introduction to in-Flight Food & Beverage, 3-3-0)

항공산업과 외식산업에 필요한 식음료 이론과 경영기법에 기초한 식음료 서비스 능력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GAS18205 항공사경영및실무(Practical Approach to Airline Management, 3-2-2)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경향 및 구조와 역사, 항공운송체계,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와 글

로벌 환경 등 항공사 경영전략 전반을 학습함으로써 글로벌 항공사들이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요구조건들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GAS18202 객실구조와비행안전 (Flight Operation & Safety, 3-3-0)

항공기의 구조와 항공 운항, 객실 안전 및 보안 활동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비상

사태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피시키는 비상탈출방법 등을 항공모형실습실

(Mock-up)에서 상황 중심으로 학습한다.

 GAS18208 항공예약발권업무 (Introduction to Airline Reservation Operation & Practice, 

3-3-0)

항공 예약 및 발권에 필요한 항공 전문용어, 예약과정(절차 및 확인), PNR-조회 등 항공

운송예약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TOPAS, ABACUS 등을 활용

한 실습도 병행한다.

 GAS18206 항공서비스영어3 (Aviation Service English 3, 3-2-2)

<항공서비스영어2>의 연속강좌로서 상황별 고급 항공서비스 영어를 심화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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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204 항공비즈니스영어1 (Aviation Business English 1, 3-3-0)

글로벌 항공 비즈니스에 필요한 실무영어를 학습한다. 특히 비즈니스 현장 중심 언어학

습을 통한 맞춤형 항공 비즈니스 영어 능력을 극대화한다.

 GAS18219 역사를품은발칸유럽:발칸문화의인문학적상상력 (Southeast Europe with History: 

Humanistic Approach to Balkans Arts & Culture, 3-3-0)

발칸유럽, 유럽 속의 또 다른 유럽, 유럽의 화약고, .. 모두 발칸반도에 위치한 남동유럽

을 일컫는 표현들이다. 또 다른 매력적인 표현들도 있다. 같은 슬라브족이지만 게르만 

문화를 품은 슬로베니아, 아드리아 해의 진주 크로아티아, 영원한 로마인으로 남기를 바

란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 동서양 문화의 교두보 몬테네그로, 알렉산드로스 왕을 품

었기에 그리스와는 앙숙인 마케도니아, 비잔티움 문화를 받아들여 발칸유럽의 역사와 문

화를 만든 불가리아, 유럽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다뉴브 강, 일리리아 인의 후손임을 자

처하는 알바니아, 발칸의 맹주가 되고자 안달하는 세르비아, 그런 야망이 싫어서 나름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코소보, 흑해가 만나는 다뉴브 삼각지대 

등. 따라서 본 교과목의 개발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처럼 다채롭고 복잡하게 얽힌 역사를 

품은 발칸유럽의 색다른 문화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고, 이차적으로 특정 현상을 특정 관점이 아니라 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GAS18209 항공영어실무실습2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English 2, 3-0-6)

Strong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are important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regardless of their native language or cultural background. This course will help the 

students develop a firm foundation of English language skills necessary to perform 

various duties they will be charged with as they embark upon their future careers in 

the skies.

 GAS18210 공항경영및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irport Management, 3-2-2)

전략적 공항관리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공항유형을 전략적 포지셔닝과 

가치창조에 근거하여 Hub 공항, O&D 공항, Low-Cost 공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선진국

의 공항들(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쾰른/본 공항 등)을 모델로 한 사례분석도 병행

한다.

 GAS18211 항공기내방송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Announcement, 3-3-0)

한국어 및 관련 외국어의 표준어 발음 및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을 함양하여 고객 친화적

인 기내안내방송 능력을 극대화한다.

 GAS18212 항공비즈니스영어2 (Aviation Business English 2, 3-3-0)

<항공비즈니스영어1>의 연속 심화 강좌로서,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토론, 사회 등의 역

할 중심 학습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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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213 항공서비스경영론 (Introduction to Aviation Management, 3-3-0)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객중심의 항공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고객의 욕

구를 충족하고 항공 서비스 산업을 리드하는 객실 승무원의 역할이 더욱 필요시 되고 있

다. 객실 승무원은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교양, 바른 인성, 밝은 인상과 건강한 신체조건 

뿐만 아니라 직업의 프로의식을 갖추기 위해 항공 객실 서비스 기본 지식을 이해하는것

도 중요한 임무이다. 항공 서비스 본질과 기본 역량을 확보하고 기내 업무를 파악하고 

승무원의 역할 및 직무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객실 승무원의 전반적인 객실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GAS18214 항공서비스영어4 (Aviation Service English 4, 3-2-2)

<항공서비스영어3>의 심화강좌로서 상황별 고급 항공서비스 영어 능력을 완전 정복한다.

 GAS18215 항공식음료서비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Food & Beverage, 3-3-0)

<항공식음료론>의 연속 실습강좌로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심

화 학습한다. 또한 와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함양하여 글로벌 항공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능력 신장도 병행한다.

 GAS18216 항공인간관계론 (Human Factors in Aviation Business, 3-3-0)

글로벌 시대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국제 매너와 에티켓을 교육하고 학습해

야 할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체득한다.

 GAS18220 항공을경영하다 (Aviation Management, 3-3-0)

항공운송업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 산업으로 항공 산업 전반적인 지식과 

기초실무지식의 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항공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운송업무, 객실업무, 항공 여행에 

따른 지역 및 문화 등 항공 업무 전반의 융합적 지식체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AS18217 외국어권문화체험1 (Field Study of Cul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1, 2-0-0)

항공인으로서 필요로하는 국제적 감각 향상을 목표로 한다.

 GAS18218 외국어권어학연수1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Speaking 

Countries 1, 2-0-0)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예비 항공인으로서의 준비 과정으로 외국어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GAS18301 객실서비스사례연구1 (Case Study on Cabin Service 1, 3-0-6)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항공운송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항공예약서비스의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항공운항과 전공학생들이 예약시스템 활용

능력과 이론적 배경지식을 숙지하고, 항공운송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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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302 글로벌이미지메이킹 (Global Image-Making, 3-3-0)

글로벌 항공서비스 전문가로서 고객 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행동 전략과 개

인의 인성을 고객 친화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미지 연출(예, 용모와 인사, 표정, 말

씨, 태도 등)을 학습하여 능동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고양시킨다.

 GAS18303 제2항공외국어1 (Second foreign Language for Aviation Service 1, 3-3-0)

글로벌 항공사 취업을 겨냥한 외국어 학습과정으로서 기초부터 고급까지 원어민과 내국

인의 협업에 기초한 실용 외국어 습득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GAS18304 항공객실서비스론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Service, 3-3-0)

항공객실 승무원에 필요한 항공기 객실서비스 업무 전반에 관한 기초 실무지식을 학습한

다. 객실구조, 객실서비스의 구성요소 및 기내식음료 등을 익히고 객실승무원의 서비스 

매너 학습 및 기내서비스 실무 실습도 병행한다.

 GAS18305 항공문화투어기획론 (Global Cultural Tour Planning, 3-3-0)

항공문화 부문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기획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GAS18306 항공의무및응급처치 (in-Flight First Aid & Emergency Treatment, 3-3-0)

객실구조의 이해, 발생 가능한 비행안전사고, 기내 비상장비 사용법의 체득 그리고 일상

적인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응급처치 기술 등을 상황 중심적으로 훈련한다.

 GAS18307 항공인터뷰영어1 (Airline Interview English 1, 3-3-0)

글로벌 항공사 및 기업체 등의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학습 뿐 아

니라 PR, 프레젠테이션, 그룹토론, 인터뷰 등에 관한 실천적 연습을 통해 최적화된 인터

뷰 영어구사능력을 함양한다.

 GAS18321 공항은첨단도시다:사람,경영,과학그리고문화이야기 (The Airport is a High-Tech 

CIty: People, Business, Science and Culture Stories, 3-3-0)

공항은 운항, 여객 및 화물 운송 등의 기지라는 고유의 순기능을 수행한다. 한편으로 공

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물류운송으로 항공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촉

진시키는 경제적 기능, 국가간, 지역간 관광과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과 글로벌 통합이라

는 사회-문화적 기능, 공항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첨단과학기술(토목, 건축, 기계, 전

기, 통신, 전자, 환경 등과 항공관제, 공항운영시스템 등)을 발전시키는 과학 기술 선도적 

기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함에 따라 항공기소음, 수질 및 대기 

오염, 환경파괴, 삶의 터전 상실 등과 같은 역기능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자연과 인간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고려하여 

본 교과목은 전공간, 교수자간의 창의적인 결합분야로서 항공경영학의 새로운 지식창출

을 겨냥한, 학부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주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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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308 객실서비스사례연구2 (Case Study on Cabin Service 2, 3-0-6)

항공사 업무를 이해하고 국내 주요항공사 및 여행사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예약전

산시스템인 TOPAS SELL CONNECT 시스템을 활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수업을 실시한다. 수업을 통하여 TOPAS항공예약 자격증과 TOPAS항공운임발

권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GAS18309 기내방송영어 (In-Flight Announcement & Practice, 3-3-0)

기내에서 승객에게 비행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 영어능력을 함양한다.

 GAS18317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

 GAS18310 제2항공외국어2 (Second foreign Language for Aviation Service 2, 3-3-0)

<제2항공외국어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항공 산업의 발달은 항공 시장의 환경을 치열한 경쟁구도로 만들었다. 공항 및 항공사가 

원하는 항공 전문 인재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원하고 있다. 항공 현장에서 고객

과 직접 대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산업 경영 전반의 지식과 기술적, 

사회 문화적 개념을 폭 넓게 이해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차별화된 항공 

전문 지식을 기획, 설계, 실현하는 전 과정이다.

 GAS18312 항공객실서비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in-Flight Service, 3-3-0)

<항공객실서비스론>의 연속 심화 강좌로서,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GAS18313 항공문화경영론 (Aviation Culture Management, 3-3-0)

항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및 항공사 업무 지식 습득, 항공사 관련 업무 수행을 위

한 기본 소양 배양.

 GAS18314 항공비즈니스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viation Business, 3-3-0)

21세기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핵심 성장 산업인 항공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항공 운송업의 예약, 발권, 운송, 객실, 운항, 정비 각각의 분야를 학습하여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항공사의 업무 담당자로서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

이 있다.

 GAS18315 항공소비자행동론 (in-Flight Customer Behavior, 3-3-0)

본 강좌는 소비자로서의 항공여객을 잘 이해하기 이해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다. 소비자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

고 연구함으로써 소비자가‘왜?’그리고‘어떻게?’다양한 마케팅 자극을 처리하고 항공

사 선택결정을 내리며, 특정 항공사나 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에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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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316 항공인터뷰영어2 (Airline Interview English 2, 3-3-0)

<항공인터뷰영어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318 외국어권문화체험2 (Field Study of Cul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2, 2-0-0)

<외국어권문화체험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319 외국어권어학연수2 (Field Studies of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Speaking 

Countries 2, 2-0-0)

<외국어권어학연수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320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Field Training 3(Aviation Management Internship), 

3-0-0)

기업에서 요구되는 매너와 에티켓 관련 지식을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글로벌 시대의 새

로운 경쟁력 형성에 필요한 글로벌 문화지능을 배우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GAS18402 글로벌항공객실매너 (Global in-Flight Manner, 3-3-0)

글로벌 항공 비즈니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이문화간 매너들을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중심

으로 학습한다.

 GAS18403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항공 산업의 발달은 항공 시장의 환경을 치열한 경쟁구도로 만들었다. 공항 및 항공사가 

원하는 항공 전문 인재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원하고 있다. 항공 현장에서 고객

과 직접 대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 산업 경영 전반의 지식과 기술적, 

사회 문화적 개념을 폭 넓게 이해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차별화된 항공 

전문 지식을 기획, 설계, 실현하는 전 과정이다.

 GAS18404 항공면접실무1 (Airline Company Interview Training 1, 3-3-0)

항공전문인으로서 차별화된 면접 실무능력 함양에 필요한 총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승무

원뿐 아니라 이미지 전문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GAS18405 항공문화투어외국어1 (Global Aviation foreign Language 1, 3-3-0)

The study of cultural orientation gives us a model for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the 

results of intercultural encounters. This is also very important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It is, however, a model—a theory. New discoveries continue to be made 

about why people(here passengers/customers) act the way they do. Furthermore, 

communication always takes place between individuals, not cultures. Few individuals are 

perfect representations of their culture. What can the model introduced in this class of 

cultural orientation do for people working in the aviation industry? It can help aviation 

cabin crew members(Pilots, FA) to predict how people in certain cultures will speak, 

act, negotiate, and make a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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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406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 (Aviation Business Internship, 3-3-0)

21세기 세계화, 국제화의 글로벌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항공은 이제 일상 생활의 일부분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항공산업은 이에 중요성은 물론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항공사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 이해를 통해 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GAS18407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1 (Airline Company Employment Strategy 1, 3-3-0)

국내외항공사 객실 승무원, 항공사 지상직, 각 서비스 전문직 등의 현장실습을 통해 접

점 서비스 응대를 학습하여 서비스 전문인으로서 갖춰야할 실질적인 지식을 최적화한다.

 GAS18408 항공인적자원관리론(Airline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

조직 문화와 리더십, 그리고 해외 항공사 견학에 대비한 미션을 준비한다. 두 가지 영역

의 학습 과정에서 추가로 취업에 최적화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및 작성 결과를 발표를 

통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GAS18421 역사를품은독일문화:로드문화를찾아서 (German Culture in  History: in Search 

of Cultural Routes, 3-3-0)

독일과 독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통해 독일이 어떠한 나라인지 이해한다. 주제별 

논의를 지양하고, 16개의 주 단위로 지리와 역사와 문화를 살펴본다. 특히 역사를 품은 

문화를 조명하고, 독일의 주요 공항들이 갖는 의미를 집중 조명한다.

 GAS18415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 기반 장기현장실습.

 GAS18410 항공마케팅경영론 (Introduction to Airline Company Marketing Management, 

3-3-0)

항공산업의 경쟁적 환경, 전략적 항공서비스 제품개발, 고객 만족 및 행동의 전략적 이

해능력, 글로벌 문화 대응능력 등과 같은 항공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한다.

 GAS18411 항공면접실무2 (Airline Company Interview Training 2, 3-3-0)

<항공면접실무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412 항공문화투어외국어2 (Global Aviation foreign Language 2, 3-3-0)

실제 공항 및 기내에서 객실 승무원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영어를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승객과의 접점에 있는 객실 승무원의 영어 실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

하는 연습 훈련을 가장 중점에 두어 학습한다. 수업을 통하여 틀에 박힌 딱딱한 영어문

장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도록 한다.

 GAS18413 항공물류운송실무 (Practical Approach to Air Cargo, 3-3-0)

<항공물류운송론>의 연속강좌로서 이론에 기초한 실무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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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18414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2 (Airline Company Employment Strategy 2, 3-3-0)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1>의 연속 심화 강좌이다.

 GAS18416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그동안의 학습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

인하고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쓴다.

 GAS18419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비즈니스 매너 교육은 필수요건이다. 비즈니스매너는 개인의 

특성을 넘어 업무적 역량을 평가하는 수단이 되었다. 비즈니스 인사매너, 비즈니스 커뮤

니케이션, 비즈니스 불만고객응대, 비즈니스 상황 별 매너를 통해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

너를 익힌다.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특징, 테이블매너, 

해외여행 매너 등 글로벌 매너에 대해 익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다른 문

화에 대한 의연한 대처능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익힌다.

 GAS18417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연계 취업 대비.

 GAS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그동안의 학습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

인하고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쓴다.

 GAS18420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그동안의 학습한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

인하고 필요한 역량 강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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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항공기내관리 과정

2. 항공공항관리 과정

3. 항공화물관리 과정

4. 항공업무통번역 과정

1. 항공기내관리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21세기의 핵심 교통수단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이다. 이런 
글로벌 항공시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공 기내관리 전문인의 
양성과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과정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에 본 
학과는 항공사에 필요한 항공 기내관리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외국어 능력, 항공 
운항 및 기내 관리 전문교육을 다각적으로 실시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IATA국제자격증-항공예약발권, CRS자격증(TOPAS, ABACUS), 응급처치,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원, 항공사 대리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글로벌항공교육론

1-2 항공객실업무개론

2-1
글로벌매너와커뮤니케이션, 항공식음료론, 항공사경영및실무, 
객실구조와비행안전, 항공예약발권업무

2-2 항공식음료서비스실무, 항공기내방송실무, 항공서비스경영론

3-1
글로벌이미지메이킹, 항공객실서비스론, 항공의무및응급처치, 
객실서비스사례연구1

3-2 항공문화경영론, 항공객실서비스실무, 기내방송영어, 항공비즈니스실무

3-3 현장실습1

3-4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4-1
항공면접실무1,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1,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1, 
글로벌항공객실매너, 항공인적자원관리론

4-2
항공면접실무2,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2,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2, 
항공마케팅경영론, 항공물류운송실무, 현장실습1, 2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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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공항관리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공항은 세계문화의 관문이자 첨단시설의 집합장이다. 공항은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여객수송의 편의시설을 넘어 도시기능화, 대 여객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의 공항은 그런 점에서 AEROPOLIS[항공도시] 개념을 도입한 거대한 
독립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이에 본 학과는 AEROPOLIS로서의 공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공항관리 실무능력뿐 아니라 항공사 업무에 특화된 
전문 교육을 다각적으로 실시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IATA국제자격증-항공예약발권, CRS자격증(TOPAS, ABACUS), 응급처치, 
컴퓨터활용능력, 비서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원, 항공사 대리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글로벌항공교육론, 글로벌항공지리입문

1-2 항공객실업무개론, 글로벌공항입문

2-1
글로벌매너와커뮤니케이션, 항공사경영및실무, 항공예약발권업무, 
항공비즈니스영어1, 항공영어실무실습1

2-2 항공인간관계론, 공항경영및실무, 항공서비스경영론, 항공비즈니스영어2

3-1 글로벌이미지메이킹, 항공의무및응급처치, 제2항공외국어1

3-2 항공소비자행동론, 제2항공외국어2, 항공비즈니스실무

3-3 현장실습1

3-4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4-1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1,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1, 항공인적자원관리론

4-2
항공비행및공항실무연수2, 항공사취업전략과실전2, 항공마케팅경영론, 
항공물류운송실무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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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화물관리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21세기가 항공시대라는 표현은 항공운송서비스의 공급 패턴 다양화에 의한 
항공화물 운송 능력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화물 전용기의 증편, 대형 
항공사와 LCC의 여객 증가로 여객기 화물 운송(Belly Cargo)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화물운송 공급이 늘어났다. 이에 화물운송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지식인 양성은 필요불가결하다. 이에 본 학과는 외국어 지식에 기초하여 
IATA-화물운송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항공화물관리능력, IATA화물운송관리사 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국내외 항공화물회사, 비서직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글로벌항공교육론, 글로벌항공지리입문

1-2 글로벌공항입문

2-1 항공비즈니스영어1, 글로벌매너와커뮤니케이션1, 항공사경영및실무

2-2 항공비즈니스영어2, 항공인간관계론, 공항경영및실무

3-1 항공비즈니스영어3, (IATA화물관리시험 특별과정 1, 2)

3-2 항공비즈니스영어4, 항공문화경영론, 항공소비자행동론

3-3 현장실습1

3-4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4-1 항공인적자원관리론

4-2 항공마케팅경영론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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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업무통번역 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 간, 국가 간 통상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항공업무 
관련 전문 통역과 번역의 수요 증가로 이에 적합한 외국어 통번역 전문가 양성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를 위하여 영어와 제2외국어 분야의 심화학습과 
해외어학연수를 통하여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에 정진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외국어 능력(TOEIC, HSK, JPT, ZDaF 등)

졸업 후 진로 영어 통-번역사, 통번역대학원 진학, 외국항공사지점, 외국투어인솔자, 외국유학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항공서비스영어1

1-2 항공서비스영어2

2-1 항공서비스영어3, 항공비즈니스영어1, 항공영어실무실습1

2-2 항공서비스영어4, 항공비즈니스영어2, 항공영어실무실습2

2-4 외국어권문화체험1, 외국어권어학연수1

3-1 항공인터뷰영어1, 제2항공외국어1, 외국어권현지실습1

3-2 항공인터뷰영어2, 제2항공외국어2, 외국어권현지실습2

3-3 현장실습1

3-4 현장실습3(항공경영실무)

4-1 항공문화투어외국어1

4-2 항공문화투어외국어2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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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경영학과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김-4

1. 교육목표

  외식경영학 전공의 교육목표는 외식·급식 산업체에서 일할 창의적 전문 경영관리인의 

양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m 외식·급식 산업체의 특성에 맞춘 전문 경영지식과 숙련된 기능 배양

m 세계화에 따른 외식·급식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한 국제화된 감각 연마

m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지식 고취 

m 봉사정신 및 도덕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m 외식 및 조리 관련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 함양

2. 학과소개 및 안내

  외식경영학과에서는 국내외 외식·급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식·급식경영 관련과목, 조리 관련과목, 식품영양 및 위

생 관련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외식·급식산업에 필요한 전문 경영관리자를 양

성하고 있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생들은 호텔, 패밀리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점 등의 외식업체 관리자, 외식산업

관련 연구소, 외식경영컨설팅 회사, 식품회사 메뉴개발자, 위생관리사, 영양사(식품영양학 

연계전공 이수자), 홍보영양사, 조리사, 식재마케터, 푸드코디네이터, 조리교사(교직과목 

이수자)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취득 자격증

m 영양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m 조리산업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m 위생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m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m 조주기능사(한국산업인력공단)

m 유통관리사(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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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FS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FS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FSM18409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Work & Thesis 0 0 0 P/NP

1 1 전선 FSM18102 서양조리1 Western Cuisine 1 3 2 2

1 1 전선 FSM18103 외식산업론 Foodservice Industry 3 3 0

1 1 전선 FSM18104 조리원리및실습 Principle of Cookery & Practice 3 2 2

1 2 전선 FSM18105 기초영양학 Basic Nutrition 3 3 0

1 2 전선 FSM18106 서양조리2 Western Cuisine 2 3 2 2

1 2 전선 FSM18107 조리과학및실습 Culinary Science & Practice 3 2 2

2 1 전선 FSM18201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 3 0

2 1 전선 FSM18202 식품학 Food Science 3 3 0

2 1 전선 FSM18203 외식마케팅 Restaurant Marketing 3 3 0

2 1 전선 FSM18204 한국조리1 Korean Cuisine 1 3 2 2

2 1 전선 FSM18205 호스피탈리티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Hospitality Industry 3 3 0

2 2 전선 FSM18206 급식경영학
Institutional Foodservice  
Administration

3 3 0

2 2 전선 FSM18207 레스토랑경영및실습 Restaurant Management Training 3 2 2

2 2 전선 FSM18208 외식마케팅조사및실습
Marketing Research In 
Foodservice Industry

3 2 2

2 2 전선 FSM18209 주방관리론 Kitchen Theory 3 3 0

2 2 전선 FSM18210 한국조리2 Korean Cuisine 2 3 2 2

3 1 전선 FSM1830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 3 0

3 1 전선 FSM18302 메뉴관리론 Menu Management 3 3 0

3 1 전선 FSM18303 제과제빵1 Pastry 1 3 2 2

3 1 전선 FSM18304 조리교과교육론
Culinary Art Curriculum 
Management

3 3 0 교직

3 1 전선 FSM18305 주방경영연구실습
Kitchen Management Research & 
Practical Training 

3 2 2

3 2 전선 FSM18306 식생활과문화 Foods & Culture in the world 3 3 0

3 2 전선 FSM18307 식품위생법규 Food Sanitatio Laws 3 3 0

3 2 전선 FSM18308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 3 0

3 2 전선 FSM18309 외식소비자행동 Restaurant Consumer Behavior 3 3 0

3 2 전선 FSM18310 제과제빵2 Pastry 2 3 2 2

3 2 전선 FSM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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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FSM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에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학 4년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

한 지식 제공과 진로 설계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자기 진단 지도, 장기적 관점의 진로 

목표와 실천 계획 수립 지도 한다.

 FSM18102 서양조리1 (Western Cuisine 1, 3-2-2)

서양 음식의 종류와 각 종류별 대표적인 음식의 조리방법과 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고, 더 나아가 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103 외식산업론 (Foodservice Industry, 3-3-0)

외식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향후, 외식산업 역사 및 전망,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현장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FSM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2 전선 FSM18412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 3 0

3 4 전선 FSM1841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FSM18402 단체급식관리
Quantity Food Production & 
Service ManagementFoodservice 
Administration

3 3 0

4 1 전선 FSM18403 식이요법 Diet Terapy & Practice 3 3 0

4 1 전선 FSM18404 영양사현장실습 Nutritionist Practical 3 0 0

4 1 전선 FSM18405 외식급식경영연구실습 Foodservice Management Seminar 3 2 2

4 1 전선 FSM18406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
도법

Teaching Materials & Research of 
Culinary Education

3 3 0 교직

4 1 전선 FSM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FSM18408 프랜차이즈경영론 Franchise Management 3 3 0

4 2 전선 FSM18410 식품가공및저장학 Food Processing & Storage 3 3 0

4 2 전선 FSM18411 외식원가관리 Food Service Cost Control 3 3 0

4 2 전선 FSM18413 조리교직논리및논술
Logical Essay for Vocational 
Teachers

3 3 0 교직

4 2 전선 FSM1841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4 2 전선 FSM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3 전선 FSM1841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4 3 전선 FSM1841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4 3 전선 FSM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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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M18104 조리원리및실습 (Principle of Cookery and Practice, 3-2-2)

조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식품의 특성과 그 식품을 조리할 때에 내재하는 조리원리에 관

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 학습하고, 조리원리에 입각한 실습을 통해 과학적인 조리기술을 

익힌다.

 FSM18105 기초영양학 (Basic Nutrition, 3-3-0)

인체 영양학의 원리, 개념, 적용 등 에너지 균형과 대사, 영양과 관련된 생리적 기능에 

관하여 공부한다. 열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하여 분류, 구조, 인체 내에

서의 소화, 흡수, 대사 및 그 기능, 함유식품, 인체의 필요량, 결핍증 및 과잉증 등을 공

부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FSM18106 서양조리2 (Western Culinary 2, 3-2-2)

서양 음식의 종류와 각 종류별 대표적인 음식의 조리방법과 기술을 실습을 통해 익혀, 

고급 양식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107 조리과학및실습 (Culinary Science & Practice, 3-2-2)

각 식품의 특성과 식품을 조리할 때에 게재되는 기초적인 실험 내용을 선정하여, 조리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식품화학적, 물성학적, 관능적 측면 등 다

각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하여, 영양가의 파괴가 적으면서 관능적으로 우수한 

완성품을 조리할 수 있도록, 조리원리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FSM18201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3-3-0)

최근 연구, 발표되고 있는 영양,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영양소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열량 영양소들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전을 비롯하여 생리적 기능, 영양소의 급원 

및 영양소 간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고찰한다.

 FSM18202 식품학 (Food science, 3-3-0)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섭취해야만 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각 식품에 함유된 주된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여, 영양학과 연계하여 식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외식급

식업체 현장에서 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203 외식마케팅 (Restaurant Marketing, 3-3-0)

외식서비스산업의 서비스 마케팅 개념과 고객관리를 이해하며, 외식산업에서의 STP전략 

및 7p를 사례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FSM18204 한국조리1 (Korean Cuisine 1, 3-2-2)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각 음식의 전문적인 조리이론과 기술을 익

히고, 더 나아가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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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M18205 호스피탈리티산업의이해 (Introduction to Hospitality Industry, 3-3-0)

환대산업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환대서비스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에 있

어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객서비스 접점의 중요성 및 그 실례를 바탕으로 환대서

비스 전략 등을 학습한다.

 FSM18206 급식경영학 (Institutional Foodservice Administration, 3-3-0)

급식소 현장의 관리자로 알아야 할 필수 경영 이론과 용어를 이해하고, 급식소의 내부고

객 관리 즉,‘인적자원관리’와 급식소의 외부 고객관리 즉,‘마케팅 관리’에 대하여 

배우며, 급식경영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한다.

 FSM18207 레스토랑경영및실습 (Restaurant Management Training, 3-2-2)

레스토랑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비롯하여 레스토랑의 입지선정, 메뉴, 원가관리,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점포설계 등을 배

우고, 레스토랑 경영전문가를 양성한다.

 FSM18208 외식마케팅조사및실습 (Marketing Research In Foodservice Industry, 3-2-2)

외식마케팅조사 및 자료수집을 이해하고 설문지 작성 및 SPSS 사용법을 이해하며, 현장

중심적인 응용능력과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기른다.

 FSM18209 주방관리론 (Kitchen Theory, 3-3-0)

조리작업 활동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주방장비와 조리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적

절히 잘 구성된 운영시스템과 동선, 시설과 장비배치, 훈련된 조리사, 적절하게 준비된 

식재료, 위생적인 설비 등으로 호텔과 외식 조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FSM18210 한국조리2 (Korean Cuisine 2, 3-2-2)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각 음식의 전문적인 조리이론과 기술을 익

히고, 더 나아가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301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3-3-0)

공중보건, 환경보건, 역학 및 질병관리, 보건관리 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배우며, 외

식 및 급식산업에서의 공중보건학의 중요성과 그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FSM18302 메뉴관리론 (Menu Management, 3-3-0)

급식 및 외식경영 전문인으로서 마케팅도구이자 판매 및 관리도구인 메뉴(Menu)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메뉴의 계획, 개발, 디자인, 가격결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FSM18303 제과제빵1 (Pastry 1, 3-2-2)

제과제빵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적인 제과제빵 기술을 실습을 통해 

익히고, 더 나아가 제과기능사 및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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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M18304 조리교과교육론 (Culinary Art Curriculum Management, 3-3-0)

중·고등학교의 교과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을 위한 수업설계와 교수·학습지도방법 및 평

가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FSM18305 주방경영연구실습 (Kitchen Management Research & Practical Training, 3-2-2)

총주방장의 핵심실무를 올바른 메뉴작성, 주방재무 및 조리실습을 토하여 습득환후 개개

인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총주방장의 실무 및 주방경영의 핵심실무를 다룬다.

 FSM18306 식생활과문화 (Foods & Culture in the World, 3-3-0)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독특한 식생활 문화

의 발달상과 현황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아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서로 조

화롭게 응용한 새로운 Fusion Food 개발에 관한 실습을 한다.

 FSM18307 식품위생법규 (Food Sanitation Laws, 3-3-0)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이해하고 터득함으로써 외식 및 급식관리자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FSM18308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3-0)

외식 및 단체급식 시설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수령에서 고객 

및 배식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해에 대비하여 수행

해야 하는 위생관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309 외식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3-3-0)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다루는데 문제의 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및 구매 후 행

동,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소비자 정보처리과정과 기억, 태도의 형성과 변화

에 관한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외식산업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케팅 실무에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 활동

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마케팅전략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310 제과제빵2 (Pastry 2, 3-2-2)

제과제빵의 기본 원리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적인 제과제빵 기술을 실습을 통해 

익히고, 더 나아가 제과기능사 및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FSM18311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학생 조별로 독립적으로 기획하여 외식 또는 조리 관련 연구개발 및 창작조리/외식마케팅 

공모전 참여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전공에 대한 창의적 종합설계를 하는 실습을 한다.

 FSM18312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0-0)

‘IPP 사업’및 조리·외식 관련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공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

고 한 학기 이상 기업에서 현장 실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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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M1841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3-0-0)

외식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

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기업에서 단기간(4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대상으로 취업관련 특강 및 향후에 대한 진로를 지도한다.

 FSM18402 단체급식관리 (Quantity Food, 3-3-0)

급식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급식관리 업무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세부기능

들과 급식운영에 필요한 관리기능에 대해 배움으로써 효과적, 효율적으로 급식소를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FSM18403 식이요법 (Diet therapy & Practice, 3-3-0)

식생활의 서구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여러 질병이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서, 외식급식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각 질병의 병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조리법을 습득하여, 

고조되고 있는 건강식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

 FSM18404 영양사현장실습 (Nutritionist Practical, 3-0-0)

급식업체 영양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양관리, 작업관리, 조직관리, 위생관리, 원가관

리 등 여러 가지 실무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접 익힌다.

 FSM18405 외식급식경영연구실습 (Foodservice Management Seminar, 3-2-2)

본 강의의 목적은 외식 및 급식경영과 관련된 졸업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통계분석기

법을 배우는데 있다.

 FSM18406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Teaching Materials & Research of Culinary 

Education, 3-3-0)

조리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내

용, 실제적인 중등학교 조리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구성, 그리고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지도방법에 대하여 익힌다.

 FSM18407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학생 조별로 독립적으로 기획하여 외식 또는 조리 관련 연구개발 및 창작조리/외식마케팅 

공모전 참여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전공에 대한 창의적 종합설계를 하는 실습을 한다.

 FSM18408 프랜차이즈경영론 (Franchise Management, 3-3-0)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요인을 통해 외식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 및 가맹

점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연구를 한다.

 FSM18409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Work & Thesis, 0-0-0)

외식급식경영학 전공에 관련된 분야 중 관심이 있는 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잡아, 그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문헌 고찰과 방법론 개발 및 실습 등을 통하여 그 결

과물을 논문과 작품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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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M18410 식품가공및저장학 (Food Processing & Storage, 3-3-0)

외식급식산업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식품재료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가

공하는 방법을 배우며, 구입한 식품재료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익힌다.

 FSM18411 외식원가관리 (Food Service Cost Control, 3-3-0)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고취시키고　원가구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검

토하여 판매구성을 할 수 있고 메뉴계획에 의한 경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손익

분기점에 관한 계산과정을 익히고, 실제 경영분석에 맞추어 산출하는 실전능력을 키운다.

 FSM18412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3-3-0)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진단법, 식사요법을 통한 치료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임상영양학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질병회복은 의료, 

간호, 식사요법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환자 및 준환자의 영양관리를 하는데 중요

한 임상영양학의 이론과 이에 따른 식사지침을 익힌다.

 FSM18413 조리교직논리및논술 (Logical Essay for Vocational Teachers, 3-3-0)

교육에 필요한 작문 및 논술에 대한 단계적 학습을 실시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FSM1841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0-0)

‘IPP 사업’및 조리·외식 관련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공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

고 한 학기 이상 기업에서 현장 실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41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5, 15-0-0)

외식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

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기업에서 단기간(4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41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6-0-0)

‘IPP 사업’및 조리·외식 관련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공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

고 한 학기 이상 기업에서 현장 실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41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3-0-0)

‘IPP 사업’ 및 조리·외식 관련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공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한 학기 이상 기업에서 현장 실무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SM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3-0-0)

외식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

시키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키고자 기업에서 단기간(4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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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별 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외식산업관리자를 위한 로드맵

2. 조리분야종사자를 위한 로드맵

3. 영양전문가를 위한 로드맵

1. 외식산업관리자를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급변하는 외식업체의 특성에 맞춘 경영지식과 서비스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
성하도록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외식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전문전공지식, 메뉴 작성, 식자재 관리, 영양 상담, 
급식업체 업장 관리, 서비스 마인드, 소비자 기호 조사, 식품이나 메뉴 개발, 
기능성 식품 관리

졸업 후 진로
호텔 식음료 매니저, 외식업체 관리자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업직원, 식품회사 연
구원, 외식관련 창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외식산업론, 서양조리1, 조리원리및실습

1-2 기초영양학, 서양조리2, 조리과학및실습

2-1 외식마케팅, 호스피탈리티산업의이해

2-2 외식마케팅조사및실습, 급식경영학, 레스토랑경영및실습

3-1 공중보건학, 메뉴관리론

3-2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 외식소비자행동, 식생활과문화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프랜차이즈경영론, 외식급식경영연구실습, 단체급식관리, 
영양사현장실습

4-2 외식원가관리,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3,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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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분야종사자를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및 제과제빵 등의 조리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고 실
질적인 주방관리를 담당할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조리실무(한, 양, 제과제빵), 외식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전문전공지식, 
조리실무이론, 자격증, 메뉴 작성, 식품이나 메뉴 개발, 주방경영 및 관리, 서비스 
실무, 서비스이론, 식당경영, 주장서비스

졸업 후 진로
호텔 및 외식·급식업체 총주방장(Executive Chef), 총제과장(Executive Pastry 
Chef), 주방관리자를 목표로 하는 조리사, 제과사 및 조리교사(교직이수), 조리연
구가 메뉴개발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외식산업론, 서양조리1, 조리원리및실습

1-2 기초영양학, 서양조리2, 조리과학및실습

2-1 한국조리1

2-2 한국조리2, 주방관리론, 레스토랑경영및실습

3-1 주방경영연구실습, 메뉴관리론, 공중보건학, 제과제빵1

3-2 식품위생법규, 식품위생학, 제과제빵2

3-4 현장실습1

4-1 영양사현장실습, 진로지도

4-1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3,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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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전문가를 위한 로드맵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단체급식 및 영양관련 실무를 이해하고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
도록 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외식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전문전공지식, 메뉴 작성, 식자재 관리, 영양 상담, 
급식업체 업장 관리, 소비자 기호 조사, 식품이나 메뉴 개발, 기능성 식품 관리

졸업 후 진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졸업 후 영양사(식품영양 연계전공), 
홍보영양사, 메뉴개발자, 산업체 식품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외식산업론, 서양조리1, 조리원리및실습

1-2 기초영양학, 서양조리2, 조리과학및실습

2-1 식품학, 고급영양학

2-2 급식경영학

3-1 공중보건학, 메뉴관리론

3-2 식생활과문화,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 임상영양학

3-4 현장실습1

4-1 식이요법, 단체급식관리, 영양사현장실습

4-2 진로지도, 식품가공및저장학,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3,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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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학과
(Department of Leisure Sport)

김-5

1. 교육목표

  스포츠를 통해 사회의 행복과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레저스포

츠학과의 궁극적인 교육목표이며, 스포츠에 대한 지적 수준이 높고(Intelligence), 다양한 

실기기능을 보유하며(Multiple-skill),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Communication)사람을 미래형 

스포츠인재상(S-IMC)으로 제안한다.

레저스포츠학과의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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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소개 및 안내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는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스포츠를 통해 

사회의 행복과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7년 국내 최초의 레저스포

츠 전문학과로 설립되었다.

  학과 내에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운영하여 레저스포츠 관련 분야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연계전공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항공서비

스융합전공 등 다양한 융·복합 전공에 참여하여 통합 및 융합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성적우수 장학금, 솔선 장학금, 교수장학금 등의 내부 장학금과 후원의집 장학

금, QUAD 장학금, M-sport 장학금, Wise-Wellness 장학금 등 활발한 산학협력관계를 통

해 많은 외부 장학금을 유치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 업체들과의 

산학협력관계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드맵 시스템에 따라 졸업 후에는 자신만의 전문분야에 대한 직

무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와 관련된 직종에 진출할 수 있다.

m 스포츠지도사양성과정: 방과후스포츠강사, 생활체육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지자체 

및 기초단체 체육회, 초·중·고교 스포츠강사 등

m 스포츠마케팅전문인력양성과정(스포츠마케팅연계전공): 스포츠산업관리자, 스포츠마케

터, 스포츠이벤트대행사, 스포츠광고대행사, 스포츠서비스업창업 등

m 운동처방전문인력양성과정: 스포츠마사지사, 물리치료사, 상해 치료 및 선수 트레이

너, 사회복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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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LEP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LEP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LEP18411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1 1 전필 LEP18102 골프1 Golf 1 2 0 2 　

1 1 전필 LEP18103 스포츠학개론 Introduction of Sports Theory 2 2 0 　

1 1 전선 LEP18104 농구 Basketball 1 0 2 　

1 1 전선 LEP18105 배구1 Volleyball 1 1 0 2 　

1 1 전선 LEP18106 볼링1 Bowling 1 1 0 2 　

1 1 전선 LEP18107 풋살 Futsal 1 0 2 　

1 1 전선 LEP18108 뉴스포츠 New Sports 2 0 2 　

1 1 전선 LEP18109 수영1 Swimming 1 2 0 2 　

1 1 전선 LEP18110 스포츠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Sport Industry 2 2 0 　

1 2 전필 LEP18111 체력육성1 Fitness Training 1 1 0 2 　

1 2 전필 LEP18112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3 3 0 　

1 2 전선 LEP18113 수상안전·인명구조 Water Safety & Rescue 1 0 2 　

1 2 전선 LEP18114 야구 Baseball 1 0 2 　

1 2 전선 LEP18115 골프2 Golf 2 2 0 3 　

1 2 전선 LEP18116 스키·스노보드1 Ski & Snowboarding 1 2 0 3 　

1 2 전선 LEP18117 스포츠해부학 Sports Anatomy 2 2 0 　

1 2 전선 LEP18118 익스트림스포츠 Extreme Sports 2 0 2 　

2 1 전필 LEP18201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2 2 0 　

2 1 전필 LEP18202 스포츠사회학 Sports Sociology 3 3 0 　

2 1 전선 LEP18203 배드민턴1 Badminton 1 2 0 2 　

2 1 전선 LEP18204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2 0 2 　

2 1 전선 LEP18205 스포츠교육학 Sports Education 2 2 0 　

2 1 전선 LEP18206 스포츠생리학 Sports Physiology 2 2 0 　

2 1 전선 LEP18207 체력육성2 Fitness Training 2 2 0 2 　

2 1 전선 LEP18208 체육사 Sports History 2 2 0 　

2 1 전선 LEP18209 테니스1 Tennis 1 2 0 2 　

2 1 전선 LEP18210 글로벌스포츠문화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Sport 
Culture

3 0 3 　

2 2 전필 LEP18211 트레이닝방법론 Training Methods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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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LEP18212 골프3 Golf 3 2 0 3 　

2 2 전선 LEP18213 레크리에이션론 Theory of Recreation 2 2 0 　

2 2 전선 LEP18214 배구2 Volleyball 2 2 0 2 　

2 2 전선 LEP18215 수영2 Swimming 2 2 0 2 　

2 2 전선 LEP18216 축구 Football 2 0 2 　

2 2 전선 LEP18217 항공스포츠 Aerial Sports 2 0 2 　

2 2 전선 LEP18218 사회체육개론 Introduction to Sports for All 3 3 0 　

2 2 전선 LEP18219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for 
Sport Event

3 3 0 　

3 1 전필 LEP18301 전공실기1 Mandatory Field Training 1 2 0 2 　

3 1 전필 LEP18302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3 3 0 　

3 1 전선 LEP18303 골프4 Golf 4 2 0 3 　

3 1 전선 LEP18304 배구3 Volley ball 3 2 0 2 　

3 1 전선 LEP18305 스포츠심리학 Sports of Psychology 2 2 0 　

3 1 전선 LEP18306 운동역학 Sports Mechanics 2 2 0 　

3 1 전선 LEP18307 캠핑·오리엔티어링 Camping & Orienteering 2 0 2 　

3 1 전선 LEP18308 테니스2 Tennis 2 2 0 2 　

3 1 전선 LEP18309 특수체육론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2 2 0 　

3 2 전필 LEP18310 전공실기2 Mandatory Field Training 2 2 0 2 　

3 2 전선 LEP18311 골프5 Golf 5 2 0 3 　

3 2 전선 LEP18312 배드민턴2 Badminton 2 2 0 2 　

3 2 전선 LEP18313 볼링2 Bowling 2 2 0 2 　

3 2 전선 LEP18314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2 2 0 　

3 2 전선 LEP18315 체력육성3 Fitness Training 3 2 0 2 　

3 2 전선 LEP18316 레저스포츠전공세미나 Leisure Sports Seminar 3 0 3 　

3 2 전선 LEP18317 스포츠산업촉진론 Sport Promotion 3 3 0 　

3 2 전선 LEP18318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LEP18319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4 전선 LEP184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선 LEP18402 건강교육론 Theory of Health Education 2 2 0 　

4 1 전선 LEP18403 골프6 Golf 6 2 0 3 　

4 1 전선 LEP18404 배드민턴3 Badminton 3 2 0 2 　

4 1 전선 LEP18405 수상스포츠2 Water Sports 2 2 0 2 　

4 1 전선 LEP18406 스포츠윤리 Sports Ethics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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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LEP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1, 0-0-0)

학생들에게 학사, 대학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LEP18102 골프1 (Golf 1, 2-0-2)

골프에 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고 골프의 기본자세 및 스윙 등의 주요 기술에 대한 기

초를 다짐으로써 골프를 즐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LEP18103 스포츠학개론 (Introduction of Sports Theory, 2-2-0)

체육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고 기본적인 체육의 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체육학에 대한 철

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스포츠 관련 올바른 인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LEP18407 유아스포츠론 Theory of Kids Sports 2 2 0 　

4 1 전선 LEP18408 전공실기3 Mandatory Field Training 3 2 0 2 　

4 1 전선 LEP18409 스포츠시설운영론 Sports Facility Operation 3 3 0 　

4 1 전선 LEP1841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2 전선 LEP18412 노인스포츠론 Theory of Senior Sports 2 2 0 　

4 2 전선 LEP18413 스키·스노보드2 Ski & Snowboarding 2 2 0 3 　

4 2 전선 LEP18414 승마 Horse Riding 2 0 2 　

4 2 전선 LEP18415 운동상해예방 Sports injury Prevention 2 2 0 　

4 2 전선 LEP18416 운동학습·제어 Motor Learning & Control 2 2 0 　

4 2 전선 LEP18417 전공실기4 Mandatory Field Training 4 2 0 2 　

4 2 전선 LEP18418 체력육성4 Fitness Training 4 2 0 2 　

4 2 전선 LEP18419 탁구 Table Tennis 2 0 2 　

4 2 전선 LEP18420 테니스3 Tennis 3 2 0 2 　

4 2 전선 LEP1842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LEP18422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LEP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LEP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LEP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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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104 농구 (Basketball, 1-0-2)

정확한 자세와 기술 및 기초/응용 전술을 습득하고 경기에서 응용하는 연습을 반복함으

로써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LEP18105 배구1 (Volleyball 1, 1-0-2)

배구의 특성, 경기 방법, 이론 등의 지식을 쌓고 패스, 토스, 스파이크, 블로킹 등의 기초

기술을 습득하여 경기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LEP18106 볼링1 (Bowling 1, 1-0-2)

볼링의 역사와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기본기술과 경기규칙을 습득한다.

 LEP18107 풋살 (Futsal, 1-0-2)

풋살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단체 경기의 특징과 풋살 경기의 기술 및 신체능력 함양

에 기여한다.

 LEP18108 뉴스포츠 (New Sports, 2-0-2)

뉴스포츠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실기를 습득하여 여러 종목의 스포츠에 접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LEP18109 수영1 (Swimming 1, 2-0-2)

수영의 역사와 효과를 이해하며 수영기법의 이론과 물의 원리 및 역학 이론을 습득하고 

실기를 습득하여 평생 체육으로서의 동기를 부여한다.

 LEP18110 스포츠산업의이해 (Introduction of Sport Industry, 2-2-0)

스포츠시장의 현황, 특성,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한다.

 LEP18111 체력육성1 (Fitness Training 1, 1-0-2)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자극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론과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LEP18112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3-3-0)

스포츠시장을 이해하고 스포츠경영의 원리, 이론, 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스포

츠 조직 경영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LEP18113 수상안전·인명구조 (Water Safety & Rescue, 1-0-2)

수상안전에 필요한 수영 및 사고방지법, 익사자 구조법 등 수상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기기술을 학습한다. 또한 손상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활에 대해 

학습하며 스포츠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LEP18114 야구 (Baseball, 1-0-2)

야구 경기의 역사, 경기 규칙, 용어 등을 이해하고 던지기, 받기, 타격 등의 기초 기술을 

습득한 후 다양한 전술 훈련을 통해 경기능력을 기른다.



837

 LEP18115 골프2 (Golf 2, 2-0-3)

골프1에서 습득한 기초 기술을 반복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응용기술에 대한 연습을 시작한다.

 LEP18116 스키·스노보드1 (Ski & Snowboarding 1, 2-0-3)

동계 스포츠로서 스키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습득한다.

 LEP18117 스포츠해부학 (Anatomy of Sport, 2-2-0)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해부학적 요인의 기본 개념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 이해하고 인

체의 해부학적인 면을 고려하여 인체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신체활동 수행에 따른 구조적, 

기능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LEP18118 익스트림스포츠 (Extreme Sports, 2-0-2)

익스트림스포츠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고 스포츠 교습 및 기술 훈련 능력을 기른다.

 LEP18201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2-2-0)

체육측정의 기초를 위한 체육측정의 일반적인 개념 및 변천과정, 체육측정을 위한 조건 

등을 살펴보고 체육측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 등을 학습한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최신 측정 기자재와 생리, 역학, 심리학을 접목해보고 타 분야와의 연계 및 응용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LEP18202 스포츠사회학 (Sports Sociology, 3-3-0)

스포츠 사회학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스포츠의 사회학적 의미와 가치를 객관적이고 과

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LEP18203 배드민턴1 (Badminton 1, 2-0-2)

배드민턴의 기본 기술을 익히고 게임 운용 능력을 기른다.

 LEP18204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2-0-2)

하계 스포츠의 주요종목인 윈드서핑, 요트, 조정, 수상스키 등의 기초기량을 습득하고 수

상스포츠에 사용되는 각 장비의 사용법과 운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수상레저 및 스포츠 활

동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LEP18205 스포츠교육학 (Sports Education, 2-2-0)

학교의 합리적인 계획과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아래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체육학습경험의 

총체로서, 체육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이를 통합하여 모형

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

 LEP18206 스포츠생리학 (Sports Physiology, 2-2-0)

체육을 통하여 신체에 나타나는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획된 운동

을 통하여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적응을 이해하며,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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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207 체력육성2 (Fitness Training 2, 2-0-2)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발달시

키는 방법을 이해한다.

 LEP18208 체육사 (Sports Hstory, 2-2-0)

체육의 발생과 발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체육에 대해 연구하고 나라 또는 그것을 연구하

는 학문이다. 고대·중세·근대·현대 체육사가 있으며 개별적인 나라나 민족의 체육사

와 국제 체육사가 있다.

 LEP18209 테니스1 (Tennis 1, 2-0-2)

테니스의 특성, 가치, 현황 및 규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초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

마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LEP18210 글로벌스포츠문화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Sport Culture, 3-0-3)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주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현장을 체험한다.

 LEP18211 트레이닝방법론 (Training Methods, 2-2-0)

트레이닝의 기본원리와 지식을 이해하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실제 트레이닝 방법을 실

습한다.

 LEP18212 골프3 (Golf 3, 2-0-3)

골프의 역학적 이론과 실기와 지도방법에 대한 이론을 병행하여 익힌다.

 LEP18213 레크리에이션론 (Theory of Recreation, 2-2-0)

레크리에이션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여가활동이나 직장생

활에서 필요로 하는 건전한 놀이문화의 생활화 방법을 모색하고 지도법을 학습한다.

 LEP18214 배구2 (Volleyball 2, 2-0-2)

배구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규칙 및 심판법을 연구한다. 배구1에서 습득한 기초

기술을 더욱 심화하고, 다양한 공격 및 수비전술을 익힘으로써 경기능력을 향상시킨다.

 LEP18215 수영2 (Swimming 2, 2-0-2)

물에 관한 지식,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 및 수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를 연구하고 각종

영법 및 수상 안전법을 익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영능력과 기술을 

연마한다.

 LEP18216 축구 (Football, 2-0-2)

축구의 개인 기술을 습득하고 경기의 운영 및 응용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경기규칙과 

심판법 및 지도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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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217 항공스포츠 (Aerial Sports, 2-0-2)

항공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하고 항공스포츠에 사용되는 각 장비

의 사용법과 운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스포츠 활동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배양한다.

 LEP18218 사회체육개론 (Introduction to Sports for All, 3-3-0)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

성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LEP18219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for Sport Event, 3-3-0)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연구함으로써 

수준 높은 스포츠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P18301 전공실기1 (Mandatory Field Training 1, 2-0-2)

개인별 신체적성에 의한 전공실기를 선택하고 즐김으로써 실기능력을 배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체험한다.

 LEP18302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3-3-0)

스포츠시장에 대한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스포츠마케팅 관련 기초 이론과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P18303 골프 4 (Golf 4, 2-0-3)

골프의 역학적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켜 현장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골퍼의 자질을 육

성시킨다.

 LEP18304 배구3 (Volleyball 3, 2-0-2)

배구의 경기능력을 더욱 심화하고 규칙 및 심판법을 연구하여 배구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한다.

 LEP18305 스포츠심리학 (Sports of Psychology, 2-2-0)

스포츠 심리학의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스포츠 장면에서 야기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관찰, 분석, 이해,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선수 및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LEP18306 운동역학 (Motor Mechanics, 2-2-0)

인체 움직임 및 스포츠 동작의 원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LEP18307 캠핑·오리엔티어링 (Camping & Orienteering, 2-0-2)

캠핑 및 오리엔티어링을 통하여 단체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고 사회생활에 꼭 필요

한 조직생활에 관한 생활태도를 배우며 이론과 실제를 겸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

하는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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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308 테니스2 (Tennis 2, 2-0-2)

테니스1에서 습득한 스트로크를 지속적으로 반복 연습하여 심화하고 서브 발리 등의 기

술을 익힌다.

 LEP18309 특수체육론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2-2-0)

특수체육의 발달과정, 관련법규, 각종 장애인 스포츠 등을 종합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바

르게 이해시키고 개별화된 체육프로그램 지도를 위한 실제 실습을 통해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LEP18310 전공실기2 (Mandatory Field Training 2, 2-0-2)

개인별 신체적성에 의한 전공실기를 선택하고 체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방법을 검토하

여 개인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LEP18311 골프5 (Golf 5, 2-0-3)

골프의 전문기술과 응용기술을 실기를 통하여 습득하고 심판법 등을 이해한다.

 LEP18312 배드민턴2 (Badminton 2, 2-0-2)

배드민턴의 기본기술 및 응용기술, 경기를 위한 전술 등을 학습하여 보다 숙달된 기술과 

지도법을 갖춘다.

 LEP18313 볼링2 (Bowling 2, 2-0-2)

볼링경기에 필요한 특수한 체력과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게임의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LEP18314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2-2-0)

개인의 바람직한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각 개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의 질과 양에 

대하여 연구, 분석한다.

 LEP18315 체력육성3 (Fitness Training 3, 2-0-2)

근력, 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등을 기구를 통하여 증진시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

도할 수 있도록 한다.

 LEP18316 레저스포츠전공세미나 (Leisure Sports Major Seminar, 3-0-3)

레저스포츠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과 졸업요건인 논문이나 실기종목의 전문적인 이해와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LEP18317 스포츠산업촉진론 (Sport Promotion, 3-3-0)

스포츠마케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촉진활동(promotion)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

과 연구를 통해 기존의 스포츠촉진활동을 바르게 평가하고 발전된 툴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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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318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학부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현장실무자 및 지도

교수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LEP18319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0-0)

IPP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무 교육을 위한 국가직무표준(NCS) 체제에 맞는 교과목

을 편성함.

 LEP1842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시키

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킨다.

 LEP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전공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기존의 전공과진로 교과목을 확

대 편성함.

 LEP18402 건강교육론 (Theory of Health Education, 2-2-0)

급변하는 생활환경에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관리방법, 피로회복과 휴식방

법을 익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체육의 역할을 찾는다.

 LEP18403 골프6 (Golf 6, 2-0-3)

기초기술 및 응용기술은 반복연습을 통해 숙달시킨다. 또한 전문적인 지도기술을 습득하

여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LEP18404 배드민턴3 (Badminton 3, 2-0-2)

배드민턴의 다양한 상황에서 서브 및 리시브 방법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도록 지도함으로써 배드민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LEP18405 수상스포츠2 (Water Sports 2, 2-0-2)

하계 스포츠의 주요종목인 윈드서핑, 요트, 조정, 수상스키 등의 기초기량을 습득하고 수

상스포츠에 사용되는 각 장비의 사용법과 운용방법을 익힘으로써 수상레저 및 스포츠 활

동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LEP18406 스포츠윤리 (Sports Ethics, 2-2-0)

스포츠 윤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LEP18407 유아스포츠론 (Theory of Kids Sports, 2-2-0)

유아체육의 이론 및 실제를 습득하여 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습을 통해 지도자 능력을 배

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842

 LEP18408 전공실기3 (Mandatory Field Training 3, 2-0-2)

개인별 선호에 의한 전공실기를 선택하여 교우관계를 넓히고 개인의 실기능력을 배양시

킬 수 있도록 한다.

 LEP18409 스포츠시설운영론 (Sport Facility Operation, 3-3-0)

스포츠시설 경영 및 서비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실제 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기존

의 시설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LEP18410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학부 교과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이용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지도하에 

수행한다.

 LEP18411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0-0)

레저스포츠학을 전공한 4학년을 대상으로 논문 또는 시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레저스포

츠 관련 학사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LEP18412 노인스포츠론 (Theory of Senior Sports, 2-2-0)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체육 이론 및 실기를 습득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EP18413 스키·스노보드2 (Ski & Snowboarding 2, 2-0-3)

스키에 대한 기술을 심화하여 중급 이상의 스키 실력을 기른다.

 LEP18414 승마 (Horse Riding, 2-0-2) 

승마에 대한 기초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선진 스포츠로서의 승마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LEP18415 운동상해예방 (Sports Injury prevention, 2-2-0)

운동상해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에서부터 손상의 예방, 평가, 관리 및 재활의 과정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여 운동손상관리와 스포츠의학 분야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현

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운다.

 LEP18416 운동학습·제어 (Motor Learning & Control, 2-2-0)

운동동작을 반복하고 숙달하게 하여 신체활동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학습하며, 각종 스포

츠의 운동 및 신체제어기술을 익히고 향상시킨다.

 LEP18417 전공실기4 (Mandatory Field Training 4, 2-0-2)

개인별 선호에 의한 전공실기를 선택하여 교우관계를 넓히고 개인의 실기능력을 배양시

킬 수 있도록 한다.

 LEP18418 체력육성4 (Fitness Training 4, 2-0-2)

다양한 체력육성 방법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체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일반인의 체력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방법 및 트레이닝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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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18419 탁구 (Table Tennis, 2-0-2)

탁구의 기본 기능을 기초로 하여 응용기술과 탁구의 지도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LEP18420 테니스3 (Tennis 3, 2-0-2)

테니스의 응용기술 및 실제 경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술을 습득한다.

 LEP18421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0-0)

IPP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LEP18422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시키

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킨다.

 LEP18423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3-0-0)  IPP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LEP18425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6-0-0)

IPP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산업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LEP18426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적응력을 신장시키

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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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스포츠지도사

2. 스포츠마케팅전문인력

3. 운동처방전문인력

1. 스포츠지도사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의 지속적 증대로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선진국형 스포츠 참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미래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레저스포츠 실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전략종목에 대한 기초/심화 기능 습득
m 스포츠 관련 전문지식 습득
m 실기 지도자 자격증 취득 모둠 운영/현재의 실기모둠 활성화
m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교양/소양 습득 

졸업 후 진로
노인스포츠지도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 유아스포츠지도사 / 프로골퍼(선수, 
지도자) / 클럽스포츠지도자 /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지도자 / 스포츠센터강사 / 
각종 스포츠 관련 학원 강사 / 스키장 강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골프1, 스포츠학개론, 농구, 배구1, 풋살, 뉴스포츠, 수영1, 
스포츠산업의이해

1-2
체력육성1, 스포츠경영학, 수상안전·인명구조, 야구, 골프2, 스키·스노보드1, 
스포츠해부학, 익스트림스포츠

2-1 배드민턴1, 수상스포츠, 스포츠교육학, 체육사, 테니스

2-2 골프3, 배구2, 수영2, 축구, 항공스포츠, 사회체육개론

3-1 전공실기1, 골프4, 배구3, 스포츠심리학, 테니스2, 특수체육론

3-2
전공실기2, 골프5, 배드민턴2, 볼링2, 레저스포츠전공세미나,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골프6, 배드민턴3, 수상스포츠2, 스포츠윤리, 유아스포츠론, 전공실기3, 
캡스톤디자인2

4-2
졸업논문, 노인스포츠론, 스키·스노보드2, 승마, 전공실기4, 탁구, 테니스3,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2, 장기현장실습(IPP)1,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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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마케팅전문인력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최근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인 이론 교육 및 실무 경험을 통해 스포츠산업 현
장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2012년부
터 개설·운영되는 스포츠마케팅연계전공으로 더욱 심화할 수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실제 스포츠종목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 경험
m 스포츠경영 관련 수업으로 전문지식 습득
m 스포츠경영연구회 활동을 통한 스포츠산업 현장 경험, 프로젝트 수행, 세미나, 

토론회 경험, 다양한 산/학 연계학습으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 및 
업무능력 함양

m 교양과목을 통한 경영학, 영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함양

졸업 후 진로

스포츠 공공기간 및 협회 관리직 / 프로스포츠구단 프런트 /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사업팀 / 스포츠마케팅회사 / 선수에이전트 / 각종 스포츠서비스업 
/ 이벤트대행사 / 스포츠센터 관리직 / 
관공서 스포츠사업팀 / 스포츠용품회사 / 광고기획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골프1, 스포츠학개론, 농구, 배구1, 풋살, 뉴스포츠, 수영1, 
스포츠산업의이해

1-2
체력육성1, 스포츠경영학, 수상안전·인명구조, 야구, 골프2, 스키·스노보드1, 
스포츠해부학, 익스트림스포츠

2-1 스포츠사회학, 글로벌스포츠문화이해

2-2 레크리에이션론,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3-1 스포츠마케팅, 캠핑·오리엔티어링

3-2 스포츠산업촉진론,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스포츠시설운영론

4-2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2, 장기현장실습(IPP)1,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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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처방전문인력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운동처방은 현대/미래사회에서 나타나는 Well-Being 욕구의 증대에 발맞추어 체
계적으로 운동 형태와 운동방법을 계획하고 지도하며 상해를 예방/처방하는 건강
운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운동처방 관련 종목 및 처방사 수요가 많은 종목 경험
m 운동처방 및 생리학 전문지식 습득
m 운동처방 관련 실기 및 스터디 모둠활동을 통한 심화학습
m 운동처방 관련 학문 지식 습득

졸업 후 진로
PT(personaltrainer) / 스포츠센터운동처방사 / 보건직 공무원 / 병원 및 의원 
운동처방사 / 엘리트선수 트레이너 / 프로스포츠팀 운동처방사 / 재활치료사 / 
물리치료사 / 스포츠마사지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골프1, 스포츠학개론, 농구, 배구1, 풋살, 뉴스포츠, 수영1, 
스포츠산업의이해

1-2
체력육성1, 스포츠경영학, 수상안전·인명구조, 야구, 골프2, 스키·스노보드1, 
스포츠해부학, 익스트림스포츠

2-1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생리학, 체력육성2

2-2 트레이닝방법론

3-1 운동역학

3-2 운동처방, 체력육성3,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건강교육론

4-2 운동상해예방, 운동학습·제어, 체력육성4,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2, 장기현장실습(IPP)1,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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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Media and Contents)

김-6

1. 교육목표

m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하는‘미디어 빅뱅’시대를 선도하는 창

의 인재 양성

m 방송 제작 영역에서 다양하고 독창적 콘텐츠 제작의 이론과 실무 제작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

m 홍보·광고·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기획 및 제작기술을 겸비한 인재 양성 

m New Media 경제 환경을 리드하는 경영 전략, 기획, 마케팅 전문가 및 전문 경영인 양

성 및 창업능력 배양

2. 학과소개 및 안내

  21세기는 신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하는‘미디어 빅뱅’의 시

대로서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연간 15%이상 성장하고, 전문 인력도 매년 20%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동시에 1인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통해 자기의 생각과 콘텐츠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6억의 세계인이 본 싸이의‘강남 스타일’

의 콘텐츠도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급속히 팽창하는 미디

어 콘텐츠 시장은 융합형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융합형 인재는 인간과 사회에 대

한 통찰력,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 생산된 콘텐츠를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비지니스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미디어콘텐츠학

과’는 미디어빅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사회

과학적 분석력, 예술적 창조력과 경영능력을 고루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21세

기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멀티 태스크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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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m 방송영상분야

방송연출(드라마·다큐멘터리·교양·예능·뉴스PD) 뮤직비디오 · CF감독, 비디오저

널리스트(VJ) / TV카메라 기자, 미술감독(세트디자인, 분장, 의상, 컴퓨터그래픽), 리포

터, 기상·스포츠 캐스터, 쇼 호스트, 엔터테이너, 방송작가(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종합구성)

m 광고·마케팅분야

홍보·광고 기획사, 인터넷 및 뉴미디어 홍보·광고 기획자, 기업 홍보기획실, 공공기

관 홍보실, 언론사 등

m 뉴미디어·창업분야

1인 미디어 창조기업 창업, 콘텐츠 전략 기획, 인터넷 서비스기획, 외주 프로덕션, 기

업·공공기관 기획실, 기업 일반 관리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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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MC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MC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MCT18409 졸업지도 Gracuation Advisement 0 0 0 P/NP

1 1 전선 MCT18102 미디어보기 Media Appreciation 3 3 0

1 1 전선 MCT18103 미디어와창조적사고
Media & Creative 
Thinking

3 3 0 　

1 1 전선 MCT18104 미디어읽기 Media Reading 3 3 0 　

1 1 전선 MCT18105 방송미디어이해
Understanding 
Broadcasting Media

3 3 0 　

1 1 전선 MCT18106 커뮤니케이션개론
Introduction of 
Communication

3 3 0 　

1 2 전선 MCT18107 미디어경영
Media  Business 
Management

3 3 0 　

1 2 전선 MCT18108 미디어글쓰기 Media Writing 3 3 0 　

1 2 전선 MCT18109 미디어발달사 Media History 3 3 0 　

1 2 전선 MCT18110 미디어와광고홍보
Media &  
Advertisement/PR

3 3 0 　

1 2 전선 MCT18111 방송제작론1
Theory of  Broadcasting 
Production 1

3 3 0 　

2 1 전필 MCT18201 TV영상제작1 TV  Production 1 3 2 2 　

2 1 전필 MCT18202 미디어콘텐츠산업론
Theory of  Media 
Contents Industry

3 3 0 　

2 1 전선 MCT18204 뉴미디어트렌드 New Media  Trends 3 3 0 　

2 1 전선 MCT18206 미디어사회학 Media  Sociology 3 3 0 　

2 1 전선 MCT18207 미디어와대중문화 Media &  Culture 3 3 0 　

2 1 전선 MCT18208 미디어윤리 Media Ethnics 3 3 0 　

2 1 전선 MCT18209 방송제작론2
Theory of  Broadcasting 
Production 2

3 3 0 　

2 2 전필 MCT18210 TV뉴스기획제작 TV News  Production 3 2 2 　

2 2 전필 MCT18211 TV영상제작2 TV Production  2 3 2 2 　

2 2 전선 MCT18212 미디어경제학 Media  Economics 3 3 0 　

2 2 전선 MCT18213 미디어스토리텔링 Media &  Story Telling 3 3 0 　

2 2 전선 MCT18214 미디어와ICT기술 Media &  ICT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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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MCT18215 미디어조사방법론
Theory of  Media Survey 
Research

3 3 0 　

2 2 전선 MCT18216 소셜미디어와정보사회 Social Media  & Society 3 3 0 　

3 1 전필 MCT18301 TV다큐멘터리기획제작
TV  Documentary 
Production

3 2 2 　

3 1 전필 MCT18302 소셜미디어프로젝트 Social Media  Project 3 2 2 　

3 1 전선 MCT18303 미디어심리학 Media  Psychology 3 3 0 　

3 1 전선 MCT18304 미디어이미지메이킹 Media &  Image Making 3 3 0 　

3 1 전선 MCT18305 미디어콘텐츠마케팅론
Theory of  Media 
Contents Marketing

3 3 0 　

3 1 전선 MCT18306 미디어프레젠테이션 Media  Presentation 3 3 0 　

3 2 전필 MCT18307 TV드라마기획제작 TV Drama  Production 3 2 2 　

3 2 전필 MCT18308 미디어벤처창업론
Theory of  Media Venture 
Start-Up

3 3 0 　

3 2 전선 MCT18309 TV편성론
Theory of TV 
Organization

3 3 0 　

3 2 전선 MCT18310 미디어기호학 Media  Semiology 3 3 0 　

3 2 전선 MCT18311 미디어설득커뮤니케이션
Media  Persuasive 
Communication

3 3 0 　

3 2 전선 MCT18312 미디어콘텐츠분석 Media  Contents Analysis 3 3 0 　

3 2 전선 MCT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MCT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3 4 전선 MCT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선 MCT18402 TV광고기획제작
TV Advertisement  
Production

3 2 2 　

4 1 전선 MCT18403 TV교양기획제작
TV Cultural Program  
Planning & Production

3 2 2 　

4 1 전선 MCT18404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3 3 0 　

4 1 전선 MCT18405 미디어법과제도 Media Law &  Policy 3 3 0 　

4 1 전선 MCT18407
소셜미디어비즈니스
(서비스러닝)

Social Media  Business 3 3 0 　

4 1 전선 MCT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MCT18422 미디어크리에이티브세미나 Media Creative Seminar 3 3 0

4 2 전선 MCT18410 TV홍보기획제작 TV PR Production 3 2 2 　

4 2 전선 MCT18411 미디어마케팅세미나 Media Marketing  Seminar 3 3 0 　

4 2 전선 MCT18412 미디어문화산업정책론
Theory of Media  Culture 
Industry Policy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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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CT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1-1)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는 전담 지도교수가 1학년 신입생에게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오리

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계획하고 전공을 활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이해를 진작하고자 한다.

 MCT18102 미디어보기 (Media Appreciation, 3-3-0)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영상표현법에 대한 탐구를 한다. 영상분석을 통해 매스미

디어의 영상문법을 이해하고 매체 간 상호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SNS등에 나타

나는 영상의 구조를 심화 학습한다.

 MCT18103 미디어와창조적사고 (Media & Creative Thinking, 3-3-0)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창조력을 함양하는 방법을 참여와 토론을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근간이 되는 문화와 콘텐츠의 이론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MCT18104 미디어읽기 (Media Reading, 3-3-0)

본 과목에서는 미디어 환경을 통찰해서 미디어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매체의 특성과 정

치경제학적 의미가 생산하는 미디어의미를 분석한다. 자본과 편집제작, 정치권력과 언론

관계 등의 함의를 심층 분석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2 전선 MCT18413 미디어문화연구
Research of Media  
Culture

3 3 0 　

4 2 전선 MCT18414 미디어비평론
Theory of Media  
Criticism

3 3 0 　

4 2 전선 MCT18415 미디어수용자분석 Media Audience Analysis 3 3 0

4 2 전선 MCT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MCT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MCT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MCT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MCT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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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105 방송미디어이해 (Understanding Broadcasting Media, 3-3-0)

정보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방송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최근 변화하는 방송영상

미디어의 현황을 상세하게 다루며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이용과 방송의 특성 및 역할 등 

사회적 기능을 학습한다.

 MCT18106 커뮤니케이션개론 (Introduction of Communication, 3-3-0)

본 과목은 인간행위의 시발점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이론과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

한 이해를 다짐으로써 기본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개론 강좌이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방송미디어, 인쇄미디어, 뉴미디어(인터넷) 등의 개별 미디어들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MCT18107 미디어경영 (Media Business Management, 3-3-0)

미디어 콘텐츠 전공자가 습득해야 할 기업 활동 및 경영조직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미

디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될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탐구한다.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

경영환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미디어콘텐츠 기업현황을 이해한다.

 MCT18108 미디어글쓰기 (Media Writing, 3-3-0)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훈련을 한다. 방송구성의 글쓰기를 비롯해 저널리

즘 글쓰기의 실제를 경험한다. 신문기사 작성, 방송기획안 작성, 큐시트작성의 연습과 실

제 사례분석을 통해 미디어글쓰기를 심화 학습한다.

 MCT18109 미디어발달사 (Media History, 3-3-0)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의 역사를 통찰한다. 전파매체와 인쇄매체의 발전과 현재 

모습을 조망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예측한다. 또한 미디어 장르별 발달사 탐구를 통해 

다양한 매체의 통사를 탐구한다.

 MCT18110 미디어와광고홍보 (Media & Advertisement/PR, 3-3-0)

광고의 기본적인 지식함양과 효과적인 광고전략 수립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데 본 과

목의 목표가 있다. 기본 광고이론과 실생활에서 접하는 사례중심으로 광고의 이론과 설

득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탐구한다.

 MCT18111 방송제작론1 (Theory of Broadcasting Production 1, 3-3-0)

본 강의는 방송프로그램, 뉴스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 콘텐츠의 기초 제작능력의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기획, 제작, 편집, 편성 등

에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을 한다.

 MCT18201 TV영상제작1 (TV Production 1, 3-2-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기초이론과 매체의 기본적인 운용방식을 이해하고 영

상제작 실습 중 포스트프로덕션에 중점을 둔 영상편집을 실습, 실행 함으로써 학생 스스

로의 포트폴리오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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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202 미디어콘텐츠산업론 (Theory of Media Contents Industry, 3-3-0)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개념과 환경 그리고 전반적 현황을 이해한다. 문화예술과 산업이 결합

하는 개념과 현상을 각종 콘텐츠(드라마, 영화, 게임)를 통하여 이해한다. 실제 콘텐츠를 통

하여 문화산업 각 분야 즉 미디어영상, 영화, 게임, 이벤트 등의 특성과 현황을 탐구한다.

 MCT18204 뉴미디어트렌드 (New Media Trends, 3-3-0)

뉴미디어 콘텐츠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재생산과 파급력,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서의 특징을 알아본다. 또한 미래 산업에 적합한 뉴미디어 영향력을 다각도로 분석하

고 영상산업의 변화에 대한 조망과 미래변화에 대해 준비해본다.

 MCT18206 미디어사회학 (Media & Sociology, 3-3-0)

인간 의식의 총체적 산물인 문화(文化, culture)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사회 제

도나 구조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탐구한다. 문화와 구조 간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화가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구조가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 탐구한다.

 MCT18207 미디어와대중문화 (Media & Culture, 3-3-0)

현대 대중문화의 발달에 미디어는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였다. 미디어의 확장 없이 대중

문화의 발전을 생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본 강의는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인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대인들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화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MCT18208 미디어윤리 (Media Ethnics, 3-3-0)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윤리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매체의 수와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한 현대에서 요구되는 강조되는 부분이다. 전통매체인 전파매체와 인쇄매체, 그리고 

인터넷언론에서 필요한 미디어생산자 윤리를 조명한다. 각종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대

해 사례중심으로 학습한다.

 MCT18209 방송제작론2 (Theory of Broadcasting Production 2, 3-3-0)

본 강의는 방송프로그램, 뉴스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 콘텐츠의 기초 제작능력의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본 강의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기획, 제작, 편집, 편성 등

에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을 한다.

 MCT18210 TV뉴스기획제작 (TV News Production, 3-2-2)

전통적인 저널리즘으로서의 기사작성과 영상 취재, 뉴스 편집, 스튜디오 진행의 TV 뉴스 

제작의 전 과정을 진행하며, 변화된 네트워크 기반 뉴스 환경에 따른 인터렉션, 영상 뉴

스를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배운다.

 MCT18211 TV영상제작2 (TV Production 2, 3-2-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술적인 기초이론과 매체의 기본적인 운용방식을 이해하고 영

상제작 실습 중 포스트프로덕션에 중점을 둔 영상편집을 실습, 실행함으로써 학생 스스

로의 포트폴리오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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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212 미디어경제학 (Media Economics, 3-3-0)

본 과목에서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접근을 한다. 미디어 생태계

에서의 수요과 공급, 시장의 변화, 미디어정책에 대한 탐구를 한다. 또한 미디어시장에서 

생산되는 미디어문화의 유통과 소비에 대한 거시적 통찰도 심화 학습한다.

 MCT18213 미디어스토리텔링 (Media & Story Telling, 3-3-0)

미디어콘텐츠의 창작 기반이자 CT(문화기술)의 한 축으로 역할 하는 스토리텔링의 정의

와 범주를 이해한다. 또한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로써 꾸준히 재가공&재생산 되고 있는 

문화원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

문가적 안목을 배양한다.

 MCT18214 미디어와ICT기술 (Media & ICT, 3-3-0)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Tool과 카메라 소프트웨어 작동방법을 습득하며, 디

지털 영상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MCT18215 미디어조사방법론 (Theory of Media Survey Research, 3-3-0)

관찰된 사회현상을 일반화 또는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양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의 개념과 원리를 습득하며,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연습

을 수행한다.

 MCT18216 소셜미디어와정보사회 (Social Media & Society, 3-3-0)

본 강의는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문화산업 및 정보 사

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MCT18301 TV다큐멘터리기획제작 (TV Documentary Production, 3-2-2)

TV다큐멘터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제작한

다. 본 강의는 연극, 영화, TV 프로덕션 창작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이야기 구성과 이미

지 창출의 기본 과정을 익힌다. 또한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인 포

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파이널 컷 등의 조작을 익히고 색채학의 이해와 적용 및 영상제

작의 구성요소를 습득한다.

 MCT18302 소셜미디어프로젝트 (Social Media Project, 3-2-2)

본 강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개념 파악 후, 직접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소재 선택부터 기획, 제작, 

유통까지에 이르는 전 제작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현재 가장 트렌드한 미디어 

기법을 익힐 수 있다.

 MCT18303 미디어심리학 (Media Psychology, 3-3-0)

사회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수업내용은 자아발달, 사회화, 

사회적 인지, 태도와 행동,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친사회적 및 반사회적 행동, 집단행동 등을 

포함한다. 사회심리학적 지식은 비즈니스, 미디어, 의료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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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304 미디어이미지메이킹 (Media & Image Making, 3-3-0)

본 과목에서는 영상이미지의 구축과정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목표로 한다. 창의적인 영

상이미지를 효과적인 메시지로 표현해주는 미학적 요소를 선택, 적용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의 미학적 원리와 제작방법을 탐구한다

 MCT18305 미디어콘텐츠마케팅론 (Theory of Media Contents Marketing, 3-3-0)

최신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며 콘텐츠 

마케팅 경영전략의 기본 개념을 최신 동향을 통하여 탐구한다.

 MCT18306 미디어프레젠테이션 (Media Presentation, 3-3-0)

미디어 전공자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연구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함양한다.

 MCT18307 TV드라마기획제작 (TV Drama Production, 3-2-2)

TV드라마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의 TV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본 

강의는 연극, 영화, TV 프로덕션 창작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이야기 구성과 이미지 창출

의 기본 과정을 익힌다. 또한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인 포토샵, 일

러스트레이터, 파이널 컷 등의 조작을 익히고 색채학의 이해와 적용 및 영상제작의 구성

요소를 습득한다.

 MCT18308 미디어벤처창업론 (Theory of Media Venture Start-Up, 3-3-0)

미디어콘텐츠 산업분야(예: 뉴미디어, 인터넷, 게임 콘텐츠)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투자를 받는지를 실증적인 방법으로 탐색한다.

 MCT18309 TV편성론 (Theory of TV Organization, 3-3-0)

방송에서의 편성은 방송행위를 표현하는 최종의 결과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편성의 이념

과 편성의 목표, 편성결정요인 등 편성의 기본 전략을 습득한다. 지상파 방송을 기본으

로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 등의 편성 전략까지 심화 학습한다.

 MCT18310 미디어기호학 (Media Semiology, 3-3-0)

본 과목에서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언어구조주의

를 기반으로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을 기초 탐구한다. 또한 텔레비전과 영화 그리고 광

고 등이 함의하는 문화적 의미를 기호학을 토대로 고찰한다.

 MCT18311 미디어설득커뮤니케이션 (Media Persuasion Communication, 3-3-0)

본 과목에서는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에 학습목표가 있다. 광고를 비롯한 선전

과 PR, 설득 관련 다양한 요소와 설득매체에 대한 기초이론을 탐구한다. 실생활에서 적

용되는 설득메시지와 매체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MCT18312 미디어콘텐츠분석 (Media Contents Analysis, 3-3-0)

방송의 산업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콘텐츠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방송 콘텐츠의 가치사슬의 변화, 비즈니스모델 등 실

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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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2-2)

소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담당교수와 방송기업 관련 실무자의 도움과 참여를 바탕으로 

방송분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하고 기발한 연구 과제 개발을 통해 연구과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MCT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는 제작, 방송과 관련된 기업

과 연계하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둔다.

 MCT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전공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을 미디어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교과목이다. 방송사

의 프로그램 제작현장, 언론사의 뉴스 제작현장 등 미디어 기관을 방문하여 일정 시간 

체험함으로써 현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MC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목표 진로와 Career Path를 탐색한다.

 MCT18402 TV광고기획제작 (TV Advertisement Production, 3-2-2)

본 강의는 학생들의 광고제작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광고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실습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마케팅 기획, 소비자행태분석, 미디

어플래닝 등 광고실무과정 중심으로 실습이 이루어진다.

 MCT18403 TV교양기획제작 (TV Cultural Program Planning & Production, 3-2-2)

본 과목에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메인 장르인 교양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정보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실습한다. 교양프로그램의 기획안 및 큐시트 작성과 촬영, 편집까지 범위를 

망라한다. 또한 지상파 생활정보프로그램의 영상분석까지 시도함으로써 방송제작의 실전

감각을 함양한다.

 MCT18404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3-3-0)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인간의 생활로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전통적

으로 미디어는 이용자의 인지체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제 미디어 이용자는 수동적인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로 진화하여 그 역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미디

어 이용자들은 사실과 가짜뉴스를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할 능력을 요구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미디어 이용자에게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현시대에, 미디어 교육의 의미, 

목적, 방법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 살펴본다.

 MCT18405 미디어법과제도 (Media Law & Policy, 3-3-0)

본 과목에서는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정책과 이에 관련된 법률에 관하여 

탐색한다. 미디어생산자의 윤리와 강령, 사례를 통한 언론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

득과 실천요강을 제시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초상권,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에 대

한 폭넓은 지식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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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407 소셜미디어비즈니스(서비스러닝) (Social media Business, 3-3-0)

지역 진흥기관과 연계하여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서 

유행하는 Viral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며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최근 뉴미디어의 동

향과 정보사회의 관계를 이해한다.

 MCT18408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소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담당교수와 방송기업 관련 실무자의 도움과 참여를 바탕으로 

방송분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하고 기발한 연구 과제 개발을 통해 연구과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창의적 설계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MCT18422 미디어크리에이티브세미나 (Media Creative Seminar, 3-3-0)

본 과목에서는 영상제작에서의 미학적 요소와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탐구를 한다. 빛과 색,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음향과의 조합을 통해 이상적인 영상구현에 

방향점을 모색한다. 특히 빛과 색의 부각되는 영역을 영상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MCT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4년 동안의 각 과목에서 얻어진 연구학습 성과물을 총 결산해서 일정의 졸업 기준에 부

합하도록 연구, 지도해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MCT18410 TV홍보기획제작 (TV PR Production, 3-2-2)

현대사회에서 홍보는 다양한 조직들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다. 

본 강의는 홍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홍보기획 및 제작에 대한 체

계적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제공한다.

 MCT18411 미디어마케팅세미나 (Media Marketing Seminar, 3-3-0)

본 과목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탐구한다. 글로벌 마케팅과 문화, 글로벌 

광고와 문화생산, 지역별 크리에이티브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하고, 글로벌 매스커뮤니케

이션까지 범위를 망라한다.

 MCT18412 미디어문화산업정책론 (Theory of Media Culture Industry Policy, 3-3-0)

미디어콘텐츠 산업분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정책을 탐색하며 이를 논술을 통

해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MCT18413 미디어문화연구 (Research of Media Culture, 3-3-0)

역사적으로 표출된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탐구한다.

 MCT18414 미디어비평론 (Theory of Media Criticism, 3-3-0)

본 과목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드라마, 광고, 영화, 음악, 다큐멘터리 등이 사

회문화적으로 갖는 특성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매스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에서

부터 수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인 접근과 사례분석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심도

있게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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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T18415 미디어수용자분석 (Media Audience Analysis, 3-3-0)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성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동체적 성격에 

따라 수용자의 역할이 더욱 다층적이며 확장되고 있다.‘선택’과‘참여’의 측면에서,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현재 미디어 수용자의 

자율성과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 미래의 미디어환경에서 수용자의 역할을 예측해본다.

 MCT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는 제작, 방송과 관련된 기업

과 연계하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둔다.

 MCT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수업으로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

장의 실무를 배우고 익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MCT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는 제작, 방송과 관련된 기업

과 연계하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둔다.

 MCT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전공에서의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 근무를 정규 학기에 통합시킨 기업

연계형 전공기반 장기현장실습이다. 미디어콘텐츠학과에서는 제작, 방송과 관련된 기업

과 연계하여 학생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둔다.

 MCT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수업으로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

장의 실무를 배우고 익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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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방송영상분야

2. 광고·마케팅분야

3. 뉴미디어·창업분야

1. 방송영상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미디어 콘텐츠의 핵심인 방송 제작 영역에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의 
이론과 실무 제작 능력을 습득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방송 콘텐츠 제작(TV다큐멘터리, TV광고제작, TV뉴스제작)

졸업 후 진로

방송연출(드라마·다큐멘터리·교양·예능·뉴스PD) 뮤직비디오·CF감독, 
비디오저널리스트(VJ) / TV카메라 기자, 미술감독(세트디자인, 분장, 의상, 
컴퓨터그래픽),리포터, 기상·스포츠 캐스터, 쇼 호스트, 엔터테이너, 
방송작가(드라마,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종합구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미디어보기, 미디어와창조적사고, 미디어읽기, 방송미디어이해, 
커뮤니케이션개론

1-2 미디어경영, 미디어글쓰기, 미디어발달사, 미디어와광고홍보, 방송제작론1

2-1
TV영상제작1, 미디어콘텐츠산업론, 미디어사회학, 미디어와대중문화, 미디어윤리, 
방송제작론2

2-2 TV뉴스기획제작, TV영상제작2, 미디어스토리텔링

3-1 TV다큐멘터리기획제작, 미디어심리학

3-2
TV드라마기획제작, TV편성론, 미디어기호학, 미디어콘텐츠분석,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TV교양기획제작,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법과제도, 캡스톤디자인2

4-2 졸업지도, 미디어문화연구, 미디어비평론,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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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마케팅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홍보·광고·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획 및 제작기술을 겸비한 홍보·광고계의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홍보·광고기획, 홍보제작, 광고기획, 광고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콘텐츠 
분석력, 미디어 활용능력

졸업 후 진로
홍보·광고 기획사, 인터넷 및 뉴미디어 홍보·광고 기획자, 기업 홍보기획실, 
공공기관 홍보실, 언론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미디어보기, 미디어와창조적사고, 미디어읽기, 방송미디어이해, 
커뮤니케이션개론

1-2 미디어경영, 미디어글쓰기, 미디어발달사, 미디어와광고홍보, 방송제작론1

2-1 미디어콘텐츠산업론, 미디어사회학, 미디어와대중문화, 미디어윤리

2-2 미디어경제학, 미디어와ICT기술, 미디어조사방법론, 소셜미디어와정보사회

3-1 미디어심리학, 미디어이미지메이킹, 미디어콘텐츠마케팅론, 미디어프레젠테이션

3-2 미디어설득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TV광고기획제작, 미디어법과제도, 캡스톤디자인2

4-2
졸업지도, TV홍보기획제작, 미디어수용자분석, 미디어마케팅세미나,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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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미디어·창업분야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가 융합하는‘미디어 빅뱅’경제 환경을 
리드하는 경영 전략, 기획, 마케팅 전문가 및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경제에서 활성화 되는 창업능력을 배양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콘텐츠 비즈니스 기획력, 콘텐츠 마케팅 기획력, 1인 창조 기업 창업 능력, 
인터넷 서비스 산업 기술개발·평가, 일반 경영관리

졸업 후 진로
1인 미디어 창조기업 창업, 콘텐츠 전략 기획, 인터넷 서비스기획, 외주 
프로덕션, 기업·공공기관 기획실, 기업 일반 관리부서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미디어보기, 미디어와창조적사고, 미디어읽기, 방송미디어이해, 
커뮤니케이션개론

1-2 미디어경영, 미디어글쓰기, 미디어발달사, 미디어와광고홍보, 방송제작론1

2-1
미디어콘텐츠산업론, 뉴미디어트렌드, 미디어사회학, 미디어와대중문화, 
미디어윤리

2-2 미디어와ICT기술, 미디어조사방법론, 소셜미디어와정보사회

3-1 소셜미디어프로젝트, 미디어심리학

3-2 미디어벤처창업론, 미디어설득커뮤니케이션, 캡스톤디자인1,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미디어법과제도, 소셜미디어비즈니스(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2, 
미디어크리에이티브세미나

4-2
졸업지도, 미디어문화산업정책론, 미디어문화연구, 미디어수용자분석,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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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진영상학과
(Department of Advertising Photography in Image)

김-7

1. 교육목표

  사진의 기록성을 순수예술의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관점과 접목시켜 채집하고 기록하는 

한편, 현장 실무형수업과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을 강화하여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한

다. 단순한 이론전개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실습실에서 실기를 전수하는 워크숍형식의 

수업을 지향하고, 공개 비평이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통해 소통과 분석의 눈을 능동적

으로 키워주고, 교내의 다양한 전시 공간 및 교외의 대안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의 심화

된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실전적인 전시 경험을 체득하게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배재대학교에 있어서 사진학의 정통성은 멀리 한국 개화기의 중심에 있었던 배재학당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배재학당이 설립된 1885년은 우리나라에 처음 사진이 도입된 해로 

2010년에는 현재의 배재학당박물관에서 1918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졸업앨범 사진

전이 개최한 바도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화 교육의 시발점인 배재학당과 사진의 역사는 

한국교육의 전통성과 맥을 같이한다. 광고사진영상학과는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의 비즈니스 인재양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 광고를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 커리큘

럼과 취업 연계 시스템을 통해 21세기가 원하는 다양한 광고사진영상분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진로계획

  다양성과 실용성을 요구하는 사진영상디자인의 세계에서 현장 실무형 수업과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의 강화로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형의 비즈니스인재를 양성한다. 

표현의 확장을 모색하는 모든 실습과 경험수업을 통해 단순한 이론 전개의 수업 방식에

서 벗어나 실습실에서 실기를 전수하는 워크숍 형식의 수업을 지향하고 공개 비평이나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통해 소통과 분석의 눈을 능동적으로 키워주며 교내의 다양한 전

시 공간 및 교외의 대안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의 심화된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들이 실전

적인 전시 경험을 체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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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PHO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PHO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4 2 전필 PHO18408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Work Or Thesis 0 0 0 P/NP

1 1 전필 PHO18102 기초암실실기 Technique of Basic Darkroom 3 2 2

1 1 전필 PHO18103 사진영상론
Theory of Photography & 
Image

3 3 0 　

1 1 전필 PHO18104 창의적드로잉(감각과상상력) Creative Drawing 3 1 2 　

1 1 전필 PHO18105 촬영실기 Photography Technique 3 2 2

1 2 전필 PHO18106 Photoshop Photoshop 3 1 2 　

1 2 전필 PHO18107 기초영상실기 Basic Image Technique 3 1 2 　

1 2 전필 PHO18109 조명실기 Lighting Technique 3 2 2

1 2 전필 PHO18108 암실실기 Technique of Darkroom 3 2 2

2 1 전선 PHO18202 DSLR동영상촬영실기
DSLR video photographed 
Tecnique

3 1 2 　

2 1 전선 PHO18203 다큐멘터리/기록사진
Documentary & Archive 
Photography

3 2 2 　

2 1 전선 PHO18204 디지털사진표현실기
Digital Photography 
Expression Technique

3 1 2 　

2 1 전선 PHO18206 스튜디오라이팅 Studio Lighting 3 2 2 　

2 1 전선 PHO18207 텍스트와이미지레이아웃 Text & Image Layout 3 1 2 　

2 1 전선 PHO18205 사진표현연구
Research of Photography 
Expression

3 2 1

2 1 전선 PHO18201 Darkroom DarkRoom 3 2 2

2 2 전선 PHO18208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of Advertising 
& Promotion

3 3 0 　

2 2 전선 PHO18209 디지털사진편집실기
Digital Photography 
Expression Technique

3 2 2 　

2 2 전선 PHO18211 스틸라이프포토 Still Life Photography 3 2 2 　

2 2 전선 PHO18212 웹모바일광고영상제작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3 1 2

2 2 전선 PHO18213 포토저널리즘 Photojournalism 3 1 2 　

2 2 전선 PHO18210 비주얼스토리텔링 Visual Storytelling 3 1 2

2 2 전선 PHO18214 포트레이트실기 Technique of Portrait Photography 3 1 2

3 1 전선 PHO18301 광고홍보기획
Advertising & Promotion 
Planning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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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3 1 전선 PHO18302 드론촬영실기 Drones Photographed Technique 3 2 2 　

3 1 전선 PHO18303 디지털광고사진1
Digital Advertising 
Photography 1

3 2 2 　

3 1 전선 PHO18305 웹모바일광고제작1
Web Mobile Advertising 
Production 1

3 0 3 　

3 1 전선 PHO18306 포토북제작실기
Photo Book Producition 
Technique

3 1 2 　

3 1 전선 PHO18304 순수사진세미나
Seminar in Fine Art of 
Photography 

3 2 2

3 2 전선 PHO18307 디지털광고사진2
Digital Advertising 
Photography 2

3 2 2 　

3 2 전선 PHO18308 무인항공촬영실기
Unmanned Aerial Photography 
Technique

3 2 2 　

3 2 전선 PHO18309 미디어영상광고제작
Media Video Advertising 
Production

3 0 3 　

3 2 전선 PHO18311 예술사진촬영실기
Technique of Art of 
Photography

3 2 2 　

3 2 전선 PHO18313 패션사진실습세미나1
Seminar in Fashion 
Photography 1

3 2 2 　

3 2 전선 PHO18310 북디자인 Book Design 3 1 2

3 2 전선 PHO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2 2

3 4 전선 PHO1841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3 0 0 P/NP

4 1 전선 PHO18402 Exhibition워크샵 Exhibition Workshop 3 1 2 　

4 1 전선 PHO18403 광고사진제작세미나1
Seminar in Advertising 
Photography1

3 2 2 　

4 1 전선 PHO18405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1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Seminar1

3 0 3 　

4 1 전선 PHO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0 6

4 1 전선 PHO18404 사진미학 Photo Aesthetics 3 3 0

4 1 전선 PHO18407 포트폴리오연구 Portfolio Production 3 1 2

4 2 전선 PHO18409 Exhibition세미나 Seminar in Exhibition 3 1 2 　

4 2 전선 PHO18410 광고사진제작세미나2
Seminar in Advertising 
Photography2

3 2 2 　

4 2 전선 PHO18412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2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Seminar2

3 0 3 　

4 2 전선 PHO18411 디지털리터칭&프린팅 Digital Retouching & Printing 3 1 2

4 2 전선 PHO18413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PHO18415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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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PHO18101 전공과진로 (I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신입생들의 학교/학과 적응도 및 전담교수와의 친밀도를 향상할 수 있고, 학우들간의 네

트워크 형성과 강화를 통하여 학과 내 일체감을 조성 할 수 있다. 전담교수와 학생들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형성 할 수 있으며 학교/학과/학우사랑을 고취 할 수 있다.

 PHO18102 기초암실실기 (Technique of Basic Darkroom, 3-2-2)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사진 촬영 및 프린트제작(현상, 확대인화)을 통해서 사진의 제작과

정 및 감광재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진 전반적인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한다.

 PHO18103 사진영상론 (Theory of Photography & Image, 3-3-0)

영상의 개념 및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사진 발명과 영화, 영상 등 확장된 영상 메체의 종

류와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소형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기초지식을 탐구하여 촬영 및 

사진의 기초적인 매카니즘을 습득한다.

 PHO18104 창의적드로잉(감각과상상력) (Creative Drawing, 3-1-2)

디세뇨(Disegno)는 드로잉의 어원으로 소묘 뿐 아니라‘마음 속의 의도’를 가리킨다고 

한다. 드로잉으로부터 모든 창작이 시작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상상력과 접근하

기 쉬운 감각들로 실습을 한다.

 PHO18105 촬영실기 (Photography Technique, 3-2-2)

촬영 및 프린트 제작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사진의 제작과정 및 감광재료에 대한 전

반적인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PHO18106 Photoshop (Photoshop, 3-1-2)

온갖 이미지의 범람은 사진 영상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 및 이해를 필요로 한다. 사진 

작품 세계에 자신의 세계를 투영함으로써 예술과의 접목을 유도하며 실생활 및 타 장르

에 응용할 수 있는 폭 넓은 시야 육성과 창작심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PHO18107 기초영상실기 (Basic Image Technique, 3-1-2)

인간이 만든 흔적을 의미하는 드로잉은 창작의 시작이며 다양한 상상력과 감각들로 이루

어진 창작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의적 드로잉은 다양한 매체의 경험과 기법연구를 통

해 실현될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라이프 드로잉, 제스춰드로잉, 칸추어 드로잉 등의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익히는 한편, 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팝아트 및 동

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현대미술 양식과 현상을 함께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

한 창의적 드로잉은 사진 꼴라주 작업을 통한 이미지 만들기 경험으로 이어져 사진 및 

디자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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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18108 암실실기 (Technique of Darkroom, 3-2-2)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사진 촬영 및 프린트 제작(현상, 확대인화)을 통해서 사진의 제작

과정 및 감광재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진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PHO18109 조명실기 (Lighting Technique, 3-2-2)

조명의 기초도구인 텅스텐 광원을 사용하여 높이, 각도, 위치에 따른 기본적인 7가지 종

류의 라이팅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사진, 영상을 만들기 위한 빛과 그림자의 이용법을 이

해 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조명의 명암에 대해 연구 실습하여 조명비 계산법 및 빛의 

특성을 습득한다.

 PHO18201 Darkroom (Darkroom, 3-2-2)

기초적인 사진 촬영, 현상, 인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사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사진표현의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PHO18202 DSLR동영상촬영실기 (DSLR video photographed Tecnique, 3-1-2)

DSLR을 활용하여 동영상촬영과정의 필수적인 원칙과 주의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

습한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PHO18203 다큐멘터리/기록사진 (Documentary & Archive Photography, 3-2-2)

다큐멘터리/기록사진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접근법과 관점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를 향한 테마를 설정, 표현 제작을 통하여 공정한 주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해 간다. 

사진가는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의 느낌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PHO18204 디지털사진표현실기 (Digital Photography Expression Technique, 3-1-2)

디지털 사진 전반에 걸친 이해와 다양한 촬영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며 실전

적인 촬영테크닉을 습득한다.

 PHO18205 사진표현연구 (Research of Photography Expression, 3-2-1)

사진, 영상을 촬영 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빛이다. 빛을 볼 줄 아는 능력, 빛을 느낄 줄 

아는 능력, 빛을 표현 할줄 아는 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자연광(태양), 인공광(조명기구)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카메라의 기계적인 자동적 기록성을 활용한 사진표현 기법을 습

득하여 이미지의 재구성을 자유자재로 확장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PHO18206 스튜디오라이팅 (Studio Lighting, 3-2-2)

조명실기의 발전된 과목으로 스트로브를 사용하여 인물촬영 및 상품촬영을 중심으로 인

공조명(스트로브)에 대한 활용능력을 넓힘과 동시에 다양한 광고 사진 제작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한다.

 PHO18207 텍스트와이미지레이아웃 (Text & Image Layout, 3-1-2)

글과 그림의 독립적, 중속적, 유기적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텍스트와 이미지 세계로 구조

와 체계를 갖게 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반의 활동을 연구하는 기초 학습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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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18208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of Advertising & Promotion, 3-3-0)

광고/홍보의 기초 용어를 습득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방법을 읽어내고, 합리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분석하여 전공 수업에 활용하게 한다.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브

랜드의 기초용어의 학습을 통해서 광고의 4대매체(신문, 잡지, 라디오, TV)에서 신미디어

(SNS, 웹 모바일 광고/홍보)까지 사진, 영상제작실습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적용하게 한다.

 PHO18209 디지털사진편집실기 (Digital Photography Expression Technique, 3-2-2)

디지털사진이 보편화 되면서 최종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세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 첫째, 촬영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둘째, 촬영하면서 포착한 이미지 

셋째, 보정단계에서 조절하는 이미지, 이 세가지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학과 비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는 비전과 미학에 의한 것을 중심

으로 본인의 디지털 워크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PHO18210 비주얼스토리텔링 (Visual Storytelling, 3-1-2)

디지털 시대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 하기, 또는 모든 감각을 열어 전달하는 의미를 포함

한다. 이를 위해 드로잉, 사진, 디지털 이미지 등 복합적인 미디어를 다루며, 네거티브가 

있는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와의 관계를 실험한다.

 PHO18211 스틸라이프포토 (Still Life Photography, 3-2-2)

광고사진을 위한 기초 촬영으로 Photo Styling과 Lighting을 조합하여 다양한 정물과 제품

을 촬영 한다. 정물, 제품, 등의 특성을 포착하여 적절한 라이팅을 선택 촬영하고, 화면 

구성, 제품의 배치 등을 연구하여 최상의 표쳔을 목적으로 한다.

 PHO18212 웹모바일광고영상제작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3-1-2)

DSLR영상 촬영을 기반으로 모바일광고 바이럴 영상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에

서 제작 유통까지 실습을 통해 체득케 한다.

 PHO18213 포토저널리즘 (Photojournalism, 3-1-2)

다큐멘터리/기록사진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접근법과 관점에 대해 연구한다. 

사회를 향한 테마를 설정, 표현 제작을 통하여 공정한 주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해 간다. 

사진가는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의 느낌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PHO18214 포트레이트실기 (Technique of Portrait Photography, 3-1-2)

이미지의 역사 속의 가장 많이 등장 하는“인간”사람들은 얼굴표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성격까지도 판단 하려 한다. 1839년 8월 19일 사진 발명 공표 후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신분확인의 도구로 증명사진을 이용하고 있다. 초상화에서 초상사진 디지털 사

진시대의 인물사진의 변화의 속을 드려다 보면 인간들의 깊은 욕망이 녹아 있다.

 PHO18301 광고홍보기획 (Advertising & Promotion Planning, 3-3-0)

광고홍보기획의 개론으로 전공 기초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홍보의 정의로부터 뉴미디어

광고까지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광고홍보사진, 영상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기획서 작성법

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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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18302 드론촬영실기 (Drones Photographed Technique, 3-2-2)

최첨단 미래산업인 드론의 개요를 이해하고, 드론의 전문 기술 습득과 훈련 과정을 통하

여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드론의 매카니즘 교육 과정과 비행 훈련을 통한 드론의 기초 

조종 기술을 습득하고, 드론의 촬영 기법을 숙달하여 사진/영상 작품제작이 가능한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드론의 기계적 매카니즘, 드론의 기초 조종 기법, 드론의 사진/영

상 촬영 기법 순으로 단계적 학습을 한다.

 PHO18303 디지털광고사진1 (Digital Advertising Photography1, 3-2-2)

20세기 전통적인 광고매체에서 21세기 IT의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보

급되면서 소비자와 직접 교신 교감의 확장은 광고사진가에 있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

다.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간파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광고사진의 변화에 적응하고 표현방식을 전환 할 때이다. 뉴 미디어에 적합한 광고사진

촬영, 조명디자인실기를 실습중심의 교육목표로 한다.

 PHO18304 순수사진세미나 (Seminar in Fine Art of Photography, 3-2-2)

작품 제작을 위한 테마 결정, 구성, 진행 방향 등에 대한 연구 및 테마에 따른 사진 제

작에 목적을 둔다.

 PHO18305 웹모바일광고제작1 (Web Mobile Advertising Production1, 3-0-3)

포토그래퍼로서의 자신의 실력과 가능성을 Facebook, Pinterest, Twiiter, Blog 등의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여 타자와 능숙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

로 자신을 PR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함과 동시에 Wordpress의 오

픈소스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포토그래퍼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적극

적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하고 구현한다.

 PHO18306 포토북제작실기 (Photo Book Producition Technique, 3-1-2)

아이디어, 컨셉트 드로잉, 카피(Copy)된 사진, 의도된 파괴, 해체와 반복되는 이미지 등을 

다루며, 형식은 Me&My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포토작품집 Dommy Book을 만든다.

 PHO18307 디지털광고사진2 (Digital Advertising Photography 2, 3-2-2)

20세기 전통적인 광고매체에서 IT의 발달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보급

되면서 소비자와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대폭 확대된 점은 이미지의 생산자에 있어서 

도전이자 기회이다. 변화하는 소비자 트랜드를 간파하고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

동적인 자세로 광고사진/영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고 뉴미디어에 적합한 표현방식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광고사진 촬영을 학습의 목표로 둔다.

 PHO18308 무인항공촬영실기 (Unmanned Aerial Photography Technique, 3-2-2)

최첨단 미래산업인 드론의 개요를 이해하고, 드론의 전문 기술 습득과 훈련 과정을 통하

여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드론의 메카니즘 교육 과정과 비행 훈련을 통한 드론의 기초 

조종 기술을 습득하고, 드론의 촬영 기법을 숙달하여 사진 / 영상 작품제작이 가능한 드

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드론의 기계적 매카니즘, 드론의 기초 조종 기법, 드론의 사진/

영상 촬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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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18309 미디어영상광고제작 (Media Video Advertising Production, 3-0-3)

미디어 영상 광고 제작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하여 실체적인 온라인 영상 광고를 제작하

여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타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재로 배양하는 수업이다.

 PHO18310 북디자인 (Book Design, 3-1-2)

취업을 위한 작품집 프로젝트, 이를 위해 인문학적인 접근과 아이디어, 컨셉트 드로잉, 

카피된 사진, 의도된 파괴, 해체와 반복되는 이미지 등을 다루어 북디자인을 한다.

 PHO18311 예술사진촬영실기 (Technique of Art of Photography, 3-2-2)

현대사진가의 작품을 기술적인 통로로 분석한 후, 모방을 하고 모방과정에서 발생한 실

수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며, 순수 예술과 실요예술 분야

의 다양한 현대 사진가들의 기술적인 접근 방법과 사진적 재현의 태도 등을 경험하며 실

기 위주의 비평과 토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예술 개념과 감성 표현에 대한 소통의 장

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PHO18312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2-2)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

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하며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밀착형으로 진행 된다.

 PHO18414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3-0-0)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수업으로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

장의 실무를 배우고 익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PHO18313 패션사진실습세미나1 (Seminar in Fashion Photography1, 3-2-2)

사람과 의상을 통해 반영되는 유행의 흐름을 감지, 흡수하여 패션 사진가로서 경쟁력 있는 촬

영, 조명 기술을 습득하여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배양을 교육의 목표로 둔다.

 PHO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0-0)

취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으며 진로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고, 교내외 자원을 활용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PHO18402 Exhibition워크샵 (Exhibition Workshop, 3-1-2)

개개인의 장르(순수 및 다큐멘터리 사진)에 따른 졸업제작 및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하고 사진의 발달과정 및 세계사진사의 흐름에 따른 시대별 사진가들의 표현 방법을 연

구하여 발표한다.

 PHO18403 광고사진제작세미나1 (Seminar in Advertising Photography1, 3-2-2)

광고사진 촬영의 전문가 양성과정 수업으로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광고사진가를 육성하

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PHO18404 사진미학 (Photo Aesthetics, 3-3-0)

사진 예술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미지의 해석과 소통을 둘러싼 작가와 감상자의 관계를 

미학적 기호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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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18405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1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Seminar 

1, 3-0-3)

핸드메이드 인포그래픽을 통한 웹모바일광고 제작 역량 형성을 통하여 포토그래퍼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하고 구현한다.

 PHO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0-6)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

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하며 산업체와 연계하여 산학밀착형으로 진행 된다.

 PHO18407 포트폴리오연구 (Portfolio Production, 3-1-2)

영상 특유의 표현력을 발휘하여 창작 표현 매체로서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고찰함과 동시

에 자신의 작품 주제를 선정하여 졸업 작품 제작에 그 목적을 둔다.

 PHO18408 졸업작품및논문 (Graduation Work Or Thesis, 0-0-0)

졸업작품 제작수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전시와 포트폴리오 제작이 이루어 지도록 개별 

면담과 보정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혀간다.

 PHO18409 Exhibition세미나 (Seminar in Exhibition, 3-1-2)

개개인의 장르(순수 및 다큐멘터리사진)에 따른 졸업작품 제작 및 포트폴리오를 완성하

고 졸업전시를 위한 작품 편집 및 레이아웃을 완성한다. 또 한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

로 1:1 개인지도를 병행 한다.

 PHO18410 광고사진제작세미나2 (Seminar in Advertising Photography 2, 3-2-2)

광고 사진 촬영의 전문가 양성 과정 수업으로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광고사진가를 육성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PHO18411 디지털리터칭&프린팅 (Digital Retouching & Printing, 3-1-2)

디지털프린팅 수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면담과 보

정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

 PHO18412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2 (Web Mobile Advertising Video Production Seminar 

2, 3-0-3)

웹모바일 광고 제작 세미나에 관심 증대와 이를 통한 제작 역량 확대

 PHO18413 현장실습5 (Field Training5, 15-0-0)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수업으로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

장의 실무를 배우고 익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PHO18415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3-0-0)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사회 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수업으로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

장의 실무를 배우고 익혀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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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사진영상 전문가(사진) 양성 로드맵

2. 사진영상 전문가(영상) 양성 로드맵

3. 광고, 웹 디자인 전문가 양성 로드맵

1. 사진영상 전문가(사진) 양성 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영상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인 사진의 다양하고 실체적인 실습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포토그래퍼 양성과 함께 사진을 기반으로 한 영상 및 광고제작의 전문 
인재를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디지털사진표현실기, 패션사진실습세미나 등 업종의 목적에 맞게 인물이나 
사물을 촬영하고 보정, 편집 작업을 하여 사진 작품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

졸업 후 진로
주로 광고, 패션 스튜디오나 박물관 및 연구소 언론사 및 지자체 홍보과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 기업체 공공기관 보도실, 자료보존실, 예식장, 관광지 사진사, 
패션업계, 특수사진취급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진영상론, 기초암실실기, 촬영실기, 전공과진로

1-2 Photoshop, 조명실기, 암실실기

2-1
디지털사진표현실기, 스튜디오라이팅, 다큐멘터리/기록사진, 사진표현연구, 
Darkroom

2-2 디지털사진편집실기, 포토저널리즘, 포트레이트실기

3-1 디지털광고사진1, 순수사진세미나, 드론촬영실기

3-2 디지털광고사진2, 예술사진촬영실기, 패션사진실습세미나,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Exhibition워크샵, 광고사진제작세미나1, 사진미학, 포트폴리오 연구, 
캡스톤디자인2

4-3 현장실습2

4-2
Exhibition세미나, 광고사진제작세미나2, 졸업작품및논문, 현장실습5, 
디지털리터칭&프린팅,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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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영상 전문가(영상) 양성 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다양한 동영상의 촬영과 제작을 통해 프로페셔널한 우수한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양성.

확보되는
실무능력

DSLR동영상촬영실기, 미디어영상광고제작 등 업종의 목적에 맞게 인물이나 
사물을 촬영하고 보정, 편집 작업을 하여 영상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

졸업 후 진로
주로 광고, 패션 스튜디오나 박물관 및 연구소 언론사 및 지자체 홍보과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 기업체 공공기관 보도실, 자료보존실, 예식장, 관광지 사진사, 
패션업계, 특수사진취급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사진영상론, 창의적드로잉, 촬영실기, 전공과진로

1-2 Photoshop, 조명실기, 기초영상실기

2-1 DSLR동영상촬영실기

2-2 웹모바일광고영상제작

3-1 드론촬영실기

3-2 무인항공촬영실기, 미디어영상광고제작

3-4 현장실습1

4-1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1, Exhibition워크샵, 포트폴리오 연구, 캡스톤디자인1

4-3 현장실습2

4-2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2, Exhibition세미나, 졸업작품및논문, 현장실습5, 
디지털리터칭&프린팅,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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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웹 디자인 전문가 양성 과정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웹의 다양한 요소를 탐구하여 광고 및 홍보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함.

확보되는
실무능력

디자인에 대한 기초 이론지식을 가지고 시각디자인과 관련된 레이아웃과 

배치, 색감 등을 이용하여 광고 포스터나 웹사이트를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졸업 후 진로
주로 광고기획이나 웹디자인 관련 업종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 광고 제작업체, 
프로덕션, 방송사, 게임제작업체, 프리젠테이션 제작업체, 애니메이션 작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창의적드로잉, 전공과진로

1-2 Photoshop, 기초영상실기

2-1 텍스트와이미지레이아웃

2-2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론, 비주얼스토리텔링, 포트레이트실기, 스틸라이프포토, 
웹모바일광고영상제작

3-1 웹모바일광고제작1, 포토북제작실기, 광고홍보기획, 디지털광고사진1

3-2 북디자인, 미디어영상광고제작, 디지털광고사진2,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1, 광고사진제작세미나1, 포트폴리오연구, 캡스톤디자인2

4-3 현장실습2

4-2
웹모바일광고제작세미나2, 광고사진제작세미나2, 디지털리터칭&프린팅, 현장실습 
5, 졸업작품및논문,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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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패션학과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김-8

1. 교육목표

  패션(디자인, 소재, 패턴, 마케팅)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창의력을 기르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갖추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배재대 의류패션학과는 미래 패션업계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패션마케팅, 디자인, 모델리즘, 텍스타일 4개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을 모

시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심층적인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패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산업

체와 밀착된 IPP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졸업 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유연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작품전시회,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전공기반 해외배낭여행, 

전담지도교수제, 취창업지원, 전공동아리 지원, 배재리더십, 멘토/멘티, 학습모둠, 셀프매

니지먼트프로그램 등 학생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보다 윤택

한 대학문화 속에서 행복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20여 가

지의 다양한 장학혜택을 통해 전폭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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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계획

  의류패션학과의 졸업생들은 패션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패션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있

으며 패션영역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다.

m 패션디자인 분야: 패션디자이너, CAD, 니트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패션스타일리스

트, 패션일러스트레이터, 액세서리디자이너, 컬러리스트, 패션쇼 기획, 무대의상가, 저

널리스트

m 패션마케팅 분야: 마케터, 홍보전문가, e-비즈니스 사업가, 패션 MD, VMD, 바이어, 온

라인 마케터, 빅데이터 전문가, 영업 MD, 숍마스터, 고객관리, 구매, 물류, 무역전문

가, 글로벌소싱전문가, 생산 MD, 마케팅정보분석사, 패션정보기획자, 패션광고기획자, 

트랜드분석, 프로모션 전문가, 패션웹기획자 등

m 모델리즘 분야: 모델리스트, 패턴디자이너, 생산관리, 테크니컬디자이너, 생산전문가/MR 등

m 텍스타일 분야: 소재MD, 우븐 및 니트 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텍스타일컨버터, 섬유

무역회사, 섬유(의류) 시험연구원, 소재생산 및 염색관련 회사, 직물무역회사 등

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CTD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CTD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CTD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 0 0 P/NP

1 1 전필 CTD18102 의복구성원리 Basic Clothing  Construction 3 2 2 

1 1 전필 CTD18103 패션디자인기초 Basic Fashion Design 3 3 0

1 1 전필 CTD18104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 3 0

1 1 전선 CTD18105 인체소묘 Human Body Drawing 3 2 2

1 1 전선 CTD18106 패션산업 Fashion Industry 3 3 0

1 2 전필 CTD18107 패션마케팅정보분석
Analysis of Fashion 
Marketing information

3 3 0

1 2 전필 CTD14110 패션과섬유소재 Fashion & Fiber Material 3 3 0

1 2 전선 CTD18108 테크니컬디자인 Technical Design 3 3 0

1 2 전선 CTD18109 패션드로잉 Fashion Drawing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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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2 전선 CTD18110 패션소재 Textiles in Fashion 3 3 0

1 2 전선 CTD18111 패션영어 Fashion English 3 3 0

2 1 전필 CTD18201 의류재료학 Textile Materials 3 3 0

2 1 전필 CTD18202 평면패턴실습 Flat Pattern Making 3 2 2

2 1 전선 CTD18203 복식색채실습 Fashion Color Practice 3 2 2

2 1 전선 CTD18204 패션머천다이징 Fashion Merchandising 3 3 0

2 1 전선 CTD18205 패션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Illustration 3 2 2

2 1 전선 CTD18206 패션테크놀러지 Fashion Technology 3 3 0

2 1 전선 CTD18207 한국복식 Korean Costume 3 3 0

2 2 전필 CTD18208 입체패턴실습1 Draping 1 3 2 2

2 2 전선 CTD18209 복식디자인발상 Fashion Design  inspiration 3 2 2

2 2 전선 CTD18210 테일러링 Tailoring 3 2 2

2 2 전선 CTD18211 패션리테일링 Fashion Retailing 3 3 0

2 2 전선 CTD18212 패션코디네이션 Fashion Coordination 3 3 0

2 2 전선 CTD18213 피복과학실험1
Experiments in Textile 
Science 1

3 2 2

2 2 전선 CTD18214 한복구성 Korean Costume Construction 3 2 2

3 1 전선 CTD18301 VMD Visual Merchandising 3 3 0

3 1 전선 CTD18302 남성복패턴실습 Men's Wear Pattern Making 3 2 2

3 1 전선 CTD18303 소재기획 Textile Planning 3 3 0

3 1 전선 CTD18304 입체패턴실습2 Draping 2 3 2 2

3 1 전선 CTD18305 패션CAD Fashion CAD 3 2 2

3 1 전선 CTD18306 피복과학실험2
Experiments in Textile 
Science 2

3 2 2

3 2 전선 CTD18307 머천다이징데이터분석 Merchandising Data Analysis 3 3 0

3 2 전선 CTD18308 서양복식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3 3 0

3 2 전선 CTD18309 염색공예실습 Dyeing & Crafts Practice 3 2 2

3 2 전선 CTD18310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CTD18311 트렌드패턴실습 Trend Pattern Making 3 2 2

3 2 전선 CTD18312 패션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in Fashion 3 3 0

3 2 전선 CTD18313 패턴CAD Pattern CAD 3 3 0

3 2 전선 CTD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4 전선 CTD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4 1 전선 CTD18402 VMD공간디자인 VMD Space Design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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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CTD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의류패션학의 전공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각자 본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대학생활의 적응

도를 높이고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도록 돕는다.

 CTD18102 의복구성원리 (Basic Clothing Construction, 3-2-2)

의복구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기초봉과 부분봉을 실습을 통해 익힌

다. 의복제작에 사용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단과 패턴 구성, 마무리 과정을 고려한 봉

제법을 실습한다.

 CTD18103 패션디자인기초 (Basic Fashion Design, 3-3-0)

창조적 의상 디자인을 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서, 복식 디자인의 요소와 이론을 공부하

고 디자인의 체계화를 통해 실제적인 패션 디자인에 응용되도록 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1 전선 CTD18403 복식디자인실습
Fashion Design Making 
Practice

3 2 2

4 1 전선 CTD18404 복식조형디자인실습 Fashion Art Design 3 2 2 

4 1 전선 CTD18405 우븐디자인 Woven Design 3 3 0

4 1 전선 CTD18406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CTD18422 캡스톤디자인3(패션전자상거래) Capstone Design 3 3 2 2

4 1 전선 CTD18407 크리에이티브패턴 Creative Pattern 3 2 2

4 1 전선 CTD18408 패션무역실무 Fashion Trade Practice 3 3 0

4 2 전선 CTD18410 남성복캐주얼패턴 Men's Casual Wear Pattern 3 2 2

4 2 전선 CTD18411 직물및니트디자인 Textile & Knit Design 3 2 2

4 2 전선 CTD18412 패션쇼핑몰창업
Startup of Fashion Shopping 
Mall

3 3 0

4 2 전선 CTD18413 패션업사이클링디자인 Fashion Upcycling Design 3 3 0

4 2 전선 CTD18414 패턴실무 Practical Pattern 3 3 0

4 2 전선 CTD18415 피복관리 Clothing Management 3 3 0

4 2 전선 CTD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CTD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CTD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CTD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CTD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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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18104 패션마케팅 (Fashion Marketing, 3-3-0)

패션마케팅의 기본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고, 패션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패션마케팅 현안에 대한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패

션마케팅 환경분석, 전략 수립 및 마케팅 믹스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

서 의류패션학을 전공하고 실무에서 효율적인 패션마케팅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이론적 기

반과 사고의 틀을 배양 한다.

 CTD18105 인체소묘 (Human Body Drawing, 3-2-2)

패션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하여 스타일화를 익히기 위한 기본 과목으로서 인체에 대한 정

확한 이해 즉, 골격구조와 이를 둘러싼 근육의 형태를 통한 윤곽선을 익혀 다양한 모델 

포즈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CTD18106 패션산업 (Fashion Industry, 3-3-0)

거시적 차원에서 패션산업의 역사적 흐름 및 구조를 이해하고, 글로벌 패션산업의 현황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미래 패션산업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구체적으로 

패션산업의 구조, 패션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국제 무역협상, 글로벌 소싱, 생산, 물류 및 

유통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CTD18107 패션마케팅정보분석 (Analysis of Fashion Marketing Information, 3-3-0)

패션과 관련된 환경, 소비자, 트렌드 및 리테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기업 의

사결정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학습한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익힌다.

 CTD18108 테크니컬디자인 (Technical Design, 3-3-0)

글로벌 패션산업 환경에서 소통하며 일하는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CTD18109 패션드로잉 (Fashion Drawing, 3-2-2)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기본 드로잉 실습 과목으로서, 인체 부

위별 포즈와 전체 비율을 연습하고 모델의 전체 균형과 의상 실루엣 및 디테일의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화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다.

 CTD18110 패션소재 (Textiles in Fashion 3-3-0)

섬유고분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고, 의류용 섬유와 산업용 섬유의 특성과 용도에 대

해 폭넓게 학습한다.

 CTD18111 패션영어 (Fashion English, 3-3-0)

글로벌 패션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패션 비즈니스 문서 

작성법을 배우고 비즈니스 실무 회화에 필요한 단어 및 문장을 익힌다.

 CTD18201 의류재료학 (Textile Materials, 3-3-0)

의류 재료로 사용되는 섬유의 종류와 형성과정, 구조 및 섬유의 주요 성질에 관한 전문

적인 지식과 새로운 의류재료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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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18202 평면패턴실습 (Flat Pattern Making, 3-2-2)

원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원형을 활용한 블라우스, 스커트의 다양한 패턴을 다루며 

이와 관련된 봉제기법을 익힌다. 기초봉제실습을 선수과목으로 한다.

 CTD18203 복식색채실습 (Fashion Color Practice, 3-2-2)

색채의 기본요소와 체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여 합리적이고 심미적인 복식디자인 응용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CTD18204 패션머천다이징 (Fashion Merchandising, 3-3-0)

패션머천다이징 업무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머천다이징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실무

적 접근을 통해 전략적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패션머천다이징의 일반적인 

이론과 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패션상품기획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CTD18205 패션일러스트레이션 (Fashion Illustration, 3-2-2)

패션디자인 기획, 이미지를 위한 Fashion illustration 표현으로서 portfolio 제작이나 상품

기획에 필요한 고급과정이다.

 CTD18206 패션테크놀러지 (Fashion Technology, 3-3-0)

CAD, 스마트의류, 3차원 가상착의 등 IT기술과 접목하여 발전하고 있는 패션 테크놀러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한다.

 CTD18207 한국복식 (Korean Costume, 3-3-0)

한국 복식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한국 문화의 특색이 복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CTD18208 입체패턴실습1 (Draping 1, 3-2-2)

입체재단의 기초 이론을 통하여 입체패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입체패턴실습을 통하여 디

자이너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유형화하는 기초 작업을 습득한다.

 CTD18209 복식디자인발상 (Fashion Design Inspiration, 3-2-2)

이론적 복식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단계적 실습을 통해 디자인해 봄으로써 디자인 감각을 개

발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기법을 익혀 디자이너로서의 창의력을 기른다.

 CTD18210 테일러링 (Tailoring, 3-2-2)

자켓, 원피스, 바지의 다양한 패턴을 다루며 이와 관련된 봉제기법을 익힌다. 평면패턴실

습을 선수과목으로 한다.

 CTD18211 패션리테일링 (Fashion Retailing, 3-3-0)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및 모바일 채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 패션리테일

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론 및 실무능력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리테일링의 환경 변화, 소비자 및 리테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와 입

지전략, 채널 전략, 머천다이징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스토어 디자인 및 인적자원 관

리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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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18212 패션코디네이션 (Fashion Coordination, 3-3-0)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복식과 조화시킴으로써 복식의 미적 감각을 표

현, 연출하는 방법을 익히고 새로운 착장법을 제안하여 창조적 코디네이션 감각을 익힌다.

 CTD18213 피복과학실험1 (Experiments in Textile Science 1, 3-2-2)

섬유감별을 포함한 각종 섬유의 화학적 특성에 관련된 기초실험을 통해 실험 방법을 익

히고 과학적/창의적 사고를 함양한다.

 CTD18214 한복구성 (Korean Costume Construction, 3-2-2)

기본적인 한국 의복의 구성 원리와 제작법을 배우고 전통복식에 대한 이해와 창조적인 

한복디자인을 연구한다.

 CTD18301 VMD (Visual Merchandising, 3-3-0)

패션 매장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스토어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매

출 향상 및 상품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VMD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매장에 

대한 분석 훈련 및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VMD 실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실습은 윈도우 설계 및 구축,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케치업을 활용한 3D 매장 구축, 색채 

배치, 진열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CTD18302 남성복패턴실습 (Men's Wear Pattern Making, 3-2-2)

남성의 체형에 대해 이해하고 남성복 패턴 제작을 실습한다. 남성 정장 재킷과 바지에 

대해 산업패턴 제작법을 실습한다.

 CTD18303 소재기획 (Textile Planning, 3-3-0)

직물의 감성적 특성과 디자인과 직물소재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유행소재를 예측하고 선별할 수 있는 소재기획력을 함양한다.

 CTD18304 입체패턴실습2 (Draping 2, 3-2-2)

입체패턴실습1의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과 체형에 적합한 디자인을 제작 실습함으

로써 고난도 기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 표현 방법과 예술적 창조 능력을 키운다.

 CTD18305 패션CAD (Fashion CAD, 3-2-2)

컴퓨터 실습을 통하여 컴퓨터 디자인의 기본적인 이해와 기능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복식 디자인, 인체 크로키, 일러스트레이션, 패턴제작, 소재, 스타일 등에 적용해봄으로써 

예술적인 표현능력을 확장하고 창의력 개발을 학습한다.

 CTD18306 피복과학실험2 (Experiments in Textile Science 2, 3-2-2)

각종 섬유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의류제품의 성능에 대한 이론 및 실험을 통하

여 물리적 성능분석과 평가능력을 습득한다.

 CTD18307 머천다이징데이터분석 (Merchandising Data Analysis, 3-3-0)

머천다이징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및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실무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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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18308 서양복식사 (History of Western Costume, 3-3-0)

유럽 문화권의 복식문화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문화의 특색이 복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며 아울러 현대사회의 우리의 감각과 실정에 맞는 의복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TD18309 염색공예실습 (Dyeing & Crafts Practice, 3-2-2)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천연염색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천연염색의 염색법과 측색법, 

매염법을 습득하여 실제 작품을 제작한다.

 CTD18310 캡스톤디자인1 (패션상품개발)(Capstone Design 1, 3-2-2)

전공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

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양한다.

 CTD18311 트렌드패턴실습 (Trend Pattern Making, 3-2-2)

서양의복의 기본적인 의복 제작과정을 패턴제작, 평면제작, 봉제와 보정과정을 거쳐 체계

적으로 실습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각종 의복 제작과정을 익힌다.

 CTD18312 패션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in Fashion, 3-3-0)

패션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와 행동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본 교과목은 소비자 행

동의 내적·외적 영향요인, 소비욕구, 의사결정과정, 정보처리과정, 소비가치, 소비자 트렌

드 및 소비자 조사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CTD18313 패턴CAD (Pattern CAD, 3-3-0)

Pattern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패턴제작과 그레이딩, 마킹 등 의류제품의 자동화 공정

을 실습해 봄으로써 어패럴 생산에서 CAD와 CAM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패턴CAD system의 활용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CTD1831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19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4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개개인에 적합한 진

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CTD18402 VMD공간디자인 (VMD Space Design, 3-3-0)

VMD기획 실무에 필요한 고급 컴퓨터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스케치업, V-ray, CAD 등의 

프로그램을 익히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882

 CTD18403 복식디자인실습 (Fashion Design Making Practice, 3-2-2)

최근의 패턴 트렌드에 기초하여 실제 디자인에 필요한 응용력을 기르고 보다 창의적, 예

술적인 표현을 유도하도록 한다.

 CTD18404 복식조형디자인실습 (Fashion Art Design, 3-2-2)

다양한 주제별로 최근 트렌드와 유행정보를 반영하여 실제 복식디자인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 예술적 조형 감각을 키운다.

 CTD18405 우븐디자인 (Woven Design, 3-3-0)

제사, 방적, 방직 등 직물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제공정과 직물의 조직에 관한 이론 

및 CAD 실습을 통하여 직물의 조직과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물조직을 디자인한다.

 CTD18406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Capstone Design 2, 3-0-6)

전공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

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을 배양한다.

 CTD18422 캡스톤디자인3(패션전자상거래) (Capstone Design 3, 3-2-2)

의류패션학과 또는 전자상거래학과 전공(다전공)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사회 및 산

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수행한다. 창의성, 실무능력, 팀워크 

및 리더십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교과목의 운영 및 평가는 팀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업체 실무자 및 교수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CTD18407 크리에이티브패턴 (Creative Pattern, 3-2-2)

패턴제작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패턴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적 패턴 

기술을 익힌다.

 CTD18408 패션무역실무 (Fashion Trade Practice, 3-3-0)

글로벌 패션비즈니스에 필요한 무역 이론과 실무 지식을 익히고 이를 현장 무역업무에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개념 및 용어, 무역 예약, 

결제방법, 수출통관, 선적, 서류 작성, 글로벌 무역환경의 이해, 무역 실무영어 등을 다룬다.

 CTD18409 졸업지도 (Graduation Advisement, 0-0-0)

4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취업에 필요한 준비

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한다.

 CTD18410 남성복캐주얼패턴 (Men's Casual Wear Pattern, 3-2-2)

남성의 체형에 대해 이해하고 남성 캐주얼웨어 패턴 제작 및 산업패턴 제작법을 실습한다.

 CTD18411 직물및니트디자인 (Textile & Knit Design, 3-2-2)

직조기와 편물기 원리와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직조디자인과 니트디자

인을 직접 제작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응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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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D18412 패션쇼핑몰창업 (Startup of Fashion Shopping Mall, 3-3-0)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및 SNS 등은 패션상품의 판매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패션쇼핑몰 창업 및 운영뿐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학습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CTD18413 패션업사이클링디자인 (Fashion Upcycling Design, 3-3-0)

버려진 소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쓰임새의 상품을 개발한다.

 CTD18414 패턴실무 (Practical Pattern, 3-3-0) 

패턴 실무에서 필요한 도식화, 제품치수, 작업지시서, 패턴제작기술 및 생산 공정, 현장

용어 등을 배운다.

 CTD18415 피복관리 (Clothing Management, 3-3-0)

의류제품을 구입하여 착용하고 생활하면서 행하게 되는 세탁, 보관 시의 효율적인 관리방

법을 익히고 의류제품의 변형과 세탁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학습한다.

 CTD1841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1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직

접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2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장기간 직접 실습해 봄

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CTD18421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0-0)

각 전공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산업 현장에서 실습해 봄으로써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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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패션디자인 전문가

2. 패션마케팅 전문가

3. 모델리즘(패턴메이킹) 전문가

4. 텍스타일 전문가

1. 패션디자인 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21세기 패션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역량
을 개발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복식디자인 전 과정의 이해 및 기획 실무 능력

졸업 후 진로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일러스트레이터, 
패션칼라리스트, 패션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의류패션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패션디자인기초, 인체소묘, 패션마케팅, 의복구성원리, 패션산업

1-2 패션드로잉, 패션영어, 패션마케팅정보분석, 테크니컬디자인, 패션소재

2-1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복식색채실습, 한국복식

2-2 복식디자인발상, 패션코디네이션

3-1 패션CAD

3-2 서양복식사,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복식조형디자인실습, 복식디자인실습,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캡스톤디자인3

4-2 패션업사이클링디자인,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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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마케팅 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패션마케팅 전공은 급변하는 글로벌 패션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세계무대에
서 활약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패션산업 및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분야
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1, 2학년에는 패션산업, 유통 및 소비자에 대한 전공이론 습득 및 시장분석 과정
을 통해 패션산업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3, 4학년에는 종합적
인 응용, 심화 실습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수행능력을 갖춘다.

졸업 후 진로

패션마케터, 패션머천다이저, 바이어, 글로벌소싱전문가, 생산전문가, VMD, 
숍마스터, 소비자 및 시장분석가, 패션정보기획자, 패션광고기획자, 
패션저널리스트, e-비즈니스사업가, 패션전문웹기획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패션디자인기초, 인체소묘, 패션마케팅, 의복구성원리, 패션산업

1-2 패션드로잉, 패션영어, 패션마케팅정보분석, 테크니컬디자인, 패션소재

2-1 패션머천다이징

2-2 패션리테일링

3-1 VMD

3-2
패션소비자행동론, 머천다이징데이터분석,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VMD공간디자인, 패션무역실무,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4-2 패션쇼핑몰창업,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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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리즘(패턴메이킹) 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턴 및 의복제작과 관련된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평면패턴 및 입체패턴 실습을 통해 패턴제작 및 의복생산과 관련된 현장실무 
감각을 갖춘다.

졸업 후 진로
여성복 및 남성복, 한복, 스포츠웨어, 아동복 관련 의류업체의 모델리스트, 
패턴디자이너, 캐드디자이너, 테크니컬디자이너, 생산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패션디자인기초, 인체소묘, 패션마케팅, 의복구성원리, 패션산업

1-2 패션드로잉, 패션영어, 패션마케팅정보분석, 테크니컬디자인, 패션소재

2-1 평면패턴실습

2-2 입체패턴실습1, 테일러링, 한복구성

3-1 입체패턴실습2, 남성복패턴실습

3-2 트렌드패턴실습, 패턴CAD,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크리에이티브패턴,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4-2 남성복캐주얼패턴, 패턴실무,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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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타일 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의류제품의 원료인 섬유와 소재에 관련된 교과목으로서 의류재료학, 피복과학실
험, 소재기획, 우븐디자인, 피복관리학, 공예염색 등의 텍스타일전문지식의 습득
과 제품생산 전 과정을 실습해 보는 창의적 설계 1, 2 및 기업과 연계한 현장실
습 1, 2의 훈련을 통해 실무능력 및 현장감을 향상시켜 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소재전문인을 양성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소재 MD로서 소재기획 능력, CAD를 이용한 우븐 및 니트 디자인 습득을 통한 
새로운 직조디자인 능력, 각종 섬유시험법 습득을 통한 섬유 및 직물의 시험 및 
검사능력, 천연염색을 포함한 염색기법 습득을 통한 패션소품 제작능력, 의류제
품관리 실무능력을 갖춘다.

졸업 후 진로
소재MD, 우븐 및 니트 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소재컨버터, 섬유(의류) 
시험연구원, 소재생산 및 염색 관련 회사, 직물무역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패션디자인기초, 인체소묘, 패션마케팅, 의복구성원리, 패션산업

1-2 패션드로잉, 패션영어, 패션마케팅정보분석, 테크니컬디자인, 패션소재

2-1 의류재료학, 패션테크놀러지

2-2 피복과학실험1

3-1 피복과학실험2, 소재기획

3-2 염색공예실습,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우븐디자인,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

4-2 직물니트디자인, 피복관리, 현장실습5, 장기현장실습(IPP)4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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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Division of Architecture)

김-9

1. 교육목표

  건축학부는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의 창조적 개

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m 건축학 전공(5년제)

본교 건축학 전공은 건축학 교육의 전문성 증대를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5년

제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KAAB(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로

부터 건축학 교육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화된 건축인재를 양성하

여 건축설계 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재, 교육, 공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건축전문

직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건축 관련 분야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적 안목

을 가진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 실내건축학 전공(4년제)

실내건축의 과제가 궁극적으로는 공간의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해 공간 활용 주체의 

삶을 디자인해 주는 것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실내건축의 전공교육의 목표는 삶의 디

자인이라는 총체적 능력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실내건축은‘철학(이념성)’

과‘사회분석(환경성)’에 기초한 기반지식과‘사고(개념성)’,‘기획(창의성)’,‘기술

(방법)’,‘실무(전문성)’를 기초로 한 전문기술을 토대로 하여‘차별성’,‘국제

성’,‘다학제성’을 원리로 하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예술적 창조

성 및 미적 가치를 공간에 실현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건축학부는 인간의 삶을 수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의 창조적 개

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부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m 고도의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사고의 개발

m 지속가능한 개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전통문화에 대한 겸허한 

계승정신의 확립

m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실무형 전문가 양성

  위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이 일체가 되어 창조적인 교육환경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학과 실내건축학의 두 개 전공이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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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m 건축학 전공

- 건축 설계사무소

- 건설 및 재료, 자재 관계회사

- 감리회사

- 전문컨설팅

- 연구소

- 관공서 건축직 공무원

- 구조엔지니어링회사

- 안전진단기관

- 보수보강업체

m 실내건축학 전공

실내건축학 전공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 분야는 넓고 다양하다. 창조적이고 예술적 감

각을 발휘 할 수 있는 실내건축 디자인사무소와 공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전시디자인 

회사, 가구디자인 회사, 조명 회사, 조경 회사 취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한다.

4. 전공교육과정

m 학부내 공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ARC18101 전공과진로
Counselling for Major & 
Careers

0 0 0 P/NP

1 1 전필 ARC18102 건축제도 Architectural Drawing 3 3 0 학부내공통

1 1 전선 ARC18104 조형연습 Basic Design 3 3 0 학부내공통

1 2 전필 ARC18106 기초건축설계
FirstTear Architectural Design 
studio

6 4 8 학부내공통

1 2 전필 ARC18105 CAD Computer Aided Design 3 3 0 학부내공통

m 건축학 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필 ARC18204 건축설계1 Architectural Design studio 1 6 4 8

2 1 전필 ARC18202 근대건축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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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필 ARC18203 환경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3 3 0 　

2 1 전선 ARC18205 컴퓨터그래픽1 Computer Graphics 1 3 3 0 　

2 1 전필 ARC18201 건축설계방법론 Architectural Design Methodology 3 3 0

2 2 전필 ARC18208 건축설계2 Architectural Design studio 2 6 4 8 　

2 2 전필 ARC18206 구조역학 Architectural Statics 3 3 0 　

2 2 전필 ARC18207 재료와구법 Material and Assemldies 3 3 0 　

2 2 전선 ARC18209 컴퓨터그래픽2 Computer Graphics 2 3 3 0 　

3 1 전필 ARC18307 건축외국어 Foreign Language for Architecture 3 3 0

3 1 전필 ARC18304 건축설계3 Architectural Design studio 3 6 4 8 　

3 1 전필 ARC18301 도시설계 Urban Design 3 3 0 　

3 1 전필 ARC18303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 3 0 　

3 2 전필 ARC18308 건축설계4 Architectural Design studio 4 6 4 8 　

3 2 전필 ARC18306 건축설비 Mechanical System for Architecture 3 3 0 　

3 2 전선 ARC18309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3 3 0 　

3 2 전필 ARC18302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 3 0

3 2 전필 ARC18305 건축공간론 Architectural Space Theory 3 3 0

4 1 전필 ARC18404 건축설계5 Architectural Design studio 5 6 4 8 　

4 1 전필 ARC18401 건축법규 Building Code 3 3 0 　

4 1 전필 ARC18402 건축시공및적산 Building Construction 3 3 0 　

4 1 전필 ARC18403 지속가능한건축 Sustainable Architecture 3 3 0 　

4 2 전필 ARC18405 건축설계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6 6 4 8 　

4 2 전선 ARC18406 구조시스템 Architectural Structure System 3 3 0 　

4 2 전선 ARC18472 현대건축비평 Contempoary Architecture Criticism 3 3 0

4 2 전선 ARC1840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1 3 2 2

4 4 전선 ARC18511 현장실습1 Field Training1 3 0 0

5 1 전필 ARC18502 건축설계7 Architectural Design studio 7 6 4 8 　

5 1 전선 ARC18504 구조디자인 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3 3 0 　

5 1 전선 ARC18503 건축실측 Architectural Survey 3 3 0

5 1 전필 ARC1850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5 1 전선 ARC18505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2 3 0 6

5 3 전선 ARC18512 현장실습2 Field Training2 3 0 0

5 2 전필 ARC18506 졸업설계 Graduation Design Project 0 0 0 P/NP

5 2 전필 ARC18508 건축설계8 Architectural Design studio 8 6 4 8 　

5 2 전필 ARC18507 건축실무 Architectural Practice 3 3 0 　

5 2 전선 ARC18510 현장실습5 Field Training5 1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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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실내건축학 전공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1 전필 ARC18251 공간디자인계획1 Space Design Studio 1 3 0 6 　

2 1 전선 ARC18252 건축일반 General Architecture 3 3 0

2 1 전선 ARC18257 컴퓨터그래픽 Computer Graphics 3 2 2 　

2 1 전선 ARC18255 인간공학 Ergonomics 3 3 0 　

2 1 전선 ARC18256 인테리어 표현기법 Interior Presentation Technique 3 3 0 　

2 2 전필 ARC18258 공간디자인계획2 Space Design Studio 2 3 0 6 　

2 2 전선 ARC18260 구조의이해 1 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Structure 2 3 3 0 　

2 2 전선 ARC18261 디지털프리젠테이션 Digital Presentations 3 2 2 　

2 2 전선 ARC18262 색채와공간 Color and Space 3 3 0

2 2 전선 ARC18263 한국실내건축사 Korean Interior History 3 3 0 　

3 1 전필 ARC18351 실내디자인계획1 Interior Design Studio 1 3 0 6 　

3 1 전선 ARC18352 가구디자인1 Furniture Design 1 3 3 0

3 1 전선 ARC18353 건축설비시스템 Mechanical System for Architecture 3 3 0 　

3 1 전선 ARC18355 재료와코디네이션 Materials & coordination 3 3 0 　

3 1 전선 ARC18356 환경디자인 Environmental Design 3 3 0 　

3 2 전필 ARC18357 실내디자인계획2 Interior Design Studio 2 3 0 6 　

3 2 전선 ARC18359 빛환경과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3 3 0 　

3 2 전선 ARC18360 서양실내건축사 Interior Architecture History 3 3 0 　

3 2 전선 ARC18362 실내건축시공 Interior Architecture Construction 3 3 0 　

3 2 전선 ARC1836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3 2 2 　

3 2 전선 ARC18364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3 12 0 0 　

3 4 전선 ARC18469 현장실습1 Professional Practice 1 3 0 0

4 1 전필 ARC1845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P/NP

4 1 전선 ARC18453 구조의이해2 Introduction of Architectural Structure 2 3 3 0

4 1 전선 ARC18454 디테일디자인 Detail Design 3 3 0 　

4 1 전선 ARC18455 실내건축법규 Building Code 3 3 0 　

4 1 전선 ARC18456 실내디자인계획3 Interior Design Studio 3 3 0 6 　

4 1 전필 ARC18459 졸업설계 Graduation Works 0 0 0 　

4 1 전선 ARC18458 캡스톤디자인2 Graduation Works 3 0 6 　

4 3 전선 ARC18468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2 3 0 0 　

4 3 전선 ARC18470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1 6 0 0 　

4 3 전선 ARC18471 현장실습2 Professional Practice 2 3 0 0

4 2 전필 ARC18451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0 0 0

4 2 전필 ARC18459 졸업설계 Graduation Works 0 0 0

4 2 전선 ARC18460 가구디자인2 Furniture Design 2 3 3 0

4 2 전선 ARC18463 실내건축실무 Interior Practice 3 3 0

4 2 전선 ARC18464 실내디자인계획4 Interior Design Studio 4 3 0 6

4 2 전선 ARC18465 전시및디스플레이 Exhibition and Display 3 3 0 　

4 2 전선 ARC18466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4 12 0 0

4 2 전선 ARC18467 현장실습5 Professional Practice 5 15 0 0



892

5. 교과목 소개

 ARC18101 전공과진로(Major and profile management, 0-0-0)

학교적응을 위한 전공 및 진로 소개, 생활 상담과 학습방법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자

기개발을 촉진한다.

 ARC18102 건축제도(Architectural Drawing, 3-3-0)

건축설계를 위한 기초구성으로 선에 대한 이해와 도면 이해를 위해 다음 4단계를 구성한

다. 도면 규격 및 구성(용지, 선, 척도, 치수기입 등), 기본도 그리기(평면, 입.단면도, 상세

도 표현 등), 기초도학(소점투시도, 인물, 나무 등), 그리고 실측제도(실측법을 이해하고,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 도면 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설계 기초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ARC18104 조형연습(Basic Design, 3-3-0)

조형원리의 탐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점, 선, 

면 등의 디자인 기본요소를 활용한 기초 조형 연습과 디자인 개념의 도출과 이의 표현을 중

심으로 하는 복합 형태의 구성 연습을 실습을 위주로 진행한다.

 ARC18106 기초건축설계(First Tear Architectural Design studio, 6-4-8)

건축설계의 입문과정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를 존재하는 건축물을 

분석, 경험하는 바를 요약 발표하고, 두 번째는 건축 어휘를 이해는 프로젝트를 다루게 된

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구, 분석하여 디자인 개념 도출 방법을 

익히는 것이며, 네 번째로 대지 및 시설 프로그램의 분석, 자료 조사 등의 설계 전 단계 준

비과정들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학습하고 소규모 프로젝트로 한정된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ARC18105 CAD(Computer Aided Design, 3-3-0)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utodesk社의 Autocad 프로그램의 각종 명령어들을 연습하고 건축도면

의 표현 요소들을 학습한다. 전체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2차

원 도면의 작성 및 편집 방법으로 구성되며 후반부는 3차원 모델링으로 구성한다.

 ARC18204 건축설계1(Architectural Design studio 1, 6-4-8)

단독주택의 설계를 테마로 하며 크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

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시된 기본 모듈 속에 단독주택을 담아내는 큐빅 하우스의 

설계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단독주택 설계로 3차원 조형물을 만든 후, 조형물에 기능

적인 공간을 부여하여 주택을 완성하는 설계이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계획 각론과 실제 

사례 분석 작업이 병행된다.

 ARC18202 근대건축(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3-3-0)

현대건축 발전의 모태가 되는 근대 건축기를 대상으로 주요 근대 건축 운동 및 건축가들

의 이론과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근대 건축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과 현대 건축

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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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203 환경계획(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3-3-0)

건축 환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건물의 빛, 음, 열, 공기 등 환경요소

에 대한 이론과 건축계획에 이용되는 방법 및 과정을 연구한다.

 ARC18205 컴퓨터그래픽1(Computer Graphics 1, 3-3-0)

디자인 초기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델링, 맵핑, 조명, 렌더링 등에 대해서 습득하고 컴퓨터

를 응용한 건축 디자인 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ARC18201 건축설계방법론(Architectural Design Methodology, 3-3-0)

건축설계에서 사고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며 설계과정 중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

시설계의 과정을 알아보고 실습위주로 경험해서 장차 건축설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ARC18208 건축설계2(Architectural Design studio 2, 6-4-8)

근린생활 시설과 도시형 저층 집합주택의 설계를 테마로 한다. 두 시설 모두 우리 주변에

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건축 작품으로서 보다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우

선되는 경우가 많아 소단위의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시설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ARC18206 구조역학(Architectural Statics, 3-3-0)

외력에 대해 건축구조체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고,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발생

하는 힘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RC18207 재료와구법(Material and Assemldies, 3-3-0)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종 건축재료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건축물

로 완성하기 위한 구법들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제 작품에서의 사용 예 분석을 통해 건

축 재료와 건축물의 구성방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ARC18209 컴퓨터그래픽2(Computer Graphics 2, 3-3-0)

컴퓨터 그래픽1의 심화과정으로 CAD를 활용한 디자인 결과물을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CAM(Computer Aided Manufacture)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 의도와 최종 결과물의 오차를 줄이는 기술적 능력의 습득을 일차적인 목적으

로 하며, 더 나아가 결과물의 제작원리가 디자인 생성 원리로 작용하는 관계를 실습한다.

 ARC18307 건축외국어(Foreign Language for Architecture, 3-3-0)

통용되는 외래 건축용어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학습하고 이의 활용법에 대해 익힌다. 기

본적인 건물의 요소나 건축양식의 부분적 용어의 학습과 더불어 추상적인 개념들의 원전

과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활용의 변화과정과 왜곡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설계 작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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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304 건축설계3(Architectural Design studio 3, 6-4-8)

2학년 건축설계과정에서 건축의 물리적 요소들에 대해 학습을 마치고 난 후, 3학년 건축

설계 과정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의 기능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

하게 된다. 제시 프로그램은 도서관이다. 사용자, 관리자, 자료의 기본 동선의 설정을 바

탕으로 필요한 기능을 건물이 수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다양한 경우를 해결하며 주어진 

도서관 설계를 완성한다.

 ARC18301 도시설계(Urban Design, 3-3-0)

개별 건축물과 도시환경과의 연관성,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도시 공간들에 대

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관련 기본 이론들에 대한 강의와 국내외 우수 도시 설계 

사례들의 분석 및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ARC18303 한국건축사(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3-0)

한국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케 하며“한국건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

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한국건축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안목을 길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건축에서 전통건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ARC18308 건축설계4(Architectural Design studio 4, 6-4-8)

도심형 문화시설 혹은 교육시설로 도심지 속에서 복합기능을 지닌 건물을 설계한다. 건물 내

부의 복합기능을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기능적, 시각적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실

습한다. 이 과정에서 건물시스템의 상호관계와 디자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ARC18306 건축설비(Mechanical System for Architecture, 3-3-0)

급배수 위생설비와 공기조화설비,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건축설비의 필요성과 기초지식을 

습득한 후 구체적인 설비계획과 평가법을 익힌다.

 ARC18302 서양건축사(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3-0)

고대에서 18세기 바로크시대에 이르기까지 서양건축 발달의 다양한 전개와 구분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과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건축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

록 한다. 강의진행과 함께, 서양건축에 관련된 건물과 건축가에 대한 조사와 발표를 통

하여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ARC18305 건축공간론(Architectural Space Theory, 3-3-0)

건축의 정의와 건축 작품을 바탕으로 공간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표현되는

지를 다룬다. 공간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며, 공간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 개념의 의미 구조를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현대 건축에서 공간이 차지

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대신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또한 건축 창작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건축 작품들을 통해 해명하기로 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건축에서 공간의 의미

와 그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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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309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3-3-0)

건물이 놓이는 주변 환경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디자인하는 방법론에 대해 학

습한다. 대상은 작은 건물 주변에서부터 도심 가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를 다루게 되며, 

건물 단위별 디자인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이 거주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에 대해 학습한다.

 ARC18404 건축설계5(Architectural Design studio 5, 6-4-8)

주어진 프로그램은 등록문화재 등 도시의 근대문화유산의 활용 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리

노베이션을 하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이 지닌 건축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현존 

건물의 시간적, 공간적 궤적을 추적하며 구조적, 재료적, 공간적 가치의 취사선택이 이루

어지고 창조적인 건축적 해법 제시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복합적인 건축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RC18401 건축법규(Building Code, 3-3-0)

건축분야 관련 법규와 제 규정들의 목적,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념을 이해하여 적

법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축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등

의 주요 내용과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ARC18402 건축시공및적산(Building Construction, 3-3-0)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건축시공과정에서의 공정 구분과 공정별 작업 내용 그리

고 품질관리 방법과 이의 기본 자료가 되는 물량 산출 및 견적 방법 등을 강의와 세미나

를 통해 학습하고 현장 견학과 조사를 통해 건설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ARC18403 지속가능한건축(Sustainable Architecture, 3-3-0)

지속가능한 개발의 건축적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건축의 개념 및 성립 배경, 

그리고 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에 대한 강의와 구현 사례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친환경 설계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환경친화형 건축물의 구

현 방법을 모색한다.

 ARC18472 현대건축비평(Contemporarg Architecture & Criticism, 3-3-0)

한국 또는 세계에서 활동하는 현대 건축가와 현대건축의 특성과 특징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비평해 봄으로써 현대건축을 이해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의 설계 작품에 

대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현대 건축가, 세계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의 특징과 작품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며 세부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살펴본다.

 ARC18405 건축설계6(Architectural Design studio 6, 6-4-8)

도시적 맥락에서 파악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 제시를 시작으로 일정 규모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팀작업으로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선택한 일정 구역에 새로운 

도심주거수요를 충족하는 도심형 공동주택의 유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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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406 구조시스템(Architectural Structure System, 3-3-0)

수직적 하중의 전달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수평적으로 활용·발전하여 공간을 이루는 힘

의 전달체계로서 구조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다양한 구조의 일반

적인 구성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건축구조시스템의 착안과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ARC18407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1, 3-2-2)

건축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ARC18511 현장실습1(Field Training1, 3-3-0)

건축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건축 관련 기업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ARC18502 건축설계7(Architectural Design studio 7, 6-4-8)

건축학부에서의 수련과정을 종합하는 의미를 갖는 졸업작품을 진행한다. 1인 1작을 원칙

으로 하며 학생별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이의 건축적 해결을 모색한다.

 ARC18504 구조디자인(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3-3-0)

구조를 이용한 건축계획방법과 설계요소를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실습을 통해, 건축설

계에 미치는 구조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조 개념이 반영되는 건축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ARC18503 건축실측(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3-3-0)

기존의 도면을 찾을 수 없는 건축물을 도면화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숙달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오래된 건축을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운다. 이와 아울러 도시에 산재하는 옛 건물들을 되살리고 보강하며 건축자체의 재

활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ARC18505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2, 3-0-6)

건축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ARC18512 현장실습2(Field Training2, 3-0-0)

건축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건축 관련 기업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ARC18506 졸업설계(Advance Architectural Design, 0-0-0)

학부에서의 수련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학생 본인이 설계 테마, 대상건물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획과정과 설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

하여 공동작품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졸업작품은 졸업전시회에 출품되어 졸업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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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508 건축설계8(Architectural Design studio 8, 6-4-8)

구조와 재료 등의 실제적 요인들을 반영하여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ARC18507 건축실무(Architectural Practice, 3-3-0)

건축설계 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내용, 설계 실무의 진행과정, 설계 사무소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소개와 실무업무의 간접 체험을 통해 설계 실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실무 적응능력을 배가하도록 한다.

 ARC18510 현장실습5(Field Training5, 15-0-0)

건축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건축 관련 기업에서 실제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ARC18251 공간디자인계획1(Space Design Studio 1, 3-0-6)

단독주택의 설계를 테마로 하며 크게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

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시된 기본 모듈 속에 단독주택을 담아내는 큐빅 하우스의 

설계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단독주택 설계로 3차원 조형물을 만든 후, 조형물에 기능

적인 공간을 부여하여 주택을 완성하는 설계이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계획 각론과 실제 

사례 분석 작업이 병행된다.

 ARC18252 건축일반(General Architecture, 3-3-0)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벽, 창호, 슬라브 등 모든 물리적 요소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한다.

 ARC18257 컴퓨터그래픽(Computer Graphics, 3-2-2)

컴퓨터그래픽은 디자인 초기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델링, 맵핑, 애니매이션에 대해서 습득하

고 컴퓨터를 응용한 건축 디자인 방법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ARC18255 인간공학(Erogonomics, 3-3-0)

인간공학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이의 Project 수행을 통한 실적용 과정을 통하여 

건축 및 전반적 디자인의 실무 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 3

부분으로 구성되어진 Project(Step1 인간 + Object(물리적 접촉-인체역학), Step2 인간 + 

Object + 인지/행동(Human Error-양립성), Step3 인간 + Object + 공간(인간척도))의 진행

을 통하여, 건축학부 학생들의 인간공학 측면의 효과적인 응용 및 적용가능성을 탐구/배

양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한다.

 ARC18256 인테리어표현기법(Interior Presentation Technique, 3-3-0)

건축 설계안을 효율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중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

는 표현기법들을 중심으로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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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258 공간디자인계획2(Space Design Studio 2, 3-0-6)

근린생활 시설과 도시형 저층 집합주택의 설계를 테마로 한다. 두 시설 모두 우리 주변에

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건축 작품으로서 보다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우

선되는 경우가 많아 소단위의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시설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ARC18260 구조의이해1(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Structure 1, 3-3-0)

건축학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건축의 물리적인 구성체계인 구조에 대한 기초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힘의 기본특성과 각종 구조시스템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와 건축

간의 관계인식을 구체화하여 건축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RC18261 디지털프리젠테이션(Digital Presentations, 3-2-2)

디자인 초기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디

자인 개념으로서의 디자인 지식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디자인 과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이용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조형물 또는 건축물을 설계한다.

 ARC18262 색채와공간(Color and Space, 3-3-0)

색채의 속성, 배색원리, 색채 심리 등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색채학 관

련 기본 이론 및 건축 분야에서의 색채계획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색채계획 실습이 병행

하여 진행된다.

 ARC18263 한국실내건축사(Korean Interior History, 3-3-0)

전반적인 한국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건축을 구성하는 부재의 디테일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하고 또한 내부공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공부하여 현대 건축 및 실

내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ARC18351 실내디자인계획1(Interior Design Studio 1, 3-0-6)

공간 조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공간 계획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공간과 형태의 문

제를 형태 심리학점 배경에서 연구하고, 공간 조직과 인간 형태와의 관계를 행동 과학적 

기초위에서 탐구하며, 건축 공간의 구성적 원리를 자연의 질서를 통해 모색하도록 한다. 

설정된 연구 주제를 통해 공간 디자인 전 과정을 훈련하며, 공간 디자인의 각 단계마다 언

어적, 시각적 표현 능력을 최대한 증진시킨다.

 ARC18352 가구디자인1(Furniture Design 1, 3-3-0)

가구 디자인은 사용자의 인체 치수 및 그 기능을 잘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인간 주체의 

설계를 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에 대한 선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 초기에는 가구의 

기능 및 가구 사용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이디

어를 만들어 가구의 설계를 시작하여, 소품의 가구를 디자인 하고 직접 만들어 본다.

 ARC18353 건축설비시스템(Mechanical System for Architecture, 3-3-0)

세계적인 건축 흐름과 국내외의 다양한 건축관련법 및 제도를 알아보고 향후 미래 건축

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건축 설비적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설

비 및 저에너지 건축기술 등이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되는지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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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355 재료와코디네이션(Materials & coordination, 3-3-0)

재료와코디네이션은 실내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적용 방법과 활용 기법을 통해 디자인

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써 작용한다. 특히 급격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재료

와 코디네이션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통해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법으로써 활용된다.

 ARC18356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3-3-0)

인간을 둘러싼 환경탐색을 기본으로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 정의하고 디자인의 방

법론을 배우고 디자인을 진행, 디자인을 통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량을 키운다.

 ARC18357 실내디자인계획2 (Interior Design Studio 2, 3-0-6)

공간의 구조와 기능, 공간의 조직에 관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 형태에 대한 기초개념을 

정립하고 시스템적 관점에 의한 현상 분석 및 디자인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한

다. 수업의 진행과 함께 학생들은 공간의 실재성과 조직의 힘, 변화와 다양성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ARC18359 빛환경과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 3-3-0)

빛은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로써 건축 및 실내 디자인과 관계하는 

모든 공간에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RC18360 서양실내건축사(Interior Architecture History, 3-3-0)

서양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적, 지역적,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각 건축물들이 갖

는 특징과 의미들에 대해 생각하며, 특히 실내 공간이 좁게는 건축 분야 전반, 넓게는 

사회 문화사적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해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는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건축이 어떠한 요구에 직면했는지 알아보고, 건축적으로 그러

한 요구들을 어떻게 풀어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서양건축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건축의 역사 및 이론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ARC18362 실내건축시공(Interior Architecture Construction, 3-3-0)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건축시공과정에서의 공정 구분과 공정별 작업 내용 그리

고 품질관리 방법과 이의 기본 자료가 되는 물량 산출 및 견적 방법 등을 강의와 세미나

를 통해 학습하고 현장 견학과 조사를 통해 건설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ARC18363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1, 3-2-2)

건축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ARC18364 장기현장실습(IPP)3(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탐색하며, 현실적인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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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453 구조의이해2(Introduction to Architectural Structure 2, 3-3-0)

건축의 물리적인 구성체계인 구조에 대한 심화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힘의 기본특성

과 각종 구조시스템의 구조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와 건축간의 관계인식을 구체화하여 

건축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RC18454 디테일디자인(Interior Detail Design, 3-3-0)

실내건축의 도면구성, 도면기호, 재료마감 표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세도가 필요한 

공간영역을 세분화하여 직접적인 디테일 도면작업을 통해 실무적 경험을 강화시키는 것

에 수업목적을 두고 있다.

 ARC18455 실내건축법규(Architectural Code, 3-3-0)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종 건축재료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건축물

로 완성하기 위한 구법들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제 작품에서의 사용 예 분석을 통해 건

축 재료와 건축물의 구성방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ARC18456 실내디자인계획3(Interior Design Studio 3, 3-0-6)

상업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디자이너에게 요구되어지는 디자인 절차와 과정을 경험하

게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의 디자인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고객의 요구조건,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 건물 체제, 법규 및 디자이너의 최종적 문제 해결의 영향을 주는 제반 

구성요인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는 공간이용에 대한 새로운 개념, 재료의 적

절한 적용 등이 또 다른 관심이 될 수 있으며 전무가로서 문제의 접근 및 해결 방법을 

구술 및 시각적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ARC1845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진로에 대하여 꾸준한 상담을 통해 미래의 건축가로서의 설계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써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ARC18458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2, 3-0-6)

건축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ARC18459 졸업설계(Graduation Works, 0-0-0)

학부에서의 수련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학생 본인이 설계 테마, 대상건물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획과정과 설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

하여 공동작품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졸업 작품은 졸업전시회에 출품되어 졸업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ARC18468 장기현장실습(IPP)2(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탐색하며, 현실적인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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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18469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ARC18470 장기현장실습(IPP)1(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탐색하며, 현실적인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ARC18460 가구디자인2(Furniture Design 2, 3-3-0)

4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가구디자인 시간으로,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과 제작방법에서 벗어

나 자동생산하는 미래지향적인 방법과 기술을 익혀 가구를 다지인하고 제작한다. 업도구

로는 컴퓨터와 cnc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디자인하고, cnc로 작업하여 이전

에는 만들지 못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ARC18463 실내건축실무(Interior Practice, 3-3-0)

실무에서 필요한 디자인 적용원리 및 방법을 학습하여, 실제 업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적용 능력을 증가시키며,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각 과정별

로 단계적인 학습방법을 토대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활용 능력을 극대화시

킬 수 있도록 한다.

 ARC18464 실내디자인계획4(Interior Design Studio 4, 3-0-6)

학부에서의 수련과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학생 본인이 설계 테마, 대상건물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획과정과 설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인 1작품을 원칙으로 하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

하여 공동작품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졸업 작품은 졸업전시회에 출품되어 졸업 

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ARC18465 전시및디스플레이(Exhibition and Display, 3-3-0)

일반적으로 전시디자인에는 상업공간 VMD 및 디스플레이나 홍보관, 박람회 등 쇼룸 디

자인 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공간이나 테마마크 등 놀이공간의 디자인도 

포함된다. 또한 대형 이벤트는 물론 지역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디자인도 전시디자인의 

범주에 속한다. 이처럼 전시디자인의 대상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차별화된 컨셉과 전략

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ARC18466 장기현장실습(IPP)4(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탐색하며, 현실적인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ARC18467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ARC18471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활용하여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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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m 건축학 전공

로드맵 목록

1. 종합건축 설계전문가

2. 전통건축 설계전문가

3. 건축공학 엔지니어

1. 종합건축 설계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육의 주요 목적은 예비 건축사 양성에 있다. 건축사
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
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본교는 건축사자격취득
시험의 기본 요건인 건축학 교육인증을 2016년에 획득하였으며, 그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기초 디자인 능력의 배양, 건축 공학·역사 및 이론 등의 지식 탐구, 
프로젝트 운영 등의 실습을 통한 실무대응력 강화 등을 골자로 건축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축기획 및 설계, 감리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건축 설계사무소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 외에 도시설계사무소, 부동산개발사 등으로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 진로, 건축제도, 조형연습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건축설계방법론, 건축설계1, 환경계획, 컴퓨터그래픽1

2-2 건축설계2, 구조역학, 컴퓨터그래픽2

3-1 건축외국어, 건축설계3, 도시설계

3-2 건축공간론, 건축설계4, 건축설비, 환경디자인

4-1 건축설계5, 건축법규, 건축시공 및 적산

4-2 현대건축비평, 구조시스템, 캡스톤디자인1

4-4 현장실습1

5-1 진로지도, 건축설계7, 구조디자인, 건축실측, 캡스톤디자인2

5-3 현장실습2

5-2 졸업설계, 건축설계8, 건축실무,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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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건축 설계전문가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한국 전통건축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양한 역사적 선
례 분석 등이 가능하고 이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전통건축 설계 전문가의 양
성을 목표로 한다. 전통건축의 범주를 기존의 목조 고건축 대상에서 확장하여, 
고려 말부터 근대시기까지 건물이 형성되는 구조적·공간적인 원리에서부터 사회
적인 역학관계까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나아가 근대 도시의 형성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공간에 여전히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재생 등의 현안 이슈까지 적용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역사 및 건축 이론적 배경의 습득 및 분석력, 건축설계

졸업 후 진로
문화재 복원 및 관련 연구직, 도시계획전문가, 전통건축연구소, 전통건축설계 및 감
리사무소, 문화재청, 박물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 진로, 건축제도, 조형연습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근대건축

2-2 재료와구법

3-1 한국건축사

3-2 서양건축사

4-1 지속가능한 건축

4-2 건축설계6, 현대건축비평, 구조시스템, 캡스톤디자인1

4-4 현장실습1

5-1 건축실측, 구조디자인, 건축설계7,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5-3 현장실습2

5-2 건축설계8, 건축실무, 졸업설계,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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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공학 엔지니어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축설계과정은 건축가가 상상하고 있는 건물의 공간 및 외형을 형상화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미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외에 이를 실
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건물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구조, 
시공방법, 건축재료, 설비 등 건물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은 요즘 점점 늘어나
고 있는 친환경 건축, 구조설계, 건축설비전문가,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관련 
공학분야로의 진로와 연결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축공학전문지식, 공간분석능력, 건축설계

졸업 후 진로
구조설계사무소, 건축설비사무소, 건축시공 관련 기업, 친환경건축연구소, 건축자재
관련 기업, 연구소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 진로, 건축제도, 조형연습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환경계획

2-2 구조역학, 재료와구법

3-1

3-2 건축설비

4-1 지속가능한 건축, 건축시공 및 적산

4-2 구조시스템, 현대건축비평, 캡스톤디자인1

4-4 현장실습1

5-1 건축설계7, 건축실측, 구조디자인,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5-3 현장실습2

5-2 건축설계8, 건축실무, 졸업설계, 현장실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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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실내건축학 전공

로드맵 목록

1. 건축 기술 분야

2. 실내 및 건축 디자인 분야

3. 가구 및 조명 분야

1. 건축 기술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산업혁명은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발전을 가져오면서 인간생활의 일대 혁신을 일
으켰다. 인류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요롭고 합리적이며 인간 중심의 가치관
을 형성하게 되었고,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도시개발과 편리성이 우선하게 
됨으로써 인해 과다한 화석연로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배출이 증
가하여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사막화, 생태계의 악영향 등이 더욱 
심화되어, 지금까지의 무한환경의 세계관에서 유한환경의 세계관으로, 인간 중심
의 건축관에서 생태환경 중심의 건축관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공간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미래를 선도하는 디자이너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건축 기술 분야

졸업 후 진로
친환경 설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반 건축 또는 실내건축 설계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친환경과 관련된 다른 업종에도 취업이 유리하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건축제도, 조형연습, 전공과진로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건축일반, 컴퓨터그래픽

2-2 구조의이해1, 디지털프리젠테이션

3-1 건축설비시스템, 재료와코디네이션

3-3

3-2 실내건축시공,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디테일디자인, 구조의이해2, 실내건축법규,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4-2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졸업설계, 실내건축실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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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및 건축 디자인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디지털 패러다임에 의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공간디자인의 기능과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미디어의 사회에서 공간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디지털 테
크놀로지의 발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계 패러다임으로부터 전자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 가져온 공간조건의 변화는 공간디자인에 있어서도 고정된 
장소와 시간적 제약으로부터의 탈피를 가능케 해주었다. 디지털 건축은 창의적인 
공간의 창조, 대형구조물의 새로운 해석, 설비시스템의 손쉬운 구축 등 기존의 
사고영역을 넘어 창조적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결국 디지털 
공간디자인은 디지털 디자이너의 디자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혁신
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
행해 낼 것이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CG 모델링 및 디지털 기술 기반 디자인

졸업 후 진로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3D 
CG 모델링, 인터페이스, 인터렉티브 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관련 업종에도 취업이 
유리하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건축제도, 조형연습, 전공과진로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공간디자인계획1, 인테리어표현기법

2-2 공간디자인계획2, 색채와공간, 한국실내건축사

3-1 실내디자인계획1, 환경디자인

3-3

3-2
실내디자인계획2, 서양실내건축사, 실내건축비평,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실내디자인계획3,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4-2
실내디자인계획4, 전시및디스플레이, 졸업설계, 실내건축실무,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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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및 조명 분야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주거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문화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거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해왔으며 현재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주거는 인간의 대부분의 행태에 
관련되어 있으며 주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실내건축가로서 한국 고유의 전통 공간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화된 현재 필수적인 사항이기도 하다. 주거 및 전통공간디자인 로드맵은 공
간표현을 기본으로 실내건축의 발전과정과 주거에 관련된 환경과 가구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주거공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졸업 후 진로
한국전통건축사무소, 가구, 조명 디자인관련회사, 인테리어사무소, VMD, 
전시디자인 등 취업이 가능하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건축제도, 조형연습, 전공과진로

1-2 기초건축설계, CAD

2-1 인간공학

2-2

3-1 가구디자인1

3-3

3-2 빛환경과조명디자인, 장기현장실습(IPP)3,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조명디자인실무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4-2 가구디자인2, 장기현장실습(IPP)4, 졸업설계, 실내건축실무, 현장실습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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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학과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김-10

1. 교육목표

  조경학 전공은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조경기술과 CAD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체험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교육하고, 자격증 실용교육을 통해서 책임감 있

고 창의적 업무를 담당할 조경 전문인, 조경직 및 녹지직 공무원 양성.

  팀 활동 숲 체험 인성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개발과 소통 능력 강화로 현대 도시인들

이 바라는 녹지환경 속 도시생활의 꿈을 이룰 조경 전문인 양성.

2. 학과소개 및 안내

  조경학 전공은 인간이 영위하는 토지와 환경을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미적으로는 아름

답게,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조성하는 이론과 창조를 포괄하는 종합예술과학이다. 조경학 

전공은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정원, 광장, 공원 등 작은 규모에서부터 도시와 국토에 이르

는 광범위한 옥외공간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능력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

은 예술,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기초 학문과,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 실험적이

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기법 등을 조화롭게 교육하고 있다.

  조경학과에서는 조경디자인, 환경생태 그리고 역사경관보전 중심의 교육으로 특성화되

어 있고 이러한 분야들은 균형 있고 상호보완적인 교육으로 친환경적 계획 및 설계를 총

괄하는 전문가 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전공 모두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

3. 향후진로계획

  조경학 전공의 진출분야는 전문조경설계사무소, 경관설계사무소, 시설물 및 공공디자

인 설계사무소, 건축설계 사무소, 경관영향평가전문회사, 실내조경회사, 종합·단종 조경 

시공회사, 종합엔지니어링, 조경직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수자원공사, 임업중앙회 및 공

사 등 다양하다.

  취득 가능 자격증으로는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문화제수리기술

자, 컴퓨터그래픽스, 토목기사, 측지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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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LAR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4 1 전필 LAR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필 LAR18407 졸업논문 Graduation Thesis 0 0 0 P/NP

1 1 전필 LAR18102 조경학개론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3 3 0

1 1 전선 LAR18103 조경영어 Landscape English 3 3 0

1 1 전선 LAR18104 조경컴퓨터디자인
Landscape Architecture 
Computer Design

3 2 2

1 2 전선 LAR18105 공간구성형태론 Spatial Composition Pattern 3 2 2

1 2 전선 LAR18106 조경기초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3 2 2

1 2 전선 LAR18107 조경컴퓨터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3 2 2 

2 1 전필 LAR18201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
Garden and Small space 
design studio

3 2 2

2 1 전필 LAR18202 조경계획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3 3 0 

2 1 전선 LAR18203 색채학 Chromatology 3 3 0

2 1 전선 LAR18204 조경디자인랭귀지
Graphic Communication in 
Landscape Design

3 3 0

2 1 전선 LAR18205 조경수목학 Landscape Woody Plants 3 3 0

2 1 전선 LAR18206 조경프리젠테이션 Landscape Presentation 3 2 2

2 1 전선 LAR18214 드론운용및공간환경분석
Drone Operation and Space 
Environment Analysis

3 2 2

2 2 전필 LAR18207 공원녹지설계스튜디오
Parks & Landscape Design 
Studio

3 2 2

2 2 전선 LAR18208 서양조경사
History of Occidental 
Landscape Culture

3 3 0 

2 2 전선 LAR18210 조경미학 Landscape Aesthetics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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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2 2 전선 LAR18211 조경재료및시공
Landscape Materials & 
Construction

3 3 0 

2 2 전선 LAR18212 초화류및하부식생
Supercritical & Sub-Hydrogen 
Vegetation

3 3 0

2 2 전선 LAR18213 현대조경론 Modern Landscape Theory 3 3 0 

3 1 전필 LAR18301 단지설계스튜디오 Community Design Studio 3 2 2 

3 1 전선 LAR18302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
연구및지도법

Plant Resources & Landscape 
Study of Teaching Material & 
Method

3 3 0

3 1 전선 LAR18303 동양조경사
History of Oriental Landscape 
Culture

3 3 0

3 1 전선 LAR18304 생태도시및단지계획 Eco City & Site Planning 3 3 0

3 1 전선 LAR18305 식재계획및설계 Planting Planning & Design 3 3 0 

3 1 전선 LAR18306 조경구조학 in Landscape Architecture 3 3 0 

3 1 전선 LAR18307 지형및환경디자인 Landform Design 3 3 0 

3 1 전선 LAR18316 식물자원·조경교과교육론
Plant Resources & Landscape 
Curriculum Management

3 3 0

3 2 전필 LAR18308 통합경관설계스튜디오
Integrated Landscape Design 
Studio

3 2 2 

3 2 전선 LAR18309 도시공간디자인론 Urban Space Design 3 3 0

3 2 전선 LAR18310
식물자원·조경교직논리및
논술

Plant Resources & Landscape 
Teaching Logic & Essay

3 3 0

3 2 전선 LAR18311 여가관광지계획론 Leisure Tourist Plan Theory 3 3 0 

3 2 전선 LAR18312 조경관리학 Landscape Management 3 3 0

3 2 전선 LAR18313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LAR18314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3 3 0 

3 2 전선 LAR18315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 0 0 P/NP

3 4 전선 LAR18415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P/NP

3 4 전선 LAR18418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
실무)

Distribution, Management, and 
Practice in Landscape 
Archtecture

3 0 0 P/NP

4 1 전선 LAR18402 조경포럼 Landscape forum 1 0 2

4 1 전선 LAR18403 조경상세설계및적산
landscape detail design and 
estimate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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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LAR18101 전공과진로(Mentoring of Major 1, 0-0-0)

본 교과목은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로드맵 설정을 위한 것으로, 

학습습관 제고 및 시간 관리의 효율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LAR18102 조경학개론(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3-3-0)

조경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소개를 통하여 조경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한 조경학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간의 정주공간과 

교외의 자연 및 문화 경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경 실무 과정인 조경 계획-설계-시

공-관리-사후 평가를 통하여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도록 한다.

 LAR18103 조경영어(Landscape English, 3-3-0)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조경학개론 수업과 연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들과 표현 등을 주제별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1 전선 LAR18404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LAR18405 환경설계법규 Environmental Design Code 3 3 0 

4 1 전선 LAR18406 환경설계스튜디오 Environmental Design Studio 4 2 4

4 2 전선 LAR18408 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3 3 0

4 2 전선 LAR18409 조경유통경영실무
Landscape Management 
Practice

3 3 0

4 2 전선 LAR18412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 0 0 P/NP

4 2 전선 LAR18410 조림및임업경영 Afforestation Management 3 3 0 

4 2 전선 LAR18411 지리정보체계 GIS 3 3 0 

4 2 전선 LAR18413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P/NP

4 3 전선 LAR18416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 0 0 P/NP

4 3 전선 LAR18414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 0 0 P/NP

4 3 전선 LAR18417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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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104 조경컴퓨터디자인(Landscape Architecture Computer Design, 3-2-2)

조경계획에서의 토지정보체계(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의 적용, 조경설계에

서의 CAD 및 컴퓨터 그래픽 기법의 적용, 시공에서의 GIS, CAD기법의 적용, 관리에서의 

DBMS 등 컴퓨터 기법들의 적용에 관하여 그 원리 및 응용 실습을 통해 수업하며 이를 

위해 현실 문제의 토픽을 가지고 컴퓨터 실습실 장비를 이용 수업을 진행시킨다.

 LAR18105 공간구성형태론(Spatial Composition Pattern, 3-2-2)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정에 대해 학습

하여 공간계획가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공간 창출을 위한 공간구성과 형태에 대한 이해

를 갖고자 한다. 또한, 공간 구성 형태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토록 한다.

 LAR18106 조경기초설계(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3-2-2) 

조경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면 표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연습을 한다. 각종 도면 

작성의 이론 강의와 함께 표현에 관한 기법을 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이트를 선정하

고 도면 작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면연습을 통해서 익히게 한다. 이를 

통해서 조경실무 감각을 키우고, 나아가 조경기사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LAR18107 조경컴퓨터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in Landscape Architecture, 3-2-2)

본 과목에서는 조경분야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조경설계작업을 위해 활용성이 높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구성을 이해하고 실내외 조경공간의 이미지 표현에 이용하도록 

기법의 습득을 목표로 하며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활용방법과 기본 기능을 활용한 응용방

법을 주로 실습을 통해 연습하여 실제 실무에 적용가능한 수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

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R18201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Garden and Small space design studio, 3-2-2)

실질적인 조경설계의 첫 단계로써, 전 교과과정에서 이수한 기초 제도, 배식 표현 기법

을 본격적인 설계 강좌에 연결시키는 과정적인 수업이다. 전문화된 설계 기법 등을 체계

적으로 익히며 실습한다.

 LAR18202 조경계획(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3-3-0)

조경계획의 기본적인 이론과 분석기법을 다룬다. 자연 및 인공 환경에 있어 물리 생태적 

분석, 사회 심리적 분석, 시각 미적 분석을 다룬다. 이 과목의 초점은 인간과 환경의 상

호관계를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환경계획이다. 또 도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

한 인간의 정서적 행태적 반응을 공부한다. 그리고 환경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

고 환경 설계나 계획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LAR18203 색채학(Chromatology, 3-3-0)

조경 설계 및 시공 디자인에 있어서 필요로 요구되는 다채로운 색감을 익히며 형이상학

적 시공을 표현함을 목표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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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204 조경디자인랭귀지(Graphic Communication in Landscape Design, 3-3-0)

조경계획 및 설계 작업을 위한 기초연습과정이다. 조경계획가 및 설계가의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적인 제도법과 세련된 일러스트 그래픽 기법 그리고 모형 제작

을 통하여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케 한다.

 LAR18205 조경수목학(Landscape Woody Plants, 3-3-0)

조경설계의 기본 재료인 조경 수목의 학명 등 명명법과 이름 유래, 분류, 특성, 성상, 이

용, 규격표시방법 등을 다룬다. 실습을 통하여 익히며 색채, 형태, 라인, 질감의 미적 감

각에 의한 조경설계에의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200종의 조경 수목을 다룬다.

 LAR18206 조경프리젠테이션(Landscape Presentation, 3-2-2)

조경, 건축, 디자인 관련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정확한 핵심을 전달하는 

프리젠테이션 기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조경 및 설계 표현 기법에 대한 확장

된 시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LAR18207 공원녹지설계스튜디오(Parks & Landscape Design Studio, 3-2-2)

도시공원, 도시 오픈스페이스, 레크레이션 공간 등 광범위한 장소를 다루는 조경설계 스

튜디오 과목이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시각적, 구두적 표현 능력의 함양을 목적

으로 한다. 디자인 아이디어의 도출, 설계개념의 표현, 설계안 발전의 각 단계마다 발표

와 토론이 요구된다.

 LAR18208 서양조경사(History of Occidental Landscape Culture, 3-3-0)

서구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오리엔트에서부터 중세와 근세의 유럽과 미국 조경양식의 변

천과정을 그 특징과 역사적 의의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여 새로운 조경 구상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LAR18210 조경미학(Landscape Aesthetics, 3-3-0)

원예, 조경 디자인을 위한 미적 감각과 경관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하여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를 경관의 미학적 고찰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장소 및 장소성의 개념에서 이

해하기 위한 경관 및 의장 이론을 다룬다.

 LAR18211 조경재료및시공(Landscape Materials & Construction, 3-3-0)

조경공사는 건축이나 토목에서 다루는 소재 이외의 식생과 자연 현상을 다루는 독특한 

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시공, 조경

재료 등 조경 시공 실무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룬 후 구조적 세부 학문을 다루며,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견학을 통한 실력 배양에 주력한다.

 LAR18212 초화류및하부식생(Supercritical & Sub-Hydrogen Vegetation, 3-3-0)

조경용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지피식물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조경 설

계 시, 지피식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과 큰 면적을 차지하는 잔디 생육 특성

과 종류, 병충해 관리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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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213 현대조경론(Theory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3-3-0)

현대조경의 대표적인 조경설계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통하여 현대조경의 흐름을 파악하

고, 제 이론 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조경설계 경향과 발전방향을 논하여 본다.

 LAR18301 단지설계스튜디오(Community Design Studio, 3-2-2)

여가 및 주제 공간의 옥외공간을 기능적, 미적, 생태적,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과

정에 따라 분석해야할 내용을 습득케 하고, 실제 설계에서 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

킨다.

 LAR18303 동양조경사(History of Oriental Landscape Culture, 3-3-0)

지리적,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져온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경문

화를 사상적 배경, 입지와 공간 구성 요소 등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전통조경의 보존과 

응용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LAR18304 생태도시및단지계획(Eco City & Site Planning, 3-3-0)

단지 및 도시계획은 인간이 행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프로그램을 특정 부지의 

물리적 환경에 조화롭게 배치하는 기술로써 조경, 건축, 토목, 도시설계의 복합적인 기법

이 요구된다.

 LAR18305 식재계획및설계(Planting Planning & Design, 3-3-0)

외부공간의 미적, 기능적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식재, 경관식재 및 건

축, 토목과 관련된 식재의 이론과 설계에의 활용 방안을 강의하며, 정원이나 공원 및 시

설녹지 등 다양한 공간 유형별 설계기준과 식재 설계요령을 다룬다. 실습은 식물의 색채, 

형태, 질감과 환경 요건을 활용하여 설계하는 요령을 터득하도록 하며, 사례연구를 통해 

수종선정과 배식기법을 익히는데 역점을 둔다.

 LAR18306 조경구조학(In Landscape Architecture, 3-3-0)

조경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사항의 기초 강의, 실습, 정지공사 설계, 토적계

산, 교통시설 설계, 지표 지하 배수시설, 기초구조역학, 목구조물 설계, 포장, 관수시설, 

조명설계, 수경 설계, 소음대책 등.

 LAR18307 지형및환경디자인(Landform Design, 3-3-0)

조경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지형에 있어서, 지형을 3차원의 조형 대상으로 인식하여 기

능적, 심미적 요인을 고려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른 지형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환경에 위치한 각 공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분석하여 조경가로서‘장소’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LAR18308 통합경관설계스튜디오(Integrated Landscape Design Studio, 3-2-2)

경관계획이론 및 분석 기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경관 계획의 실증적 지식을 습득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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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309 도시공간디자인론(Urban Space Design, 3-3-0)

도시 지역의 실제 개발 프로젝트 일부로 다루어야하는 다양한 계획 및 설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사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돕는다.

 LAR18311 여가관광지계획론(Leisure Tourist Plan Theory, 3-3-0)

관광 개발계획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고 계획의 기본요소와 계획기법을 학습하며, 아울러 

관광 개발계획의 전개과정 및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관광개발계획 과정을 습득하고자 한다.

 LAR18312 조경관리학(Landscape Management, 3-3-0)

조경관리학은 조경 시공 후의 관리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관리계획, 운영, 

관리와 조경식물 및 조경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그 이론적 기초를 강의하고 현장 실습

을 통해 관리의 기술적인 문제를 습득하고 해결책을 도출해 본다.

 LAR18313 캡스톤디자인1(Capston Design 1, 3-2-2) 

조경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으

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팀워크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LAR18314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3-3-0)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학문을 익힘으로써, 생태학 이론 접근방법을 습득케 한다.

 LAR18315 장기현장실습(IPP)3(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3, 12-0-0)

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과목이다.

 LAR1840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진로개발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과 준비를 도우며, 졸업 전 진로분야에 대한 이해

력을 증진시킨다.

 LAR18402 조경포럼(Landscape forum, 1-0-2)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현황 조사 분석을 기초로 기본 구상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작성하여 시공 및 감리업무를 통해 조경 결과물을 도출한

다. 또한, 조경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포럼형식의 수업 진행을 통해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자격의 조경분야 필수, 선택능력 단위제반지식과 실무능력의 함양을 통한 자격 취득

을 목표로 한다.

 LAR18403 조경상세설계및적산(landscape detail design and estimate, 3-3-0)

정지 및 토적계산, 식재공사 등 조경공사의 기초내용을 이해하고, 조경공사의 특성 및 

업무흐름, 주요공정 및 공법, 적산과 견적실무를 학습함으로써, 조경 시공 실무능력을 배

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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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404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2, 3-0-6)

조경 전공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분야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스스로 기

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LAR18405 환경설계법규(Environmental Design Code, 3-3-0) 

환경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원리나 원칙적인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지식 습득의 

과정으로서 조경관련법규는 공간계획, 설계, 시공분야의 사업법과 계획법의 내용을 파악하

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며 나아가 자연환경에 관한 법과 관련된 현실적, 경험적, 법적 

해설과 사회실정 및 현황 등을 소개하여 응용하는 학문이다.

 LAR18406 환경설계스튜디오(Environmental Design Studio, 4-2-4)

매년 급변하는 세계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통하여 주제별로 교수들이 팀을 나

누어 주제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팀티칭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LAR18407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0-0-0)

본인의 관심분야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험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논문 및 작품으

로 제출한다.

 LAR18408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3-3-0)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도시 정책에 대한 동향 파악을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분석방법과 도시재생 기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LAR18409 조경유통경영실무(Landscape Management Practice, 3-3-0)

조경 유통 경영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조경분야 시장 시스템에 적합한 능력 함양을 위

한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계획 설계 시공 분야뿐만 아니라 유통 경영 분야

에서도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AR18410 조림및임업경영(Afforestion mangement, 3-3-0)

수목의 생태적인 특성, 생성과정 등의 이론과 파종, 육묘, 식재, 조림 등의 이론을 익힌

다. 조경직, 녹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LAR18214 드론운용및공간환경분석(Drone Operation and Space Environment Analysis, 

3-2-2)

4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되는 기술들 중 조경계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LAR18415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현장 실습 경험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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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18416 장기현장실습(IPP)1(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과목

이다. 장기현장실습(IPP)4를 연계하여야만 이수가 가능함.

 LAR18417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현장 실습 경험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AR18418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실무)(Distribution, Management, and Practice in Landscape 

Archtecture 3, 3-0-0)

현장 실습 경험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경유통경영실무 과목과 연계됨.

 LAR18414 장기현장실습(IPP)2(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과목

이다. 장기현장실습(IPP)4를 연계하여야만 이수가 가능함.

 LAR18412 장기현장실습(IPP)4(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4, 12-0-0)

대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 연계형 과목

이다.

 LAR18413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현장 실습 경험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론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AR18411 지리정보체계(GIS, 3-3-0)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 사회 속에서 도시 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의 계획

과 관리 형성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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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질 높은 조경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기 및 현장실습교육

2. 문화, 경관보존 전문가 양성을 통한 특화된 조경학전공 강화

3. 조경생태 관련기사 양성

4. 교직과정, 공무원반 운영 등 전국 특화 조경학전공 강화

1. 질 높은 조경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기 및 현장실습교육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조경디자인 이론 및 실기를 강화하고 사회이슈와 밀접한 프로젝트 실습교육
m 조경 관련 공모전 적극 참여를 위한 교수 실습지도
m 졸업작품전시회 활성화를 통한 선진국형 학문분야로의 인식전환 유도

졸업 후 진로
조경설계사무소, 조경기술사사무소, 건설회사, 종합엔지니어링, 
종합조경면허회사, 경관설계사무소, 조경시설물사무소, 수자원공사, LH공사, 
도로공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조경학개론, 조경영어, 조경컴퓨터디자인

1-2 공간구성형태론, 조경기초설계, 조경컴퓨터시뮬레이션

2-1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 조경계획, 색채학, 조경디자인랭귀지, 조경수목학, 
조경프리젠테이션, 드론운용및공간환경분석

2-2 공원녹지설계스튜디오, 서양조경사, 조경미학, 조경재료및시공, 현대조경론

3-1
단지설계스튜디오, 동양조경사, 생태도시및단지계획, 식재계획및설계, 
조경구조학, 지형및환경디자인

3-2
통합경관설계스튜디오, 도시공간디자인론, 여가관광지계획론, 조경관리학, 
환경생태학,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실무)

4-1
조경상세설계및적산, 조경포럼, 캡스톤디자인2, 환경설계법규, 환경설계스튜디오, 
진로지도

4-2
도시재생, 장기현장실습(IPP)4, 조경유통경영실무, 조림및임업경영, 지리정보체계, 
현장실습5, 졸업논문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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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경관보존 전문가 양성을 통한 특화된 조경학전공 강화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문화, 경관관련 교과목 개설 및 현장전문가 초빙, 강의 개설
m 문화컨텐츠의 개발 및 활용 전문가 양성
m 도시 및 농촌경관 보존, 계획가 양성을 위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커리큘럼 개설

졸업 후 진로
문화재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문화재 전문사무소, 공무원, 공사, 건설회사, 
종합엔지니어링, 단종면허회사, 종합조경면허회사, 컨설팅회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조경영어, 조경컴퓨터디자인, 조경학개론

1-2 조경기초설계, 조경컴퓨터시뮬레이션

2-1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 조경프리젠테이션, 조경계획, 조경수목학, 
드론운용및공간환경분석

2-2 조경미학, 서양조경사, 조경재료및시공, 현대조경론

3-1 생태도시및단지계획, 지형및환경분석, 동양조경사, 단지설계스튜디오

3-2
통합경관설계스튜디오, 도시공간디자인론, 여가관광지계획론, 조경관리학,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실무)

4-1 환경설계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2, 조경포럼, 조경상세설계및적산, 진로지도

4-2
도시재생, 조림및임업경영, 지리정보체계, 조경유통경영실무, 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졸업논문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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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생태 관련기사 및 자연해설사(숲해설사)양성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국가 자격증인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등에 관한 시험과목과 
자연해설(숲해설) 관련 과목을 도입하고, 실습, 캡스톤디자인, 현장 인턴교육 
등을 통해 실무 적응 능력을 높인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의 시험과목을 더 많이 도입함으로써 
재학 중에 기사자격증(산업기사 자격증 포함)을 취득케 한다. 또한, 
공무(입찰관련 서류, 적산, 계약서 작성 등), 시공 및 유지관리(일반 기사 업무, 
식물병해충방제 등) 등의 실무 능력을 체득케 하며,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자연해설사(숲해설사)라는 직종에 대한 능력도 체득시킨다.

졸업 후
진로

조경설계회사, 조경시공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골프장, 자연생태복원 관련 회사, 
식물보호 등 조경유지관리 회사와 수목원, 지연휴양림, 공원 등의 
자연해설사(숲해설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조경학개론, 조경영어

1-2 공간구성형태론

2-1 조경계획,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 조경수목학, 색채학

2-2 공원녹지설계스튜디오, 초화류및하부식생, 조경미학

3-1 단지설계스튜디오, 생태도시및단지계획, 식재계획및설계

3-2 캡스톤디자인1, 환경생태학,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실무)

4-1 환경설계법규, 환경설계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2, 진로지도

4-2 졸업논문, 도시재생, 조경유통경영실무, 조림및임업경영,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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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직과정, 공무원반 운영 등 전국 특화 조경학 전공 강화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m 교직교과목 개설 운영 및 교직 이수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m 조경직, 임업직 공무원 및 공사 시험 및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실시
m 전공 교과목 강의 SCO 콘텐츠 개발

졸업 후 진로
공무원, 공사, 건설회사, 종합엔지니어링, 단종면허회사, 종합조경면허회사, 
컨설팅회사, 환경관련 회사 등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조경학개론

1-2 조경기초설계

2-1 정원및소공간설계스튜디오, 조경계획, 조경수목학

2-2 공원녹지설계스튜디오, 조경재료및시공, 현대조경론

3-1 식물자원·조경교과교육론, 식물자원·조경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식물자원·조경교직논리및논술, 통합경관설계스튜디오,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현장실습3(조경유통경영실무)

4-1 환경설계스튜디오, 환경설계법규, 진로지도

4-2 졸업논문,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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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디자인학부
(Department of Fine Art & Design)

김-11

1. 교육목표

  미술디자인학부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뉴미디어, 디자인을 주도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끌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 트랜드시대, 예술 창의적시대,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중

심에 두고 있다. 실무와 실용 지향적인 가치를 위해 1, 2학년은 학부공통 기초교양과정

에서부터 실습위주의 수업과 더불어 디자인마케팅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3, 4학년의 

전공심화과정에서는 인턴쉽, 산학협력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등 현장중심의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현장경험을 배울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미술디자인학부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뉴미디어, 디자인을 주도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끌 미술 디자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미술 장르를 넘

어 순수 미술을 바탕으로한 기초교육 과정을 저학년에서 습득하고, 고학년 심화 과정에

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숙고하여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자율전

공 제도와 복수전공 제도를 도입한다.

3. 향후진로계획

  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컨셉아트디렉터, 광고디자이너, 대학

강사, 문화센터강사, 문화재보존가, 미술가, 미술강사. 북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팬시 및 

완구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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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1 1 전필 ART18101 전공과진로1 Academic & Career Counseling1 0 0 0 P/NP

4 1 전필 ART18401 진로지도 Career Development 0 0 0 P/NP

4 2 전필 ART18414 졸업작품 Graduation Exhibition 0 0 0 P/NP

1 1 전필 ART18103 기초웹툰(만화)1 Basic Webtoon1 2 0 4 교직

1 1 전필 ART18102 기초컴퓨터1 Basic Graphic Design1 2 0 4

1 1 전필 ART18105 인체소묘1 Figure Drawing1 2 0 4

1 1 전필 ART18104 디자인과발상1 Idea and design1 2 0 4 교직

1 2 전필 ART18107 기초웹툰(만화)2 Basic Webtoon2 2 0 4 교직

1 2 전필 ART18106 기초컴퓨터2 Basic Graphic Design2 2 0 4 　

1 2 전필 ART18109 인체소묘2 Figure Drawing2 2 0 4

1 2 전필 ART18108 디자인과발상2 Idea and design2 2 0 4 　

2 1 전선 ART18202 응용회화1 Creative Paintings1 3 2 2 교직

2 1 전선 ART18207 기초그래픽1 Introduction to Graphic Technologies 1 3 2 2

2 1 전선 ART18208 드로잉연구1 Drawing Study1 3 2 2 교직

2 1 전선 ART18209 중급웹툰(만화)1 Intermediate Webtoon1 3 2 2

2 2 전선 ART18206 응용회화2 Creative Paintings2 3 2 2

2 2 전선 ART18203 기초그래픽2 Introduction to Graphic Technologies 2 3 2 2

2 2 전선 ART18204 드로잉연구2 Drawing Study2 3 2 2 교직

2 2 전선 ART18210 중급웹툰(만화)2 Intermediate Webtoon2 3 2 2

2 2 전선 ART18206 응용회화2 Creative Paintings 3 2 2

3 1 전필 ART18301 디지털디자인1 Digital Design 1 3 2 2

3 1 전선 ART18302 멀티미디어와회화1 Multimedia&Painting1 2 1 2 교직

3 1 전선 ART18303 브랜드디자인1 Br&Design1 2 1 2

3 1 전선 ART18304 서양화인물표현1 Character Expression of Fine Art1 2 1 2

3 1 전선 ART18305 타이포그래피1 Typography1 2 1 2

3 1 전선 ART18306 형상표현1 Shape Expression1 2 1 2

3 1 전선 ART18307 디자인 Design 3 2 2 교직

3 1 교직 ART18308 미술교과교육론 Curriculum Education Theory 3 3 0 교직

3 1 교직 ART18309
미술교과교재연구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 3 0 교직

3 1 전선 ART18310 서양미술사1 The Story of Art1 3 2 2 교직

3 1 전선 ART18311 전통미술응용학 Drawing & Culture 3 2 2 교직

3 1 전선 ART18312 조형형태론 Design Morphology 3 2 2 교직

3 1 전선 ART18313 창작실기1 Creation Skill1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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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3 1 전선 ART18314 회화실기1 Painting Skill1 3 2 2

3 2 전필 ART18315 디지털디자인2 Digital Design 2 3 2 2

3 2 전필 ART18316 멀티미디어와회화2 Multimedia&Painting2 2 1 2

3 2 전선 ART18317 브랜드디자인2 Br& Design 2 2 1 2

3 2 전선 ART18318 서양화인물표현2 Character Expression of Fine Art2 2 1 2

3 2 전선 ART18319 타이포그래피2 Typography 2 2 1 2

3 2 전선 ART18321 형상표현2 Shape Expression2 2 1 2

3 2 전선 ART18324 서양미술사2 The Story of Art2 3 2 2 교직

3 2 전선 ART18326 창작실기2 Creation Skill2 3 2 2

3 2 전선 ART18322 회화실기2 Painting Skill2 2 1 2 　

3 2 전선 ART18320 포장디자인 Package Design 2 1 2

3 2 전선 ART18323 미술교직논리및논술 Teaching Logic & Essay 3 3 0 교직

3 2 전선 ART1832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ART18325 영상미디어 Effective Digital Media 3 2 2 교직

3 2 전선 ART18328 장기현장실습(IPP)3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 0 0

3 4 전선 ART18427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1 전선 ART18402 광고디자인 Advertising Design 2 1 2

4 1 전선 ART18403 그래픽디자인1 Graphic Design 1 2 1 2

4 1 전선 ART18404 미술의이해1 Art of Figure Out1 2 1 2

4 1 전선 ART18405 편집디자인1 Editing Design 2 2 1 2

4 1 전선 ART18406 형상표현3 Shape Expession3 2 1 2

4 1 전선 ART18407 회화응용1 Applied Painting1 2 1 2

4 1 전선 ART18408 근대디자인미술사 History of Contemporary Design 3 2 2 교직

4 1 전선 ART18409 미술행정 Art Administration 2 0 4 　

4 1 전선 ART18410 색채디자인 Color Design 3 2 2

4 1 전선 ART18411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ART18412 프리젠테이션1 Presentation 1 2 0 4

4 1 전선 ART18413 현대회화1 Modern Painting1 3 2 2 교직

4 1 전필 ART18414 졸업작품 Graduation Exhibition 0 0 0 P/NP

4 2 전필 ART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P/NP

4 2 전선 ART18416 그래픽디자인2 Graphic Design 2 2 1 2

4 2 전선 ART18417 미술의이해2 Art of Figure Out2 2 1 2 교직

4 2 전선 ART18418 편집디자인2 Editing Design 2 2 1 2

4 2 전선 ART18415 포트폴리오 Introduction to Portfolio 1 1 1

4 2 전선 ART18423 표현재료기법
Drawing of Effective Media 
Techniques

3 2 2 교직

4 2 전선 ART18419 프리젠테이션2 Presentation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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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ART18101 전공과진로(Academic & Career Counseling, 0-0-0)

신입생이 대학 생활에의 적응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비전을 설계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입생은 전공 교수, 학습자 소그룹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전공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진로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다.

 ART18103 기초웹툰(만화)1(Basic Webtoon 1, 2-0-4)

웹툰과 관련 유사 콘텐츠의 기초 제작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비쥬얼 내러티브 하

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만화풍 그림의 작법과 관련프로그 사용범을 학습한

다. 시나리오와 플롯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연재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ART18102 기초컴퓨터1(Basic Graphic Design1, 2-0-4)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

고 실습 및 과제를 통해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법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ART18104 디자인과발상1(Idea and design1, 2-0-4)

디자인의 조건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방법과 

이론, 검증, 수정보완의 관계와 과정을 습득하고 경험해 보게 된다.

 ART18105 인체소묘1(Figure drawing 1, 2-0-4)

회화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실습한다. 인체 소묘를 통해 인체구조를 이해하고 

회화재료를 통해 인체 표현에 활용한다. 인체표현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

고, 실습과정에서 접목하고 응용한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험

4 2 전선 ART18420 현대회화2 Modern Painting2 2 1 2

4 2 전선 ART18421 형상표현4 Shape Expession4 2 1 2

4 2 전선 ART18422 회화응용2 Applied Painting2 2 1 2

4 2 전선 ART18424 장기현장실습(IPP)4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 0 0

4 2 전선 ART18425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ART18428 장기현장실습(IPP)1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1 6 0 0

4 2 전선 ART18426 장기현장실습(IPP)2 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2 3 0 0

4 2 전선 ART1842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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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106 기초컴퓨터2(Basic Graphic Design2, 2-0-4)

기초컴퓨터1의 심화 과정으로 확장된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 

및 과제를 통해 응용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기법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ART18108 디자인과발상2(Idea and design2, 2-0-4)

디자인과발상1의 심화과정으로 순간의 기교와 센스, 디자인에만 국한된 발상법이 아닌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제안과 경험을 

습득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ART18107 기초웹툰(만화)2(Basic Webtoon 2, 2-0-4)

웹툰과 관련 유사 콘텐츠의 기초 제작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비쥬얼 내러티브 하

는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만화풍 그림의 작법과 관련프로그 사용범을 학습한

다. 시나리오와 플롯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연재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ART18109 인체소묘2(Figure drawing 2, 2-0-4)

회화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실습한다. 인체 소묘를 통해 인체구조를 이해하고 

회화재료를 통해 인체 표현에 활용한다. 인체표현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

고, 실습과정에서 접목하고 응용한다.

 ART18207 기초그래픽1(Introduction to Graphic Technologies 1, 3-2-2)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기본 이론 및 방법론을 학습하고 사례를 연구

하며 무엇보다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업이다.

 ART18202 응용회화1(Creative Paintings1, 3-2-2)

평면을 통해 지각되어지는 미적 효과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다양

한 표현기법으로 실기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ART18208 드로잉연구1(Drawing Study 1, 3-2-2)

본 교과목은 드로잉을 통하여 미술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표현한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미술의 기법과 재료, 미술의 전반적인 개념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습과정에서 응용한다.

 ART18209 중급웹툰(만화)1(Intermediate Webtoon 1, 3-2-2)

웹툰과 관련 유사 콘텐츠의 제작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비쥬얼 내러티브 하는 프로

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만화풍 그림의 작법과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을 학습한다. 시

나리오와 플롯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연재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ART18203 기초그래픽2(Introduction to Graphic Technologies 2, 3-2-2)

기초그래픽1의 심화과정으로 합리적 사고, 분석 능력, 설득력 있는 전달이 핵심 기반이

라고 보고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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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206 응용회화2(Creative Paintings2, 3-2-2)

평면을 통해 지각되어지는 미적 효과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다양

한 표현기법으로 실기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다.

 ART18204 드로잉연구2(Drawing Study 2, 3-2-2)

본 교과목은 드로잉을 통하여 미술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표현한다. 이 과정을 

바탕으로 미술의 기법과 재료, 미술의 전반적인 개념과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습과정에서 응용한다.

 ART18210 중급웹툰(만화)2(Intermediate Webtoon 2, 3-2-2)

웹툰과 관련 유사 콘텐츠의 제작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비쥬얼 내러티브 하는 프로

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만화풍 그림의 작법과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을 학습한다. 시

나리오와 플롯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와 연재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ART18301 디지털디자인1(Digital Design 1, 3-2-2)

영상디자인에 관한 기본 스킬을 습득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한 이해를 도와 광

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영화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영상디자인의 방법론을 분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작업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스튜디오 과정이다.

 ART18307 디자인(Design, 3-2-2)

개개인의 표현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포스터 및 광고, 일러스트레이션 등 전

반적인 그래픽 디자인 제작에 있어서 시각정보전달의 표현능력을 심화하는 과정이다. 디

자이너는 디자인을 통해서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미래에 

지속가능디자인을 함으로써 디자인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의식과 소비 형태를 지구환경

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ART18303 브랜드디자인1(Br& Design 1, 2-1-2)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기획,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디자인의 기초를 구성하며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ART18311 전통미술응용학(Drawing&Culture, 3-2-2)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의 표현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형방법과 종류를 조사하여 전

통미술의 응용 및 변천 발달과정을 교육 학습한다.

 ART18312 조형형태론(Design morphology, 3-2-2)

디자인의 미적 기능 및 실용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트레이닝 단계로서 점, 선, 

면으로부터 현재의 많은 응용미술로 발전하기까지의 기초형태 지각의 원리를 단계별로 

접근하고 이해한다. 이 시간을 통해 창작과 표현에 있어서 조형의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

고 실험하여 작품의 창작능력 또는 제작과정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디자인 교육자로서

의 기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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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305 타이포그래피1(Typography1, 2-1-2)

시각커뮤니케이션의 요체이며 그래픽 디자인의 기초로 문자의 기초적인 구조와 개념의 

습득을 통하여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한 시각전달매체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보와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문자의 역사, 과거 

인쇄술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폰트 제작방법, 디지털 인쇄기술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ART18315 디지털디자인2(Digital Design 2, 3-2-2)

디지털디자인1의 심화과정으로 콘텐츠에 따른 영상의 응용과 사용성에 대한 이해, 디지

털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기법, 콘셉트 도출, 스타일 개발 등의 학습을 통하여 메시지 전

달에 역점을 둔다. 또한 사회관계와 미디어의 관계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사용성에 대

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디지털 콘텐츠디자인을 연구 개발한다.

 ART18317 브랜드디자인2(Br& Design 2, 2-1-2)

브랜드디자인1의 심화과정으로 방향과 기초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실습하여 현실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분야별 브랜드디자인(공간, 제품, 캠페인 등)을 팀 프로젝트 

실습으로 진행한다.

 ART18325 영상미디어(Effective Digital Media, 3-2-2)

디자인 영역 전반에 걸친 사회, 역사적 맥락과 기술적 과정에 대해 탐구, 아이디어 표현 

등에 대한 연구 및 실습을 중심으로 과제에 대한 주제 및 형식은 디자인 영역 전반에 걸

쳐 다루어 본다. 특히 기초적 애니메이션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 제작 능력 등 미디어아트

의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환경의 특징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속성

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편집 기법을 익힌다.

 ART18327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1, 3-2-2)

전공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의 주요 실무를 체험하는 과목으로 효과적 교육

을 위한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이다. 교수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보다는 학생 중심

의 활동에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T18319 타이포그래피2(Typography2, 2-1-2)

타이포그래피1의 심화과정으로 표현수단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한 시각전달 매체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타이포그래피의 운용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정보전달방법을 

경험하도록 한다.

 ART18320 포장디자인(Package Design, 2-1-2)

포장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각적 부각이 되어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제품을 안내하는 전달의 기능,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포장디자

인의 심층적 이해와 사회성 탐구하고 입체 형태와 평면 조형의 포장디자인 능력을 배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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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302 멀티미디어와회화1(Multimedia&Painting1, 2-1-2)

Adobe Photoshop cs6, Adobe Illustrator cs6 통한 회화기법을 연구하며 이미지 합성, 보정, 

벡터와 툴을 이용한 드로잉 및 팸플랫, 엽서, 인포그래픽 작업소개서 제작 Filter와 

LayerStyle을 이용하여 효과 및 제작을 하는 수업이다. Gtq 일러스트, 포토샵 2,3급 문제

풀이를 해보며 멀티미디어와 회화를 접목한 실기능력을 키운다.

 ART18316 멀티미디어와회화2(Multimedia&Painting1, 2-1-2)

Adobe Photoshop cs6, Adobe Illustrator cs6 통한 회화기법을 연구하며 이미지 합성, 보정, 

벡터와 툴을 이용한 드로잉 및 팸플랫, 엽서, 인포그래픽 작업소개서 제작 Filter와 

LayerStyle을 이용하여 효과 및 제작을 하는 수업이다. Gtq 일러스트, 포토샵 2,3급 문제

풀이를 해보며 멀티미디어와 회화를 접목한 실기능력을 키운다.

 ART18304 서양화인물표현1(Character Expression of Fine Art 1, 2-1-2)

1. 미술을 통해 ‘나’로부터‘우리’로 확장하며 인간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나를 발견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 나를 찾아가는 작업은 내 작업의 필수인만큼 창작실기를 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3. 미술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4. 수업때마다 15분 스케치 시간을 갖는다.

 ART18318 서양화인물표현2(Character Expression of Fine Art 2,2-1-2)

1. 미술을 통해 ‘나’로부터‘우리’로 확장하며 인간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나를 발견

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2. 나를 찾아가는 작업은 내 작업의 필수인만큼 창작실기를 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 3. 미술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찾아가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4. 수업때마다 15분 스케치 시간을 갖는다.

 ART18306 형상표현1(Shape Expression 1, 2-1-2)

미의 개념에 대한 많은 특수한 사례속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나 새로운 것을 표현

해내는 형태를 표출 또는 제시하는 것으로 시, 지, 각의 미적이미지를 기초로 하는 추상

미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며 이는 개인의 작품에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

회라 봅니다.

 ART18321 형상표현2(Shape Expression 2, 2-1-2)

미의 개념에 대한 많은 특수한 사례속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요소나 새로운 것을 표현

해내는 형태를 표출 또는 제시하는 것으로 시, 지, 각의 미적이미지를 기초로 하는 추상

미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며 이는 개인의 작품에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

회라 봅니다.

 ART18308 미술교과교육론(Curriculum Education Theory, 3-3-0) 

창의적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 미술교과교육의 사례를 알아보고 각 영역을 연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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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309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Study of Teaching Materials & Guidance, 3-3-0)

미술교육은 시각적 사고를 확장시키고 좌우뇌의 균형적인 발달과 학습이 이루어지며 개

성 있는 자아 표현을 제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세계화 국제

화에 이바지한다. 질 좋은 미술교육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창의성 교

육이 될 수도 있고 주입식 훈련이 될 수도 있다. 본 수업에서는 미술 교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술교과교재를 연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ART18323 미술교직논리및논술(Teaching Logic & Essay, 3-3-0)

논술은 모든 교과에서 활용하는 도구이다. 문장의 완성도 보다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논

거를 생성하여 자신의 주장이 들어가는 글을 쓰는 것에 목적을 둔다.

 ART18310 서양미술사1(The Story of Art 1, 3-2-2)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작품분석을 통해 그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려 했는지, 시대적 배경과 작

가들의 삶의 흔적을 살핀다. 결국 미술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넓한다.

 ART18324 서양미술사2(The Story of Art 2, 3-2-2)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술품을 감상하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작품분석을 통해 그들이 왜 그렇게 표현하려 했는지, 시대적 배경과 작

가들의 삶의 흔적을 살핀다. 결국 미술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넓한다.

 ART18313 창작실기1(Creation Skill 1, 3-2-2)

창작이란‘작품을 독창적으로 짓거나 표현함 또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이

다. 창작품에는 그 사람 고유의 삶의 흔적이 독창적으로 표현돼 있다는 미학적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 개인 고유의 미학과 철학이 작품마다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보다 자신에 관하여 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신에 관한 깊은 고

찰의 시간을 갖고 표현하고자 한다.

 ART18326 창작실기2(Creation Skill 2, 3-2-2)

창작이란‘작품을 독창적으로 짓거나 표현함 또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일’이

다. 창작품에는 그 사람 고유의 삶의 흔적이 독창적으로 표현돼 있다는 미학적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한 개인 고유의 미학과 철학이 작품마다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보다 자신에 관하여 더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신에 관한 깊은 고

찰의 시간을 갖고 표현하고자 한다.

 ART18314 회화실기1(Painting Skill 1, 3-2-2)

다양한 물성(物性) 표현을 해봄으로써 창작능력의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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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322 회화실기2(Painting Skill 2, 2-1-2)

다양한 물성(物性) 표현을 해봄으로써 창작능력의 기초를 마련한다.

 ART18328 장기현장실습(IPP)3(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3 12-0-0)

전공에서의 현장 실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관람하고,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해볼 수 있는 장기현장 실습이다. 미술디자인학부에는 순수미

술, 만화, 등을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ART18402 광고디자인(Advertising Design, 2-1-2)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광고디자인은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미지의 표현방법론

에 관한 사례연구 및 실습을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기초적인 광고디자인 이론의 습득과 

광고디자인 아이디어 발상 및 전개, 실제적인 제작을 경험하여 시각디자이너로서 광고디

자인의 기본적인 이해와 표현 리터러시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ART18403 그래픽디자인1(Graphic Design 1, 2-1-2)

창의성 확대를 위한 시각적 사고와 표현의 관계를 연구하며 환경과 문화를 중심으로 조

형 양식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독창적 표현 양식을 모색하여 문화

를 그 시대의 사회 공감적 관계 형성은 물론 조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ART18408 근대디자인미술사(History of Contemporary Design, 3-2-2)

문화 발달에 따른 조형적 창조 행위가 다양화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시각적 조형예술에 

관한 미의식의 증가와 그에 대한 학문적 사고와 감상 그리고 관찰로 정서적, 지적 능력

을 함양하고 디자인에 관한 이해를 통해 학문적 접근을 한다.

 ART18410 색채디자인(Color Design, 3-2-2)

색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수업, 색채심리와 마케팅 적용 사례 분석, 한국 전통 색채, 4

계절과 관련하여 생활 색채 디자인의 역사와 그에 따른 패션, 공공디자인, 인테리어 도

시계획과 상품의 개발 그리고 교육까지 적용한 색채 이론을 학습한다. 전통 디자인에서

부터 영상디자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색의 역사적 연구 및 과학적 연구를 실

시하며, 그 사용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응용실기를 통하여 표현능력을 배양한다.

 ART18411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2, 3-0-6)

디자인 작품에 대한 기획과 제작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과 함께 전시회에 대한 계획을 하

며 졸업을 준비하는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소양과 지식에 대해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

한다. 결과물로서 전공과목과 연계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 방향 및 콘셉트를 제안한다.

 ART18405 편집디자인1(Editing Design 1, 2-1-2)

레이아웃 구성요소인 타이포그래피, 여백, 컬러,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요소를 이

해하고 개별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메시지나 이미지를 레이아웃과 함께 활용하여 연계성 

있는 기본적인 편집디자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

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932

 ART18416 그래픽디자인2(Graphic Design 2, 2-1-2) 

일상의 다양한 시각정보와 언어들에 대한 해석, 재구성 능력, 기술, 매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뉴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 표출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의 여러 가

지 작업 진행 과정을 실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고 제작하여 실제 실무 작업 과정

에서 느끼는 학교 수업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한다. 시각디자인의 다양한 분야를 제작하

고 그 해결 방안을 풀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ART18418 편집디자인2(Editing Design 2, 2-1-2)

시각정보전달매체로서 목적과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디자인 결과물의 조형성에 대한 이해

와 합리적인 정보표현/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인 편집디자인1 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을 

토대로 디자인 능력을 합목적적이며 조화로운 디자인 결과물 제작가능성을 탐구 한다. 

그 결과 정보전달매체를 디자인 제작 해봄으로써 합리적인 정보표현/전달 매체로서의 기

능과 합목적적이며 조화로운 디자인 결과물의 실현 가능성을 탐구 한다.

 ART18415 포트폴리오(Introduction to Portfolio, 1-1-1)

정보화 및 디자인 서비스에 맞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강의이다. 개인별 포트폴리오의 방법론적 지식을 제

공하기 위하여 실제적 취업 및 창업의 제안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중심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ART18423 표현재료기법(Drawing of Effective Media Techniques1, 3-2-2)

작품 속에서 개성을 발휘하고 창의성을 깊이 있게 이끌어 나아가려면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재료의 성질을 알고, 기법을 잘 연구한다면 

창작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기존의 조형재료를 이용한 표현기법을 개발함으로

서 실제적인 공간에서 조직적인 형태를 학습한다.

 ART18401 진로지도(Career Development, 0-0-0)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전공능력, 관심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등을 상담으로 진행한다.

 ART18414 졸업작품(Graduate Exhibition, 0-0-0)

전반적인 수업과 함께 전시회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며 졸업을 앞둔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소양과 지식에 대하여 토론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ART18427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직접 적용해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전문가적 자질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 후 고용의 

기회를 마련한다.

 ART18404 미술의이해1(Art of Figure Out 1, 2-1-2)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술의 전반적인 개념과 변천과정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동시대에서 예술의 위치와 가능성을 통해 타 

분야에서 미술이 갖는 가능성과 이시대의 키워드인 융합의 의미에서 미술과의 접합지점

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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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417 미술의이해2(Art of Figure Out 2, 2-1-2)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술의 전반적인 개념과 변천과정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동시대에서 예술의 위치와 가능성을 통해 타 

분야에서 미술이 갖는 가능성과 이시대의 키워드인 융합의 의미에서 미술과의 접합지점

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ART18406 형상표현3(Shape Expression 3, 2-1-2)

회화의 역사적 이해와 재료 및 매체에 대한 지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표현, 그리고 새로운 매체와의 복합 기법 등을 체험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표현 방법과 

다양한 조형정신을 연구하여 창조적인 조형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ART18421 형상표현4(Shape Expression 4, 2-1-2)

회화의 역사적 이해와 재료 및 매체에 대한 지식을 탐구함과 동시에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표현, 그리고 새로운 매체와의 복합 기법 등을 체험한다. 이를 통해 다채로운 표현 방법과 

다양한 조형정신을 연구하여 창조적인 조형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ART18407 회화응용1(Applied Painting 1, 2-1-2)

현실의 이미지 체계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나

타난다. 이런 개개인의 체계를 이루는 이미지를 표현발상의 학습을 통하여 창조적 표현

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발상을 유도한다. 따라서 

내재된 사고와 표현의 조화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다.

 ART18422 회화응용2(Applied Painting, 1 2-1-2)

현실의 이미지 체계를 내재화하는 과정을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나

타난다. 이런 개개인의 체계를 이루는 이미지를 표현발상의 학습을 통하여 창조적 표현

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발상을 유도한다. 따라서 

내재된 사고와 표현의 조화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다.

 ART18409 미술행정(Art Administration, 2-0-4)

1. 본 교과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제반교육 이론을 다양한 현장실기에 대해 알아보

고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에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자

기 나름의 안목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여러 감정들

을 작품에 풀어내는 방법을 터득해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취업(=진로결정)준비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3. 미술심리를 적용해서 자신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고 현 사회에

서 미술교육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열린 시각을 갖는다. 4. 수업때 학습주제에 맞게 

실행하는 발표와 준비로 준비된 미술경영 마인드를 갖는다.

 ART18412 프리젠테이션1(Presentation 1, 2-0-4)

회화의 기초과정과 기본적인 표현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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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18419 프리젠테이션2(Presentation 2, 2-1-2)

회화의 기초과정과 기본적인 표현방법을 습득한다.

 ART18413 현대회화1(Modern Painting 1, 3-2-2)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시대와 정신을 초월한 절대적 미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ART18420 현대회화2(Modern Painting 2, 2-1-2)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함으로써 시대와 정신을 초월한 절대적 미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ART18424 장기현장실습(IPP)4(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4, 12-0-0)

전공에서의 현장 실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관람하

고,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해볼 수 있는 장기현장 실습이다. 미술디자인학부에는 

순수미술, 디자인 등을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초

점을 둔다.

 ART18425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학교에서 배운 기초 실기력과 이론지식을 가지고 사회현장에 응용하는 수업으로 자신만

의 표현과 생각을 여러 청년작가와 기성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며 사회와의 융화 능력을 

길러낸다.

 ART18428 장기현장실습(IPP)1(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1, 6-0-0)

전공에서의 현장 실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관람하

고,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해볼 수 있는 장기현장 실습이다. 미술디자인학부에는 

순수미술, 디자인 등을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초

점을 둔다.

 ART18426 장기현장실습(IPP) 2(Industry Profession Practice(IPP) 2, 3-0-0)

전공에서의 현장 실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회와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관람하

고,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을 접해볼 수 있는 장기현장 실습이다. 미술디자인학부에는 

순수미술, 디자인 등을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초

점을 둔다.

 ART18429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학교에서 배운 기초 실기력과 이론지식을 가지고 사회현장에 응용하는 수업으로 자신만

의 표현과 생각을 여러 청년작가와 기성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며 사회와의 융화 능력을 

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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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미술디자인학 양성과정

2. 회화과 계열 양성과정

3. 비주얼디자인 계열 양성과정

1. 미술디자인학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미술디자인학부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뉴미디어, 디자인을 주도할 새
로운 가치 창조를 이끌 미술 디자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미술 장르를 넘어 순수 미술을 바탕으로한 기초교육 과정을 저학
년에서 습득한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회화와 디자인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실기능력을 습득한다.

졸업 후
진로

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컨셉아트디렉터, 광고디자
이너, 대학강사, 문화센터강사, 문화재보존가, 미술가, 미술강사, 북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팬시및완구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기초컴퓨터1, 기초웹툰(만화)1, 디자인과발상1, 인체소묘

1-2 인체소묘2, 기초컴퓨터2, 기초웹툰(만화)2, 디자인과발상2

2-1 드로잉연구1, 기초그래픽1, 중급웹툰(만화)1, 응용회화1

2-2 드로잉연구2, 기초그래픽2, 중급웹툰(만화)2, 응용회화2

3-1
회화전공: 멀티미디어와회화1, 서양미술사1, 서양화인물표현1, 창작실기1, 형
상표현1, 회화실기1, 미술교과교육론,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회화전공: 멀티미디어와회화2, 서양미술사2, 서양화인물표현2, 창작실기2, 형
상표현2, 회화실기2, 미술교직논리및논술,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 디자인전공: 진로지도, 광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1, 근대디자인미술사, 색
채디자인, 캡스톤디자인2, 편집디자인1

- 회화전공: 진로지도, 미술의이해1, 미술행정, 프리젠테이션1, 현대회화1, 형
상표현3, 회화응용1

4-2

- 디자인전공: 졸업작품, 그래픽디자인2, 편집디자인2, 포트폴리오, 표현재료
기법,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 회화전공: 졸업작품, 미술의이해2, 프리젠테이션2, 현대회화2, 형상표현4, 
회화응용2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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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화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이범희 교수님, 전회화과는 순수미술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순수미술로서 표현하여 자신의 생각, 세계, 상황을 주변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미술이다. 자신만의 개성적인 생각과 실기를 통하여 독립적인 
예술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자공학과 김홍석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김창수 교수님, 주기호 교수님, 전자상거래학과 임광혁 교수님

확보되는
실무능력

창의적인 생각을 기반한 실기력과 표현력, 사고능력

졸업 후
진로

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게임컨셉아트디렉터, 대학강사, 문
화센터강사, 문화재보존가, 미술가, 미술강사, 북디자이너, 팬시및완구디자이너, 
포장디자이너,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과진로, 기초컴퓨터1, 기초웹툰(만화)1, 디자인과발상1, 인체소묘

1-2 인체소묘2, 기초컴퓨터2, 기초웹툰(만화)2, 디자인과발상2

2-1 드로잉연구1, 기초그래픽1, 중급웹툰(만화)1, 응용회화1

2-2 드로잉연구2, 기초그래픽2, 중급웹툰(만화)2, 응용회화2

3-1
멀티미디어와회화1, 서양미술사1, 서양화인물표현1, 창작실기1, 형상표현1, 
회화실기1, 미술교과교육론,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2
멀티미디어와회화2, 서양미술사2, 서양화인물표현2, 창작실기2, 형상표현2, 
회화실기2, 미술교직논리및논술,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미술의이해1, 미술행정, 프리젠테이션1, 현대회화1, 형상표현3, 
회화응용1

4-2
졸업작품, 미술의이해2, 프리젠테이션2, 현대회화2, 형상표현4, 회화응용2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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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주얼디자인 계열 양성과정

구  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비주얼디자인은 시각언어로써 메시지를 작성, 전달하여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디자인은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전공에서는 예술, 과학, 기술공학, 사회과학 분야와의 융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실무능력

m 변화하는 디자인 환경에 적응하고 생생한 현장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
m 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디자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m 여러 분야의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력과 표현력

졸업 후
진로

기업체 홍보실과 디자인실, 광고대행사, 편집디자인, 패키지디자인, 영상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 캐릭터디자인, 게임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기초컴퓨터1, 디자인과발상1

1-2 기초컴퓨터2, 디자인과발상2

2-1 기초그래픽1

2-2 기초그래픽2

3-1
디지털디자인1, 타이포그래피1, 조형형태론, 전통미술응용학, 브랜드디자인1, 
디자인

3-2
디지털디자인2, 타이포그래피2, 브랜드디자인2, 영상미디어, 캡스톤디자인1, 
포장디자인, 장기현장실습(IPP)3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광고디자인, 그래픽디자인1, 근대디자인미술사, 색채디자인, 
캡스톤디자인2, 편집디자인1

4-2
졸업작품, 그래픽디자인2, 편집디자인2, 포트폴리오, 표현재료기법, 
장기현장실습(IPP)4, 현장실습5

4-3 장기현장실습(IPP)1, 장기현장실습(IPP)2,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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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과
(Department of Applied Music)

김-12

1. 교육목표

  본 실용음악과에서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교양과 실력을 갖

춘 음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실용음악, 클래식 등의 이론교육을 통

한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다양한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졸업 후 새로운 직업군의 

발굴과 취업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마하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실용음악과는 보컬, 작·편곡 및 컴퓨터음악, 피아노(실용), 드럼, 베이스, 기타, 관악기 

전공으로 세분화된다. 연주, 앙상블, 이론, 프로듀싱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타 전공

과 융합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교육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및 미디어 기관, 방송국과 연계하여 인턴쉽 및 실습교육 시스

템과 국내외 실용음악경연대회 출전 지원, 미래직업을 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3. 진로계획

m 교육관련: 중등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 초등교육기관 전문음악강사 /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 / 음악치료사

m 음악 관련 분야: 뮤지컬 배우 / 가요, 팝, 재즈 등 각종 밴드의 세션 멤버 / 가이드 보

컬 / 영화음악 작곡가 / 방송국 음향 연출

m 음악 산업 관련: 드라마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CF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영화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TV 및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 / 영화음악 감독 / 애니메이

션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방송국 엔지니어 / 보컬트레이너 / 기획사 운영 / 음반 

기획 및 제작자 / 공연 기획, 제작, 운영자 / 게임 및 소프트웨어음악 기획 및 제작 / 

대중음악 전문기자 / 실용음악 평론가

m 사운드 엔지니어링 관련: 라이브엔지니어 / 스튜디오레코딩엔지니어 / 사운드디자이너 

/ 사운드엔지니어 / 리코딩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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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MUS18103 Pop&Rock앙상블 Pop & Rock  Ensemble 2 1 2 　

1 1 전필 MUS18102 음악통론 1 0 2 　

1 1 전필 MUS18101 전공과진로
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 0 0 P/NP

1 1 전선 MUS18104 댄스와리듬1 Dance & Rhythm 1 1 0 2 　

1 1 전선 MUS18105 무대공연실습기초1 Basic Stage Performance 1 1 0 2 　

1 1 전선 MUS18106 시창·청음1
Sight Singing & Ear Training 
1

1 0 2 　

1 1 전선 MUS18107 전공실기1 Music Major 1 1 0 1 　

1 1 전선 MUS18108 제2전공1 The Second Music Major 1 1 0 1 　

1 1 전선 MUS18109 컴퓨터음악기초 Basic Computer Music 2 0 2 　

1 2 전필 MUS18110 기초화성학 Elementary Harmony 2 1 1 　

1 2 전선 MUS18111 무대공연실습기초2 Basic Stage Performance 2 1 0 2 　

1 2 전선 MUS18112 방송댄스 Pop Dance 1 0 2 　

1 2 전선 MUS18113 시창·청음2
Sight Singing & Ear Training 
2

1 0 2 　

1 2 전선 MUS18114 전공실기2 Music Major 2 1 0 1 　

1 2 전선 MUS18115 제2전공2 The Second Music Major 2 1 0 1 　

1 2 전선 MUS18116 한국대중가요앙상블 Korea Pop Music Ensemble 2 1 2 　

2 1 전필 MUS18201 전공실기3 Music Major 3 2 0 2 　

2 1 전선 MUS18204 BlackMusic앙상블 Black Music Ensemble 2 1 2 　

2 1 전선 MUS18205 고급실용화성학 Advanced Practical Harmony 2 1 2 　

2 1 전선 MUS18202 국악장단실습
Korea Traditional Music 
Rhythmic Practice

1 0 1 　

2 1 전선 MUS18206 기초편곡법 Foundations of Arranging 2 0 2 

2 1 전선 MUS18207 무대공연실습1 Stage Performance 1 2 0 2 　

2 1 전선 MUS18208 무대음향이론및실습 Stage Acoustics & Practice 2 0 2 　

2 1 전선 MUS18209 신체표현과리듬
Physical Representation 
Rhythm 

2 0 2 　

2 1 전선 MUS18203 제2전공3 The Second Music Major 3 1 0 1 　

2 1 전선 MUS18217 미디시퀀싱 Midi Sequencing 2 0 2 　

2 2 전필 MUS18210 전공실기4 Music Major 4 2 0 2 　

2 2 전선 MUS18213 대위법 Counterpoint 2 0 2 　

2 2 전선 MUS18211 대중음악사 Pop Music History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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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MUS18214 라틴앙상블 Latin Ensemble 2 1 2 　

2 2 전선 MUS18215 무대공연실습2 Stage Performance 2 2 0 2 　

2 2 전선 MUS18216 뮤지컬스타일연구 Musical Style Research 2 0 2 　

2 2 전선 MUS18218 송라이팅 Song Writing 2 0 2 　

2 2 전선 MUS18219 음악분석연구 Researching Music Analysis 2 2 0 　

2 2 전선 MUS18212 제2전공4 The Second Music Major 4 1 0 1 　

3 1 전필 MUS18301 전공실기5 Music Major 5 2 0 2 　

3 1 전선 MUS18302 Brass편곡법 Brass Arrangement 2 0 2 　

3 1 전선 MUS18303 서양음악사2 Western Music History 2 2 2 0 　

3 1 전선 MUS18304 스트링편곡 String Orchestration 2 0 2 　

3 1 전선 MUS18308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usic Education Curriculum 
& Materials Research & 
Teaching Methods

3 3 0 　

3 1 전선 MUS18305 재즈앙상블 Jazzy Ensemble 2 1 2 　

3 1 전선 MUS18306 지휘법 Conducting Skills 2 0 2 　

3 1 전선 MUS18307 창작무대공연실습2
Creative Stage Performance 
1

2 0 2 　

3 2 전필 MUS18309 스튜디오레코딩실습1 Studio Recording Practice 1 2 0 2 　

3 2 전선 MUS18311 보컬앙상블 Vocal Ensemble 2 1 2 　

3 2 전선 MUS18312 서양악기연구
Researching Western 
instruments

2 2 0 　

3 2 전선 MUS18315 음악교과교육론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3 3 0 　

3 2 전선 MUS18316 음악교직논리및논술
Music Education Logic & 
Essay Writing

3 3 0 　

3 2 전선 MUS18313 전공실기6 Music Major 6 2 0 2 　

3 2 전선 MUS18314 즉흥연주기법
Improvisation Performance 
Technique

2 0 2 　

3 2 전선 MUS18317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MUS18310 합창 Choir Practice 1 0 2 　

4 1 전필 MUS18401 진로지도
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 0 0 　

4 1 전선 MUS18402 EDM테크닉 EDM Technique 2 0 2 P/NP

4 1 전선 MUS18403 아티스트집중연구 Researching Music Artists 2 2 0 　

4 1 전선 MUS18404 전공실기7 Music Major 7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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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4 1 전선 MUS18406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MUS18405 팝오케스트레이션 Pop Music Orchestration 2 0 2 　

4 1 전선 MUS18407 퓨전재즈앙상블 Fusion Jazz Ensemble 3 0 3 　

4 1 전선 MUS18408 프로툴즈실습 Pro tools Practice 3 0 3 　

4 2 전필 MUS18409 졸업연주 Graduation Performance 0 0 0 　

4 2 전선 MUS18414 R&B앙상블 R&B Ensemble 3 0 3 P/NP

4 2 전선 MUS18410 문화예술저작권의이해와전략 Copyrights Strategy on Arts 2 0 2 　

4 2 전선 MUS18411 뮤직비지니스와공연기획 Music Business 2 0 2 　

4 2 전선 MUS18412 월드뮤직 World Music 2 0 2 　

4 2 전선 MUS18415 음반제작실습 Record Production 3 0 3 　

4 2 전선 MUS18413 전공실기8 Music Major 8 2 0 2 　

4 2 전선 MUS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4 2 전선 MUS18416 현장이해과자기개발 Field Visiting & Training 3 1 2 P/NP

3 4 전선 MUS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3 전선 MUS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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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MUS18103 Pop&Rock앙상블(Pop & Rock  Ensemble, 2-1-2)

1학년들을 대상으로 대중음악의 기초가 되는 팝과 록음악을 뮤직 밴드 편성과 보컬이 어우

러지는 앙상블을 통하여 실연하고 그 표현 능력을 합주를 통하여 훈련한다.

 MUS18102 음악통론(Basic Music Theory, 1-0-2)

음악 창작과 표현을 위한 기초적 이론을 학습한다.

 MUS18101 전공과진로(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음악전공자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그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MUS18104 댄스와리듬1(Dance & Rhythm, 1-0-2)

다양한 리듬형태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습득한다.

 MUS18105 무대공연실습기초1(Basic Stage Performance 1, 1-0-2)

MUS18111 무대공연실습기초2(Basic Stage Performance 2, 1-0-2)

MUS18207 무대공연실습1(Stage Performance 1, 2-0-2)

MUS18215 무대공연실습2(Stage Performance 2, 2-0-2)

MUS18307 창작무대공연실습2(Creative Stage Performance 2, 2-0-2)

각자의 전공 역량을 연주시간을 통하여 평가하고, 실제적인 무대실습을 통하여 훈련한다.

 MUS18106 시창·청음1(Sight Singing & Ear Training 1, 1-0-2)

음악의 청각적 감지능력의 개발, 독보력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

본이 되는 음악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MUS18107 전공실기1(Music Major 1, 1-0-1)

MUS18114 전공실기2(Music Major 2, 1-0-1)

MUS18201 전공실기3(Music Major 3, 2-0-2)

MUS18210 전공실기4(Music Major 4, 2-0-2)

MUS18301 전공실기5(Music Major 5, 2-0-2)

MUS18313 전공실기6(Music Major 6, 2-0-2)

MUS18404 전공실기7(Music Major 7, 2-0-2)

MUS18413 전공실기8(Music Major 8, 2-0-2)

전공실기는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서 매주 1회 개인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을 통해 각 전공의 음악적 표현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데 목적으로 둔다.

 MUS18108 제2전공1(The Second Music Major 1, 1-0-1)

MUS18115 제2전공2(The Second Music Major 2, 1-0-1)

MUS18203 제2전공3(The Second Music Major 3, 1-0-1)

MUS18212 제2전공4(The Second Music Major 4, 1-0-1)

전공 외의 다른 분야를 접함으로써 음악 이해 및 능력의 다양성, 음악 기술적 향상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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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18109 컴퓨터음악기초(Basic Computer Music, 2-0-2)

MIDI, Hard recording, VSTI(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 악기), Cubase와 같은 시퀀싱프로그램

을 다루는 기술을 기초적으로 훈련한다.

 MUS18110 기초화성학(Elementary Harmony, 2-1-1)

재즈와 대중음악을 구성하는 기초적 화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MUS18112 방송댄스(Pop Dance, 1-0-2)

K-Pop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대중적 댄스 동작을 효과적인 음악과 안무를 활용

하여 실제적으로 훈련한다.

 MUS18113 시창·청음2(Sight Singing & Ear Training 2, 1-0-2)

음악의 청각적 감지능력의 개발, 독보력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

본이 되는 음악의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MUS18116 한국대중가요앙상블(Korea Pop Music Ensemble, 2-1-2)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대중가요를 대중적 음악 밴드 편성을 통하여 표현하

는 훈련을 하며 특히 합주하는 방식을 통하여 앙상블 능력을 향상시킨다.

 MUS18204 BlackMusic앙상블(Black Music Ensemble, 2-1-2)

R&B, Jazz, Blues, Soul 등 대중음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흑인음악의 정수들을 

대중음악 앙상블을 통하여 표현하고 합주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MUS18205 고급실용화성학(Advanced Practical Harmony, 2-1-2)

재즈를 필두로한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화성적 지식들의 심층적 측

면들을 고찰하고 실습문제를 통해 훈련한다.

 MUS18202 국악장단실습(Korea Traditional Music Rhythmic Practice, 1-0-1)

국악의 기초적인 이론과 장단을 습득한다.

 MUS18206 기초편곡법(Basic Music Arranging, 2-0-2)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기초적 밴드와 보컬, 스트링, 더 나아가 빅밴드와 

팝스오케스트라를 음악적으로 조직하는 기초적 편곡법을 고찰한다.

 MUS18208 무대음향이론및실습(Stage Acoustics & Practice, 2-0-2)

대중음악 공연에 필요한 음향적 시스템을 고찰하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힌다.

 MUS18209 신체표현과리듬(Physical Representation Rhythm, 2-0-2)

대중 음악인들의 공연에 필요한 무대 매너와 제스쳐 등을 훈련한다.

 MUS18213 대위법(Counterpoint, 2-0-2)

효과적인 선율의 수평적 진행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기술인 대위법을 고찰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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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18211 대중음악사(Pop Music History, 1-1-0)

한국과 서양의 대중음악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흐름을 이해한다.

 MUS18214 라틴앙상블(Latin Ensemble, 2-1-2)

라틴음악의 기본적인 리듬테크닉과 음악을 배우는 기초과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

려진 쿠바리듬을 중심으로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다양한 음악을 리

듬 중심으로 배운다.

 MUS18216 뮤지컬스타일연구(Musical Style Research, 2-0-2)

다양한 뮤지컬의 스타일을 살펴보고 실습과 실연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뮤지컬을 이해한다.

 MUS18217 미디시퀀싱(Midi Sequencing, 2-0-2)

MIDI, Hard recording, VSTI(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 악기), 이펙터(리버브, 딜레이, 콤프레서, 코

러스 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실제 연주자, 작편곡자와 연결하여 실습한다.

 MUS18218 송라이팅(Song Writing, 2-0-2)

대중음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중적 노래의 효과적인 창작법을 습득한다.

 MUS18219 음악분석연구(Researching Music Analysis, 2-2-0)

클래식, 재즈, 팝, 록, 블루스 등 다양한 음악들의 형식이나 화성, 음계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개별적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MUS18302 Brass편곡법(Brass Arrangement, 2-2-0)

본 수업은 퓨전음악, 펑크 음악 등의 장르를 포함하는 팝음악에 들어간 관악기의 편곡을 

분석하고 현장감 있는 편곡실습을 통하여 뮤직 프로듀싱과정에서 필요한 브라스 파트의 

편곡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MUS18303 서양음악사2(Western Music History 2, 2-2-0)

서유럽에서 발달한 서양음악의 변천사를 관찰한다.

 MUS18304 스트링편곡(String Orchestration, 2-0-2)

현대 팝 음악의 거의 대부분의 장르에서 현악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의는 실제 

팝음악에 들어간 현악기 편곡을 분석하고 편곡실습을 통하여 감각적인 편곡능력을 배양한다.

 MUS18308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Music Education Curriculum & Materials Research 

& Teaching Methods, 3-3-0)

이 수업은 음악교사가 갖춰야하는 교재 연구와 개발 그리고 그 지도법을 연구하고 습득

하는 과정이다.

 MUS18305 재즈앙상블(Jazz Ensemble, 2-1-2)

대중음악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재즈음악의 다양한 형태와 레파토리를 대중음악 앙상블을 

통한 연주기술과 표현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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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18306 지휘법 Conducting Skills, 2-0-2)

일반적 지휘법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다.

 MUS18309 스튜디오레코딩실습1(Studio Recording Practice 1, 2-0-2)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을 활용한 음악의 다양한 녹음 기술을 습득한다.

 MUS18311 보컬앙상블(Vocal Ensemble, 2-1-2)

보컬이 중심이 되어 앙상블을 구성하고 코러스나 아카펠라, 재즈 콰이어와 같은 형태의 

앙상블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MUS18312 서양악기연구(Researching Western Instruments, 2-2-0)

대중음악에 활용되는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베이스, 섹소폰 등과 같은 다양한 서양 음

악 악기들의 음역, 음색, 주법 등의 제반 사항들을 연구한다.

 MUS18315 음악교과교육론(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3-3-0)

기초적인 음악 교육론을 고찰한다.

 MUS18316 음악교직논리및논술(Music Education Logic & Essay Writing, 3-3-0)

중등교사를 위한 교직 수업의 하나로써 논리적 글쓰기에 관한 수업이다.

 MUS18314 즉흥연주기법(Improvisation Performance Technique, 2-0-2)

대중음악에 나타나는 다양한 즉흥연주 형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즉흥연주를 구성하는 다

양한 기법들을 고찰한다.

 MUS18317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 1, 3-2-2)

습득한 지식들과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적 콘

텐츠를 제작해보는 과정이다.

 MUS18406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 2, 3-0-6)

습득한 지식들과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적 콘

텐츠를 제작해보는 과정이다.

 MUS18310 합창(Choir Practice, 1-0-2)

재즈나 뮤지컬, 클래식의 합창 음악을 실제 합창을 통해 경험하고 훈련한다.

 MUS1840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음악전공자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과 그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MUS18402 EDM테크닉(EDM Technique, 2-0-2)

Electronic Dance Music을 창작하는 장비들과 작곡 테크닉을 고찰한다.

 MUS18403 아티스트집중연구(Researching Music Artists, 2-2-0)

대중음악사를 장식한 주옥같은 레파토리의 주역들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문화적, 예술

적,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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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18405 팝오케스트레이션(Pop Music Orchestration, 2-0-2)

대중음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악기의 조직법을 다루는 수업이다.

 MUS18407 퓨전재즈앙상블(Fusion Jazz Ensemble, 3-0-3)

1960년대를 시작으로 나타난 다양한 퓨전 재즈 레파토리를 앙상블의 형태로 연습하고 표

현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MUS18408 프로툴즈실습(Pro tools Practice, 3-0-3)

DAW를 사용한 녹음 소프트웨어 중 가장 강력한 프로툴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고 실

습하는 과정이다.

 MUS18409 졸업연주(Graduation Performance, 0-0-0)

4년간 습득한 전공실기의 개인 기량을 최종 무대를 통해 발표한다.

 MUS18414 R&B앙상블(R&B Ensemble, 3-0-3)

흑인 음악의 가장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인 리듬 앤 블루스를 합주를 통하여 표현하는 기

술을 습득한다.

 MUS18410 문화예술저작권의이해와전략(Copyrights Strategy on Arts, 2-0-2)

음악을 비롯한 각종 문화 컨텐츠의 저작권의 여러 가지 양상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MUS18411 뮤직비지니스와공연기획(Music Business, 2-0-2)

음악산업의 이론과 실제, 구체적인 공연 기획 전략에 관하여 연구하는 수업이다.

 MUS18412 월드뮤직(World Music, 2-0-2)

20세기 이후 부각되어 온 각 나라와 민족의 다양한 민속음악의 리듬과 화성, 그리고 음

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MUS18415 음반제작실습(Record Production, 3-0-3)

4년간 배운 지식을 실제적인 작품으로 구체화하여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이를 음원화하

며 최종적으로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하는 수업이다.

 MUS18417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지역사회의 음악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수업이다.

 MUS18416 현장이해와자기개발(Field Visiting & Training, 3-1-2)

지역사회의 다양한 음악산업 현장에 대하여 연구하고 탐방하는 경험을 통해 향후 학생들

의 커리어 개발을 실습하고 훈련한다.

 MUS18418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지역사회의 음악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수업이다.

 MUS18419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지역사회의 음악산업 현장을 탐방하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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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중고등학교음악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2. 무대음향감독, 프리렌서 연주자 및 작곡자, 레코딩 스튜디오 엔지니어, 싱어 및 싱어송라이터

3. 전문뮤지션(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작곡, 보컬)

1. 중고등학교음악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실용음악전공에서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교양과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음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실용음악, 클래식 등의 이론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다양한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졸업 후 새로운 직업군의 발굴과 취업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마하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교육관련: 중등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 초등교육기관 전문음악강사 /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 / 음악치료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Pop&Rock앙상블, 음악통론, 전공과진로, 댄스와리듬1, 무대공연실습기초1, 
시창·청음1, 전공실기1, 제2전공1, 컴퓨터음악기초

1-2
기초화성학, 무대공연실습기초2, 방송댄스, 시창·청음2, 전공실기2, 제2전공2, 
한국대중가요앙상블

2-1 기초편곡법, 고급실용화성학

2-2 음악분석연구, 대중음악사, 대위법

3-1 Brass편곡법, 서양음악사2, 스트링편곡법, 음악교과교재및연구및지도법

3-2 음악교과교육론, 음악교직논리및논술, 서양악기연구

3-4 현장실습1

4-1 아티스트집중연구, 팝오케스트레이션, 진로지도

4-2 월드뮤직, 졸업연주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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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대음향감독, 프리렌서 연주자 및 작곡자, 레코딩 스튜디오 엔지니어, 싱어 및 싱어송라이터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실용음악전공에서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교양과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음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실용음악, 클래식 등의 이론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다양한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졸업 후 새로운 직업군의 발굴과 취업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마하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m 사운드 엔지니어링 관련
라이브엔지니어 / 스튜디오엔지니어 / 사운드디자이너 / 사운드엔지니어 / 
리코딩 엔지니어

m 음악 산업 관련
드라마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CF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영화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TV 및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 / 영화음악 감독 / 에니메이션 
음악 작곡 및 프로듀서 / 방송국 엔지니어 / 보컬트레이너 / 기획사 운영 / 
음반 기획 및 제작자 / 공연 기획, 제작, 운영자 / 게임 및 소프트웨어 음악 
기획 및 제작 / 대중음악 전문기자 / 실용음악 평론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Pop&Rock앙상블, 음악통론, 전공과진로, 댄스와리듬, 무대공연실습기초1, 
시창·청음1, 전공실기1, 제2전공1, 컴퓨터음악기초

1-2
기초화성학, 무대공연실습기초2, 방송댄스, 시창·청음2, 전공실기2, 제2전공2, 
한국대중가요앙상블

2-1 미디시퀀싱, 무대음향이론및실습, BlackMusic앙상블, 전공실기3, 국악장단실습

2-2 라틴앙상블, 전공실기4, 송라이팅, 뮤지컬스타일연구

3-1 전공실기5, 지휘법, 재즈앙상블

3-2 스튜디오레코딩실습, 보컬앙상블, 합창, 전공실기6, 캡스톤디자인1

3-4 현장실습1

4-1 전공실기7, 프로툴즈실습, EDM태크닉, 퓨전재즈앙상블, 진로지도, 캡스톤디자인2

4-2
전공실기8, R&B앙상블, 음반제작실습, 졸업연주, 문화예술저작권의이해와전략, 
뮤직비지니스와공연기획, 현장이해과자기개발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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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뮤지션(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작곡, 보컬)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본 실용음악전공에서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교양과 실력을 갖추고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음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에서는 
실용음악, 클래식 등의 이론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실기교육과 다양한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통하여 졸업 후 새로운 직업군의 발굴과 취업까지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마하고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

m 음악 관련 분야
뮤지컬 배우 / 가요, 팝, 재즈 등 각종 밴드의 세션 멤버 / 가이드 보컬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Pop&Rock앙상블, 음악통론, 전공과진로, 댄스와리듬, 무대공연실습기초1, 
시창·청음1, 전공실기1, 제2전공1, 컴퓨터음악기초

1-2
기초화성학, 무대공연실습기초2, 방송댄스, 시창·청음2, 전공실기2, 
제2전공2, 한국대중가요앙상블

2-1 무대공연실습1, 제2전공3

2-2 무대공연실습2, 제2전공4

3-1 창장무대공연실습

3-2 창작무대공연실습2, 즉흥연주기법

3-4 현장실습1

4-1 진로지도

4-2 졸업연주

4-3 현장실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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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Department of Piano)

김-13

1. 교육목표

  피아노과는‘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배재대학교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체

계적인 전공실기와 음악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실기와 이론이 균형 있게 겸비된 전문음악

인을 양성함을 그 구체적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첫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참 음

악인, 둘째, 실력을 갖춘 참 음악인, 셋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참 음악인으로 성장

하도록 체계화되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학과소개 및 안내

  본 학과는 음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

를 양성하는 피아노 특성화 전문 학과이다. 따라서 교육의 큰 틀은 피아노 연주 능력을 

넘어서 음악 자체에 대한 감수성과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양성하는데 일차적 주안점이 

주어진다.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 클래식 음악의 시대별 피아노 연주양식과 테크닉

을 연마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피아노와 음악을 넘어서서 다양한 융합

적 예술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음악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

로서의 능력까지를 키우는 것을 최종 목표 중 하나로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전문 피아노 연주자뿐만 아니라 각자 재능에 따라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어린이 음악교육 전문가, 문화예술사, 피아노 조율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

동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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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계획

m 교육계 - 중·고등학교 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초등학교 예술융합지도교사

- 학원 운영 및 강사, 지역문화센터 강사, 유치원 강사

m 음악단체 – 문화예술교육사, 피아노조율사

- 지역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앙상블단체단원

m 개인 창작 활동자 – 연주자, 반주자, 음악감독

m 예술 경영자 - 각 예술단체의 기획이나 행정

자격증취득 안내

자격증 내용 비고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성적이 우수하며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춘 
학생을 면접, 선발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졸업과 
함께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임용고시를 통하여 
공립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상위10%
교직이수자

대상

피아노어드벤처
자격증

어린이 피아노 지도를 위하여 미국 Faber Piano Institute와 
공동개발한 피아노어드벤쳐(Piano Adventure)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한국어, 영어 과정이 개설되어 수료증이 
수여된다.

한국어,
영어과정
개설

피아노조율
산업기사 자격증

대전 최고의 예술 공연장인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전속 
피아노조율사가 연속 강의, 피아노 조율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시험에 대비하여 교육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2013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재 양성을 위한 
알찬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국립·공립 교육시설의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사를 양성한다. 교육과정 이수 후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예술융합교사
자격증

유치부 예술융합수업, 초등부 예술융합수업, 태교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Smart8 프로그램 실전교수법>을 
지도한다.

우쿨렐레자격증
(2급)

유치부, 초등부 우쿨렐레수업, 방과후 수업등에서 
<우쿨렐레>를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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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　학
점

강
의

실
습

1 1 전필 PIA18101 전공과진로 Major and Career 0 0 0 P/NP

1 1 전선 PIA18106 합창1 Chorus 1 0 0 0 P/NP

1 1 전선 PIA18105 연주1 Porformance 1 0 0 0 P/NP

1 2 전선 PIA18113 합창2 Chorus 2 0 0 0 P/NP

1 2 전선 PIA18112 연주2 Porformance 2 0 0 0 P/NP

2 1 전선 PIA18204 연주3 Porformance 3 0 0 0 P/NP

2 2 전선 PIA18212 연주4 Porformance 4 0 0 0 P/NP

4 1 전필 PIA18401 진로지도 Career Guidence 0 0 0 P/NP

4 1 전선 PIA18402 연주7 Performance 6 0 0 0 P/NP

4 2 전필 PIA18410 졸업연주 Graduate Performance 0 0 0 P/NP

1 1 전필 PIA18102 시창·청음1 Sightseeing & Ear Training 1 2 0 2 교직　　

1 1 전필 PIA18103 음악기초이론 Basic Musicianship 2 2 0 교직　　

1 1 전필 PIA18104 전공실기1 individual Major 1 2 0 2 　

1 1 전선 PIA18107 기초피아노문헌1 Basic Piano Literature 1 1 1 0 　

1 1 전선 PIA18108 제2전공실기1 Second Major 1 1 0 1 　

1 1 전선 PIA18109 컴퓨터기보법
Computer Notation 
Technique

1 0 2 　

1 2 전필 PIA18110 시창·청음2 Sightseeing & Ear Training 2 2 0 2 교직　　

1 2 전필 PIA18111 전공실기2 individual Major 2 2 0 2 　

1 2 전선 PIA18114 기초피아노문헌2 Basic Piano Literature 2 1 1 0 　

1 2 전선 PIA18115 제2전공실기2 Second Major 2 1 0 1 　

1 2 전선 PIA18116 컴퓨터프로그램실습1 Computer Programing 1 1 0 2 　

1 2 전선 PIA18117 화성학1 Harmony 1 2 2 0 교직　　

2 1 전필 PIA18201 건반화성1 Keyboard Harmony 1 2 0 2 　

2 1 전필 PIA18203 전공실기3 individual Major 3 2 0 2 　

2 1 전선 PIA18207 대위법1 Counterpoint 1 2 2 0 　

2 1 전선 PIA18208 반주법
Piano Accompaniment 
Technique

2 2 0 교직　　

2 1 전필 PIA18202 서양음악사1 History of Western Music 1 2 2 0 교직　　

2 1 전선 PIA18209 시창·청음3 Sightseeing & Ear Training 3 2 0 2 　

2 1 전선 PIA18205 제2전공실기3 Second Major 3 1 0 1 　

2 1 전선 PIA18206 합창3 Chorus 3 1 0 2 　

2 1 전선 PIA18210 화성학2 Harmony 2 2 2 0 교직　　

2 2 전필 PIA18211 전공실기4 individual Major 4 2 0 2 　

2 2 전선 PIA18215 건반화성2 Keyboard Harmony 2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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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　학
점

강
의

실
습

2 2 전선 PIA18216 국악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2 2 0 교직　　

2 2 전선 PIA18217 대위법2 Counterpoint 2 2 2 0 　

2 2 전선 PIA18218 서양음악사2 History of Western Music 2 2 2 0 교직　　

2 2 전선 PIA18219 실용반주법
Accompaniment for Applied 
Music

2 2 0 　

2 2 전선 PIA18220 예배음악과즉흥연주
Church Music & 
Improvisation

2 2 0 　

2 2 전선 PIA18221 음악감상및비평
Listening & Understanding 
Music

2 2 0 　

2 2 전선 PIA18213 제2전공실기4 Second Major 4 1 0 1 　

2 2 전선 PIA18214 합창4 Chorus 4 1 0 2 　

3 1 전필 PIA18301 전공실기5 individual Major 5 2 0 2 　

3 1 전선 PIA18304 20세기피아노음악연구 20Th Century Piano Music 2 2 0 　

3 1 전선 PIA18305 가곡과반주
Introduction to Korean Art 
Song

2 0 2 　

3 1 전선 PIA18306 건반음악세미나1 Keyboard Music Seminar 1 2 0 2
ACE(플
립러닝)

3 1 전선 PIA18307 고음악연구 Study of Early Music 2 2 0 　

3 1 전선 PIA18302 연주5 Performance 5 1 0 2 　

3 1 전선 PIA18308 오케스트라음악과협주곡
Orchestra & instrumental 
Music

2 2 0 　

3 1 전선 PIA18311
음악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Music Education 
Method Book & Pedagogy

3 3 0 교직　　

3 1 전선 PIA18309 피아노앙상블1 Piano Ensemble 1 2 0 2

3 1 전선 PIA18310 피아노조율과실습1 Piano Tuning 1 2 0 2

3 1 전선 PIA18303 합창5 Chorus 5 1 0 2

3 2 전필 PIA18312 전공실기6 individual Major 6 2 0 2

3 2 전선 PIA18315 건반음악세미나2 Keyboard Music Seminar 2 2 0 2
ACE(플
립러닝)

3 2 전선 PIA18316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실습

The Study of Cultural Art 
Education Field & The 
Practice

2 0 2

3 2 전선 PIA18317 악기론 Theory of instruments 2 2 0

3 2 전선 PIA18313 연주6 Performance 6 1 0 2

3 2 전선 PIA18325 음악교과교육론 Theory of Music Education 3 3 0 교직　　

3 2 전선 PIA18318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2 0 2

3 2 전선 PIA18319 음악치료의이해
Comprehension of Music 
Therapy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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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18417, 현장실습5, 1/2학기(8학기째 이수 원칙)

PIA18418, 현장실습1, 여름/겨울계절학기(4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PIA18419, 현장실습2, 여름/겨울계절학기(8학기 수료자 이수 원칙)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　학
점

강
의

실
습

3 2 전선 PIA18320 음악형식과분석 Theory of Music forms 2 2 0 교직　　

3 2 전선 PIA18326 캡스톤디자인1 Capstone Design 1 3 2 2

3 2 전선 PIA18321 편곡법 Arrangement 2 2 0

3 2 전선 PIA18322 피아노앙상블2 Piano Ensemble 2 2 0 2

3 2 전선 PIA18323 피아노조율과실습2 Piano Tuning 2 2 0 2

3 2 전선 PIA18324 피아노테크닉연구 Research of Piano Technique 2 2 0

3 2 전선 PIA18314 합창6 Chorus 6 1 0 2

4 1 전선 PIA18406 전공실기7 individual Major 7 2 0 2

4 1 전선 PIA18403 스쿨뮤직 School Music 1 1 0

4 1 전선 PIA18404 예술경영 Art Management 2 2 0

4 1 전선 PIA18405 유리드믹스1 Eurhythmics 1 2 2 0

4 1 전선 PIA18407 지휘법 Conducting 2 2 0 교직　　

4 1 전선 PIA18409 캡스톤디자인2 Capstone Design 2 3 0 6

4 1 전선 PIA18408 피아노교수법1 Piano Pedagogies 1 2 2 0 교직　　

4 2 전선 PIA18414 전공실기8 individual Major 8 2 0 2 교직　　

4 2 전선 PIA18412 유리드믹스2 Eurhythmics 2 2 2 0

4 2 전선 PIA18416 음악교직논리및논술
Logical Writing in Music 
Education

3 3 0 교직　　

4 2 전선 PIA18413 음악미학 Music Aesthetics 2 2 0

4 2 전선 PIA18415 피아노교수법2 Piano Pedagogies 2 2 0 2

4 2 전선 PIA18411 피아노기획연주워크샵
Concert Planning Program 
Workshop

1 0 2 　

4 2 전선 PIA18417 현장실습5 Field Training 5 15 0 0

3 4 전선 PIA18418 현장실습1 Field Training 1 3 0 0 

4 3 전선 PIA18419 현장실습2 Field Training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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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소개

 PIA18102 시창·청음1(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1, 2-0-2)

청각의 정리, 독보력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악의 기

초적 능력을 기른다.

 PIA18103 음악기초이론(Music Theory, 2-2-0)

전통화성학, 시창, 청음, 대위법 형식 등을 종합한 과목이다.

 PIA18101 전공과진로(Introduction to Major & Career, 0-0-0)

학과에 대한 탐색과 진로를 모색하는 과목이다.

 PIA18104 전공실기1(Individual Major1,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107 기초피아노문헌1(Literature of Piano Music1, 1-1-0)

피아노 음악에 공헌이 큰 작곡가들의 배경과 창작이념을 검토하여 이들의 주요작품을 통

한 양식연구, 악곡의 분석, 음반을 통한 감상을 기반으로 작품 간의 종적·횡적관계를 

음악사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PIA18105 연주1(Performance1, 0-0-0)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108 제2전공실기1(Individual Minor1, 1-0-1)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실기를 개인지도 받으며 4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PIA18109 컴퓨터기보법(Introduction of Computer Notation of Music, 1-0-2)

컴퓨터 악보 기보법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PIA18106 합창1(Chorus1, 0-0-0)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PIA18110 시창·청음2(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2, 2-0-2)

청각의 정리, 독보력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악의 기

초적 능력을 기른다.

PIA18111 전공실기2(Individual Major2,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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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114 기초피아노문헌2(Literature of Piano Music2, 1-1-0)

피아노 음악에 공헌이 큰 작곡가들의 배경과 창작이념을 검토하여 이들의 주요작품을 통

한 양식연구, 악곡의 분석, 음반을 통한 감상을 기반으로 작품 간의 종적·횡적관계를 

음악사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PIA18112 연주2(Performance2, 0-0-0)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115 제2전공실기2(Individual Minor2, 1-0-1)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실기를 개인지도 받으며 4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PIA18116 컴퓨터프로그램실습1(Computer Program Workshop1, 1-0-2)

컴퓨터와 음악프로그램(피날레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실습한다.

PIA18113 합창2(Chorus2, 0-0-0)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PIA18117 화성학1(Harmony1, 2-2-0)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작곡가들의 작품 내에 나타난 화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도를 한다.

PIA18201 건반화성1(Keyboard Harmony1, 2-0-2)

대위와 화성진행을 피아노를 통해 실습, 연주함으로써 음악이론을 실례에 즉각적으로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figured bass에 의한 온음계적 3화음의 근음위치와 모든 

전위를 통한 화음연결, 동형진행, 종지진행을 4성으로 훈련한다.

 PIA18203 전공실기3(Individual Major3,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207 대위법1(Counterpoint1, 2-2-0)

16세기 선법대위를 기초로 다성부 진행의 이론과 기법을 숙달하기 위하여 교회선법에 의

한 1-5종 2성과 3성 대위 및 8도와 12동 전위대위를 연구한다.

 PIA18208 반주법(Practice Accompanyment, 2-2-0)

성악, 기악을 위한 반주법을 이론과 실기를 통해 연구한다. 이를 통해, 이조, 전조 및 즉

흥적 반주의 실습과, 성악과 기악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실습, 연구한다.

 PIA18202 서양음악사1(History of Western Music1, 2-2-0)

서양음악의 발달과정을 연구한다. 즉, 음악의 이론발전과 작품양식 시대적 조류와 사상

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인류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 음악을 통해 시대적 특징

과 기법 그리고 작곡가의 독창성과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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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209 시창·청음3(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3, 2-0-2)

청각의 정리, 독보력 향상, 악보의 기보력 등 음악적 종합훈련의 기본이 되는 음악의 기

초적 능력을 기른다.

 PIA18204 연주3(Performance3, 0-0-0)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205 제2전공실기3(Individual Minor3, 1-0-1)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실기를 개인지도 받으며 4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PIA18206 합창3(Chorus3, 1-0-2)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PIA18210 화성학2(Harmony2, 2-2-0)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작곡가들의 작품 내에 나타난 화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도를 한다.

 PIA18211 전공실기4(Individual Major4,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215 건반화성2(Keyboard Harmony2, 2-0-2)

대위와 화성진행을 피아노를 통해 실습, 연주함으로써 음악이론을 실례에 즉각적으로 응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figured bass에 의한 온음계적 3화음의 근음위치와 

모든 전위를 통한 화음연결, 동형진행, 종지진행을 4성으로 훈련한다.

 PIA18216 국악개론(Introdu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2-2-0)

우리 전통 국악의 우수성과 변천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대 사회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토 조성한다.

 PIA18217 대위법2(Counterpoint2, 2-2-0)

16세기 선법대위를 기초로 다성부 진행의 이론과 기법을 숙달하기 위하여 교회선법에 의

한 1-5종 2성과 3성 대위 및 8도와 12동 전위대위를 연구한다.

 PIA18218 서양음악사2(History of Western Music2, 2-2-0)

서양음악의 발달과정을 연구한다. 즉, 음악의 이론발전과 작품양식 시대적 조류와 사상

을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인류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다. 음악을 통해 시대적 특징

과 기법 그리고 작곡가의 독창성과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PIA18219 실용반주법(Accompaniment for Applied Music, 2-2-0)

보다 광범위한 연주 및 반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고전음악이 아닌 실용되어지고 있는 

화성법 및 반주법을 익히게 하여 다양한 연주기법을 활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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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220 예배음악과즉흥연주(Church Music&Improvisation, 2-2-0)

전통 교회의 예배음악을 고찰하고 찬송가와 CCM 음악의 다양한 즉흥반주기법을 습득한다.

 PIA18221 음악감상및비평(Listening and Understanding Music, 2-2-0)

다양한 음악현상들을 정확한 모국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방식을 학

습한다. 그 방법론의 하나로 근대 한국대중음악사를 비평적 관점에서 논하며 평론가의 

음악사회사적 역할에 대해 공부한다. 

 PIA18213 제2전공실기4(Individual Minor4, 1-0-1)

주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실기를 개인지도 받으며 4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PIA18214 합창4(Chorus4, 1-0-2)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PIA18301 전공실기5(Individual Major5,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304 20세기피아노음악연구(20th Century Piano Music, 2-2-0)

20세기 이후의 현대피아노 음악의 변천을 고찰·분석한다.

 PIA18212 연주4(Performance4, 0-0-0)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305 가곡과반주(Introduction to Korean Art Song, 2-0-2)

한국의 가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예술가곡을 고찰하며 반주자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306 건반음악세미나1(Keyboard Music Seminar1, 2-0-2)

학기마다 건반 음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토론·발표한다.

 PIA18307 고음악연구(Study of Early Music, 2-2-0)

바로크 이전 시대의 음악·작곡가·악기·연주스타일 등을 고찰·연구한다.

 PIA18302 연주5(Performance5, 1-0-2)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308 오케스트라음악과협주곡(Orchestra and Instrumental Music, 2-2-0)

피아노 문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주곡의 흐름을 고찰·분석·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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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311 음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Study of Music Education Method Book and Pedagogy, 

3-3-0)

효과적인 음악교과 수업의 전개를 위해 특성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음악교육의 원리와 

과정에 따른 교육자료를 연구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을 고찰하며 음악교육 수업 모형을 탐색·분석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이에 따

른 음악교육지도법 및 활용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1:PIA18309 피아노앙상블1(Piano Ensemble1, 2-0-2)

피아노 앙상블의 목표는 손과 마음을 모으면서 음악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데 

있다. 앙상블은 자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귀로 듣는 

음악을 이해하면서 음악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PIA18310 피아노조율과실습1(Piano tuning1, 2-0-2)

피아노구조와 원리를 이해함으로 음악활동에 적용시키며 나아가 혹시라도 국가자격증 취

득하여 조율사로서의 생활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타당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 생각한다.

 PIA18303 합창5(Chorus5, 1-0-2)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PIA18312 전공실기6(Individual Major6,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315 건반음악세미나2(Keyboard Music Seminar2, 2-0-2)

학기마다 건반 음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토론·발표한다.

 PIA18316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The study of cultual art education field & 

the practice, 2-0-2)

2급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론을 습득한 교육이론과 원리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해본다. 교육현장에서 실습활동을 통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대

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PIA18317 악기론(Theory of Instruments, 2-2-0)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특수악기의 구조와 연주기법 음색의 특성 

그리고 이조와 표기 등에 대해 연구한다.

 PIA18313 연주6(Performance6, 1-0-2)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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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325 음악교과교육론(Theory of Music Education, 3-3-0)

선수 교직이수과목을 기초하여 음악과의 학과적 특성에 맞는 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룬다. 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등 일반교육 커리큘럼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음악과 교육을 접근하는 심화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PIA18318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2-0-2)

음악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음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른다. 아울러 유·초등교육에서 예술교육

을 실습한다.

 PIA18319 음악치료의이해(Comprehension of Music Therapy, 2-2-0)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지식은 물론 

심리적인 면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PIA18320 음악형식과분석(Theory of Music Forms, 2-2-0)

악곡을 형식적, 화성적 그리고 대위법적으로 분석하여 악곡들의 구성요소와 전체의 악상

을 파악시키는데 치중한다.

 PIA18326  캡스톤디자인1(Capstone Design1 3-2-2)

창의적 종합설계 과정으로, 제품 등의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제품의 개

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PIA18321 편곡법(Arrangement, 2-2-0)

기초적인 편곡 테크닉을 학습, 소품을 편곡, 실습한다.

 PIA18322 피아노앙상블2(Piano Ensemble2, 2-0-2)

피아노 앙상블의 목표는 손과 마음을 모으면서 음악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데 

있다. 앙상블은 자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귀로 듣는 

음악을 이해하면서 음악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PIA18323 피아노조율과실습2(Piano tuning2, 2-0-2)

피아노구조와 원리를 이해함으로 음악활동에 적용시키며 나아가 혹시라도 국가자격증 취

득하여 조율사로서의 생활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타당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라 생각한다.

 PIA18324 피아노테크닉연구(Research of Piano Technique, 2-2-0)

피아노 연주를 위한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밀도있게 고찰하고 익힌다.

 PIA18314 합창6(Chorus6, 1-0-2)

합창의 기초훈련부터 음악적 표현능력까지 준비된 합창곡들을 학교 내외의 각종 연주회

에 출연·연주체험을 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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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406 전공실기7(Individual Major7,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PIA18401 진로지도(Guidance for Career Direction, 0-0-0)

졸업 후 진로에 관하여 지도한다.

 PIA18403 스쿨뮤직(School Music, 1-1-0)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현장에서 필요한 발성법, 단소, 리코더, 우쿠렐레,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연주법을 마스터한다.(자격증 수여)

 PIA18402 연주7(Performance7, 0-0-0)

각 학기 별로 학내연주 한번 전공실기시험과 중복되지 않는 독주곡을 청중 앞에서 연주

하는 경험을 갖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청중의 입장에서 연주곡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짐으

로 균형 잡힌 음악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PIA18404 예술경영(Art Management, 2-2-0)

음악의 기획·경영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현장실습한다.

 PIA18405 유리드믹스1(Eurythmics1, 2-2-0)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리드믹스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와 유아 눈높이에 맞춘 다양

한 프로그램을 습득한다.(자격증 수여)

 PIA18407 지휘법(Choral Conducting, 2-2-0)

합창지휘법: 지휘의 기초적인 테크닉과 음악의 전달법을 각 시대별 합창곡을 통하여 익

혀서 합창 지휘자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오케스트라지휘법: 지휘의 기초적인 테크닉과 음악의 전달법을 기초적인 관현악곡을 통

하여 익혀서 관현악 지휘자로서의 기초를 닦는다.

 PIA18409 캡스톤디자인2(Capstone Design2, 3-0-6)

창의적 종합설계 과정으로, 제품 등의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제품의 개

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PIA18408 피아노교수법1(Piano Pedagogy1, 2-2-0)

피아노 교육의 본질과 다양한 교수법의 접근을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피아노 교육을 

체험하게 한다. 이론과 실기를 겸하여 귀 훈련, 음악의 구조, 연주 기술을 연마하여 학생

에게 단계별로 음악을 체험하게 하는 교수법을 연구 한다.

 PIA18414 전공실기8(Individual Major8, 2-0-2)

주 1회의 개인교수를 통해 각자의 전공실기를 연마한다. 테크닉은 물론 악곡의 해석 및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연주자로서의 기술과 예술가로서의 필요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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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18410 졸업연주(Graduate Performance, 0-0-0)

음악과 분야에 걸쳐 4년동안 습득한 곡 중 선택하여 졸업논문과 같은 비중으로 연주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 마지막 학기의 과정이다.

 PIA18412 유리드믹스2(Eurythmics2, 2-2-0)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리드믹스 음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와 유아 눈높이에 맞춘 다양

한 프로그램을 습득한다.(자격증 수여)

 PIA18416 음악교직논리및논술(Logical Wringting in Music Education, 3-3-0)

효과적인 음악교과 수업의 전개를 위해 특성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음악교육의 원리와 과

정에 따른 교육자료를 연구하며,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

을 고찰하며 음악교육 수업 모형을 탐색·분석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이에 따른 음악교육지

도법 및 활용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PIA18413 음악미학(Music Aethetics, 2-2-0)

음악의 구조와 작용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악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미적본질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PIA18415 피아노교수법2(Piano Pedagogy2, 2-0-2)

피아노 교육의 본질과 다양한 교수법의 접근을 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피아노 교육을 

체험하게 한다. 이론과 실기를 겸하여 귀 훈련, 음악의 구조, 연주 기술을 연마하여 학생

에게 단계별로 음악을 체험하게 하는 교수법을 연구 한다.

 PIA18411 피아노기획연주워크샵(Concert Planning Program Workshop, 1-0-2)

토의발표를 통하여 작성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피아노 연주회 및 독주회를 기획·제작·

홍보·시연·발표하는 실습을 한다.

 PIA18417 현장실습5(Field Training 5, 15-0-0)

피아노 연주를 위한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밀도있게 고찰하고 익힌다.

 PIA18418 현장실습1(Field Training 1, 3-0-0)

피아노 연주를 위한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밀도있게 고찰하고 익힌다.

 PIA18419 현장실습2(Field Training 2, 3-0-0)

피아노 연주를 위한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밀도있게 고찰하고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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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로드맵 목록

1. 피아노 연주자 

2. 음악교육가: 음악교사, 문화예술사

3. 음악연계 종사자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피아노과는 음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피아노 특성화 전문 학과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큰 틀은 
피아노 연주 능력을 넘어서 음악 자체에 대한 감수성과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양성하는데 일차적 주안점이 주어집니다.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 클래식 
음악의 시대별 피아노 연주양식과 테크닉을 연마하도록 합니다.

졸업 후
진로

m 연주자 – 피아니스트, 기악 반주자, 성악 반주자, 합창 반주자등 연주활동을 
한다.

m 개인 창작 활동자 - 오페라, 앙상블, 개인창작, 반주 등을 발표한다.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전공실기1, 시창·청음1, 기초피아노문헌1, 연주1, 전공과진로

1-2 전공실기2, 시창·청음2, 기초피아노문헌2

2-1
전공실기3, 건반화성1, 서양음악사1, 화성학2, 대위법1, 반주법, 연주3,
시창·청음3

2-2
전공실기4, 건반화성2, 서양음악사2, 대위법2, 실용반주법, 연주4,
예배음악과즉흥연주

3-1 전공실기5, 연주5, 건반음악세미나1, 20세기피아노음악연구, 피아노앙상블1

3-2
전공실기6, 연주6, 건반음악세미나2, 음악형식과분석, 피아노테크닉연구,
피아노앙상블2, 편곡법

4-1 전공실기7, 연주7, 지휘법, 진로지도

4-2 전공실기8, 졸업연주, 피아노기획연주워크샵

1. 피아노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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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피아노과는 음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피아노 특성화 전문 학과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세대의 음악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로서의 능력까지를 키우는 것을 최종 목표 중 하나로 합니다.

졸업 후
진로

m 교육계 - 중·고등학교 교사(교직이수자에 한함)
-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교사
- 학원 운영 및 강사, 지역문화센터 강사, 유치원 강사

m 음악단체 - 교향악단, 합창단 및 앙상블 단체의 단원, 지역합창단 지휘자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컴퓨터기보법, 음악기초이론

1-2 화성학1, 컴퓨터프로그램실습1, 연주2

2-1
전공실기3, 건반화성, 서양음악사1, 제2전공실기3, 화성학2, 대위법1, 반주법, 
시창·청음3, 합창3, 연주3

2-2 음악감상및비평, 국악개론

3-1 음악교재연구및지도, 고음악연구, 오케스트라음악과협주곡

3-2
문화예술교육현장의이해와실습,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악기론, 
음악교과교육론

4-1 스쿨뮤직, 유리드믹스1, 피아노교수법1

4-2 유리드믹스2, 음악미학, 피아노교수법2, 음악교직논리및논술

구분 내     용

소개 및 
안내

피아노과는 음악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피아노 특성화 전문 학과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피아노와 음악을 넘어서서 다양한 융합적 예술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합니다.

졸업 후
진로

m 음악단체 - 교향악단, 합창단 및 앙상블 단체의 단원, 지역합창단 지휘자
m 예술 경영자 - 각 예술단체의 기획이나 행정 주관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이수과목

1-1 제2전공실기1, 합창1

1-2 제2전공실기2, 합창2

2-1 합창3, 제2전공실기3

2-2 실용반주법, 합창4, 제2전공실기4

3-1 합창5, 피아노조율과실습1, 가곡과반주

3-2 음악치료의이해, 캡스톤디자인1, 합창6, 피아노조율과실습2

3-4 현장실습1

4-1 캡스톤디자인2, 예술경영

2. 음악교육가: 음악교사, 문화예술사

3. 음악연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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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 육 과 정

[주시경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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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교양대학
(Ju-Sigyeong Liberal Arts College)

주-1

1. 교육목표

“나섬인성 기반의 설천하는 균형교양인재”양성교육을 통해 배재의‘실천하는 

청년(YOUNG) 아펜젤러’인재상 구현

m 섬기는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실천적인 인성 교육

m 나섬 인재양성을 위한 균형(Well-balanced)교양교육

m 교과 연계 인증제도를 통한 자기주도적 실천 교육

m 학생 맞춤형 실천적 안항 교육

[ 주시경교양대학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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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주시경교양대학 교육목표 연관성

주시경교양대학
교육목표

학교
교육목표

1 2 3 4

　섬기는 기독교
인을 양성하는 
실천적인 인성 

교육

　나섬 인재양성
을 위한 균형
(Well-balanced)

교양 교육

교과 연계 인증
제도를 통한

자기주도적 실천 
교육　

학생 맞춤형 실
천적 안항 교육　

1 실천적 지성인 ◑ ● ● ●

2 전인적 감성인 ● ● ○ ○

3 창의적 개척자 ○ ○ ● ◑

3. 주시경교양대학 교육목표-필수역량 연관성

주시경교양대학
교육목표

필수역량

1 2 3 4

　섬기는 기독
교인을 양성하
는 실천적인 
인성 교육

　나섬 인재양
성을 위한 균형
(Well-balanced)

교양 교육

교과 연계 인증
제도를 통한
자기주도적 실

천 교육　

학생 맞춤형 실천적 
안항 교육　

1 행동인성 ● ● ◑ ●
2 자유감성 ● ● ◑ ◑
3 자립지성 ○ ● ● ●
4 공감소통 ○ ◑ ● ●
5 도전수행 ◑ ◑ ● ◑

4. 교양교과목 핵심역량 

과목코드 교과목명
대표
역량

역량에 따른 교과목 특성 지수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GEN18101 채플1 인성 28 22 2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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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코드 교과목명
대표
역량

역량에 따른 교과목 특성 지수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GEN18102 채플2 인성 28 22 20 15 15
GEN18103 채플3 인성 28 22 20 15 15
GEN18104 채플4 인성 28 22 20 15 15
GEN18106 기초글쓰기 소통 13 13 26 29 19
GEN18109 배재리더십1 수행 25 21 0 11 43
GEN18110 배재리더십2 수행 25 21 0 11 43
GEN18111 배재리더십3 수행 25 21 0 11 43
GEN18112 배재리더십4 수행 25 21 0 11 43
GEN18113 배재인의대학설계1 수행 21 24 17 7 31
GEN18114 배재인의대학설계2 수행 21 24 17 7 31
GEN18115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인성 28 24 18 15 15
GEN18151 대학설계와포트폴리오 수행 24 14 19 14 29
GEN18152 컴퓨터활용과MOS 수행 11 5 16 5 63
GEN18153 지식재산권개론 지성 19 16 36 13 16
GEN18154 창업과기업가정신 인성 50 0 31 0 19
GEN18155 창업경영및회계 지성 12 0 47 12 29
GEN18156 이미지메이킹 소통 33 17 8 38 4
GEN18201 의사소통영어1 소통 0 0 28 43 29
GEN18202 의사소통영어2 소통 0 0 28 43 29
GEN18203 의사소통독일어1 소통 19 12 19 26 24
GEN18204 의사소통독일어2 소통 19 12 19 26 24
GEN18205 의사소통프랑스어1 소통 22 0 22 34 22
GEN18206 의사소통프랑스어2 소통 22 0 22 34 22
GEN18207 의사소통스페인어1 소통 22 0 22 34 22
GEN18208 의사소통스페인어2 소통 22 0 22 34 22
GEN18209 의사소통중국어1 소통 9 9 28 45 9
GEN18210 의사소통중국어2 소통 9 9 28 45 9
GEN18211 의사소통일본어1 소통 12 6 21 32 29
GEN18212 의사소통일본어2 소통 12 6 21 32 29
GEN18213 의사소통러시아어1 소통 25 8 8 42 17
GEN18214 의사소통러시아어2 소통 0 0 60 0 40
GEN18217 의사소통아랍어 소통 26 16 16 26 16
GEN18231 의사소통한국어1 소통 13 0 29 29 29
GEN18233 의사소통한국어2 소통 11 11 11 44 23
GEN18301 글로벌강소기업이야기 지성 0 0 62 38 0
GEN18302 글로컬비즈니스마케팅 수행 0 0 37 0 63
GEN18303 기술사업화개론 수행 14 7 31 14 34
GEN18304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수행 19 17 21 17 26
GEN18305 비즈니스한국어 소통 22 5 14 45 14
GEN18306 사회적기업의창업 수행 14 17 23 21 25
GEN18307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 수행 18 16 22 18 24
GEN18308 원예와창업 수행 16 17 24 17 26
GEN18309 자기경영리더십 수행 13 13 13 22 39
GEN18310 직업과직무의이해 인성 35 16 13 13 23
GEN18311 직업과진로탐색 수행 25 10 25 15 25
GEN18312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수행 20 20 16 20 24
GEN18313 창업과경영이해 수행 25 12 19 19 25
GEN18314 창업과창업가정신 인성 50 0 31 0 19
GEN18315 프론티어창업솔루션 수행 19 17 21 17 26



971

과목코드 교과목명
대표
역량

역량에 따른 교과목 특성 지수
인성 감성 지성 소통 수행

GEN18316 핵심취업전략한국어 소통 16 19 16 26 23
GEN18351 개인정보관리사입문 지성 14 20 26 17 23
GEN18352 기술창업실무 수행 22 8 25 14 31
GEN18353 리더십과코칭스킬 소통 25 25 0 29 21
GEN18354 발명과특허 지성 11 4 38 11 36
GEN18356 비즈니스상상력 수행 17 19 19 14 31
GEN18357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소통 22 22 4 30 22
GEN18358 아이디어와시장 수행 14 7 31 14 34
GEN18359 여행사창업및경영 지성 17 6 31 17 29
GEN18360 역량개발과취업설계 지성 19 7 41 11 22
GEN18361 유통관리사입문 지성 11 0 42 16 32
GEN18362 직무능력향상 지성 17 19 30 15 19
GEN18363 직업과취업전략 지성 14 20 24 20 22
GEN18364 핵심취업전략 지성 14 14 29 17 26
GEN18401 기초상식한자 지성 0 0 57 29 14
GEN18402 대학생활과인성 인성 27 37 10 13 13
GEN18403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 지성 26 21 32 16 5
GEN18404 동양의미학 감성 0 35 17 26 22
GEN18405 문학의이해 감성 26 28 18 13 15
GEN18406 배재논리학 지성 27 0 47 13 13
GEN18407 삼국지와삶의지혜 소통 14 18 18 32 18
GEN18408 세계문화유산답사기 지성 19 17 31 11 22
GEN18409 세상의문자이야기 지성 0 10 50 30 10
GEN18410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 지성 8 17 31 19 25
GEN18412 영화로읽는동양종교와철학사상 지성 0 13 35 26 26
GEN18413 영화와철학 감성 0 50 43 0 7
GEN18414 유럽인의삶과역사 지성 17 20 24 17 22
GEN18415 유학생을위한재미있는역사이야기 지성 23 19 31 12 15
GEN18416 인도의역사문화지리 지성 18 14 29 18 21
GEN18417 인물로본동아시아역사이야기 지성 12 21 26 21 20
GEN18418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 지성 20 16 36 20 12
GEN18419 중국역사바로알기 소통 13 22 17 26 22
GEN18420 중국인의밥상 소통 18 29 18 35 0
GEN18421 즐거운인생을위한철학이야기 지성 0 0 75 0 25
GEN18422 철학이해와상상력 지성 0 0 77 0 23
GEN18423 한국사의이해 지성 0 0 65 0 35
GEN18424 현대인과정신건강 지성 5 10 55 10 20
GEN18425 현대중국역사의이해 지성 16 19 34 22 9
GEN18451 EU경제이야기 지성 0 19 48 19 14
GEN18452 FTA와글로벌통상 지성 0 19 48 19 14
GEN18453 국제사회와국제기구 지성 26 22 37 11 4
GEN18454 글로벌리더십 인성 26 8 24 24 18
GEN18456 글로벌통상환경 지성 7 0 53 0 40
GEN18457 금융시장의이해 지성 16 11 32 14 27
GEN18458 동남아시아경제이야기 지성 26 21 32 16 5
GEN18459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 지성 0 26 32 26 16
GEN18460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 수행 25 19 14 14 28
GEN18461 진로설계와기업입문 수행 19 12 12 15 42
GEN18462 스마트생활금융 지성 16 11 32 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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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18463 시사한국어 지성 21 14 30 14 21
GEN18464 인도와브릭스경제 지성 0 0 75 0 25
GEN18465 재미있는지식재산권이야기 지성 0 0 77 0 23
GEN18466 현대사회의부모와자녀 인성 37 10 23 10 20
GEN18467 현대사회와재테크 지성 5 10 55 10 20
GEN18501 과학기술과사회 지성 17 5 50 5 23
GEN18503 과학사 지성 0 0 75 0 25
GEN18505 생활속의실용과학 지성 0 0 65 0 35
GEN18507 손안의유비쿼터스 지성 7 14 41 0 38
GEN18508 유학생을위한생활속과학이야기 지성 5 5 53 21 16
GEN18510 재미있는정보디스플레이세계 지성 5 10 55 10 20
GEN18513 예술속과학이야기 지성 0 0 100 0 0
GEN18514 생활속의수학 지성 5 10 55 10 20
GEN18515 생활속의생명과학 지성 0 0 77 0 23
GEN18552 모바일작곡 수행 22 22 17 6 33
GEN18553 북유럽이야기 지성 18 18 55 0 9
GEN18554 샹송,와인그리고혁명 감성 13 56 25 0 6
GEN18555 세계축제문화 지성 7 40 53 0 0
GEN18556 아카펠라앙상블 수행 19 26 13 13 29
GEN18557 알프스문화기행 감성 25 50 25 0 0
GEN18558 우리전통음악의이해와감상 감성 21 58 11 5 5
GEN18559 유럽박물관탐방 감성 22 56 22 0 0
GEN18560 유럽축제문화산업 지성 7 20 33 20 20
GEN18561 유학생을위한한국문학 감성 14 27 24 24 11
GEN18562 음악어드벤쳐(음악의모험) 감성 12 31 27 15 15
GEN18563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 소통 21 21 16 26 16
GEN18564 이슬람언어와문화 소통 21 21 16 26 16
GEN18565 중남미사회와문화콘텐츠 감성 0 42 8 25 25
GEN18566 지중해와인류문명 지성 10 13 35 23 19
GEN18567 파라오와이집트문명 지성 10 13 35 23 19
GEN18568 팟캐스트방송 소통 16 22 19 24 19
GEN18569 패키지여행과배낭여행의이해 지성 30 30 40 0 0
GEN18570 현대건축의이해 지성 19 16 30 11 24
GEN18571 화교경제권의문화와커뮤니티 지성 9 9 45 28 9
GEN18601 SNS활용1인미디어제작 소통 18 16 21 24 21
GEN18602 대학인을위한엑셀 수행 14 7 31 7 41
GEN18603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수행 15 7 26 11 41
GEN18604 동영상편집기초 수행 9 15 23 15 38
GEN18605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 지성 17 19 25 17 22
GEN18606 사물인터넷의이해 지성 7 14 41 0 38
GEN18607 비즈니스컴퓨터활용 수행 14 7 31 7 41
GEN18608 인터넷과정보관리 수행 8 7 22 19 44
GEN18609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 수행 0 0 0 0 100
GEN18610 컴퓨터와생활수학 수행 0 0 48 0 52
GEN18611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 수행 0 27 0 20 53
GEN18612 포토샵그래픽활용 수행 9 18 14 23 36
GEN18613 대학인을위한워드와한글 수행 11 17 17 22 33
GEN18614 대학인을위한프로그래밍 수행 18 4 30 15 33
GEN18615 소프트웨어입문 지성 3 3 40 1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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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18616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지성 0 0 57 0 43
GEN18651 고전읽기세미나 지성 0 0 50 17 33
GEN18652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 소통 13 21 21 24 21
GEN18654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 감성 18 55 27 0 0
GEN18655 유학생을위한심화글쓰기 소통 10 14 24 31 21
GEN18656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인성 40 32 4 16 8
GEN18657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 감성 22 28 25 11 14
GEN18658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 수행 10 18 18 21 33
GEN18701 사회봉사1 인성 33 21 0 21 25
GEN18702 사회봉사2 인성 33 21 0 21 25
GEN18703 4차산업혁명과기술경영 지성 5 10 55 10 20
GEN18704 건강장수와생명산업 지성 14 27 45 14 0
GEN18705 술의두얼굴 지성 15 15 35 15 20
GEN18707 도시와나무 지성 22 22 24 10 22
GEN18709 수학의여행 지성 0 0 57 0 43
GEN18710 숲힐링캠프 감성 22 24 20 14 20
GEN18711 인간과우주 지성 0 0 100 0 0
GEN18712 컴퓨터와범죄 인성 58 10 13 6 13
GEN18713 환경과자원 지성 32 12 48 0 8
GEN18714 생명현상의이해 지성 12 18 34 15 21
GEN18716 자연과학의이해 지성 14 0 48 24 14
GEN18717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 지성 10 10 50 20 10
GEN18718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 감성 17 41 17 11 14
GEN18719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 지성 0 15 55 15 15
GEN18720 로마역사와문화 지성 7 20 40 20 13
GEN18721 문명간의충돌과공존그리고화해 소통 21 21 16 26 16
GEN18723 예술로읽는세계사 지성 4 22 37 22 15
GEN18724 우리문화재의이해 지성 10 10 60 10 10
GEN18726 차마고도와소수민족 지성 16 24 33 16 11
GEN18727 한글의역사와계몽의시대 인성 67 11 11 0 11
GEN18728 한반도와열강의역사 지성 0 0 67 0 33
GEN18729 A+학습전략 수행 21 18 18 15 28
GEN18730 JLPT일본어1 지성 12 8 32 24 24
GEN18731 JLPT일본어2 지성 12 8 32 24 24
GEN18737 SNS중국어 소통 0 7 28 34 31
GEN18738 공인영어스피킹 소통 0 0 24 38 38
GEN18741 관광이벤트문화 지성 0 16 40 16 28
GEN18742 국가안보론 지성 20 20 20 20 20
GEN18745 다문화교육의이해 인성 32 20 12 24 12
GEN18749 드라마실용중국어회화 소통 0 0 0 85 15
GEN18750 드라마영어 소통 0 0 26 39 35
GEN18751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 지성 0 16 42 16 26
GEN18752 러시아도시산책 소통 29 19 5 33 14
GEN18754 무역의이해 지성 6 13 50 0 31
GEN18755 미디어콘텐츠의이해 지성 20 20 32 12 16
GEN18756 발표와토론 소통 13 25 29 33 0
GEN18757 북한학 지성 0 23 54 15 8
GEN18758 빅데이터와세상읽기 지성 0 4 48 22 26
GEN18759 생활과법률 수행 18 13 21 1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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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18760 성과권력 지성 15 15 35 20 15
GEN18761 수화로세상다시보기 소통 17 11 17 31 24
GEN18762 신실크로드의사회와문화 수행 22 19 19 16 24
GEN18763 실용금융 지성 28 3 31 10 28
GEN18764 실용영어회화1 소통 0 0 24 38 38
GEN18765 실용영어회화2 소통 0 0 24 38 38
GEN18766 실전취업준비영어 소통 0 0 24 38 38
GEN18767 실전취업실무영어 소통 0 0 24 38 38
GEN18768 실전취업준비일본어 소통 15 10 20 30 25
GEN18770 실전취업실무중국어 소통 0 0 0 100 0
GEN18771 심리학의이해 지성 15 15 40 15 15
GEN18772 아시아공동체론 인성 30 20 10 27 13
GEN18773 알기쉬운부동산금융 지성 12 18 35 18 18
GEN18775 언론인의첫걸음 지성 17 14 29 23 17
GEN18777 영문법 지성 0 0 55 45 0
GEN18778 영어듣기1 소통 0 0 31 38 31
GEN18779 영어듣기2(영화) 소통 0 9 26 34 31
GEN18780 영어듣기심화(뉴스) 소통 0 0 0 100 0
GEN18781 영어쓰기1 소통 0 0 35 39 26
GEN18782 영어쓰기2 소통 0 0 35 39 26
GEN18783 영어어휘어법 소통 0 0 33 67 0
GEN18784 영어읽기1 소통 0 0 28 43 29
GEN18785 영어읽기2 소통 0 0 28 43 29
GEN18786 영화로보는아시아문화 감성 0 33 11 28 28
GEN18787 유럽명품산업 지성 3 15 32 24 26
GEN18788 유럽문화의이해 감성 13 32 26 16 13
GEN18789 인터넷으로일본트렌드엿보기 소통 20 12 22 24 22
GEN18790 일본미디어&대중문화 지성 0 17 50 17 17
GEN18791 일본어실용회화1 소통 0 0 0 100 0
GEN18792 일본어실용회화2 소통 0 0 0 100 0
GEN18793 일본어쓰기 소통 0 0 0 100 0
GEN18794 일본어한단계업1 소통 17 11 22 28 22
GEN18795 일본어한단계업2 소통 17 11 22 28 22
GEN18796 일본오타쿠문화 지성 17 15 29 17 22
GEN18799 정치의이해 지성 24 24 29 18 5
GEN18800 중국문화기행 소통 14 29 21 36 0
GEN18801 중국어한단계업 소통 9 9 28 45 9
GEN18802 중국을만나다 지성 14 20 25 23 18
GEN18803 중국테마여행 지성 9 9 45 28 9
GEN18804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 지성 15 3 38 25 19
GEN18805 청년의삶과21세기민주시민 인성 29 20 23 14 14
GEN18806 캠퍼스중국어 소통 0 7 27 33 33
GEN18807 컨설팅의이해 지성 7 15 36 15 27
GEN18808 토론영어 소통 0 0 24 38 38
GEN18809 토익550 소통 18 0 18 32 32
GEN18810 토익700 소통 18 0 18 32 32
GEN18811 토플 소통 0 0 24 38 38
GEN18816 현대러시아의이해 지성 4 22 39 22 13
GEN18817 회계의기초 지성 0 0 53 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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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18818 여행블로그영문작성법 소통 13 13 9 34 31
GEN18819 프랑스투데이 감성 29 42 29 0 0
GEN18820 리더십 인성 41 7 0 21 31
GEN18821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1 소통 19 22 13 24 22
GEN18822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2 소통 19 22 13 24 22
GEN18823 리더십개발 인성 24 20 18 20 18
GEN18824 성서인문학 인성 26 23 16 19 16
GEN18825 인성과예티켓 인성 60 13 7 13 7
GEN18826 교회음악 감성 25 50 0 0 25
GEN18827 대중음악과현대사회 감성 0 100 0 0 0
GEN18828 댄스스포츠 수행 0 33 0 0 67
GEN18829 문화예술교육개론 소통 15 15 25 30 15
GEN18830 미술감상법 감성 15 30 25 15 15
GEN18831 생활사진 감성 9 30 22 13 26
GEN18832 서양음악미술로의여행 감성 8 36 28 24 4
GEN18833 세계의음악과우리가락 감성 0 35 12 18 35
GEN18835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세상 감성 19 38 12 19 12
GEN18836 예술과리듬 지성 15 29 32 12 12
GEN18837 웰빙요가 인성 57 0 0 0 43
GEN18838 음악을통한세상보기 감성 23 29 13 22 13
GEN18839 인물로본음악의역사 감성 23 29 12 23 13
GEN18841 칸초네와오페라아리아의해설및감상 감성 13 50 6 25 6
GEN18842 헬스바디디자인1 수행 15 0 30 0 55
GEN18843 현대인과오페라 감성 18 35 29 18 0
GEN18844 글로벌스포츠문화유산답사기 지성 0 0 57 0 43
GEN18845 스포츠와건강 지성 25 0 50 0 25
GEN18846 헬스바디디자인2 수행 15 0 30 0 55
GEN18847 현대축구의전략과전술 수행 0 0 23 0 77
GEN18848 나섬진로캠프 수행 20 20 16 20 24
GEN18849 나섬취업캠프 수행 20 20 16 20 24
GEN18851 여대생커리어개발 수행 19 8 23 12 38
GEN18854 행정달인현장특강 수행 20 18 20 18 24
GEN18855 히든챔피언성공CEO특강 수행 20 18 20 18 24
GEN18856 공직입문하기 지성 16 16 28 16 24
GEN18861 수험행정법 지성 12 0 42 0 46
GEN18862 수험행정학 지성 0 0 42 0 58
GEN18863 실전취업실무한자 지성 14 0 45 14 27
GEN18864 여대생커뮤니케이션스킬업 수행 16 20 20 20 24
GEN18865 이미지메이킹 수행 16 20 20 20 24
GEN18866 고령사회의이해와전망 인성 40 17 23 20 0
GEN18867 음악과인생 인성 40 27 3 20 10
GEN18916 실용한국어 소통 11 11 14 43 21
GEN18917 유학생을위한한국문화의이해 지성 0 24 32 24 20
GEN18918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1 수행 15 5 20 15 45
GEN18919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2 수행 15 5 20 15 45
GEN18920 한국어프레젠테이션 수행 0 17 31 17 35
GEN18921 한국을만나다 지성 10 21 28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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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영역)

Ⅰ.
기초
교양교육

1. 글쓰기교육
1) 기초글쓰기

2) 심화글쓰기

2. 외국어교육 3) 글로벌의사소통

3. 4차산업기반교육 4) 창의와소프트웨어

Ⅱ.
중핵
교양교육

1. 나섬인성교육
1) 기독교인성교육

2) 아펜젤러인성교육

2. 균형기초학문교육

1) 인문과철학(인문)

2) 경제와사회(사회과학)

3) 과학과수리(자연과학)

4) 문화와예술(예술)

Ⅲ.
일반
교양교육

1. 주제교양교육

1) 자연과과학

2) 인간과문명

3) 사회와문화

4) 도덕과종교

5) 예술과여가

2. 취·창업실무교육
1) 취·창업

2) 기술·실무

3. 유학생교양교육
1) 언어기반한국어교육

2) 지식기반한국어교육

5. 교양교육과정 교양영역 분류

6.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

이수구분 교과목 / 영역 학점

교필

채플1,2,3,4 0

8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2

배재인의대학설계1,2 0

배재리더십1,2,3,4 4

기초글쓰기 2

교필선

글로벌의사소통영역1 2

16

글로벌의사소통영역2 2

심화글쓰기영역 2

창의와 소프트웨어영역 2

취·창업실무영역 4

균형기초
학문영역

인문과철학

4
경제와사회

과학과수리

문화와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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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양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교필 GEN18101 채플1 Chapel1 0 1 0 P/NP

1　2 교필 GEN18102 채플2 Chapel2 0 1 0 P/NP

2 1 교필 GEN18103 채플3 Chapel3 0 1 0 P/NP

2　2 교필 GEN18104 채플4 Chapel4 0 1 0 P/NP

1 교필 GEN18106 기초글쓰기 University Basic Writing 2 2 0 　

1 2 교필 GEN18109 배재리더십1 Paichai Leadership1 1 0 1 P/NP

2 1 교필 GEN18110 배재리더십2 Paichai Leadership2 1 0 1 P/NP

2 2 교필 GEN18111 배재리더십3 Paichai Leadership3 1 0 1 P/NP

3 1 교필 GEN18112 배재리더십4 Paichai Leadership4 1 0 1 P/NP

1 1 교필 GEN18113 배재인의대학설계1
Designing University 
curriculum at Paichai1

0 0 0 P/NP

1 2 교필 GEN18114 배재인의대학설계2
Designing University 
curriculum at Paichai2

0 0 0 P/NP

1 교필 GEN18115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
Christian Spirit and 
Appenzeller Character 

2 2 0 　

1 1 교필 GEN18151 대학설계와포트폴리오
Campus life design and 
portfolio

2 2 0 　

1 1 교필 GEN18152 컴퓨터활용과MOS
Computer Applications and 
MOS

2 1 2 　

2 1 교필 GEN18153 지식재산권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2 2 0 　

2 2 교필 GEN18154 창업과기업가정신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2 2 0 　

3 1 교필 GEN18155 창업경영및회계
Management and 
Accounting for Start-Up 
Business

2 2 0 　

3 2 교필 GEN18156 이미지메이킹 Image Making 2 2 0 　

1 1 교필선 GEN18201 의사소통영어1 Communicative English 1 2 2 0

1 2 교필선 GEN18202 의사소통영어2 Communicative English 2 2 2 0

1 1 교필선 GEN18203 의사소통독일어1 Communicative German1 2 2 0

1 2 교필선 GEN18204 의사소통독일어2 Communicative German2 2 2 0

1 1 교필선 GEN18205 의사소통프랑스어1 Communicative French1 2 2 0

1 2 교필선 GEN18206 의사소통프랑스어2 Communicative French2 2 2 0

1 1 교필선 GEN18207 의사소통스페인어1 Communicative Spanish1 2 2 0

1 2 교필선 GEN18208 의사소통스페인어2 Communicative Spanish2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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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교필선 GEN18209 의사소통중국어1 Communicative Chinese1 2 2 0

1 2 교필선 GEN18210 의사소통중국어2 Communicative Chinese2 2 2 0

1 1 교필선 GEN18211 의사소통일본어1 Communicative Japanese1 2 2 0

1 2 교필선 GEN18212 의사소통일본어2 Communicative Japanese2 2 2 0

1 1 교필선 GEN18213 의사소통러시아어1 Communicative Russian1 2 2 0

1 2 교필선 GEN18214 의사소통러시아어2 Communicative Russian2 2 2 0

1 교필선 GEN18215 의사소통베트남어 Communicative Vietnamese 2 2 0

1 교필선 GEN18217 의사소통아랍어 Communicative Arabic 2 2 0

1 교필선 GEN18219 의사소통태국어 Thai Languange 2 2 0

1 교필선 GEN18231 의사소통한국어1 Communicative Korean1 2 2 0

1 교필선 GEN18233 의사소통한국어2 Communicative Korean2 2 2 0

1,2 교필선 GEN18301 글로벌강소기업이야기
The story of Hidden 
champions

2 2 0

1,2 교필선 GEN18302 글로컬비즈니스마케팅 Glocal business Marketing 2 2 0

1.2 교필선 GEN18303 기술사업화개론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2 2 0

1.2 교필선 GEN18304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Blue Ocean & Foundation 
Economy

2 2 0

1.2 교필선 GEN18305 비즈니스한국어 Business Korean 2 2 0

1,2 교필선 GEN18306 사회적기업의창업 Social Entrepreneurship 2 2 0

1,2 교필선 GEN18307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
Industry Ecosystem and 
Venture Startups

2 2 0

1,2 교필선 GEN18308 원예와창업
Horticultural 
Entrepreneurship

2 2 0

1,2 교필선 GEN18309 자기경영리더십
The Self Management 
Leadership

2 2 0

1,2 교필선 GEN18310 직업과직무의이해
The understanding of Job 
and Job characteristics

2 2 0

1,2 교필선 GEN18311 직업과진로탐색
Working & Course search 
career exploration

2 2 0

1,2 교필선 GEN18312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
Job Search and 
Self-development

2 2 0

1,2 교필선 GEN18313 창업과경영이해
Uderstanding  Foundation 
& Management

2 2 0

1,2 교필선 GEN18314 창업과창업가정신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2 2 0

1,2 교필선 GEN18315 프론티어창업솔루션
Frontier Foundation 
Solution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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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2 교필선 GEN18316 핵심취업전략한국어
Korean for core career 
strategy

2 2 0

1,2 교필선 GEN18351 개인정보관리사입문 Privacy Protection General 2 2 0

1,2 교필선 GEN18352 기술창업실무
Practical Business of Start 
a Technological Enterprise

2 2 0

1,2 교필선 GEN18353 리더십과코칭스킬 Leadership and Coaching 2 2 0

1,2 교필선 GEN18354 발명과특허
Inven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2 2 0

1,2 교필선 GEN18355 방송프로듀서의세계
The World of Broadcasting 
Producers

2 2 0

1,2 교필선 GEN18356 비즈니스상상력 Business Planning 2 2 0

1,2 교필선 GEN18357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 2 2 0

1,2 교필선 GEN18358 아이디어와시장 Idea to Market 2 2 0

1,2 교필선 GEN18359 여행사창업및경영
Starting travel agency and 
management

2 2 0

3,4 교필선 GEN18360 역량개발과취업설계
Competency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2 2 0

3,4 교필선 GEN18361 유통관리사입문
Introduction to Distribution 
Management

2 2 0

3,4 교필선 GEN18362 직무능력향상 Job Capability Improvement 2 2 0

3,4 교필선 GEN18363 직업과취업전략 Strategy for Finding Jobs 2 2 0

3,4 교필선 GEN18364 핵심취업전략 Core Employment Strategy 2 2 0

1 교필선 GEN18401 기초상식한자
Basic Common Sense 
Chinese Characters

2 2 0

1 교필선 GEN18402 대학생활과인성 Campus life and Personality 2 2 0

1 교필선 GEN18403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
History & Culture of 
Southeast Asia

2 2 0

1 교필선 GEN18404 동양의미학
Asian Beauty: Aesthetics of 
the East

2 2 0

1 교필선 GEN18405 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Literature 2 2 0

1 교필선 GEN18406 배재논리학 (PaiChai)Useful Logic 2 2 0

1 교필선 GEN18407 삼국지와삶의지혜
The Wisdom of 
Sangukji(the three Korean 
Kingdoms)

2 2 0

1 교필선 GEN18408 세계문화유산답사기
Exploring World Cultural 
Heritage

2 2 0

1 교필선 GEN18411 신실크로드의언어이해
Understanding of New Silk 
Road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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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교필선 GEN18412
영화로읽는동양종교와철
학사상

Mountain Spirits and 
Flowing Water: Religions of 
East Asia through Film

2 2 0

1 교필선 GEN18414 유럽인의삶과역사
Life and History of 
Europeans

2 2 0

1 교필선 GEN18415
유학생을위한재미있는
역사이야기

Interesting History sto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1 교필선 GEN18417
인물로본동아시아
역사이야기

Story in Near Eastern 
History with a Historical 
Figure 

2 2 0

1 교필선 GEN18418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 Interesting psychology 2 2 0

1 교필선 GEN18419 중국역사바로알기
Introducing to Chinese 
History

2 2 0

1 교필선 GEN18420 중국인의밥상 Chinese Cuisine 2 2 0

1 교필선 GEN18422 철학이해와상상력 Introduction to Philosophy 2 2 0

1 교필선 GEN18423 한국사의이해
Introduction to 
Korean-History

2 2 0

1 교필선 GEN18424 현대인과정신건강
Mental health in 
contemporary life

2 2 0

1 교필선 GEN18425 현대중국역사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Chinese History

2 2 0

1 교필선 GEN18426 르네상스스토리 Renaissance Story 2 2 0

1 교필선 GEN18451 EU경제이야기 Economy of EU Countries 2 2 0

1 교필선 GEN18452 FTA와글로벌통상 FTA and Global Trade 2 2 0

1 교필선 GEN18453 국제사회와국제기구
International Society and 
Organization

2 2 0

1 교필선 GEN18455 글로벌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the Global 
Society

2 2 0

1,2 교필선 GEN18456 글로벌통상환경 Global Trade Environment 2 2 0

1 교필선 GEN18458 동남아시아경제이야기
Understanding the economy 
of Southeast Asia

2 2 0

1 교필선 GEN18460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
Problem Solving & 
Leadership

2 2 0

1 교필선 GEN18461 진로설계와기업입문
The plan of career path 
and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rporation

2 2 0

1 교필선 GEN18462 스마트생활금융
The modern society and 
Financial technology

2 2 0

1 교필선 GEN18463 시사한국어 Current Korean Reading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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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2 교필선 GEN18464 인도와브릭스경제 ndian & BRICs' Economy 2 2 0

1 교필선 GEN18465
재미있는지식재산권
이야기

Story of Interesting 
Intellectual Property

2 2 0

1 교필선 GEN18466 현대사회의부모와자녀
Contemporary Parents and 
Children

2 2 0

1 교필선 GEN18467 현대사회와재테크 Finance in the smart Life 2 2 0

1 교필선 GEN18501 과학기술과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2 2 0

1 교필선 GEN18502 과학기술의융복합적이해
Convergent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2 2 0

1 교필선 GEN18505 생활속의실용과학
Practical employment 
practice Chinese character

2 2 0

1 교필선 GEN18507 손안의유비쿼터스
Ubiquitous  Technology 
Fundamentals

2 2 0

1 교필선 GEN18508
유학생을위한생활속과학
이야기

Science story in Lif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1 교필선 GEN18509 인간과효소 Human being and Enzyme 2 2 0

1 교필선 GEN18510
재미있는정보디스플레이
세계

Introduction to Display 
World

2 2 0

1 교필선 GEN18511 정보통신입문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2 2 0

1 교필선 GEN18512
유학생을위한생활속수학
이야기

Mathematics Story in Lif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1 교필선 GEN18513 예술속과학이야기 Science story in Arts 2 2 0

1 교필선 GEN18514 생활속의수학 Mathematics in life 2 2 0

1 교필선 GEN18515 생활속의생명과학 The life sciences of life 2 2 0

1 교필선 GEN18551 건축과디자인 Architecture & Design 2 2 0

1 교필선 GEN18554 샹송,와인그리고혁명
Chanson, wine and 
revolution

2 2 0

1 교필선 GEN18555 세계축제문화
Festival Culture of the 
World

2 2 0

1 교필선 GEN18558
우리전통음악의이해와
감상

Understanding &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2 2 0

1 교필선 GEN18559 유럽박물관탐방 Visiting Europe Museum 2 2 0

1 교필선 GEN18560 유럽축제문화산업
European festival and 
culture

2 2 0

1 교필선 GEN18561 유학생을위한한국문학
Korean Litera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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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필선 GEN18562 음악어드벤쳐(음악의모험) Music Adventure 2 2 0

1 교필선 GEN18563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
차이

The Difference between 
Islamic Cultureand Christian 
Culture

2 2 0

1 교필선 GEN18564 이슬람언어와문화
The Language and Culture 
of Islam

2 2 0

1 교필선 GEN18565 중남미사회와문화콘텐츠
Latin American Societies & 
Cultures

2 2 0

1 교필선 GEN18566 지중해와인류문명
The Mediterranean Sea and 
human civilization

2 2 0

1 교필선 GEN18567 파라오와이집트문명 Socialogy of Terrorism 2 2 0

1 교필선 GEN18568 팟캐스트방송 Podcast-Broadcasting 2 2 0

1 교필선 GEN18569
패키지여행과배낭여행의
이해

Understanding of package 
travel and backpakage

2 2 0

1 교필선 GEN18570 현대건축의이해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2 2 0

1 교필선 GEN18571
화교경제권의문화와
커뮤니티

Chinese Culture and 
Community Abroad

2 2 0

1 교필선 GEN18601 SNS활용1인미디어제작
One-Person Media 
Production Using SNS

2 2 0

1 교필선 GEN18602 대학인을위한엑셀 Excel for College Students 2 1 2

1 교필선 GEN18603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Powerpoint for College 
Students

2 1 2

1 교필선 GEN18604 동영상편집기초
Introduction to Moving 
Picture Editing

2 1 2

1 교필선 GEN18605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
DIgital Society & Digitial 
Culture

2 2 0

1 교필선 GEN18606 사물인터넷의이해
Internet of things(IoT) in 
daily life

2 2 0

1 교필선 GEN18607 비즈니스컴퓨터활용
Business Computer 
Application

2 1 2

1 교필선 GEN18608 인터넷과정보관리
Internet and Information 
Management

2 1 2

1 교필선 GEN18609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
기초

Computer Basice for 
campus Life

2 1 2

1 교필선 GEN18610 컴퓨터와생활수학
Applied Computing for 
Daily Life Mathematics

2 2 0

1 교필선 GEN18611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 Powerpoint Inforgraphics 2 1 2

1 교필선 GEN18612 포토샵그래픽활용
Graphic Creations with 
Photoshop Graphic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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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필선 GEN18613 대학인을위한워드와한글 Word for College Students 2 1 2

1 교필선 GEN18614 대학인을위한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for 
College Students

2 1 2

1 교필선 GEN18615 소프트웨어입문 Introduction to Software 2 1 2

1 교필선 GEN18616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ig Data

2 2 0 

2 교필선 GEN18651 고전읽기세미나
Classical work reading 
seminar

2 2 0

2 교필선 GEN18652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
Writing communication with 
the citizens of the world

2 2 0

2 교필선 GEN18653 실용글쓰기와토론
Practical Writing and 
Dscussion

2 2 0

2 교필선 GEN18654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
Artistic imagination and 
writing

2 2 0

2 교필선 GEN18655 유학생을위한심화글쓰기
Advanced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2 교필선 GEN18656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Self-reflection writing and 
discussion

2 2 0

2 교필선 GEN18657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 Fantasy,SF&Imagination 2 2 0

2 교필선 GEN18658
학술적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Academic Writing and 
Presentation

2 2 0

교선 GEN18409 세상의문자이야기
The Story of Writing: from 
Hieroglyphs to Alphabets

2 2 0

교선 GEN18410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spanish countries

2 2 0

교선 GEN18413 영화와철학 Cinema & Philosophy 2 2 0

교선 GEN18416 인도의역사문화지리
Indian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2 2 0

교선 GEN18421
즐거운인생을위한
철학이야기

Philosophy of Happiness 2 2 0

교선 GEN18454 글로벌리더십 Global Leadership 2 2 0

교선 GEN18457 금융시장의이해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Markets thanks

2 2 0

교선 GEN18459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
Latin American Economy & 
Business

2 2 0

교선 GEN18503 과학사 History of Science 2 2 0

교선 GEN18552 모바일작곡 Mobile Musical Composition 2 2 0

교선 GEN18553 북유럽이야기 The story of Northern Europ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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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GEN18556 아카펠라앙상블 A Cappella Ensemble 2 2 0

교선 GEN18557 알프스문화기행 The Alps Cultural 2 2 0

교선 GEN18701 사회봉사1
Credit for Voluntary Work 
1

1 0 0 P/NP

교선 GEN18702 사회봉사2
Credit for Voluntary Work 
2

1 0 0 P/NP

교선 GEN18703 4차산업혁명과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2 2 0 　

교선 GEN18704 건강장수와생명산업
Health Longevity and Life 
Industry

2 2 0 　

교선 GEN18705 술의두얼굴
Janus-faced Alcoholic 
Beverages

2 2 0 　

교선 GEN18706 나노과학기술여행 
The travel of nano science 
and nano Technology

2 2 0 　

교선 GEN18707 도시와나무 City and Tree 2 2 0 　

교선 GEN18708 문화와사회속의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n 
Culture and Society

2 1 2 　

교선 GEN18709 수학의여행 Storytelling by Mathmatics 2 2 0 　

교선 GEN18710 숲힐링캠프 Forest healing camp 2 2 0 　

교선 GEN18711 인간과우주 Man and Universe 3 3 0 　

교선 GEN18712 컴퓨터와범죄 Computer & Crime 2 2 0 　

교선 GEN18713 환경과자원 Environment and Resources 2 2 0 　

교선 GEN18714 생명현상의이해
Understanding of Life 
phenomenon

2 2 0 　

교선 GEN18715 생활원예 Practical Horticulture 2 2 0 　

교선 GEN18716 자연과학의이해
Natural Understanding of 
Science

2 2 0 　

교선 GEN18717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
성현의지혜

Stories of Idioms and 
Ancient wisdom

2 2 0 　

교선 GEN18718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 
Understanding the Orient & 
the West History through 
photography

2 2 0 　

교선 GEN18719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
The Nomadic Life in 
Oriental History

2 2 0 　

교선 GEN18720 로마역사와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Rome

2 2 0 　

교선 GEN18721
문명간의충돌과공존
그리고화해

Conflicts,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Civilizations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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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GEN18722 베트남역사와문화
History & culture of 
Vietnam

2 2 0 　

교선 GEN18723 예술로읽는세계사 World History Arts 2 2 0 　

교선 GEN18724 우리문화재의이해
Understanding Korea 
Cultural

2 2 0 　

교선 GEN18725 인문학의향기 Perfume of Humanities 2 2 0 P/NP

교선 GEN18726 차마고도와소수민족
Ancient tea route and 
ethnic minorities

2 2 0 　

교선 GEN18727 한글의역사와계몽의시대
History of Hangeul and the 
era of enlightenment: What 
is the Paichailogy?

2 2 0 　

교선 GEN18728 한반도와열강의역사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Powers

2 2 0 　

교선 GEN18729 A+학습전략 A+ Learning Strategies 2 2 0 　

교선 GEN18730 JLPT일본어1 JLPT Japanese1 2 2 0 　

교선 GEN18731 JLPT일본어2 JPT Japanese2 2 2 0 　

교선 GEN18732 JPT일본어1 JPT Japanese1 2 2 0 　

교선 GEN18737 SNS중국어 SNS Chinese 2 2 0 　

교선 GEN18738 공인영어스피킹 TOEIC Speaking 2 2 0 　

교선 GEN18739 관광비즈니스베트남어
Tourism-business 
Vietnamese

2 2 0 　

교선 GEN18740 관광비즈니스태국어 Tourism-business Thai 2 2 0 　

교선 GEN18741 관광이벤트문화 Tourism Event Culture 2 2 0 　

교선 GEN18742 국가안보론 National Security Theory 2 2 0 　

교선 GEN18743 국제개발선교영어
International Development 
Mission English

2 2 0 　

교선 GEN18745 다문화교육의이해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2 2 0 　

교선 GEN18746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Relations & 
Communication

2 2 0 　

교선 GEN18747 대전의재발견 Rediscovery of Daejeon 2 2 0 P/NP

교선 GEN18748 동아시아역사와문화
History and culture of  
East Asia

2 2 0 　

교선 GEN18749 드라마실용중국어회화
Practical Chinese 
Conversation in Drama

2 2 0 　

교선 GEN18750 드라마영어 Drama English 2 2 0 　

교선 GEN18751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 Latin America Culture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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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GEN18752 러시아도시산책 Portrait of Russian cities 2 2 0 　

교선 GEN18753 무기체계론 Weapons System Theory 2 2 0 　

교선 GEN18754 무역의이해 Introduction to Trade 2 2 0 　

교선 GEN18755 미디어콘텐츠의이해
Understanding of Media 
Contents

2 2 0 　

교선 GEN18756 발표와토론 Presentation & Discussion 2 2 0 　

교선 GEN18757 북한학 North Koreanology 2 2 0 　

교선 GEN18758 빅데이터와세상읽기
Understanding World with 
Bid Data

2 2 0 　

교선 GEN18759 생활과법률 A Law in Life 2 2 0 　

교선 GEN18760 성과권력 Gender & Authority 3 3 0 　

교선 GEN18761 수화로세상다시보기 Korean Sign Language 2 2 0 　

교선 GEN18762 신실크로드의사회와문화
Culture & Society of New 
Silk Road

2 2 0 　

교선 GEN18763 실용금융 Practical finance 2 2 0 　

교선 GEN18764 실용영어회화1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1

2 2 0 　

교선 GEN18765 실용영어회화2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2

2 2 0 　

교선 GEN18766 실전취업준비영어
Resume writing and 
interview skills

2 2 0 　

교선 GEN18767 실전취업실무영어
Business communication 
and practical usage in the 
workplace

2 2 0 　

교선 GEN18768 실전취업준비일본어 Business Japanese 1 2 2 0 　

교선 GEN18769 실전취업실무일본어 Business Japanese 2 2 2 0 　

교선 GEN18770 실전취업실무중국어 Practical Business Chinese 2 2 0 　

교선 GEN18771 심리학의이해 Introduction to Psychology 2 2 0 　

교선 GEN18772 아시아공동체론 Asias Cmmunication 2 2 0 　

교선 GEN18773 알기쉬운부동산금융 Easy Real Estate Finance 2 2 0 　

교선 GEN18774 애니메이션일본어 Japanese Animation 2 2 0 　

교선 GEN18775 언론인의첫걸음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and Broadcasting

2 2 0 　

교선 GEN18776 언어와매체로본한국문화
Korean Culture Through 
Language & Media

2 2 0 　

교선 GEN18777 영문법 English Grammar 2 2 0 　

교선 GEN18778 영어듣기1 English Listening 1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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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GEN18779 영어듣기2(영화) English Listening 2(Movies) 2 2 0 　

교선 GEN18780 영어듣기심화(뉴스)
Advanced English 
Listening(News)

2 2 0 　

교선 GEN18781 영어쓰기1 English Writing 1 2 2 0 　

교선 GEN18782 영어쓰기2 English Writing 2 2 2 0 　

교선 GEN18783 영어어휘어법
English Vocabulary  
Practical Usage

2 2 0 　

교선 GEN18784 영어읽기1 English Reading 1 2 2 0 　

교선 GEN18785 영어읽기2 English Reading 2 2 2 0 　

교선 GEN18786 영화로보는아시아문화
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through Film

2 2 0 　

교선 GEN18787 유럽명품산업 Europe luxury industry 2 2 0 　

교선 GEN18788 유럽문화의이해
Introduction of Europe 
Culture

2 2 0 　

교선 GEN18789
인터넷으로일본트렌드
엿보기

Trend in Japan 2 2 0 　

교선 GEN18790 일본미디어&대중문화
Japanese media and 
popular culture

2 2 0 　

교선 GEN18791 일본어실용회화1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1

2 2 0 　

교선 GEN18792 일본어실용회화2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2

2 2 0 　

교선 GEN18793 일본어쓰기 Japanese writing 2 2 0 　

교선 GEN18794 일본어한단계업1 Japanese Listening 1 2 2 0 　

교선 GEN18795 일본어한단계업2 Japanese Listening 2 2 2 0 　

교선 GEN18796 일본오타쿠문화 Japanese otaku culture 2 2 0 　

교선 GEN18797 자기표현과말하기 Self-expression and Speech 2 2 0 　

교선 GEN18798 전쟁사 War History 2 2 0 　

교선 GEN18799 정치의이해 Understanding of political 2 2 0 　

교선 GEN18800 중국문화기행
Introduction to Chinese 
Culture

2 2 0 　

교선 GEN18801 중국어한단계업 One Step Up Chinese 2 2 0 　

교선 GEN18802 중국을만나다 Meeting China 2 2 0 　

교선 GEN18803 중국테마여행 China Theme Travel 2 2 0 　

교선 GEN18804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
Middle East and Africa 
Thematic Travel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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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GEN18805
청년의삶과21세기민주
시민

Young People's Life and 
21c Citizenship

2 2 0 　

교선 GEN18806 캠퍼스중국어 Campus Chinese 2 2 0 　

교선 GEN18807 컨설팅의이해 Understanding Consulting 2 2 0 　

교선 GEN18808 토론영어 Debate English 2 2 0 　

교선 GEN18809 토익550 TOEIC550 2 2 0 　

교선 GEN18810 토익700 TOEIC700 2 2 0 　

교선 GEN18811 토플 TOEFL 2 2 0 　

교선 GEN18812 해외어학연수1
Foreign Language Study 
Abroad 1

2 0 0 P/NP

교선 GEN18813 해외어학연수2
Foreign Language Study 
Abroad 2

2 0 0 P/NP

교선 GEN18814 해외문화체험1
International Cultural 
Practice 1

2 0 0 P/NP

교선 GEN18815 해외문화체험2
International Cultural 
Practice 2

2 0 0 P/NP

교선 GEN18816 현대러시아의이해
Understanding about 
Contemporary Russia

2 2 0 　

교선 GEN18817 회계의기초
The Fundamentals of 
Accounting

2 2 0 　

교선 GEN18818 여행블로그영문작성법 Travel Blog Writing 2 2 0 　

교선 GEN18819 프랑스투데이 France Today 2 2 0 　

교선 GEN18820 리더십 Leadership 2 2 0 　

교선 GEN18821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1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1

2 2 0 　

교선 GEN18822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2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2 2 0 　

교선 GEN18823 리더십개발
Theory and Practice of 
Leadership

2 2 0 　

교선 GEN18824 성서인문학 Biblical Humanities 3 3 0 　

교선 GEN18825 인성과예티켓 Personality & Etiquette 2 2 0 　

교선 GEN18826 교회음악 Music of Church 2 2 0 　

교선 GEN18827 대중음악과현대사회
Popular music in Modern 
Society　

2 2 0 　

교선 GEN18828 댄스스포츠 Dance Sport 1 0 2 　

교선 GEN18829 문화예술교육개론
Introduc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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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교선 GEN18830 미술감상법 Way to Art Appreciation 3 3 0 　

교선 GEN18831 생활사진 Living Photo 2 2 0 　

교선 GEN18832 서양음악미술로의여행
A Journey into the Western 
Music and Fine Art

2 2 0 　

교선 GEN18833 세계의음악과우리가락
Korean Music in the 
Context of the World

2 2 0 　

교선 GEN18834 안전관리와응급구조
Safety Supervision and 
Emergency Services　

2 2 0 　

교선 GEN18835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
세상

Theater like Life, Movie 
like Real World

2 2 0 　

교선 GEN18836 예술과리듬 Art and Rhythm 2 2 0 　

교선 GEN18837 웰빙요가 Wellbeing yoga 1 0 2 　

교선 GEN18838 음악을통한세상보기
Explaining and Admiration 
of Canzone & Operatic 
Arias

2 2 0 　

교선 GEN18839 인물로본음악의역사
Musical History with 
Character

2 2 0 　

교선 GEN18841
칸초네와오페라아리아의
해설및감상

Explaining and Admiration 
of Canzone & Operatic 
Arias

2 2 0 　

교선 GEN18842 헬스바디디자인1 Health Body Design1 1 0 2 　

교선 GEN18843 현대인과오페라 Opera & Modern Society 2 2 0 　

교선 GEN18844
글로벌스포츠문화유산
답사기

Exploring the Global Sports 
Heritage

2 2 0 　

교선 GEN18845 스포츠와건강 Sport and Health 2 2 0 　

교선 GEN18846 헬스바디디자인2 Health Body Design2 1 0 2 　

교선 GEN18847 현대축구의전략과전술
Strategy and Tactics of 
Modern Football

1 0 2 　

교선 GEN18848 나섬진로캠프
Nasum Career Training 
Camp

1 0 0 P/NP

교선 GEN18849 나섬취업캠프
Nasum Employment 
Training Camp

1 0 0 P/NP

교선 GEN18850 벤처실전전략
Practices in Strategy 
Formulation for Venture 
Startups

2 2 0 　

교선 GEN18851 여대생커리어개발
Women Career 
Development

2 2 0 　

교선 GEN18852
창업기업의회계·세무
관리

Accounting & Taxation 
Management for Startups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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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교선 GEN18854 행정달인현장특강
Special Lecture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2 2 0 　

교선 GEN18855 히든챔피언성공CEO특강
Special Lecture by Famous 
CEO

2 2 0 　

교선 GEN18856 공직입문하기
Personnel Administration in 
Public Agency

2 2 0 　

교선 GEN18857 수험경제학
Economics for Qualified 
Test

2 2 0 　

교선 GEN18858 수험국어 Korean for Qualified Test 2 2 0 　

교선 GEN18859 수험영어 English for Qualified Test 2 2 0 　

교선 GEN18860 수험한국사
Korean History for 
Qualified Test

2 2 0 　

교선 GEN18861 수험행정법
Administrative Law for 
Qualified Test

2 2 0 　

교선 GEN18862 수험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ination

2 2 0 　

교선 GEN18863 실전취업실무한자
Practical employment 
practice Chinese character

2 2 0 　

교선 GEN18864
여대생커뮤니케이션
스킬업

Women communication 
Skill-up

2 2 0 　

교선 GEN18865 이미지메이킹 Image-Making 2 2 0 　

교선 GEN18866 고령사회의이해와전망
Understanding and prospect 
of aged society

2 2 0

교선 GEN18867 음악과인생 Music and Life 2 2 0

교선 GEN18870
MOOC(디자인씽킹을통한
통찰훈련)

MOOC(Design Thinking for 
Insight)

1 0 0 P/NP

교선 GEN18871 파리산책 Paris City Walk 2 2 0

교선 GEN18872 인도네시아언어와문화
Language and Culture of 
Indonesia

2 2 0

3 교선 GEN18873 안보학 Security science 3 0 6

3 교선 GEN18874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Safety and organizational 
case study

3 0 6

4 교선 GEN18875 조직리더십 Organizational Leadership 3 0 6

4 교선 GEN18876 조직리더십사례연구
Organizational Leadership 
case study

3 0 6

교선 GEN18916 실용한국어
Practical Korean 
Conversation

2 2 0 　



991

8. 교양교과목 해설

 GEN18101 채플1(Chapel 1, 0-1-0)

이 과목은 건학이념에 바탕이 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신과 이웃과 사회

와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 복음에 기반한 섬김

의 리더십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GEN18102 채플2(Chape2 1, 0-1-0)

이 과목은 건학이념에 바탕이 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신과 이웃과 사회

와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 복음에 기반한 섬김

의 리더십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GEN18103 채플3(Chape3 1, 0-1-0)

이 과목은 건학이념에 바탕이 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신과 이웃과 사회

와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 복음에 기반한 섬김

의 리더십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GEN18104 채플4(Chape4 1, 0-1-0)

이 과목은 건학이념에 바탕이 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자신과 이웃과 사회

와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 복음에 기반한 섬김

의 리더십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교선 GEN18917
유학생을위한한국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2 0 　

교선 GEN18918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1
The actual Korean 
proficiency 1

2 2 0 　

교선 GEN18919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2
The actual Korean 
proficiency 2

2 2 0 　

교선 GEN18920 한국어프레젠테이션 The Korean presentation 2 2 0 　

교선 GEN18921 한국을만나다 Meeting Korea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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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106 기초글쓰기(University Basic Writing, 2-2-0)

이 과목은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 신입생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

우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대학생의 의사소

통 능력을 함양할 것이다.

 GEN18109 배재리더십1(Paichai Leadership 1, 1-0-1)

이 과목은 배재학당을 창립하신 아펜젤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배재대학교 

학우들이 청년 아펜젤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

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공에 따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이

끌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학우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GEN18110 배재리더십2(Paichai Leadership 2, 1-0-1)

이 과목은 배재학당을 창립하신 아펜젤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배재대학교 

학우들이 청년 아펜젤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

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공에 따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이

끌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학우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GEN18111 배재리더십3(Paichai Leadership 3, 1-0-1)

이 과목은 배재학당을 창립하신 아펜젤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배재대학교 

학우들이 청년 아펜젤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

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공에 따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이

끌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학우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GEN18112 배재리더십4(Paichai Leadership 4, 1-0-1)

이 과목은 배재학당을 창립하신 아펜젤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배재대학교 

학우들이 청년 아펜젤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

고,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전공에 따른 진로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를 이

끌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학우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천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GEN18113 배재인의대학설계1(Designing University curriculum at Paichai 1, 0-0-0)

이 과목은 신입생인 5대 역량을 골고루 균형있게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설계를 지도하는데 목표를 둔다. 신입생의 필수역량을 자가진단 및 객

관진단 검사의 2가지 검사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이 자기분석 결과를 입

력하면 교양 학사 및 비교과 활동을 지도하고 상담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이 자

기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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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114 배재인의대학설계2(Designing University curriculum at Paichai 2, 0-0-0)

이 과목은 교과는 신입생이 5대 역량을 골고루 균형있게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설계를 지도하는 데 목표를 둔다. 신입생의 필수역량을 자가진

단 및 객관진단 검사의 2가지 검사로 평가하고, 검사결과와 1학기 교양지도교수

의 상담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생활을 설계한 내용을 학생 자기분석 결과에 입력

하면 교양 학사 및 비교과 활동을 지도하고 상담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도록 돕고자 한다.

 GEN18115 기독교정신과아펜젤러인성(Christian Spirit and Appenzeller Character, 

2-2-0)

배재학당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창립자인 아펜젤러의 나눔과 섬김의 삶

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다.

 GEN18151 대학설계와포트폴리오(Campus life design and portfolio, 2-2-0)

대학 시절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

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대학 입학부터 자신과 전공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

합한 진로를 모색한 후 체계적인 준비의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대학생활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재학 중의 경력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GEN18152 컴퓨터활용과MOS(Computer Applicstion& MOS, 2-2-0)

MOS는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Microsoft사가 직접 인증하는 국제공인자격증

으로 170여 개 기업 및 대학에서 신입사원 선발, 인사고과, 승진 및 대학입학, 졸

업 인증 자격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기술과 기능을 반복 학습하므로 파워포인트 및 워드 MOS 자

격증취득을 돕고, 학생 개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뿐 아니라 취업/진학 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

량 있는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GEN18153 지식재산권개론(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2-2-0)

급격하게 진화하는 Global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

하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실제로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권들이 어떻게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

에 접목되어 활용되는지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소개함으로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현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전략과 특허침해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인터넷의 발전과 기술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개념들의 지

식재산권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식재산 보호의 변천과정과 지식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을 알 수 있게 한다.



994

 GEN18154 창업과기업가정신(Start-up and Entrepreneurship, 2-2-0)

강의개요: 기업가 정신을 익히고 창업과 성과 내는 경영관리 방법을 습득한다.

학습목표: 1.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이해한다. 2. 기업가의 혁신전략을 이해한다. 

3. 기업가적 경영관리의 실천방법을 습득한다.

 GEN18156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2-2-0)

21세기 급진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사회에

서는 구성원의 올바른 인성이 요구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에 필요한 재원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

드를 가질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GEN18201 의사소통영어1(Communicative English 1, 2-2-0)

이 과목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향후 영어 학습이 지속 발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휘 및 문법 학습, 말하기, 듣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읽기와 쓰기도 병

행함으로써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GEN18202 의사소통영어2(Communicative English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영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영어1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학생들이 기초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18203 의사소통독일어1(Communicative German 1, 2-2-0)

이 과목은 독일어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초급 독일어 과정이

다. 간단한 독일어 문장을 배움으로써 독일이나 유럽 여행 및 독일계 직장에서 

일할 경우 간단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GEN18204 의사소통독일어2(Communicative German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독일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독일어1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GEN18205 의사소통프랑스어1(Communicative French 1, 2-2-0)

이 과목은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발음을 익히게 하

고, 각 단원별 대화문에 나오는 어휘 및 문법, 표현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프랑스

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교과목이다. 아울러 프랑

스어와 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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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206 의사소통프랑스어2(Communicative French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프랑스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프랑스어1을 선택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GEN18207 의사소통스페인어1(Communicative Spanish 1, 2-2-0)

이 과목은 기초적인 스페인어를 숙지하기 위하여 스페인어가 갖는 문법체계의 

근간을 이해하고 확립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며 외국어 교육을 통해 그들의 문화

와 사고체계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GEN18208 의사소통스페인어2(Communicative Spanish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스페인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스페인어1을 선택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기초적인 스페인어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하여 스페인어의 어휘력을 늘리고 문장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

함으로써 독해와 작문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한다.

 GEN18209 의사소통중국어1(Communicative Chinese 1, 2-2-0)

이 과목은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어 발음, 성조

를 익히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중국어 생활문을 익히

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말하기와 더불어 중국어 한자에 대한 쓰기 훈련과 간단

한 상용어구를 작문할 수 있는 작문 능력도 배양할 것이다.

 GEN18210 의사소통중국어2(Communicative Chinese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중국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중국어1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1학기에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좀 더 

확장된 어휘와 문형을 익힌다.

 GEN18211 의사소통일본어1(Communicative Japanese 1, 2-2-0)

이 과목은 일본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수업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각 과의 내용으로는 대학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형과 단어를 반복, 습득하게 하여 여러 상황에 알맞게 대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길러준다. 실용적인 내용의 회화문을 통해 초급 

문법과 자주 사용되는 기본 한자를 학습한다.

 GEN18212 의사소통일본어2(Communicative Japanese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일본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일본어1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의사소통일본어 1에서 습득한 명사で

す·동사ます형을 발전시켜, 동사 활용과 형용사 활용을 배운다. 또한 일상생활

에서 많이 쓰이는 문형을 습득하고 한자에 비중을 두어,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

을 정도의 실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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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213 의사소통러시아어1(Communicative Russian 1, 2-2-0)

이 과목은 러시아어의 발음과 어휘, 초급 수준의 문법, 작문 및 독해능력을 익힘

으로써 러시아어의 기본적인 구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GEN18214 의사소통러시아어2(Communicative Russian 2, 2-2-0)

이 과목은 의사소통러시아어1의 심화과정으로 의사소통러시아어1을 선택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2학기에 개설되는 강좌이다.

 GEN18215 의사소통베트남어(Communicative Vietnamese, 2-2-0)

이 과목은 베트남 전반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베트남어 알파벳 및 성조(6성) 습득을 

통해 베트남어를 정확하게 쓰고 발음할 수 있도록 한다(북부기준). 이후 일방적인 회화 

문장 주입이 아닌 쌍방회화 및 그룹대화(상황설정)를 통해 베트남어에 대해 이해한다.

 GEN18217 의사소통아랍어(Communicative Vietnamese, 2-2-0)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모로코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오

만까지 22개 아랍국가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며, 1973년 UN의 6개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전세계 57개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언어로 사용하

고 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인류가 주로 사용할 언어 중의 하나로 

아랍어를 꼽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린지 오래 되었지만 아랍 세계는 여전

히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아랍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 접촉하고 함께 일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데에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아랍어의 기본

표현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아랍어 속에 배어있

는 아랍인의 문화와 의식구조와 그들의 관습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GEN18219 의사소통태국어(Communicative Thai Languange, 2-2-0)

기초적인 태국어의 문자(자음과 모음)를 익히고 태국어의 성조법, 발음 및 언어 

청취력을 배양하여 태국어 기본 회화를 익힌다.

 GEN18231 의사소통한국어1(Communicative Korean 1, 2-2-0)

이 과목은 대학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바탕으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듣기,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수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

감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18233 의사소통한국어2(Communicative Korean 2, 2-2-0)

이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

다.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루 갖

출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공부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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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301 글로벌강소기업이야기(The story of Hidden champions, 2-2-0)

히든챔피언 개념, 히든챔피언의 특징, 한국의 중소·중견기업현황, 글로벌 히든

챔피언 사례, 배울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GEN18302 글로컬비즈니스마케팅(Glocal Business Marketing, 2-2-0)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무역국가로, 국내 기업의 약 80%가 직간

접적으로 수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무역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목은 해

외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 취업에 대비하여 해외마케팅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외마케팅의 기초적인 지식과 주요해외시장의 특성을 익힐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EN18303 기술사업화개론(Technology Commercialization, 2-2-0)

기술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계속 개발되고 있다. 원하

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도움뿐만 아니라 좋고 훌륭한 기획 또는 

계획도 기술의 일부분이 된다. 기술을 인간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써 이해

하고 도움을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학습한다. 

기술기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기업가정신으로서 시장에서 도움이 되는 기

술의 확보와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한다.

 GEN18304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Blue Ocean & Foundation Economy, 2-2-0)

창업을 위한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수립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와 요소, 

비즈니스 모델의 큰 그림, 비즈니스 모델 환경, 비즈니스 모델 평가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리콘밸리 등에서의 벤처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

하고 동력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GEN18305 비즈니스한국어(Business Korean, 2-2-0)

본 수업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

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를 익히게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

세 등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한국 관련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한다.

 GEN18306 사회적기업의창업(Social Entrepreneurship, 2-2-0)

창업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홍보․마케팅, 유통, 

시장분석, 고객관리 등의 입문자적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창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창업 계획 및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사회적 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기업

의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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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307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Industry Ecosystem and Venture Startups, 2-2-0)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플랫폼 리더들이 주도하는 산업생태계에서 벤처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학습하고 개인별로 플랫폼 기반의 창업 아이

디어를 개발하고 발표하고 토의한다.

 GEN18308 원예와창업(Horticultural Entrepreneurship, 2-2-0)

창업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작성, 홍보·마케팅, 유통, 

시장분석, 고객관리 등의 입문자적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창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창업 계획 및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예적 바탕의 기본 개념과 아이템 선정을 위하여 농산물 및 원예산물의 재배, 

관리, 문화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GEN18309 자기경영리더십(The Self Management Leadership, 2-2-0)

성공적인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 강좌를 

통해서 첫째, 자기 변화와 리더십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공유한

다. 둘째, 조직 생활에서 발생하는 리더십의 유형별 사례 연구를 통해 조직 관리

에 필요한 리더의 역량과 자질을 학습한다. 셋째, 자기에 맞는 리더십의 개발과 

액션 플랜을 실행해본다.

 GEN18310 직업과직무의이해(The understanding of Job and Job characteristics, 

2-2-0)

직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직무의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역량을 갖춘다. 직무를 영역별로 분류·분석하고, 예시를 통

해 직무의 이해를 학습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의 탐색을 통해 직업역량의 동기 

부여를 갖게 한다.

 GEN18311 직업과진로탐색(Working & Course search career exploration, 2-2-0)

급격한 사회의 변동으로 직업도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다양화·전문화·세

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직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

하고, 전공 분야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을 탐색하며, 희망직업에 따라 그 

직업의 기본적인 특징과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여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학습한다.

 GEN18312 직업의탐색과자기계발(Exploring Career and Self-Improvement, 2-2-0)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개인별 진로 탐색 및 진로 설정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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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313 창업과경영이해(Uderstanding Foundation & Management, 2-2-0)

벤처창업의 경영기반을 이해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가, 벤처환경, 성공과 실패요

인, 경영전략, 자금조달, 국제화, 기업공개 등 벤처창업과 경영의 전반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들 개념을 중소벤처기업 분야에 적응하는 응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GEN18314 창업과창업가정신(Start-up and Entrepreneurship, 2-2-0)

사회에 나가면 조직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 생활을 잘하려면 매

니지먼트를 잘해야 한다. 하지만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은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이유이다. 기업을 세울 때도 기업가정신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려할 때도 필요하다. 구성원에게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

는 이유이다. 조직인의 경쟁력으로 기업가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GEN18315 프론티어창업솔루션(Frontier Foundation Solution, 2-2-0)

잠재력과 용이성이 가장 높은 창업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고 벤처창업을 위한 사

업계획서 작성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행방안, 그리고 사

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고려요소 등에 관해 학습하며, 국내외 벤처창업 성공사례

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그 성공원인을 토론한다.

 GEN18316 핵심취업전략한국어(Korean for core career strategy, 2-2-0)

취업에서의 서류 작성과 면접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취업경쟁력을 향상

시켜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근 채용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

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 면접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신있게 취

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GEN18351 개인정보관리사입문(Privacy Protection General, 2-2-0)

본 교과목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기정보를 지키기 위한 일반적 이해부터 공공 및 민간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사라는 타이틀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결정권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분야의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GEN18352 기술창업실무(Practical Business of Start a Technological Enterprise, 2-2-0)

대학생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창업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창업 형태

별 특성을 학습한다. 창업 아이템 설정 등 창업의 준비를 위한 제반사항을 학습

하고, 설정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학습하며, 창업의 성공과 실패 Case Study를 통하여 창업 준비의 실제를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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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353 리더십과코칭스킬(Leadership and Coaching, 2-2-0)

사회에 나아가면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조직에서는 여러 역량이 필요하지만 무

엇보다도 리더십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리더로서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효과적인 방법이 코칭이다. 본 과목은 리더쉽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을 학

습하도록 돕는다. 특히 코칭은 스킬이므로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한바 실습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GEN18354 발명과특허(Inven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2-2-0)

급격하게 진화하는 Global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실제로 지식재산권들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 전략에 접목되어 활용 되는지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소개함으로 중요성을 이

해하게 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관점의 지식재산융복합 수업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

는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할 수 있는 도전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서 資源有限, 智無
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살려 졸업 후에도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바

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GEN18355 방송프로듀서의세계(Understanding of Broadcast Producer, 2-2-0)

본 강좌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인 IPTV 방송 및 SNS 미디어 등 멀티

미디어 시대에 PD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방송 및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PD들의 갖추

어야 할 소양과 지적 정신적 문화적 토대를 살펴보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

람인 프로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 콘텐

츠 제작자의‘PD마인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GEN18356 비즈니스상상력(Business Planning, 2-2-0)

상상력은 비즈니스의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는 독특한 능

력으로서 창의성의 기반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반

영하는 상상력을 현실성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추출하고 기획하는 기업가정신

의 과정을 학습한다. 기업가로서 비즈니스 마인드와 보완해야 할 개인적인 적성

을 확인해보고 차별적인 아이템을 비즈니스 세계로 옮겨가는 계획을 세운다.

 GEN18357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2-2-0)

비지니스를 잘 하려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비지니스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습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스킬을 학습하게 된

다. 스킬은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듣는 방법, 질문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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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358 아이디어와시장(Idea to Market, 2-2-0)

아이디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발점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온다. 아이디

어와 기술, 제품과 시장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풀어보며 기술과 시장의 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비즈니스모델을 연습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

해 본다. 새로운 비즈니스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이디어 개발과 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가정신을 확인하고 아이디어와 시장의 조직화를 학습한다.

 GEN18359 여행사창업및경영(Starting travel agency and management, 2-2-0)

여가시간의 확대와 더불어 수명의 연장, 가치관의 변화와 교통의 발달은 관광산

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행인구의 급증으로 관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많은 수요에 대처하여 여행사의 경영과 창업에 대

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둔다.

 GEN18360 역량개발과취업설계(Competency development and Employment 

Planning, 2-2-0)

역량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학 재학 중 선택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역량을 어떻게 함양하여 전문가적 자질을 갖출 것인가를 모색하

고, 입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채용동향 및 정보수집 방법, 자기 및 기

업 분석방법 등을 학습케하여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GEN18361 유통관리사입문(Introduction to Distribution Management, 2-2-0)

유통관리사 2급 자격취득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자격취득에 필요한 핵심이

론과 문제풀이를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GEN18362 직무능력향상(Job Capability Improvement, 2-2-0)

직무교육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신입직원들의 기본소양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능력과 전

공에서 배울 수 없는 교육내용을 보완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으로 조

직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보다 향상시켜 업무의 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GEN18363 직업과취업전략(Career & Employment Strategy, 2-2-0)

기업의 채용 전형과 인재상을 이해하고 기업의 채용 평가 항목에 맞춰 개인 취

업 스킬과 취업 전략을 강화한다.

 GEN18364 핵심취업전략(Core Employment Strategy, 2-2-0)

취업에서의 서류 작성과 면접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취업경쟁력을 향상

시켜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근 채용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취업

에 필수적인 서류 작성, 면접 대응 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자신있게 취

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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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01 기초상식한자(Basic Common Sense Chinese Characters, 2-2-0)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오랜 세월 통용된 표현매체이다. 또한 21세기는 세계의 중

심축이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놓이게 될 전망이므로 한자문화권

에서의 한자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말과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의 습

득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학생활의 교양을 쌓기 위한 일환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한자어를 이해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장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을 기른다.

 GEN18402 대학생활과인성(Campus life and Personality, 2-2-0)

본 교과목은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통찰하며,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과정 등을 통하

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GEN18403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History & Culture of Southeast Asia, 2-2-0)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및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중국에 버금가게 중

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인식하는 세

상의 경계 안쪽에 동남아시아가 자리잡도록 글로벌마인드를 길러서 장래 동남아

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함양한다.

 GEN18404 동양의미학(Asian Beauty: Aesthetics of the East, 2-2-0)

이 수업은 주로 일본, 중국, 한국의 예술에서의 미를 가지고, 동아시아 미학의 주

요 주제를 다룬다. 학기과제는 비교되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GEN18405 문학의이해(Understanding of Literature, 2-2-0)

현대문학의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 향수에 필요한 기초적 훈련을 목적으로 문학

의 본질과 기능, 시·소설·희곡 등 주요 문학 장르의 특징, 문학의 해석과 평가 

등 문학 일반에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GEN18406 배재논리학((PaiChai)Useful Logic, 2-2-0)

이 과목은 전통적 논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비판능력을 키워서 우리의 삶에서 유용한 능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강의할 내용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

식과 시사, 일상의 문제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는 

사고과정을 강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과 주장의 입증 능력을 성

장시키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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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07 삼국지와삶의지혜(The Wisdom of Sangukji(the three Korean Kingdoms), 

2-2-0)

‘동아시아 최고의 컨텐츠’라고 불리는 『삼국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

를 현대 생활에 응용하려는 것이 본 강의의 주요한 방향이다. 삼국지는 상당히 

복합적인 텍스트이며 관련된 사항이 많지만, 이 가운데 동아시아적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텍스트를 파악하여 오늘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지혜와 경험을 조직한다. 

이는 역사와 현실의 대화이자,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제감각이며, 인간관계와 조

직 이해에 대한 유익한 학습이 될 것이다.

 GEN18407 세계문화유산답사기(Exploration World Cultural Heritage, 2-2-0)

세계문화유산답사기는 건축과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의 형식과 가치, 

의미를 탐구하며,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과 여러 도시들의 현장 영상을 통해 대

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습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목을 

키워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와 역사를 이해하는 교양인을 목적으로 한다.

 GEN18411 신실크로드의언어이해(Understanding of New Silk Road, 2-2-0)

새롭게 떠오르는 신실크로드 루트를 경유하는 CIS국가들의 언어 현황에 대해 이

해하고, 이들 국가들의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성

실히 이수하면 신실크로드루트에 대한 상식과, 해당 국가들의 언어와 사회문화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GEN18412 영화로읽는동양종교와철학사상(Mountain Spirits and Flowing Water: 

Religions of East Asia through Film, 2-2-0)

이 수업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발전 및 현재의 다양하고 풍부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의 내용을 영화를 통해 다룬다. 기본적인 강의 목적인 동아시아 전통의 철학

적 개념을 이해하는 동안,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시대와 요소를 통해 우리는 

또한 현재의 살아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및 그 개념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기독교와 사회주의(공동체주의) 등 동양 전통이 서양 철학전통 및 관념과 관련성 

있는 점을 언급함으로써,‘현대화’,‘서구화’등 지난 반세기 동안 아시아에 영

향을 준 의미를 더욱 적절히 맥락화 할 수 있을 것이다.

 GEN18414 유럽인의삶과역사(Life and History of Europeans, 2-2-0)

유럽인의 역사속에서 살아온 모습과 그들의 성취를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

써 우리의 협력파트너로 다가온 유럽의 실상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이

해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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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15 유학생을위한재미있는역사이야기(Interesting History story for International 

students, 2-2-0)

이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한국사를 강의하는 과

목이다. 한국의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문화적 중요한 사건이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통하여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

국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GEN18417 인물로본동아시아역사이야기(Story in Near Eastern History with a 

Historical Figure, 2-2-0)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적인 인물을 조명한다. 특히 

역사적 변화기에 그의 위상이 두드러지고 독특성이 특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이해하고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이야기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현재와 미래

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설정과 문제인식 함양에 참고삼을 수 있도록 한다.

 GEN18418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Interesting psychology, 2-2-0)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일상에서 개인이나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심리학

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해 봄으로써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한다.

 GEN18419 중국역사바로알기(Introducing to Chinese History, 2-2-0)

한국을 이해하려면 한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듯,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중

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구한 시기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왕조의 변천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고 지금의 중국이 어떤 과정

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파악한다. 나아가 중국인의 역사적 경험에서 오늘날 우리

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점을 추출한다.

 GEN18420 중국인의밥상(Chinese Cuisine, 2-2-0)

음식문화에는 각국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각 민족의 일상적 삶과 건강 등 일체의 

생활방식이 축약되어 있다. 중국의 음식문화 역시 중국인들의 삶의 양식 및 생활방

식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음식은 동서양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음

식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요리와 각종의 다양한 술, 사대부사회에서 유행했던 

차 등을 통해 중국 음식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중

국의 음식문화를 통해 중국인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에 접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요리 등 음식문화가 지역을 바탕으로 각각 독

특한 문화를 형성한 것은 음식을 통해 중국의 지역과 문화 그리고 지역민의 생활양

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식문화는 음식을 담는 

그릇 등에 대한 도예, 의식동원의 차원에서의 웰빙, 문인들의 음주와 음다와 관련된 

각 족 문학작품, 요리방식 및 음식예절 등에 대한 복합적인 강의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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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22 철학이해와상상력(Introduction to Philosophy, 2-2-0)

대학인이 지향하는 자주적이고도 창조적인 인간형성을 위해 인류의 선철들이 남

겨 놓은 철학사상과 철학적 방법론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갖게 한다. 특히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의 중요 문제

와 그것에 대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선별하여 습득하게 한다. 강의 내용은 철학자

의 문제의식, 문제제기의 배경 그리고 그들 이론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사고의 기초를 습득하게 한다.

 GEN18423 한국사의이해(Introduction to Korean-History, 2-2-0)

한국사의 발전 과정과 각 시대별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함으로써, 민족문

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의력이 있

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GEN18424 현대인과정신건강(Mental health in contemporary life, 2-2-0)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GEN18425 현대중국역사의이해(Understanding of Modern Chinese History, 2-2-0)

이 과목은 지금의 중국이 있기까지 많은 인물들과 사건이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대

해서 잘 이해할 수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EN18426 르네상스스토리(Renaissance Story, 2-2-0)

이 과목은 천년의 중세 암흑시대에 빛을 비춘르네상스는, 이탈리아 꽃의 도

시인피렌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당대 최고 가문인메디치가의 후

원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런데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한 메디치가는 어떻게사

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았을까?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 르네상스 거장인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스토리, 피렌체 도시여행, 우피치 미술관 산책 등을 살펴보

면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GEN18451 EU경제이야기(Economy of EU Countries, 2-2-0)

유럽의 28개국으로 구성된 EU가 어떤 이유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과

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 축을 구성하고 있는 

EU 경제의 특징과, EU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각국의 

경제, 산업, 문화와 삶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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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52 FTA와글로벌통상(FTA and Global Trade, 2-2-0)

이 과목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역사와 이론적 의미, FTA의 효과, 한국의 FTA체

결현황, 양자 FTA와 다자 FTA 등 세계의 FTA 확산 현황과 원산지 개념, 원산지 

증명요건 등에 대하여 공부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해 무역에서 FTA가 갖는 효

과와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경,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다.

 GEN18453 국제사회와국제기구(International Society and Organization, 2-2-0)

세계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지구적 이슈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

할과 한계, 미래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GEN18456 글로벌통상환경(Global Trade Environment, 2-2-0)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그동안 국제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와 통상에 영

향을 미치는 환율,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요인, 그리고 WTO, FTA 등 

통상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살펴보고, 미국, 중국, EU, BRICS 국가 등 주요국의 

통상환경을 알아본다.

 GEN18458 동남아시아경제이야기(Understanding the economy of Southeast 

Asia, 2-2-0)

이 과목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버금가게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시아 10개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을 고찰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가 우리 인식의 

지리적 경계 안쪽에 자리잡도록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부수적으로(지식인으

로 필수적인) 인문교양과 시사상식 교육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GEN18460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Problem Solving & Leadership, 2-2-0)

이 과목은 기업조직에서 필요한 문제해결과 리더십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법을 

학습하여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리더(관리자)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 찾

아내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리더나 관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의 지식과 방법을 함양시켜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제공할 것이다.

 GEN18461 진로설계와기업입문(The plan of career path and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rporation, 2-2-0)

이 과목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

에게 맞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찾아봄으로써 진로의 영역을 넓히고, 진로 탐색 및 

의사결정을 통해 장래의 직업 설계를 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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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62 스마트생활금융(The modern society and Financial technology, 2-2-0)

이 과목은 향후 합리적 판단과 똑똑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금융경제지식(돈, 금리, 국내외 금융이슈 등)을 쌓고 제1,2 금융기관을 이용

할 때 유용한 생활금융 지식 및 유의사항, 최근 금융 피해사례와 예방대책, 나아

가 은행, 증권, 보험 및 여신전문 등 국내 금융기관들과 이와 관련된 주요 금융

상품들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금융 주변 

제도에 대해 학습하여 실생활 금융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청년기 재무플랜 설계 

수립 및 개인신용관리 등급 상향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GEN18463 시사한국어(Current Korean Reading, 2-2-0)

시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및 지식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고, 한국 현대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다.

 GEN18464 인도와브릭스경제(Indian & BRICs' Economy, 2-2-0)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현황,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한 

소개, 그리고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인도를 위주로 한 브릭스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정립한다.

 GEN18465 재미있는지식재산권이야기(Story of Interesting Intellectual Property, 

2-2-0)

이 과목은 급격하게 진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실제로 이러한 지식

재산권들이 어떻게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에 접목되어 활용되는가를 적절한 

사례와 함께 소개함으로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 과목이다.

 GEN18466 현대사회의부모와자녀(Contemporary Parents and Children, 2-2-0)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도덕관, 가족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맞벌

이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가족형태에 속

하여 살아가더라도 가족 구성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

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인간성장의 발

달 단계를 기초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따른 발달적 특성, 대화기술, 관계형성방법 

등을 익히며,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서 자녀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법 등을 살펴본다. 특히 이 수업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

아봄으로써 다양한 성장과정을 지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도덕관, 가치관, 가족

관에 대해 점검해 보며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심어주는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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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67 현대사회와재테크(Finance in the smart Life, 2-2-0)

이 과목은 경제 및 금융에 대해 기초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

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가 경제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할 돈의 가치, 부자에 대한 

의식 및 자세, 소비의 의사결정, 지출관리 방법, 나의 신용 등급, 모의주식 게임

을 통한 주식 등을 배우는 교과목이다. 재테크의 개념과 현명한 지출(Spending), 

저축(Saving), 투자(Investing), 신용(Credit), 위험관리(RiskManagement)를 통해 인

생 설계(Life Planning)를 해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GEN18501 과학기술과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2-2-0)

과학이란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간략하게 과학사를 

훑어보고, 과학기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글로벌 이슈인 지구온난화, 물, 기

후, 에너지위기에 따른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GEN18505 생활속의실용과학(Practical employment practice Chinese character, 

2-2-0)

이 과목은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교양과목으로 삶의 질

을 높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N18507 손안의유비쿼터스(Ubiquitous Technology Fundamentals, 2-2-0)

유비쿼터스에 대하여 IT 비전문가도 이해할수록 있도록 개념과 응용사례 학습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현재의 기술뿐 아니라 발전방향을 예측

할 수 있도록 하여, 융복합 유비쿼터스적인 미래 사회 환경에 대처할수록 있는 

능력을 키운다.

 GEN18508 유학생을위한생활속과학이야기(Science story in Lif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2-0)

이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과학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보다 친밀하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

적 상식과 다양한 과학 용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GEN18509 인간과효소(Human being and Enzyme, 2-2-0)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효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효소가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고 있는 시대에 부응하여, 1. 효소의 세계, 2. 효소란 무엇인가?, 3. 효소의 

이용, 4. 효소와 생명현상과의 연관성, 5. 발효식품, 6. 효소와 건강과의 상관관계 

등을 알아봄으로써 인간에서 유익한 효소에 대한 폭넓은 교양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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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510 재미있는정보디스플레이세계(Introduction to Display World, 2-2-0)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디스플레이의 개

념을 파악하고 제품의 특징과 현황을 이해한다. 정보표현의 원리, 발전의 역사, 

다양한 제품 기술, 제품의 응용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보 제품에 포함된 기술

융합의 현장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한다.

 GEN18513 예술속과학이야기(Science story in Arts, 2-2-0)

이 과목은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그림, 영화, 문학 

속에 표현된 과학 이야기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루게 된다.

 GEN18514 생활속의수학(Mathematics in life, 2-2-0)

이 과목은 일상생활과 수학간의 관련성을 알게 하고 수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전체에 걸쳐 엮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학

에 대한 접근방법과 생활속에 관련된 수학의 실제 예들의 소개 및 자료들도 제

공하는 것의 세부내용을 다루게 된다.

 GEN18515 생활속의생명과학(The life sciences of life, 2-2-0)

이 과목은 일상생활과 생명과학간의 관련성을 알게 하고 생명과학이 어떻게 우

리의 일상전체에 걸쳐 엮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현상에 대한 접근방법과 생활속에 관련된 생명과학의 실제 예들의 소

개 및 살고 있는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제공하는 것의 세부내용을 다루게 된다.

 GEN18551 건축과디자인(Architecture & Design, 2-2-0)

이 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건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건축가는 누

구이며, 그가 어떻게 이 환경을 창조해 내며,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고, 또 건축물

의 모양은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는지, 또 어떤 작품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 다

루는 과목이다. 역사적으로 건축은 어떤 모습이었고, 왜 각 시대마다 건축은 다

른 모습이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각 시대별 대표 작품을 분석해서 건축이 

변화해 온 과정도 살펴본다.

 GEN18554 샹송,와인그리고혁명(Chanson, wine and revolution, 2-2-0)

샹송, 와인, 혁명은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본 강좌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

다. 따라서 본 강좌는 프랑스 문화의 포괄적 이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국

제적인 감각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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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555 세계축제문화(Festival Culture of the World, 2-2-0)

21세기 세계축제문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지역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

내, 국외의 성공한 축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 전략과 노하우를 파악

한다. 또한 각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성화, 지역 경제, 지역의 이

미지 개선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한국과 세계축제가 관광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며 지역이 어떻게 혁신하는가를 깨닫게 하고 지역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GEN18558 우리전통음악의이해와감상(Understanding & Appreci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2-2-0)

우리 전통음악은 수양(修養)을 지향하는 수렴음악과 희로애락을 드러내는 발산음

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수렴음악과 발산음악은 수 없이 많은 작은 

갈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강좌에서는 한국전통음악에 속한 작은 갈래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 갈래들에 속한 대표적인 악곡들을 해설을 곁들여 감상해 본다.

 GEN18559 유럽박물관탐방(Visiting Europe Museum, 2-2-0)

박물관은 인류 문명의 역사적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현재에서 과거를 탐색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유럽의 주요 박물관을 소

개하고, 대표적인 소장품들을 감상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GEN18560 유럽축제문화산업(European festival and culture, 2-2-0)

유럽은 43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집단이다. 개별적으로 모든 국가의 문화를 접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 국가의 문화에는 기독교의 자

취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유럽 축제 중 성탄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만 보아

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위에 구축된 유럽국가의 전통, 풍속, 생활습성, 의

례, 정신 등을 살핌과 아울러 축제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유럽문화를 이해하기 위

한 기초가 될 것이다. 남부유럽, 중부유럽, 북부유럽이 그 대상이다.

 GEN18561 유학생을위한한국문학(Korean Litera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2-0)

본 교과목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해 한국어의 진수를 맛보고, 실제

적인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에 이

르기까지 시와 수필, 소설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속에서 한국어적인 요소

를 찾아내어 학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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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562 음악어드벤쳐(음악의모험)(Music Adventure, 2-2-0)

음악의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문화(회화, 건축, 춤), 과학, 사회적 측면에서의 음

악을 살펴본다. 음악과 문화에서는 13-20세기까지 각기 다른 지역과 시대에 있어

서 특징적인 문화와 이와 관련된 음악을 살펴보고, 음악과 과학에서는 음악을 구

성하는 물리적, 음향적 요소,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의 음악을 생각해본다. 음악

과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

기한다.

 GEN18563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The Difference between Islamic Culture 

and Christian Culture, 2-2-0)

본 교과목에서는 뿌리가 같은 듯하며 같지 않고, 닮은 듯한데, 닮지 않은 기독교

와 이슬람의 문화적 현상을 다루며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제대로 알거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 바르지 못한 면이 

있다면 그 문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존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GEN18564 이슬람언어와문화(The Language and Culture of Islam, 2-2-0)

이슬람 세계의 교통어인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모로코

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오만까지, 22개 아랍국가에서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

며, 1973년도 UN의 6개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고, 전 세계 57개국에서 

예배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미래 학자들은 21세기에도 인류가 주로 사용

할 언어 중의 하나로 아랍어를 꼽고 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불린지 오래 되었

지만 아랍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 한

국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아랍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과 만나 접촉하

고 함께 일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데에는 용기

와 인내가 필요하다. 아랍어의 기본 표현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배

양할 뿐 아니라 아랍어 속에 배어 있는 이슬람 인들의 문화와 의식구조와 그들

의 관습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GEN18565 중남미사회와문화콘텐츠(Latin American Societies & Cultures, 2-2-0)

21세기 들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 발달 과정을 살

펴봄으로써 학생들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아울러 세계화된 글

로벌 마인드 함양으로 장래 라틴아메리카로의 도전 의식을 함양한다.

 GEN18566 지중해와인류문명(The Mediterranean Sea and human civilization, 2-2-0)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문명을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변천과정을 배운다.



1012

 GEN18567 파라오와이집트문명(Socialogy of Terrorism, 2-2-0)

본 강좌의 목적은 IS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IS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던 김군 같은 

청년들이 한국 내에서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본 강좌에서 1차적으로 IS 창궐배경, 

IS 이념 및 목적, IS 대원 모집과정과 IS 세력 확장과정, IS의 자금줄, IS 전략과 

전술 등이 1차적으로 학습된다. 이후 IS가 점령한 지역과 다른 국가에서의 IS의 

테러 및 제반 활동이 고찰된다. 더불어 본 강좌는 IS가 그들의 사상적 기반에 따

른 IS 점령지 내에서의 사회와 문화 현상이 고찰된다. 또 본 강좌에서 IS와 주변

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가 밝혀진다.

 GEN18568 팟캐스트방송(Podcast-Broadcasting, 2-2-0)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수용하는 시대이다. 지상파 방송 및 개인들이 제작하는 팟

캐스트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일정한 수요를 이루고 있지만 본래 팟캐스트 방송

의 뿌리는 라디오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외형은 바뀌었으나 소리

를 기반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의 특징을 이해하고 스마트 폰 앱의 형태로 청취

층을 가지는 팟캐스트 방송의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간편해진 제작기술을 이용

하여 자신만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해보면서 뉴미디어 세상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GEN18569 패키지여행과배낭여행의이해(Understanding of package travel and 

backpakage, 2-2-0)

여행시장의 현황과 현상을 분석 파악하여 고객수요에 맞는 여행상품의 개발과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팩케이지 여행상품의 분석과 개별여행자들의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의 특화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여행시장을 선도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GEN18570 현대건축의이해(Introduction to Architecture, 2-2-0)

현대건축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운동과 역사적 선례와의 대결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강좌는 건축의 근본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건축가들의 주제와 논리, 그리고 그들의 건축 작품 분석을 

통해서 건축가와 건축 작품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도록 한다. 현재 활약하는 건

축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창작한 작품의 재료와 구조, 형식 논리, 의미와 맥락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대의 환경으로서의 건축과 도시는 어떤 가치를 

지니며, 그 위상은 무엇인지 역사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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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571 화교경제권의문화와커뮤니티(Chinese Culture and Community Abroad, 2-2-0)

화교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인을 의미한다. 이들 화교들은 대부분 전란 혹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고향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다. 전 세계의 화교들은 자신들 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문화를 공유

해 왔다. 이들의 문화는 전 세계의 경제에 한 축을 마련하였고, 유태인의 걸맞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화교 경제권의 형성과정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GEN18601 SNS활용1인미디어제작(One-Person Media Production Using SNS, 2-2-0)

본 강좌에서는 먼저, 개방 참여 공유, 집단지성의 발현 등 웹의 세계에서 미디어가 

가지는 의미를 배우고 이를 통해 인터넷 미디어가 기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정

의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1인 미디어는 단순한 개인 미디어에서 끝나지 않

고 소통을 일으키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1인미디어 제작자

가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과 능력인 기사쓰기, 포토저널리즘, 동영상제작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미디어 생산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양을 가지도록 한다.

 GEN18602 대학인을위한엑셀(Excel for College Students, 2-1-2)

컴퓨터 활용에 대한 지식과 깊은 이해는 정보화 사회의 기초 구성원이 되기 위

해 기본적인 소양일 뿐 아니라, 그 활용 정도가 점차 고도화 되어 가고 있다. 따

라서 이 과목은 가장 널리 쓰이는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고 있거나 활용 수

준을 높이려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 기본과 고급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시킨다. 또한 관련 자격증 취득을 돕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 향상뿐 아

니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다.

 GEN18603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Powerpoint for College Students, 2-1-2)

이 과목은 대학생활을 위해 파워포인트를 처음 접하고 있거나 활용 수준을 높이

려는 학생을 위한 과목으로 기본과 고급기능을 익혀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 강좌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다양한 작성기법을 익혀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

달할 수 있도록 한다.

 GEN18604 동영상편집기초(Introduction to Moving Picture Editing, 2-1-2)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고 

인코딩하여 CD-ROM, DVD 등으로 보존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실

습한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포토샵을 활용하여 영상 편집의 기본 원리부터 

TV, 영화 등에서 사용되는 편집 기법을 배운다. 본 과목을 수강하면 가족 동영

상 앨범 정도는 직접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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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605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DIgital Society & Digitial Culture, 2-2-0)

본 교과목은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으로 인해 사회전반 및 일상생활이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여 온 정보통신

정책의 구현(국가비전,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등)부터 일상생활에서의 소셜네트

워크(SNS), 스마트폰 등의 활용(사이버커뮤니티, 정보보호, 유비쿼터스, 홈네트워

크 서비스 등)까지 정보화생활을 쉽게 이해하고, 앞으로 변화하는 IT환경(클라우

드 서비스, 웨어러블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의 미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GEN18606 사물인터넷의이해(Internet of things(IoT) in daily life, 2-2-0)

스마트폰, 스마트카, 스마트가전 제품 등과 같이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기기들

이 스마트화 되고, 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사물인터

넷 시대의 도래), 일상생활이 편리하게 되고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4차 산업혁명)

를 견인하고 있다. 이 과목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GEN18607 비즈니스컴퓨터활용(Business Computer Application, 2-1-2)

이 과목은 실무에 필요한 기능인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하고 업무를 자

동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엑셀의 다양한 함수와 데이터분석 기능 및 

자동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또한 업무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무문서를 제시하여, 직접 작성토록 하고 이에 관련된 함수 및 

편리한 자동화 기능을 숙지하여 엑셀의 실무 활용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한다.

 GEN18608 인터넷과정보관리(Internet and Information Management, 2-1-2)

이 과목은 인터넷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과 다양한 활용법을 다룸으로써 인터넷

의 핵심 이론과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한다. 정보검색, 파일송수신, 클라우드 서비

스 및 구글 드라이브의 사용법을 다루고 기본 HTML태그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다양한 실습을 통해 인터넷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인터넷 보안 및 실제 사례와 사고 대응방법 등의 학습을 통해 전반적인 인

터넷 관련 보안지식과 안전한 활용법을 폭넓게 다룬다.

 GEN18609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Computer Basice for campus Life, 2-1-2)

컴퓨터의 기초적인 사용법과 인터넷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보기술을 학습한다. 인터넷의 이해, 웹브라우저의 고급사용법, 소

셜미디어 사용법, 주요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고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

셀의 사용법과 활용기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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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610 컴퓨터와생활수학(Computer Basice for campus Life, 2-2-0)

이 과목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의 기기와 용어에 담긴 수학과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신문 기사 및 사회 현상 등을 기반으로 통계분석과 처

리를 학습한다. 인포그래픽스를 활용하여 텍스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

무능력을 높이며, 정보화시대의 필수요건인 컴퓨팅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GEN18611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Powerpoint Inforgraphics, 2-1-2)

이 과목은 인포그래픽스의 개념을 학습한 후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기법을 습득한다. 파워포인트의 도형을 활용하거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법, 텍스트 및 차트를 기반으로 인포그래픽스를 설계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기본적인 기법을 익힌 후에는 프레젠테이션, 제안서 및 기획서 

작성,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GEN18612 포토샵그래픽활용(Graphic Creations with Photoshop Graphic, 2-1-2)

포토샵의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능을 직접 활용하여 이미지 보정과 편집, 디

자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D프로그램 중 최강의 편집 기능

을 다양하게 갖춘 포토샵CS를 이용한 사진 수정 및 보정 작업, 이미지 합성 및 

디자인 분야에서의 활용, 포토샵에 내장된 프로그램인 이미지레디를 활용한 웹디

자인 제작 및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포스터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작업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GEN18613 대학인을위한워드와한글(Word for College Students, 2-1-2)

이 과목은 한글2014와 MS워드 2016의 핵심 기능 및 작업에 필요한 기본기능을 살펴

보고 학교나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예제를 익히고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글2014와 

MS워드2016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기능, 문서 입력 및 편집, 문서서식, 그래픽 개체 다

루기, 표, 차트작성, 페이지 관리, 여러 고급 기능 등을 다루고 실무 문서를 완성한다.

 GEN18614 대학인을위한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for College Students, 2-1-2)

프로그래밍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컴퓨터에 지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문법 자체가 아주 쉽고 간결하며 사람의 사고 체계와 매

우 닮아 있는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자 한다.

 GEN18615 소프트웨어입문(Introduction to Software, 2-1-2)

이 과목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대화수단인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입문과목으로서 컴퓨터 과학이나 프로그래밍

의 사전지식이 필요 없으며, 강의위주이고 초보적인 프로그래밍 실습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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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616 4차산업혁명과빅데이터(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Big Data, 

2-2-0)

이 과목은 이미 우리의 삶의 기반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좌우하는 4차 산업시

대의 기술과 양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으

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5G, 자율주행차, 블록 

체인과 같은 첨단기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것이 내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용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

에 이 4차 산업의 기술과 산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

할 것이다.

 GEN18651 고전읽기세미나(Classical work reading seminar, 2-2-0)

고전읽기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접근하기 힘들어 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고전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지니며, 독

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고 있다. 이 과목은 21세기 들어서면서 고전이나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다양한 고전들을 접하고 이해하여 온

전한 교양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GEN18652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Writing communication with the citizens 

of the world, 2-2-0)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시민

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와 문화 다양성, 인

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과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

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언어 표현을 익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GEN18654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Artistic imagination and writing, 2-2-0)

이 과목은 예술적 상상력과 글쓰기의 특성을 인지한 후 직접 글쓰기를 통해 예

술의 상상력을 체감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이다. 논리적 글쓰기와는 다른 예술적 

표현기법을 통해 대상의 특질을 어떻게 통찰하여 삶의 진실과 인간적 적서를 고

양시키는가에 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GEN18655 유학생을위한심화글쓰기(Advanced Writing for International students, 

2-2-0)

본 과목은 심화 글쓰기 과정이다. 수강 대상자는 기초글쓰기를 익힌 학생들로서, 

수업은 다양한 장르의 읽기자료, 또는 영상자료를 글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따라 본 교과목 시간에는 충분한 읽기 자료를 접하게 될 것이며, 장르

에 적합한 글쓰기 방식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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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656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Self-reflection writing and discussion, 2-2-0)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대학생들은‘경제적 인간’,‘경쟁적 개인’의 

삶을 강요당하며,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나는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출발한

다. 본 강좌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짧은 과정이다. 그 과정에 글쓰기와 

토론이 함께 있다.

 GEN18657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Fantasy,SF&Imagination, 2-2-0)

다매체 융합시대와 문화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판타지나 SF가 현대인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강좌는 미래 문화산업의 주요한 키

워드가 되는 판타지와 SF의 개념과 역사, 구체적 작품과 그 의미 등을 살펴보고 

상상력과 현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예술적 심미안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향상

하고자 한다.

 GEN18658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Academic Writing and Presentation, 2-2-0)

이 과목은 비판적·융합적 사고력 함양과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술적 글쓰기가 무엇인지 이해한 

후, 작성방법을 터득하여 학술적 글쓰기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정보활용능력, 문제해결력, 나아가 학술적 탐구정신을 함양함으

로써 주어진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GEN18409 세상의문자이야기(The Story of Writing: from Hieroglyphs to Alphabets, 

2-2-0)

이 과목은언어사용자들 간의 약속인 문자는 언제 나타났으며 어떻게 변해왔는

가? 말을 기록하기 위한 문자의 체계는 음성기호와 의미기호를 모두 갖추었는

가? 새로운 문자를 만들 수 있을까?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언어와 문자에 대해 

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 강좌는 

한글, 한자, 그리스 문자, 히브리문자, 속기문자, 이집트상형문자 등을 살피고 읽

어보며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본다.

 GEN18410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History and culture of spanish countries, 

2-2-0)

이 과목은 오늘날 사용인구로 보아 세계적으로 제 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언어

다. 스페인어권 국가라 힘은 중남미의 문화까지 광범위하게 차지하므로, 스페인

에 국한하기로 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스페인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

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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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13 영화와철학(Cinema & Philosophy, 2-2-0)

이 과목은 전통적 철학의 내용과 주제를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강의로 우리가 

일상에서보고 느끼는 영화의 주제나 내용이 철학적 주제와 문제를 포함하고 있

음을 인식하고 이 주제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철학의 현실적 인식과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철학을 배우고 이

를 우리의 삶에서 자각하고 적용하는 생각을 키우는 강의이다.

 GEN18416 인도의역사문화지리(Indian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2-2-0)

이 과목은 역사와 문화, 사회, 지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관련 핵심 내용에 대한 소개, 그

리고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인도 문화,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정립한다.

 GEN18421 즐거운인생을위한철학이야기(Philosophy of Happiness, 2-2-0)

이 과목은 현대의 행복론은 자본을 통한 행복마케팅 혹은 고통을 언급해서 행복

을 말하는 고통마케팅으로 행복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목은 행복론에 관한 강의

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과는 달리 철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영혼의 자유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철학자들의 이야기 이다. 철학자들이 다 가난하고 

사회의 실패자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철학이 돈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학문이 아

니다. 철학자들의 삶을 통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수강생 스스로 그들이 즐겼

던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서 지혜를 얻는 것에서 시작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 스스로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 과목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느꼈던 즐거

움과 행복을 찾아보고 이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행복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GEN18454 글로벌리더십(Global Leadership, 2-2-0)

이 과목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리더십 소양 증진에 있다.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리더십함양을 위해 영화 및 인

물 속에 나타난 리더을 주인공이 해서 리더십을 간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둔다. 아울러 기업, 국가 및 

NGO 리더들의 리더십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 및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와 세계에 

발전적인 효율적인 리더십을 적용하고자 한다.

 GEN18457 금융시장의이해(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Markets thanks, 2-2-0)

이 과목은 급변하고 불확실한 국내 및 글로벌 금융환경에서의 돈(화폐)은‘인체

에 비유하면 혈액(피)’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돈이 잘 순환되도록 돕고 중개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금융기과’돈을 모아 대량 자금을 만들어 주는‘금융상

품’들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즉 금융시장은 크게 간접/직접 금융시장,

단기/장기 금융시장, 외환시장, 국제 금융시장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금융기관

들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또한 중개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상품으론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장 경험과 실전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금융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며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자산 관리 능

력을 함양하고 금융분야에 폭 넓은 기초소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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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459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Latin American Economy & Business, 2-2-0)

이 과목은 21세기 라틴아메리카는 경제-무역 관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대륙이다. 풍부한 에너지 자원, 수자원 및 식량자원은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수업은 라틴아메리카 시장경

제의 어제, 오늘 및 미래를 진단하고 수강생들의 전공과목과 라틴아메리카를 접

목시키는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

 GEN18503 과학사(History of Science, 2-2-0)

과학은 많은 학문분야를 통합하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대기술문

명의 기적들은 거의 대부분 과학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대사

회에서 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접근방법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의 역사

를 과학자를 중심으로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N18552 모바일작곡(Mobile Musical Composition, 2-2-0)

이 과목은 음악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작곡의 기초를 배우고 직접 자신의 선율과 

가사를 만든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코드진행과 반주를 만들고 자신의 선율

을 노래로 발표함으로써, 예술적 창작력을 개발한다.

 GEN18553 북유럽이야기(The story of Northern Europe, 2-2-0)

북유럽은 유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유럽에 비해 우리에게 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 인권, 창조역량, 

행복도, 투명성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면에서도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민족, 역사, 문

화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국가 간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기 때문에 국가별

로 소개하기 보다는 역사, 경제, 사회, 문화,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GEN18556 아카펠라앙상블(A Cappella Ensemble, 2-2-0)

아카펠라앙상블 수업은 8-10명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무반주로 앙

상블을 발표하는 수업이다. 기존의 CCM, 가요, 뮤지컬, 클래식음악 등을 수업시

간에 다루며 그룹별로 앙상블을 완성하는 수업이다. 대부분 음악 비전공생들로 

이루어지며, 그룹내 토의와 연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 능력도 함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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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557 알프스문화기행(The Alps Cultural, 2-2-0)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가른다. 그리고 알프스의 

한 자락인 프랑스에서 연중 행해지는 축제가 이 강좌의 주요 테마이다. 따라서 

본 강의는 프랑스의 축제 문화를 테마별로 조명하여, 글로벌 시대에 독창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유지하며 세계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문화의 진면목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상상력, 

균형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양을 쌓고

자 한다.

 GEN18701 사회봉사1(Credit for Voluntary Work 1, 1-0-0)

이 과목은‘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에 입각하여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이웃사랑’을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들은 봉사경험을 통해 자아 성숙의 기회와 함께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GEN18702 사회봉사2(Credit for Voluntary Work 2, 1-0-0)

이 과목은‘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에 입각하여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이웃사랑’을 수행하는 교과목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

는 학생들은 봉사경험을 통해 자아 성숙의 기회와 함께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GEN18703 4차산업혁명과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2-2-0)

현실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지식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에 대

한 이해를 심화하여 위험과 기회의 요인을 발굴하고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바라

보는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술경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변화에 대한 자세와 대응

력을 함양한다.

 GEN18704 건강장수와생명산업(Health Longevity and Life Industry, 2-2-0)

청년기에 이루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인식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식 전달 및 생활양식 개선을 유도하여, 장수시대에 관심이 되고 

있는 생명산업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교양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질 높은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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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05 술의두얼굴(Janus-faced Alcoholic Beverages, 2-2-0)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식음료중의 하나인 술(주류)의 발효특성과 좋은점/나쁜

점(양면성) 및 올바른 음주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술로 막걸리, 

포도주, 맥주, 고량주, 데킬라 등의 특징과 음주 문화에 대하여 다섯 분의 전문 

교수들이 공동 강의, 토론을 진행한다.

 GEN18706 나노과학기술여행(The travel of nano science and nano Technology, 2-2-0)

200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사회는 마이크로시대에서 나노과학기술의 시대로 바뀌

고 있다. 나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나노의 시대가 도래 한 배경, 나노의 특징, 

나노과학기술의 연구목적 등을 살펴보면서 과거부터 현재 일상생활에 나노기술

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웹사이트,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해 보

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첨단과학기술은 각 산업분야인 IT, BT, NT, ET, 의

료, 농업, 기타 등이 융복합되어 서로의 분야에서 나노과학기술에 접목된 기술들

을 보면서 각자의 전공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과목임. 

또한 나노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현재 대두되는 나노에 대한 위험

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GEN18707 도시와나무(City and Tree, 2-2-0)

예로부터 나무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알게 모르게 나무는 인간 생

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된 도시에서는 더더욱 나무

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자연이 훼손되고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바뀐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은 무너져 가고 정신적인 여유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주와 무엇보다도 밀접한 나무를 접해보고 그 나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나무의 이름과 그에 대한 유래, 그리고 나무와 관련

된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 한다. 본 강의는 배재대 LMS 온라인강의로 진

행하되, 학생들의 체험 수업을 위해서 3회의 Off line 캠퍼스 나무투어 해설시간

을 갖는다.

 GEN18708 문화와사회속의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n Culture and 

Society, 2-1-2)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화 및 사회의 각 분야에서 첨단 정보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미래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영화속의 인공지능, 로봇의 이해 및 활용, 인공지능의 발전, 컴퓨터게

임의 사회적 영향 등 사회전반의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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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10 숲힐링캠프(Forest healing camp, 2-2-0)

캠핑 문화의 발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찾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에 착안하여 숲 

속 식물 사회의 생존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적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소개하고 숲의 생태·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나아가 도솔산 숲 체험과 갑천 생태 체험을 팀 활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

표하여 스스로 창의적인 숲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본 과목

은 체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며, 숲해설사 초청 프로그램 진행 및 팀

별 숲 생태 관찰과 팀 토론을 수행한다. 아울러 팀 활동 동영상 제작 및 팀 포트

폴리오 제작을 하는데 있어 팀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인 관계능력과 소통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강의는 숲 치유, 심리, 레저 등이 융복합된 과목으로 배재대 LMS 혼합강의로 진

행한다.

 GEN18711 인간과우주(Man and Universe, 3-3-0)

[대전·충남권역대학이러닝지원센터 학점교류 교과목(충남대학교)]

현대인들에게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궁금해 하는 주제들이 있다. 이것들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지난 10여년의 경험을 바

탕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몇 가지 주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 가운데는 태양계의 형성, 소행성출동, 외계행

성, 외계생명체 존재 가능성, UFO 문제, 행성탐사, 행성개발 등의 주제도 있고, 

블랙홀, 우주시공간, 팽창하는 우주, 우주여행 등 상대론적 우주론과 연관된 주제

도 있고, 고천문학적 주제로서 고대문명, 고대천문대 등에 대한 주제와 그리고 

현대천문학의 뜨거운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은하형성, 별탄생, 우주의 구조와 

암흑물질 등의 천문우주과학적인 주제가 포함된다. 이들을 총 14개의 강좌로 역

어서 한 학기 강의를 편성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의 천문학을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수준에서 강의한다.

 GEN18712 컴퓨터와범죄(Computer & Crime, 2-2-0)

본 과목은 디지털/인터넷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무지/망각하여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컴퓨터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교양과목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인터넷 사회를 이해하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디지털/인터넷 사회의 

역기능을 쟁점별로 주제화 하여 학습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해

킹, 인터넷 마비,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을 사건 중심으로 

교양인 수준에서 현실감 있게 학습시켜 컴퓨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023

 GEN18713 환경과자원(Environment and Resources, 2-2-0)

환경문제가 우리생활 속에서 커다란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의 단순한 오염문제만으로 알아왔던 환경문제는 물리학적, 생물학

적 문제 혹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 문

화, 경제의 문제이며, 국가 상호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쟁의 문제이기

도 하다. 본 과목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문제의 본질과 그 

숨은 의미를 알아보고, 환경의 정의, 특성에 대한 상식과 이의 보호를 위한 행동

요령에 대하여 파악한다. 더 나아가 환경관련 기사 및 이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의식, 기초지식과 이해방법을 알기쉽게 전달하도록 한다.

 GEN18714 생명현상의이해(Understanding of Life phenomenon, 2-2-0)

자연계에 분포하는 생명체들(원핵생물,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의 공통적인 생명현상(물질대사, 유전, 생식, 생존 등)들을 

이해한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현상들을 생태계에서 분자수준까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GEN18715 생활원예(Life and Horticulture, 2-2-0)

일상의 생활 속에서 원예식물(채소, 과수, 화훼)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기르면서 

감상하는 일체의 활동으로서 신선한 먹거리 재배와 아름다운 녹색식물을 가까이 

하며 즐길 수 있는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GEN18716 자연과학의이해(natural understanding of science, 2-2-0)

화학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필요한 것인가를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을 

더욱 더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화학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교

양인을 탄생시키고자 한다.

 GEN18717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Stories of Idioms and Ancient wisdom, 

2-2-0)

갈수록 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오천년 역사 속에 녹

아있는 성현과 민초들의 삶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한자와 성어를 익

히는데 목적이 있다. 고사성어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익히게 하여 성어의 올

바른 이해와 정확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GEN18718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Understanding the Orient & the West 

History through photography, 2-2-0)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하여 바라봄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사고의 차이와 함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동서양 문화를 하나의 통합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매주 특정한 사항에 대한 동서양의 각기 다른 시각과 문화적 배경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교양을 갖추고 세계화의 새로운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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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19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The Nomadic Life in Oriental History, 2-2-0)

이 강좌는 유목민(노마드)들이 겪어온 다이나믹한 역사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떠오른 도시유목민적인 삶

의 원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광

대한 영토를 정복했던 유목민의 성공을 통해 21세기 기업의 경영 전략을 제시한

다. 이러한 취지하에 21세기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개척과 도전의식을 준비

하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삶에 대한 준비와 현실개척에 대한 꿈

을 그리고자 한다.

 GEN18720 로마역사와문화(History and culture of Rome, 2-2-0)

유럽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문화가 그 기본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로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로마의 건국부터 시작하여 로마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본다. 아울러 로마인들의 생활에서 

비롯된 문화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재조명해본다. 이를 

통하여 오늘날의 세계와 비교해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GEN18721 문명간의충돌과공존그리고화해(Conflicts,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Civilizations, 2-2-0)

동서 냉전의 종식과 힘께 세계는 문명 대 문명의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양한 문명권 가운데서도 특히 서구 기독교문명

과 이슬람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할 여지가 가장 큰 대립적 문명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기독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적대적인 관계로 존재하

는 이유는 무엇이고, 역사상 뒤엉키고 서로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뒤틀려져 있는 

것인가, 양자 간의 갈등은 이익을 챙기려는 음모의 희생물인가, 그 연원들을 짚

어가다 보면 오늘날 갈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은 본 교과목의 목표이

자 결국은 화해로 가는 길목일 것이다.

 GEN18722 베트남역사와문화(History & culture of Vietnam, 2-2-0)

한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상

호협력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 나라 베트남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비전공자들의 베트남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궁금증들을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베트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

요로 할 경우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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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23 예술로읽는세계사(World History Arts, 2-2-0)

서양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역사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강의로 수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서양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를 비롯한 서양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후대의 대표적인 역사화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미지를 통한 

역사 이해를 추구한다. 둘째로는 역사화에서 어떤 이미지가 강조되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역사화가 그려진 당시의 시대정신을 이해한다. 또한 주요 화가들과 그들

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서양 미술사의 기초를 닦는다. 강의는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다른 예술 분야, 특히 음악과 문학도 부수적으로 도입된다.

 GEN18724 우리문화재의이해(Understanding Korea Cultural, 2-2-0)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우리의 문화재 중 특징적인 것을 종류별로 나눠서 살펴

봅니다. 고유성과 독특성이 반영된 문화재를 살펴서 우리 문화재를 감상하고 이

해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이를 통해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GEN18725 인문학의향기(Perfume of Humanities, 2-2-0)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

는 연합교양강좌로 인문학을 통해 전달하는 삶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저명

인사로 구성됨. [학점인정방법: 출석, 워크북제출, 조별과제 수행, 포인트 가감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GEN18726 차마고도와소수민족(Ancient tea route and ethnic minorities, 2-2-0)

차마고도란 차와 말의 교역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모를 

길,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걷는 길이 과거의 차마고도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차마고도, 이 길의 주역은 누구이며, 왜 이 길을 만들어야 했나? 그

리고 이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또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

지고 우리는 차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어디로 운반되는지 살펴보면서 차

마고도를 걸어가 보고자 한다.

 GEN18727 한글의역사와계몽의시대(History of Hangeul and the era of enlightenment, 

2-2-0)

이 강좌는 한글의 역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알고 한글의 효용적 가치를 살핌으로

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한

글이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에 있었던 배재학당의 위상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무한 잠재력을 북돋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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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28 한반도와열강의역사(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Powers, 2-2-0)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가 한반도를 한바탕 뜨겁

게 달구고 있다. 그에 앞서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 그리고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개입과 강한 제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로인해 세계의 이목이 이

곳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성조기를 휘두르며 군사적 애국주의를 미화하는 네

오콘이 득세하는 미국, 여전히 독도를 넘보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극우화가 고개

를 쳐드는 일본, 국가주의가 유행 중인 러시아, 그리고 중화민족주의가 공산주의

를 대체해가고 있는 중국. 이것이 오늘날 열강들의 현주소이며 이 나라들과 역사

적으로 좋든 나쁘든 깊은 연관을 맺어온 우리로선 이 열강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를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외부로부터 급작스레 밀어닥치고 있는 거센 도전에 우

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그 

해결점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하에 21세기 경쟁사회 속에서 자신만

의 개척과 도전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역사적, 현실적 감각을 공유하고자한다.

 GEN18729 A+학습전략(A+ Learning Strategies, 2-2-0)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획득하도록 한다. 특히 우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인 학습전략을 공부한다.

 GEN18730 JLPT일본어1(JLPT Japanese 1, 2-2-0)

일본어능력시험을 통해 2,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격

증취득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어휘, 문법, 듣기, 독해 등 전반적으로 기출문

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제시험에 대비한다. 2, 3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의 시험 

준비과정을 함께 지도한다. 매시간 어휘, 단어를 체크하고 장문독해를 다루어, 실

제시험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연습한다.

 GEN18731 JLPT일본어2(JLPT Japanese 2, 2-2-0)

일본어능력시험을 통해 2,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격

증취득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어휘, 문법, 듣기, 독해 등 전반적으로 기출문

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제시험에 대비한다. 2, 3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의 시험 

준비과정을 함께 지도한다. 매시간 어휘, 단어를 체크하고 장문독해를 다루어, 실

제시험에서 시간 내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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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32 JPT일본어1(JPTJapanese1, 2-2-0)

취업을 위해 JPT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700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스스로 학습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그룹별로 또한 개인별로 

매주 점검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수업시간에는 청해 

및 독해의 각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토대로, JPT문제형식에 먼저 익숙해 지도록 

하고, 기출표현 및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한다. 스스로 문제를 출제해 보도록 하

여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한다.

 GEN18737 SNS중국어(SNS Chinese, 2-2-0)

일상생활의 주제와 관련하여 웨이보, 위챗 등 중국의 sns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

현들을 배움으로써 중국 젊은층의 사이버 문화를 이해하고 sns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

 GEN18738 공인영어스피킹(TOEIC Speaking, 2-2-0)

이 과목은 토플과 토익의 말하기와 쓰기에 초점을 맞춰 토플과 토익의 성적 향

상을 위한 전략들을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다. 특별히 주어진 정보에 기초해서 질

문에 따라 말하고 쓰는 능력을 성장시키도록 한다.

 GEN18739 관광비즈니스베트남어(Tourism-business Vietnamese, 2-2-0)

베트남의 관광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공

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기본문법, 단어들뿐만 아니라 단문 작문과 

독해가 가능하도록 베트남어 실력을 배양하며 베트남의 관광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GEN18740 관광비즈니스태국어(Tourism-business Thai, 2-2-0)

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태국어의 성조법을 배워 관광비즈니스 관련 상

활을 바탕으로 하여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태국어 어휘, 발음, 회화 

용어를 익힌다.

 GEN18741 관광이벤트문화(Tourism Event Culture, 2-2-0)

본 교과목은 관광 수요자 관점에서 현명한 관광소비를 위해 관광 및 이벤트축제 

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강의내용이 고안된 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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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42 국가안보론(National Security Theory, 2-2-0)

지금 국제사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간에 힘의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

쟁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군국주의 재무장을,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향력 재현을, 

북한은 핵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

해서 국력 신장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본 과목

은 현재의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장차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알아야 할 국가

안보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과 현 안보상황에 대한 안보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GEN18743 국제개발선교영어(International Development Mission English, 2-2-0)

국제개발선교영어의 목표는 우리의 관심을 단지 자신만의 복지에서 개발도상국

인 지구촌 이웃에게로 돌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국제적 선교적 마인드를 기르는

데 있다. 그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도 부족한 경제적 교육적인 

빈국을 돕기 위한 국제개발의 개념과 국제개발 기구 및 국제개발 방법들을 알아

본다. 또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영어로 접촉점을 만들고 

돕도록 영어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GEN18745 다문화교육의이해(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2-2-0)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과정(인구구성변화,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유입)과 그로 인해 발생한 차별과 편견의 만연, 사회통합문제, 다문화적 

소양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및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 발달, 윤리적 발달, 정서적 발

달, 사회적 발달 등, 발달과업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

고 교육적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대학생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다문화학생 멘토링을 실천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한다.

 GEN18746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Relations & Communication, 

2-2-0)

인간은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대인

관계의 의미를 알고,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를 안다. 타인과의 소통 이전에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

해 탐구하고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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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47 대전의재발견(Rediscovery of Daejeon, 2-2-0)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전지역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

는 연합교양강좌로 대전의 환경, 역사, 인물, 유적, 건축, 예술분야 교수 등 전문

가로 구성됨. [학점인정방법: 출석, 워크북제출, 조별과제 수행, 포인트 가감제(4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GEN18749 드라마실용중국어회화(Practical Chinese Conversation in Drama, 2-2-0)

기초적인 중국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자연스러운 회화를 재미있게 배

우도록 한다. 또한 상황에 적당한 단어구사와 표현을 익힌다. 매시간“짱구”를 

반복하여 관람하고 간단한 역할은 학생들이 직접 연기를 해보며 활동적이고 자

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익혀지도록 훈련한다.

 GEN18750 드라마영어(Drama English, 2-2-0)

This is NOT a class about watching TV shows. This is a class about acting, 

performance, and theatre. This class will use drama as the basis to improve 

English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The focus of this course 

will be improving speaking skills and increasing confidence. Lessons will be 

participatory in nature and therefore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are 

encouraged and evaluated.  Sometimes, students will be asked to prepare 

materials outside of class time.  Midterm and final evaluations will be group 

projects, in which students will be asked to work collaboratively and creatively.

This is a very active and participative class.  Be prepared to spend more time 

standing than sitting, more time speaking than listening, and more time being 

slightly silly than serious.

 GEN18751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Latin America Culture, 2-2-0)

21세기에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중남미의 문화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학습

을 통해 중남미문화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도모하여 나아가 세계 안에서의 우리 

좌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GEN18752 러시아도시산책(Portrait of Russian cities, 2-2-0)

세계 대륙의 1/8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해 이해하고, 도시

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도시 속 러시아인들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 도시를 탐방하고 러시아 도시와 비교를 통해 양국 도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다른 점을 찾아내어 양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를 좀 더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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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53 무기체계론(Weapons System Theory, 2-2-0)

무기와 무기체계의 정의를 이해하고, 시대별 무기의 발달과정과 무기 발달에 따

른 전술의 변화 그리고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미래전 양상을 배워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GEN18754 무역의이해(Trade and Logistics, 2-2-0)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전공관련 영역에 취업할 경우 전공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경우 국내는 물론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 무역하는 방

법과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무역의 이해’과목은 다양한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와 외국에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과목은 제품을 수출과 수입, 물류활동, 창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분야는 물론 기업 및 공공기

관 등에 취업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GEN18755 미디어콘텐츠의이해(Understanding of Media Contents, 2-2-0)

본 교과는 다채널, 다매체시대의 미디어콘텐츠를 이해하고, 방송콘텐츠의 유형별 

기획과 제작의 기본역량을 습득하며, 방송제작환경의 인지와 프로그램 기획의 역

량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GEN18756 발표와토론(Presentation & Discussion, 2-2-0)

여러 상황에서 겪게 될 발표 혹은 토론 상황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지식을 습

득하는 수업으로, 수업을 수강한 후에 이전보다 논리적인 언변과 자신감 있는 발

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명

확한 표현력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테크닉을 익히도록 훈련한다.

 GEN18758 빅데이터와세상읽기(Understanding World with Bid Data, 2-2-0)

본 강좌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왜 빅데이터가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삶

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경영 전략이나 광고, 정

치·사회, 문화·예술 등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된 흥미로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서 빅데이터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모습을 읽어내고자 한다.

 GEN8759 생활과법률(A Law in Life, 2-2-0)

일반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와 관련된 법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

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 수준의 법적 사고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헌법, 민법, 

형법 등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주로 사례해결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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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60 성과권력(Gender & Authority, 3-3-0)

위 과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성욕과 권력욕,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은 워낙 인간의 마음 깊

은 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사회생물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즉 인간과 유사한 침팬지의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고찰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치적 속성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 과목은 인간

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가 가지는 함

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GEN18761 수화로세상다시보기(Korean Sign Language, 2-2-0)

수화를 처음 접하는 학생에게 수화=수어라는 또 다른 언어로 듣는 문화에서 전

혀 다른 보는 문화를 이해하며 청각장애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기

초를 마련한다.

 GEN18762 신실크로드의사회와문화(Culture & Society of New Silk Road, 2-2-0)

“스탄” 5개국을 아시는지요? 이 수업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중앙아시아 국가

들 특히‘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에 대해 많은 상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동료 

수강생들과의 소통, 교수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팀워크 능력을 가

지실 수 있습니다.

 GEN18763 실용금융(Practical finance, 2-2-0)

실용금융이란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

도 등 실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추후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갖

추어야 할 기본적인 금융 역량을 함양한다.

(학습목표: 합리적인 금융 생활에 필요한 금융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도

움이 되는 금융 소양을 갖춘다.)

 GEN18764 실용영어회화1(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1, 2-2-0)

이 수업의 최종 목표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학생들은 단어, 문법, 발음 문제등과 같이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내용을, 수업에

서 배우는 표현이나 영어의 구조 및 구절들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다양하고 실용성이 높은 활동들을 통해서 언어의 능력들 중, 말하기 능

력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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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65 실용영어회화2(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2, 2-2-0)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말하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

한 수업이다. 『Speak Now 4 by Oxford』를 가이드로 삼아 수업은 진행될 것이

며, 수업 시에 하게 될 모든 회화는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수업

이다. 사실상 참여 방식으로 진행이 될 이 수업은 학생들의 출석과 참여여부를 

통하여 평가되므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한 번씩 교실 

밖에서 수업 자료를 찾아와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생들의 발표와 조

별 활동을 통해 평가되므로,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협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이 

수업은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는 수업이므로 학생들은 항상 참여하는 모습을 보

여야 하고, 학우들과 대화를 하며, 수업 내용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GEN18766 실전취업준비영어(Resume writing and interview skills, 2-2-0)

영어로 효과적인 발표기술과 전략을 학숩하는 강좌로 중위권 이상의 영어 능력

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GEN18767 실전취업실무영어(Business communication and practical usage in the 

workplace, 2-2-0)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필요한 영어표현들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강좌이다. 본 

강좌는“비지니스영어과정”패키지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GEN18768 실전취업준비일본어(Business Japanese 1, 2-2-0)

문자(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습득한 학생들 대상으로, 실제 비지니스 현장에서 사

용 가능한 문장표현을 학습한다. 일본인이 회사에 방문했을 시, 전화표현, 사죄표

현, 사교 상 표현 등, 각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학습,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에서 쓰이는 한자는, 한국과 동일한 경우가 많으

므로, 이 시간을 통해 배운 한자는 후의 사회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본 

강좌는 비즈니스일본어과정 패키지에 포함된 과목이다.

 GEN18769 실전취업실무일본어(Business Japanese 2, 2-2-0)

기초적인 일본어 문법(3급수준)을 습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비즈니스 현장

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을 학습한다. 한자 및 경어 표현을 기본으로 하여, 애매모

호한 중급 및 고급 일본어 표현의 확실한 습득을 목표로 한다. 비즈니스 1에서 

공부한 전화업무와 손님 접대, 회의와 미팅 부분에 이어, 무역업무, 프레젠테이션

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본 강좌는 비즈니스일본어과정 패키지에 포함된 과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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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70 실전취업실무중국어(Practical Business Chinese, 2-2-0)

교양 선택 과목으로 이미 중국어에 대한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지니스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회화를 학습 한다. 특히 비지니

스 업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설정하여 회화와 문형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18771 심리학의이해(Introduction to Psychology, 2-2-0)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기본 내용 이해 및 현대 사회에서

의 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심리학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성격유형

검사와 같은 심리테스트 일상생활에 필요한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GEN18772 아시아공동체론(Asias Cmmunication, 2-2-0)

본 강좌는 아시아를 이어주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영역에서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이를 토대로 세계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한다.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옴니버스

식 강좌로, 강사진은 배재대 교수진 및 국내외 전문가 총 14명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특전으로는 수강 학생 대상으로 약 7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GEN18773 알기쉬운부동산금융(Easy Real Estate Finance, 2-2-0)

금융의 한 분야로서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우선 금융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개념, 특징을 이해

하고 부동산 금융 시장 전반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부동산 금융의 기본인 주택담보대출을 학습한 후 모기지보험, 

은퇴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국민주택기금과 실기업에서 자금조달수단으로 이루어

지는 부동산신탁, PF금융부동산펀드 등의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내용을 중점적

으로 학습하게 된다.

 GEN18774 애니메이션일본어(Japanese Animation, 2-2-0)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어 특히 보통체 생활일본

어에 대한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구체

적인 수업진행은, 먼저 일본어 보통체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후, 단편 애니

메이션을 이용하여 보통체 표현에 대한 실제 활용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반

복 시청을 통해, 듣기 및 말하기 감각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문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는 장편 애니

메이션에서 이미 습득한 표현을 확인 및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표현을 습득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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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75 언론인의첫걸음(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and Broadcasting, 

2-2-0)

신문방송학개론은 신문과 방송을 대표로 하는 대중매체에서 일어나는 매스커뮤

니케이션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과목 개설 취지는 첫째 신문

과 방송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조

사능력을 배양하고, 둘째 효율적 의사전달과 합리적 합의-도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며, 셋째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국내 언론에 대한 기본적, 비판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GEN18776 언어와매체로본한국문화(Korean Culture Through Language & Media, 

2-2-0)

“언어는 사람을 사람이게 하고 사회를 이루게 하며 문화는 거기에서 피어난

다.” 본 과목은 문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 언어의 특징과 개별 언어로서의 한국

어의 특징, 매체별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언어와 문화의 관계, 

문화간 접촉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해 

언어를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

어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GEN18777 영문법(English Grammar, 2-2-0)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으로 학생들의 영문법과 독해능력 향상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영어문장을 접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을 둔다.

 GEN18778 영어듣기1(English Listening 1, 2-2-0)

토익듣기 및 미디어 영어 청해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기초듣기능력을 

개발 및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 강좌는 

“어린이 영어 지도사 과정”패키지에 해당하는 하는 과목이다.

 GEN18779 영어듣기2(영화)(English Listening 2(Movies), 2-2-0)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으로 영화를 통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발

음, 어휘, 문법 등 영어의 전반적인 기능을 모두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상황

에서도 익힌 언어능력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GEN18780 영어듣기심화(뉴스)(Advanced English Listening(News), 2-2-0)

선별된 뉴스자료를 활용하여 시사성 있는 주제로 학습하는 강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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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81 영어쓰기1(English Writing 1, 2-2-0)

영어로 작문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영어작문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학습하

고 기초적인 단계의 글쓰기를 통해 영어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좌이다.

 GEN18782 영어쓰기2(English Writing 2, 2-2-0)

영어쓰기1의 심화과정이다. 본 강좌는“어린이 영어 지도사 과정”과“비지니스 

영어 과정”의 두 패키지 모두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GEN18783 영어어휘어법(English Vocabulary Practical Usage, 2-2-0)

This course aims to improve students' vocabulary knowledge and develop their 

vocabulary learning skills. Students will be exposed to an important selection of 

basic vocabulary chosen from a corpus of real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rganized around everyday topics. They will learn how to use new words and 

phrases in context through a variety of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They will 

also develop fluency through learning the usage of key verbs and colloca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GEN18784 영어읽기1(English Reading 1, 2-2-0)

이 수업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독해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다양

한 읽기 전략 즉, 예측하기, 추론하기, 시각화하기, 의미종합하기 등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정확한 독해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 동시에 쉽고 재미있는 글의 다독을 

통해 유창한 독해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 정확하고 유창한 독해 능력을 위해 다양

한 주제의 글을 읽으며.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최신 뉴스 기사를 택하여 흥미로운 

영어독해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독자(reader)가 되도록 한다.

 GEN18785 영어읽기2(English Reading 2, 2-2-0)

이 수업은 학생들이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독해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둔다. 다

양한 읽기 전략 즉, 예측하기, 추론하기, 시각화하기, 의미종합하기 등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정확한 독해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 동시에 다독을 통해 유창한 

독해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

 GEN18786 영화로보는아시아문화(Understanding East Asian Culture through Film, 2-2-0)

이 수업의 목적은 영화를 통해 학생들이 동양 역사, 사회, 문화의 어떤 특정적인 

면을 넓게 이해하는 것이다. 동양 역사, 문화 사회의 특정 면에 대하여 기본적,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영화에 대한 적절한 맥

락을 갖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이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다. 즉 모

든 학생에게 개방되는 수업이다. 동양 영화, 역사, 문화에 친숙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화제 등을 또한 다룰 것이므로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다. 수업 토론장에서 

일어나는 토론 및 토의가 이 수업의 주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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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87 유럽명품산업(Europe luxury industry, 2-2-0)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유럽명품(luxury)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분석하고 명품산업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는 강의다. 명품-럭셔리(사치)의 정의, 

역사적 변화, 유럽 생산국의 현재 상황, 생산 기업의 성장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브랜드에 대한 개별적 연구 조사를 통

하여 실제적 탐구하며, 그 결과를 발표 토론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GEN18788 유럽문화의이해(Introduction of Europe Culture, 2-2-0)

15세기 이래 세계의 근대 물질문명을 주도했던 유럽 지역의 문화를 살펴보는 강

의다. 종교, 예술, 생활 등 측면에서 중요한 문화 현상들을 분석 종합하며, 역사 

속에 재배열하여 유럽 문화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도모한다.

 GEN18789 인터넷으로일본트렌드엿보기(Trend in Japan, 2-2-0)

일본의 트렌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 즉, 문화, 스포

츠, 관광, 교통, 사회생활, 교육, 의료, 복지, 정치, 국제정세, 경제, 금융, 고용, 환

경 등 분야에서의 트렌드를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수강생 스스로가 인터넷 검

색을 통하여 실제로 트렌드를 알아보고, 조별 활동을 통하여 보다 깊게 이해하도

록 한다. 또한 조별 발표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전공 및 학년의 수강생간 토론 및 발표 활동을 통하여 서로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도록 한다.

 GEN18790 일본미디어&대중문화(Japanese media and popular culture, 2-2-0)

최근 한국 대학생들 문화 중에는 일본드라마를 시작으로 일본 미디어 및 대중문

화에 심취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 경제, 역사, 문

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멀리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올바

른 시각으로 일본사회를 이해하고 역사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일본을 바라봐야 

제대로 일본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의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통해 일본사회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본 교양과목의 목표이다.

 GEN18791 일본어실용회화1(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1, 2-2-0)

수업내용은 친근한 화제에 관한 간단한 1문 1답의 대화하기, 길게 정리된 내용의 

이야기하기, 시험은 말하기시험(1대1로)이며,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진행된다.

 GEN18793 일본어쓰기(Japanese writing, 2-2-0)

이 교과목은 초급 수준의 표현, 문법의 확인과 연습, 친근한 화제에 대해 작문으

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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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794 일본어한단계업1(Japanese Listening 1, 2-2-0)

초급단계의 일본어를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어 

실력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진행은 기본 문장과 대화를 듣고 

이해, 어려운 발음을 연습하여 정확한 음성 표현,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에 적절

한 문형과 문법을 구현할 수 있게 하며 짧은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 및 배경 지

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본 강좌는 어린이 일본어 지도사 과정 패키지에 포함된 

과목이다.

 GEN18795 일본어한단계업2(Japanese Listening 2, 2-2-0)

초급단계의 일본어를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어 

실력을 한 단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단계업1에 이어, 가능형, 의지형, 사

역형, 수동형, 존경어 등의 표현을 학습하며, 그 단계에 맞는 청해를 통해 듣기 

훈련을 한다. 본 강좌는 어린이 일본어 지도사 과정 패키지에 포함된 과목이다.

 GEN18796 일본오타쿠문화(Japanese otaku culture, 2-2-0)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피규어 등의 일본 오타쿠 문화를 융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 기초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외국 문화에 대한 국제감각을 향

상시키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한다.

 GEN18797 자기표현과말하기(Self-expression and Speech, 2-2-0)

본 강좌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말하기의 전

략적 방안을 모색하여 상황에 맞는 말하기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말하기 태도

와 습관, 경청 태도에 대한 메타평가와 구체적인 이야기구성능력, 팀프로젝트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디자인한 후, 자기화하여 

표현하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GEN18798 전쟁사(War History, 2-2-0)

전쟁사를 통한 역사적 교훈을 이해한다.

 GEN18799 정치의이해(Understanding of political, 2-2-0)

정치학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등을 소개

하여 현대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를 이해하고, 장차 국가와 민족의 지도자적인 구

성원으로서의 품격을 구비하고, 사회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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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00 중국문화기행(One Step Up Chinese, 2-2-0)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언어와 문자, 인문

지리 도시탐방 먹거리 여가선용 등의 다양한 중국의 문화와 사상과 종교 그리고 

경극 및 영화 대중음악 등의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게 소개하여 학생

들이 전통문화와 현대 문예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한 학기 동안에 많은 자료를 접하고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판서 중심에

서 탈피하여 화상강의실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한다. 본 강좌는 

“어린이 중국어 지도사 과정”패키지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GEN18801 중국어한단계업(One Step Up Chinese, 2-2-0)

의사소통중국어1과 2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기초과정보다 

좀 더 다양하고 확장된 표현을 공부하며 교재에서 익힌 상황별 대화를 이용해 

파트너와 함께 대화를 재구성함으로써 적극적 의사표현을 유도한다. 동시에 정확

한 발음이 습관 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

 GEN18802 중국을만나다(Meeting China, 2-2-0)

본 강좌는 중국을 학습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강의와 중국유학생

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강의의 진행은 중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수

업을 통해 이해한 다음 중국유학생과 배운 내용을 상호 교류하는 방식을 견지한

다. 교류의 구체적인 방식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나는 

중국어와 중국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도 한국어와 한국을 동시

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유리하다. 또 다른 하나는 수업의 재미이다. 

강의가 수업과 교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 학습

이 될 것이다.

 GEN18803 중국테마기행(China Theme Travel, 2-2-0)

한국과 중국은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유사 이래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이에 본 수업을 통해 중국의 지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것이다. 유적지와 명승지, 자연환경, 또 들러볼 만한 음식집과 사볼 만한 

물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요소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이 수업은 관광안내 수

업도 아니고, 역사 수업도 아니다. 그저 중국 땅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

아가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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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04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Middle East and Africa Thematic Travel, 2-2-0)

중동지역의 현재의 정치현황과 인간의 권리를 연구하는데, 특히 중동의 국가들이 

서구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각국의 정치현황을 살펴보고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현황과 분쟁상태를 살펴본다. 특히 팔레스타인, 이라크, 남북수단 분쟁을 실

패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쟁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인권현황을 살펴본다.

 GEN18805 청년의삶과21세기민주시민(Young People's Life and 21c Citizenship, 2-2-0)

인류의 숱한 고난과 시행착오 결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자리하고 있는 민

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민주시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

서 청년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삶과 민주주의를 주체적으

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 정치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시민의 삶을 사유하

는 한편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청년들

의 삶과 미래 또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때 희망으로 다

가오는 것이다. 이 과목은 청년의 삶을 학습하고 토론하며 고민하는 공유의 장을 

함께 열어 가는 과목이다.

 GEN18806 캠퍼스중국어(Campus Chinese, 2-2-0)

본 과목은 대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 및 상황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캠퍼스 문화에 대하여 중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며, 

중국 유학 등 실전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준비한다.

 GEN18807 컨설팅의이해(Understanding Consulting, 2-2-0)

본 과목은 컨설팅 분야 가운데 기업(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요청이 가장 많

은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관리, 

고객관리, 경쟁자 분석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연마한 후에 시장세분화, 표적설정,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거시적 마케팅 전략을 습득, 최종적으로는 제품, 가격, 입

지, 촉진이라고 하는 미시적 마케팅 전술까지 습득하게 된다. 본 과목은 이론학

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까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자신이 관심

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정, 해당 기업의 현재까지의 마케팅 활동을 자료수집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마케팅 전개 내용을(자신을 컨설턴트라고 가정하고) 해당 기업 

임원에게 보고한다는 가상 속에서, 수강생과 교수 앞에서 본인의 마케팅 전략 개

선에 관한 컨설팅 작업을 보고서로 발표, 제출한다. 이 작업을 거치게 되면, 향후 

졸업시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때, 해당 기업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보여준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막연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해왔음을 수

업 중에 행하였던 보고서 제출로 입증하게 되어, 한층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효

과마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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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08 토론영어(Debate English, 2-2-0)

This class will use conversation and debate as the basis to improve English 

language skills and learn about English-speaking cultures.  Lessons will be 

participatory in nature and therefore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are 

encouraged and evaluated.  Sometimes, students will be asked to prepare 

materials outside of class time.  The midterm and final evaluations will take the 

form of group debates.  Students will be asked to work creatively and 

collaboratively. This is an active and participative clas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participate daily, speak with their classmates, and contribute to the 

content of the course. You will talk, A LOT.

 GEN18809 토익550(TOEIC550, 2-2-0)

이 과목은 토익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듣기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익히는 과정이다. 토익 성적 550을 목표로 실제 토익

시험의 유형들을 다루고 각 듣기 문제를 풀 수 있는 배경지식과 형식들을 알려

주어 토익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GEN18810 토익700(TOEIC700, 2-2-0)

이 과목은 토익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듣기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익히는 과정이다. 토익 성적 700을 목표로 실제 토익

시험의 유형들을 다루고 각 듣기 문제를 풀 수 있는 배경지식과 형식들을 알려

주어 토익시험에 대비하도록 한다.

 GEN18811 토플(TOEFL, 2-2-0)

이 과목은 토플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와 토플 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익히

고 배우는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토플시험문제를 경험해 보고 말하기, 쓰기, 읽

기, 듣기의 네 가지 능력을 고루 향상시키도록 한다.

 GEN18816 현대러시아의이해(Understanding about Contemporary Russia, 2-2-0)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 21세기 한반도의 정세와 경제 상황은 주변 강국들

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향후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인 젊은 지성인들의 국제

적 감각과 이해가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그 이전의 우리 

역사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러시아에 대한 이해는 우리 국가의 미래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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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17 회계의기초(The Fundamentals of Accounting, 2-2-0)

본 강좌는 기업 전체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기업 경영활동과 회계과정

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경영과 회계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수강자들에게 제공한다. 본 강좌는 기업의 활동 영역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기업 회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활동과 같은 정량적 분야뿐만 아니라 정태적 영역과 관련된 포

괄적인 학술정보를 다룬다.

 GEN18819 프랑스투데이(France Today, 2-2-0)

오늘날의 프랑스를 인물, 역사, 사회, 문화, 음식 등의 다양한 테마별로 접근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내 일간지 기사 검색을 통하여 각종 최

신 프랑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함으로써, 프랑스인과 대화 혹은 비즈니스 상

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는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매주 2시간 진행되

며, 내용은 2부분으로 구성된다. [1부: 테마별 프랑스 이해 2부: 프랑스 최근기사 

검색 소개(10-15개 정도)] 이제 여러분은 프랑스에 관해서 잡학사전이 될 것이다.

 GEN18821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1(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1, 

2-2-0)

지속가능 국제개발협력의 당면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GEN18822 지속가능국제개발협력2(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2-2-0)

지속가능 국제개발협력의 당면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한다.

 GEN18823 리더십개발(Theory and Practice of leadership, 2-2-0)

사회인으로써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사교적 영역에서 건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해 자기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만의 리더십을 

개발하여,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맞춤형 

리더십 개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조직에서 뿐 아니라 삶

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업이다.

 GEN18824 성서인문학(Biblical Humanities, 3-3-0)

성서를 교리적이나 경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성서가 인류의 정신과 문화와 어떤 관계

를 갖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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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25 인성과예티켓(Personality & Etiquette, 2-2-0)

‘나눔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아펜젤러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상에서 쓰임 받

는‘실천하는 청년 아펜젤러’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초 덕목을 

바탕으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인성을 정립하여 세계적 인재

로서의 올바른 인성, 건강한 가치관, 좋은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GEN18826 교회음악(Music of Church, 2-2-0)

현대의 다양한 음악장르의 모태가 되는 서양의 시대별 음악 소개를 통해서 대학

생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음악의 종류와 역사의 흐름을 학습하고 다양한 종교음악

의 색깔을 실기와 감상을 병행해서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양인에게 필요한 

휴식과 상식, 지식이 공존하는 과정이다.

 GEN18827 대중음악과현대사회(Popular music in Modern Society, 2-2-0)

대중음악이 우리 역사와 함께 변해온 변천사와 대중음악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성 등을 연구 고찰한다. 특히 우리가요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요를 이해하고, 세대와 세대간의 음악적 연관성을 통하여 서로 소통함에 있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해 봄으로 음악적지식의 발전과 음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수업을 통해 음악적 지식을 넓혀 갈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힐링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GEN18828 댄스스포츠(Dance sport, 1-0-2)

생활체육으로서 건전한 댄스스포츠의 보급과 이를 통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

가시간의 활용을 도모하며 대학인으로서의 교양적 자질을 갖는다.

 GEN18829 문화예술교육개론(Introduc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2-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무소양 필수과목이다.‘문화예술교육

사’는 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위한 국가 공인 자격

증으로 공공 교육기관에는‘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이 요구될 예정이다. 또한 정

부는 장차 전국 1,300개 어린이집·유치원, 모든 학교(1만1532개)에‘문화예술교

육사’파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업을 통해‘문화예술교육사’가 기본적

으로 이해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 핵심이

론을 간단한 기획과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목 수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검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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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30 미술감상법(Way to Art Appreciation, 3-3-0)

본 수업은 서양미술의 흐름을 중심으로 중요한 작품과 작가들을 살펴보고 당대

의 시대적 흐름과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이다. 한 작품은 작가의 

개성과 미의식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미적 기준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상하

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 또는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포함한 시대적 미적 가치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깊이 있는 미술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GEN18831 생활사진(Living Photo, 2-2-0)

이 수업을 통해서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촬영해주는 일률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 생산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와 주관으로 촬영, 보다 창의적으로 편집하

는 일련의 과정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은 각 전공수업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구체

적으로는 디지털사진의 가능성과 카메라 바로 알기 등을 통해 촬영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Photoshop 무조건 따라 하기 등을 통해 보정과 편집이 가능해진다.

 GEN18832 서양음악미술로의여행(A journey into the Western music and fine 

art, 2-2-0)

음악과 미술은 문화이해의 첩경이다. 이 강좌는 서양을 이해하기 위해 서양음악

과 서양미술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 유럽의 음악과 미술에서부터 고대문명(아스테카, 마야, 잉카)과 현대문

명의 충돌로 나타난 중남미의 독특한 예술세계까지 인간과 자연이 빚어낸 감동

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

 GEN18833 세계의음악과우리가락(Korean Music in the Context of the World, 2-2-0)

1) 세계 음악: 세상에 귀 기울이기 - 이 수업은 세계의 음악, 공연, 그리고 친숙

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개념을 다룬다. 특정 음악 형식, 문화를 다른 형식의 음악

과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 연구들을 예로 하여 배울 것이다. 이 수업은 인간과 음

악의 다양성을 인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로써 음악적 개념과 그 사회적 기능의 

다양성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이 수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음악 문화를 일

반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 개념과 방법 등을 배울 것이다.

2) 한국에 귀 기울이기: 문화맥락 속 전통음악 - 이 수업은 강의와 연수를 결합

하여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장르와 연행 형태에 대해 소개한다. 음악은 

한국 역사, 문화, 동시대 발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의는 음악

적 개념과 미학뿐만 아니라, 시간에 걸친 사회문화적, 정치적 발전과 음악의 관

련도 또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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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34 안전관리와응급구조(Safety Supervision and Emergency Services, 2-2-0)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점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배워본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 본 후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

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각종 

재난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GEN18835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세상(Theatre like rice movie like real world, 2-2-0)

영화나 연극은 인간사와 다양한 문화현상을 폭넓게 반영하고 당대의 문화와 사

회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영화는 꿈과 무의식의 구조와 논

리를 실제로 재생산하거나 근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강의는‘연극 같은 

삶과 영화 같은 세상’을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영화에 대한 이론을 배제하고 영화를 하나의 텍스트

로 삼고, 이론적 강의를 지양하며 영화의 클립을 보고 다양한 삶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GEN18836 예술과리듬(Art and Rhythm, 2-2-0)

모든 예술은 음악을 동경한다고 한다. 동경케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리듬이다. 리듬은 인간의 삶 속에, 그리고 모든 예술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

본적인 요소이다. 각 예술은 독특한 구성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

듬이 구현되는 방식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를 음악, 회화, 건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각 분야 간의 공통적인 면과 상이한 면을 비교함으로써 리듬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GEN18837 웰빙요가(Wellbeing yoga, 1-0-2)

생활체육으로서 건전한 요가의 보급과 이를 통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시간

의 활용을 도모하며 대학인으로서의 교양적 자질을 향상시킨다.

 GEN18838 음악을통한세상보기(Explaining and Admiration of Canzone & Operatic 

Arias, 2-2-0)

클래식음악은 어렵고 고상한 음악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음악 환경의 일부이

다. 오늘날 음악은 인간의 정서 나아가 동식물의 성장에 까지도 영양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클래식음악이란 동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서양의 200년 전 음악이지만, 우리는 클래식이 남의나라의 역사적인 

음악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음악으로 친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은 쉽게 다가가게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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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39 인물로본음악의역사(Musical History with Character, 2-2-0)

시대별로 대표되는 작곡가들의 삶을 탐색해보고, 클래식음악의 역사도 함께 알아

본다. 작곡가들의 명곡 감상을 통해 클래식음악의 이해를 돕는다. 음악감상과 역

사적 인물탐색을 통해 음악적 교양을 쌓도록 제시하는 수업이다.

 GEN18841 칸초네와오페라아리아의해설및감상(Explaining and Admiration of 

Canzone & Operatic Arias, 2-2-0)

서양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악과 미술을 제대로 공부해야한

다. 특히 음악 중 중요한 장르인 오페라는 수준 높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또

한 칸초네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이탈리아 음악의 한 갈래이다. 이 강좌는 매

주 한 곡의 칸초네와 중요한 오페라 중의 아리아 한 곡을 이탈리아어로 분석하

고 이해하며 감상한다. 아울러 오페라 및 칸초네의 배경을 공부하여 풍부한 교양

을 쌓는데 그 목표를 둔다.

 GEN18842 헬스바디디자인1(Health Body Design 1, 1-0-2) 

본 수업은 바디디자인 및 건강체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이해한 후, 스트레칭과 유산소운동, 근력운

동으로 구체적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한다.

 GEN18843 현대인과오페라(Sport and Health, 2-2-0) 

종합예술장르인 오페라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통해서 서양음악의 흐름과 내용을 

작품과 이야기식 학습을 통해서 극음악의 세계를 여행한다. 학기 중반이후에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공연예술 현장참여와 현재 정부의 문화예술 사업 방향과 공

연예술기획 기초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GEN18844 글로벌스포츠문화유산답사기(Sport and Health, 2-2-0) 

호모루덴스(놀이의 인간) 관점에서 지역과 시대, 이념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

화하고 있는 사회, 정치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문화사적 측면에서 스포츠 현상

과 스포츠 시장을 이해한다.

 GEN18845 스포츠와건강(Sport and Health, 2-2-0) 

현대인에게 있어서 발병되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의 각종 성인

병의 정의와 발병 원인을 알고, 운동(스포츠)을 통한 이들 질환의 개선 효과를 

인지함으로써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개념의식을 고취시킨다.

 GEN18846 헬스바디디자인2(Health Body Design 2, 1-0-2) 

본 수업은 바디디자인 및 건강 체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를 수

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과학적 방법을 이해한 후, 스트레칭과 유산소운동, 근력

운동으로 구체적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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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47 현대축구의전략과전술(Strategy and Tactics of Modern Football, 1-0-2)

전체적인 축구 시스템을 알기위해 다양한 패턴훈련, 상황에 맞는 움직임, 빌드업, 

압박 등 연습과 경기를 통해 좀 더 상황 인지 능력을 키워나가며 실전 경기에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기운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GEN18848 나섬진로캠프(nasum career training camp, 1-0-0) 

저학년때부터 진로설정 및 선호도 검사를 통한 자신감 고취 및 성공취업 달성을 

위한 발판 제공을 목표로 한다.

 GEN18849 나섬취업캠프(nasum employment training camp, 1-0-0) 

입사서류 작성부터 모의면접까지 취업준비생을 위한 종합취업대비 캠프로 취업 

실전대비 자신감 고취 및 성공취업 달성을 목표로 한다.

 GEN18850 벤처실전전략(Practices in Strategy Formulation for Venture Startups, 

2-2-0)

창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실전학습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전략

수립 방법을 배우고 선진벤처창업 성공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요성공요인을 파

악하여 창업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화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GEN18851 여대생커리어개발(Career development for women, 2-2-0)

취업 및 사회 활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학생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활동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취업 자신감 고

취 및 자기주도적인 생애 경력 개발을 가능하도록 교육함에 목적을 둔다.

 GEN18852 창업기업의회계·세무관리(Accounting and Taxation Management for 

Startups, 2-2-0)

초보자의 입장에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회계와 세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부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루는 교과목이다. 물론 창업

경영의 흐름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 교과목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창업기업의 경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계와 세무 원리를 다루었다. 둘째, 각 계정

과목 및 세목별로 세부적인 내용과 영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GEN18854 행정달인현장특강(Special Lecture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2-2-0)

고위공직자 출신들의 오랜 행정경험과 성공노하우 특강을 통하여 공직에 진출하

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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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55 히든챔피언성공CEO특강(Special Lecture by Famous CEO, 2-2-0)

본 강의는 지역의 성공한 CEO들로부터 특강을 듣고, 멋진 내 인생을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EN18856 공직입문하기(Personnel Administration in Public Agency, 2-2-0)

본 교과목은 우리나라의 고용불안과 미래사회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당면한 취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공직입문을 위한 기초상식과 입사방법 등을 설명

하여, 국민으로서 정부조직체계의 이해부터 자신의 진로준비를 위한 방법을 실질

적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

사, 공단, 그 외 정부투자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채용방법 등을 분석하여 학

업 및 입사준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GEN18857 수험경제학(Economics for Qualified Test, 2-2-0)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원론과 거시경제학원론으로 구분되며 현대사회에서 가

장 중요한 학문의 한 분야이다. 본 수험경제학의 강의 목표는 미시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소비자, 기업, 그리고 시장형태에 관한 전통적 이론과 거시경제학의 기본

이론인 국민소득 결정, 총수요, 총 공급, 실업,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학습하는데 

두고 있다. 나아가 현실경제문제와 연결시켜 합리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여타 관

련학문을 이해하는 기초지식을 연마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및 

기업체 취업준비에 대비하고자 한다.

 GEN1858 수험국어(Korean for Qualified Test, 2-2-0)

7, 9급 공무원 국어의 유형을 파악하여 응용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

의 전반적 부분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정확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매

년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과목의 고득점을 맞기 위해 기본이론과 실제 

문제를 풀어 적용력을 기른다.

 GEN18859 수험영어(English for Qualified Test, 2-2-0)

이 과정은 학생들의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18660 수험한국사(Korean History for Qualified Test, 2-2-0)

7,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를 이론과 실전문제를 통해 습득케 함으로써 응시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GEN18661 수험행정법(Administrative Law for Qualified Test, 2-2-0)

행정법은 각종 국가공무원의 선발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험행정

법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기본이론과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행정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

다 쉽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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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662 수험행정학(Public Administration for Examination, 2-2-0)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행정학 관련문제해설, 모의고사 문제 풀이 등을 통해 공

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N18663 실전취업실무한자(Practical Business Chinese Characters, 2-2-0)

한문은 각종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필수과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요성도 점

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 부응하여 본 수업은 각종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출제

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한자를 익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

에게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EN18664 여대생커뮤니케이션스킬업(Women communication Skill-up, 2-2-0)

15주에 나누어 실질적인 취업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성공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

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의 진행한다.

 GEN18665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 2-2-0)

21세기 급진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사회에

서는 구성원의 올바른 인성이 요구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에 필요한 재원으로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

드를 가질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GEN18666 고령사회의이해와전망(Understanding and prospect of aged society, 

2-2-0)

「고령사회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교양 교과목은 고령화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GEN18667 인생과음악(Music and Life, 2-2-0)

음악과 인생은,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음악과 음악위인들에게

서 보여지는 좋은 가치와 덕목들을 생각해보고 나의 가치관을 성숙하게 발전되

도 각자 적용하고 실천해보는 과목이다. 음악 감상을 통해 감성적 소양을, 그룹

활동과 토의를 통해서 소통, 배려, 경청등의 덕목들을 훈련함으로써 타인과 협업

하는 인성도 개발할 수 있다. 특별히 본교가 제시하는 5대 핵심역량과 세부역량

을 실천 기준으로 삼는다.

 GEN18871 파리산책(Paris City Walk, 2-2-0)

이 과목은 파리산책 강의는 Paris라는 세계도시에 대한 집중탐구이다. 영화에서 보이

는 파리, 대혁명 역사 속에서 파리, 뮤지컬에 등장한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파리, 배

낭여행자의 파리, 메트로에서 본 파리 등 다양한 테마로 파리를 조명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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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872 인도네시아언어와문화(Language and Culture of Indonesia, 2-2-0)

인도네시아 여행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회화를 학습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 

문화에 관한 영상자료를 통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다. 이런 지식을 토대

로 동남아 진출한 국내 기업, 현지 2,100여개의 한인기업 등에서 열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강의의 목표로 한다. 강의와 병행하여 성공한 한

인기업 KMK 그룹 송창근 회장, K move 해외취업사례, 순다열도의 숨은 진주, 

신들의 섬 발리, 불멸의 사원 보로부두르, 와양과 바틱의 문화콘텐츠, 인도네시아 

대표음식들 등 각종 방송자료를 활용한다.

 GEN18916 실용한국어(Practical Korean Conversation, 2-2-0)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의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과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중 듣고 말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이미 

배운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의사소통 전략을 익히고자 한다.

 GEN18917 유학생을위한한국문화의이해(Understanding Korean Cul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2-0)

이 수업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한국의 대학 생활 적응

을 위한 기본적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론과 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나아가 문화를 통하여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GEN18918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2(The actual Korean proficiency 1, 2-2-0)

본 수업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급 문제 유형 및 어휘, 문법을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 영역의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국어 능력 시험 중급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본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 풀이 요령을 습득 시킨다.

 GEN18919 한국어능력평가의실제2(The actual Korean proficiency 2, 2-2-0)

본 수업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급 문제 유형 및 어휘, 문법을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 영역의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하

여 본 수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제 풀이 요령을 습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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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18920 한국어프레젠테이션(The Korean presentation, 2-2-0)

본 과목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IT기술을 교육하여 

하나의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실제적인 기술 및 방법을 습

득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PPT 작성 기술을 익혀 자료를 제작하고,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 앞에서 한국어로 발표할 수 있다.

 GEN18921 한국을만나다(Meeting Korea, 2-2-0)

본 강좌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 진행은 먼저 1차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뒤, 2차시에는‘중국을 만나다’교과목을 수강하는 한국 학생

과 팀을 만들어 체험이나 심화 학습을 하게 된다. 이 수업은 중국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나아가 양국의 학생들끼리 상호교류를 

통해 학습 내용을 더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수업 내용은‘한국의 상징, 

교육, 전통 의식주, 문화, 정치, 역사, 정치, 인물’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방식은 주제별로 2시간 이론 수업, 2시간 팀 활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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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교육센터
(Center of Convergence & Integration)

주-2

융합전공

연번 융합전공명 참여 학과

1 다문화학
한국어문학과, 공공정책학과, 가정교육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심리철학상담학과

2 벤처창업학
경영학과, 전자상거래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무역학과

3 광고홍보학
경영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과, 심리철학상담학과, 정치언론안보학과, 
한국어문학과

4 기초직무학 주시경교양대학

5 인문인성교양학 주시경교양대학

6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의류패션학과, 무역학과,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7 글로컬마케팅학
일본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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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
(Multi-Cultural Studies)

융합

1. 교육목표

  다문화학 융합전공은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다문화학 융합전공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가

정·학교·사회를 연계하여 다문화적 접근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다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학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은 다문화 관련 기초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교과

목들도 구성되어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다문화학 융합전공 이수자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m 유․초․중등학교 다문화 교육 전문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 교사 및 

학습보조교사(교직이수자 경우 다문화교육사, 다문화상담사, 다문화복지사 등

의 민간자격증 취득 권장)

m 평생교육기관의 다문화 관련 강사

m 다문화 NGO 및 국제기구 활동 전문가

m 한국어교육 및 이중 언어교육 전문가(한국어교원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 자격

증 소지자의 경우)

m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의 이해] 강사(다문화사회전문가과정 

수료증 소지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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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취
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전문가
필수

6과목
18학점 
이상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3 3 0 MCS18603 다문화학

이민정책론 3 3 0 GPT18302 공공정책학과

이민법제론 3 3 0 MCS18602 다문화학

이민·다문화현장실습 3 0 0 MCS18604 다문화학

국제이주와노동정책 3 3 0 GPT18201 공공정책학과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 3 0 MCS18605 다문화학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 3 3 0 GPT18209 공공정책학과

전문가
선택

3과목
9학점 
이상

국제이주와사회통합 3 3 0 MCS18601 다문화학

이중언어교육론 3 3 0 KLL18309 한국어문학과

다문화사회교육론 3 3 0 HEE18305 가정교육과

국제이주와젠더 3 3 0 GPT18403 공공정책학과

해외동포사회의이해 3 3 0 GPT18414 공공정책학과

일반
선택

3과목
9학점 
이상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3 3 0 KLL18210 한국어문학과

사회복지실천론　 3　 3　 0　
THE18210 복지신학과

SIL18205 실버보건학과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SIL18301 실버보건학과

한국어교육과정론 3 3 0 KLL18406 한국어문화학과

사회복지행정론 3 3 0
THE18406 복지신학과

SIL18407 실버보건학과

심리상담세미나 3 3 0 PSP18405 심리철학상담학과

가정생활교육 3 3 0 HEE18310 가정교육과

사회복지조사론 3 3 0 THE18405 복지신학과

지역사회복지론 3 3 0

THE18213 복지신학과

SIL18307 실버보건학과

MCT14307 미디어콘텐츠학과

가족복지론 3 3 0 THE18302 복지신학과

계 36학점이상 66 63　0 　 　

※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증 필수과목 6과목,
   자격증선택과목 3과목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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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다문화 교육과정 로드맵

다문화교육 전문인 지향형

발전
(2학년)

진로별

가족학(2-1)
가족복지론(2-2)
생애설계와진로교육(2-2)
국제이주와 노동정책(2-1)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2-2)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2-2)
사회복지실천론(2-2
지역사회복지론(2-2)

심화
(3, 4학년)

진로별

다문화사회교육론(3-1)
다문화가정생활문화(4-2), 가정생활교육(3-2)
아동청소년복지론(4-1)
이중언어교육론(3-2)
프로그램개발과평가(3-1)
국제이주와젠더(4-1)
해외동포사회이해(4-2)
한국어교육과정론(4-1)
사회복지행정론(4-1)
심리상담세미나(4-1)
사회복지조사론(4-1)

분야설명

로드맵 
소개 및 
수강 
안내

가정교육과 고유 영역인 건강가정사 역할과 결합하여 다문화교육센
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전문가로 진로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로드맵이다.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다문화학] 융합전공을 복수전공
으로 이수하는 경우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진로
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교육사, 건강가정사, 가족복지사 등의 관
련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교육센터나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자 등의 진로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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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학
(Studies in Venture Creation)

융합

1. 교육목표

m 선진 벤처창업교육을 위한 경쟁력 있는 융합전공 프로그램 운영

- 산업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및 강의교수 풀 운영

- 해외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구·교육 협력 및 학술운영자문위원회 운영

m 현장실습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산학협력과 취업을 연계

- 학생 현장 학기제를 적용한 산업체 니즈 체험

- 학내 벤처설립을 통한 실질취업 및 인턴십 기회 극대화

- 벤처창업포럼 개최 - 유관 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협회 회원사와의 네트워

킹(예: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창업진흥원, 

상공회의소, 중견기업협회 등)

- 충남·대전·충북·경기남부 지역의 두터운 전략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자

동차산업 클러스터, LCD 및 전자정보산업 클러스터,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대덕의 정부출연 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과 연계 시도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21세기의 산업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세계화 경쟁의 심화 속에서

는 융합적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은 필수적이다. 각종 사회요소와의 융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경쟁력을 갖춘 기술의 습득 및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 전

공을 통해서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3. 향후 진로계획

m 기술사업화를 통한 벤처기업 창업

m 창투사, 벤처캐피탈, 프라이빗에쿼티, 은행 등 벤처기업투자심사역

m 국내외 기업, 기업연구소, 공공연구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 및 지자체 산

하기관의 사업기획 및 전략경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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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
문
분
류

최
소
취
득
학
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기
업
가
정
신

6
학
점 
이
상

창업과경영이해 2 2 0 GEN18313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창업과기업가정신 2 2 0 GEN18154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 2 2 0 GEN18460 주시경교양대학

벤처실전전략 2 2 0 GEN18850 주시경교양대학

비즈니스상상력 2 2 0 GEN18356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창
업
환
경
론

6
학
점 
이
상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2 2 0 GEN18304 주시경교양대학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 2 2 0 GEN18307 주시경교양대학

아이디어와시장 2 2 0 GEN18358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의창업 2 2 0 GEN18306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사
업
화
기
획
론

6
학
점 
이
상

발명과특허 2 2 0 GEN18354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프론티어창업솔루션 2 2 0 GEN18315 주시경교양대학

기술사업화개론 2 2 0 GEN18303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기술창업실무 2 2 0 GEN18352 주시경교양대학+산학협력단

창업기업의회계·세무관리 2 2 0 GEN18852 주시경교양대학

창
업
영
역
론

학
과
별 
18
학
점
까
지 
인
정

36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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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다문화 교육과정 로드맵

창업 준비 과정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

취득 과정
창업 관련 기획 역량 

획득 과정

기초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창업과경영이해, 창업과기업가정신

발전
프론티어창업솔루션, 
비즈니스상상력, 
아이디어와시장

프론티어창업솔루션, 
벤처실전전략 

문제해결과 의사
결정을 위한 리더십, 
아이디어와시장, 

프론티어창업솔루션

심화

벤처실전전략, 
산업생태계와 
벤처창업, 

사회적기업의창업, 
발명과특허, 
기술창업실무

기술사업화개론, 
창업기업의세무회계, 

발명과특허

벤처실전전략, 
산업생태계와 
벤처창업, 

사회적기업의창업, 
기술시장 및 

시장정보의수집과가공
기업경영사례

체험 블루오션과창업트렌드, 프론티어창업솔루션, 벤처실전전략, 산업생태계와벤처창업

분야
설명

졸업 후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창업 아이디어 개발 
완료, 시제품 제작 및 
창업 경진대회 참가 

목표

창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기존 기업의 사내 창업 
및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획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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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홍보학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융합

1. 교육목표

  광고홍보학은 광고·홍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전문인

재 양성과 학문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광고홍보학은 광고·홍보문화를 선도하고 국제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인 양

성 및 종합 과학적 교육을 통한 전문 광고·홍보인을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3. 향후 진로계획

융합전공 광고홍보학 이수자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국내외 광고대행사, 기업 마케팅/홍보 부서, 방송사, 기획사, 창업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입문
4과목
12학점
이상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한국어어문규범 3 3 0 KLL18215 한국어문학과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론 3 3 0 PHO18208 광고사진영상학과

설득커뮤니케이션 3 3 0 GPT18360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

심리학개론 3 3 0 PSP18104 심리철학상담학과
영상콘텐츠기획제작1 2 1 2 TFA18305 연극영화학과
영상콘텐츠기획제작2 2 1 2 TFA18314 연극영화학과

심화
4과목
12학점
이상

광고론 3 3 0 MGM18404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서비스마케팅 3 3 0 MGM18210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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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특성화 분야)

광고 및 홍보

기초
(1학년)

심리학개론(1-1), 사진영상론(1-1)

발전
(2학년)

마케팅관리론(2-1), 서비스마케팅(2-2), 한국어어문규범(2-2), 
디자인표현기법(2-1), 디자인표현기법(2-2),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론(2-2)

심화
(3, 4학년)

마케팅조사론(3-1), 디지털디자인1(3-1), 타이포그래피1(3-1), 영상콘텐츠기획제
작1(3-1), 디지털디자인2(3-2), 소비자행동론(3-2), 대중문화와정치(3-2), 영상콘
텐츠기획제작2(3-2), 광고론(4-1), 광고디자인(4-1), 미디어글쓰기(4-1)

분야
설명

[교육목표] 광고·홍보문화를 선도하고 국제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인 양
성 및 종합 과학적 교육을 통한 전문광고·홍보인을 육성
[취업진로] 국내외 광고대행사, 기업 마케팅/홍보 부서, 방송사, 기획사, 창업 등

학문
분류

최소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사진영상론 3 3 0 PHO18103 사진영상디자인학과

광고디자인 2 1 2 ART18402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대중문화와정치 3 3 0 GPT18359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

응용
4과목
12학점
이상

마케팅조사론 3 3 0 MGM18303 경영학과

디자인표현기법1 3 2 2 ART18201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디자인표현기법2 3 2 2 ART18205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디지털디자인1 3 2 2 ART18301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디지털디자인2 3 2 2 ART18315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타이포그래피1 2 1 2 ART18305
미술디자인학부 
미술디자인학

미디어글쓰기 3 3 0 GPT18454
글로벌공공인재학부
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

계 36학점 이상 62 5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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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직무학
(Basic Vocational Skills)

융합

1. 교육목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즉시 필요한 기초직무 수행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Well-Balanced 기초직무능력을 함양한 인

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가치사슬 상 주활동기능 및 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한 기초직무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기초직무란 

경리, 인사지원, 정보관리를 포함하여 아울러 기초소양교육도 포함한다.

3. 향후 진로계획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초직무능력을 함양하였음을 강조하여 일반 기

업의 사무직 채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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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기초
직무
역량

9과목
18학점
이상

의사소통영어1 2 2 0 GEN18201 주시경교양대학

2과목 
4학점 
이상

의사소통영어2 2 2 0 GEN18202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독일어1 2 2 0 GEN18203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독일어2 2 2 0 GEN18204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프랑스어1 2 2 0 GEN18205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프랑스어2 2 2 0 GEN18206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스페인어1 2 2 0 GEN18207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스페인어2 2 2 0 GEN18208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중국어1 2 2 0 GEN18209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중국어2 2 2 0 GEN18210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일본어1 2 2 0 GEN18211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일본어2 2 2 0 GEN18212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러시아어1 2 2 0 GEN18213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러시아어2 2 2 0 GEN18214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베트남어 2 2 0 GEN18215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아랍어 2 2 0 GEN18217 주시경교양대학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 2 2 0 GEN18657 주시경교양대학

1과목 
2학점
이상

실용글쓰기와토론 2 2 0 GEN18653 주시경교양대학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2 2 0 GEN18656 주시경교양대학
고전읽기세미나 2 2 0 GEN18651 주시경교양대학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 2 2 0 GEN18654 주시경교양대학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 2 2 0 GEN18652 주시경교양대학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 2 2 0 GEN18658 주시경교양대학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 2 2 0 GEN18609 주시경교양대학

1과목 
2학점
이상

SNS활용1인미디어제작 2 2 0 GEN18601 주시경교양대학
포토샵그래픽활용 2 2 0 GEN18612 주시경교양대학
동영상편집기초 2 2 0 GEN18604 주시경교양대학
인터넷과정보관리 2 2 0 GEN18608 주시경교양대학
대학인을위한엑셀 2 2 0 GEN18602 주시경교양대학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2 2 0 GEN18603 주시경교양대학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 2 2 0 GEN18605 주시경교양대학
사물인터넷의이해 2 2 0 GEN18606 주시경교양대학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 2 2 0 GEN18611 주시경교양대학
컴퓨터와생활수학 2 2 0 GEN18610 주시경교양대학

회계
기초
직무
역량

2과목
4학점
이상

엑셀과전산회계 2 1 2 GEN18607 주시경교양대학

경영및회계 2 2 0 GEN18155 주시경교양대학

알기쉬운부동산금융 2 2 0 GEN18773 주시경교양대학

현대생활과재테크 2 2 0 GEN18467 주시경교양대학

생활금융의이해 2 2 0 GEN18462 주시경교양대학

금융시장의이해 2 2 0 GEN18457 주시경교양대학

창업기업의회계·세무관리 2 2 0 GEN18852 주시경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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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
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인사
지원
직무
역량

2과목
4학점
이상

리더십개발 2 2 0 GEN18823 주시경교양대학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2 2 0 GEN18746 주시경교양대학
글로벌리더십 2 2 0 GEN18454 주시경교양대학
문제해결능력과리더십 2 2 0 GEN18460 주시경교양대학
기술사업화개론 2 2 0 GEN18303 주시경교양대학
자기경영리더십 2 2 0 GEN18309 주시경교양대학
리더십과코칭스킬 2 2 0 GEN18353 주시경교양대학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2 2 0 GEN18357 주시경교양대학

정보
관리
직무
역량

2과목
4학점
이상

인터넷과정보관리 2 1 2 GEN18608 주시경교양대학
아이디어와시장 2 2 0 GEN18358 주시경교양대학
비즈니스상상력 2 2 0 GEN18356 주시경교양대학
문화와사회속의정보기술 2 1 2 GEN18708 주시경교양대학
개인정보관리사입문 2 2 0 GEN18351 주시경교양대학
정보통신입문 2 2 0 GEN18511 주시경교양대학
손안의유비쿼터스 2 2 0 GEN18507 주시경교양대학

기초
소양

8과목
16학점
이상

인성과예티켓 2 2 0 GEN18825 주시경교양대학
실전취업준비영어 2 2 0 GEN18766 주시경교양대학
실전취업실무영어 2 2 0 GEN18767 주시경교양대학
토익550 2 2 0 GEN18809 주시경교양대학
토익700 2 2 0 GEN18810 주시경교양대학
사회봉사1 1 0 0 GEN18701 주시경교양대학
사회봉사2 1 0 0 GEN18702 주시경교양대학
국제여행문화에티켓 2 2 0 GEN14450 주시경교양대학
여대생커리어개발 2 2 0 GEN18851 주시경교양대학
중국문화기행 2 2 0 GEN18800 주시경교양대학
베트남역사와문화 2 2 0 GEN18722 주시경교양대학
빅데이터와세상읽기 2 2 0 GEN18758 주시경교양대학
신실크로드의사회와문화 2 2 0 GEN18762 주시경교양대학
유럽명품산업 2 2 0 GEN18787 주시경교양대학
영화로보는아시아문화 2 2 0 GEN18786 주시경교양대학
재미있는아이디어정리기법 2 2 0 GEN18840 주시경교양대학
재미있는정보디스플레이세계 2 2 0 GEN18510 주시경교양대학
4차산업혁명과기술경영 2 2 0 GEN18703 주시경교양대학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 2 2 0 GEN18717 주시경교양대학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 2 2 0 GEN18718 주시경교양대학

계 36학점 이상 100 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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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

기초

(1학년)

세상의문자이야기(1-1), 문학의이해(1-1), 한국사의이해(1-1), 
대학생활과인성(1-1), 인성과예티켓(1-1),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1-1), 
즐거운인생을위한철학이야기(1-1),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1-1), 
현대인과정신건강(1-1), 동영상편집기초(1-1), 
철학이해와상상력(1-2), 심리학의이해(1-2), 배재논리학(1-2), 
인터넷과정보관리(1-2), 의사소통영어1(1-2), 의사소통독일어1(1-2), 
의사소통프랑스어1(1-2), 의사소통스페인어1(1-2), 의사소통중국어1(1-2), 
의사소통일본어1(1-2), 의사소통러시아어1(1-2), 의사소통베트남어(1-2), 
의사소통아랍어(1-2)

발전

(2학년)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2-1), 자기표현과말하기(2-1), 중국역사바로알기(2-1),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2-1), 지중해와인류문명(2-1), 
이슬람언어와문화(2-1), 유럽문화의이해(2-1),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2-1), 터
키와동서양문명의만남(2-1), 사물인터넷의이해(2-1), 
대학인을위한엑셀(2-1),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2-1),
실용글쓰기와토론(2-2), 고전읽기세미나(2-2),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2-2), 동
남아시아역사와문화(2-2),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2-2), 
베트남역사와문화(2-2), 인도의역사문화지리(2-2), 
현대러시아의이해(2-2),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2-2), 
유럽박물관탐방(2-2), SNS활용1인미디어제작(2-2), 
포토샵그래픽활용(2-2), 의사소통영어2(2-2), 의사소통독일어2(2-2), 
의사소통프랑스어2(2-2), 의사소통스페인어2(2-2), 의사소통중국어2(2-2), 
의사소통일본어2(2-2), 의사소통러시아어2(2-2)

심화

(3,4학년)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3-1),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3-1), 
샹송,와인그리고혁명(3-1), 한반도와열강의역사(3-1),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3-1), 음악을통한세상보기(3-1),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3-2),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3-2),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3-2), 컴퓨터와생활수학(3-2),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3-2),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4-1),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4-1),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4-1), 
도시와나무(4-1),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4-2),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4-2),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세상(4-2), 인물로본음악의역사(4-1)

체험
(3,4학년)

사회봉사1(3-1), 사회봉사2(4-1)

분야설명

[교육목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즉시 필요한 기초직무 수행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Well-Balanced 기초직무능력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진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기초직무능력을 함양하였음을 
강조하여 일반 기업의 사무직 채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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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인성교양학
(Liberal Arts and Humanities)

융합

1. 교육목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양 역량을 고루 갖추어 교양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이공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 계열 학생들에게

도 개방이 되어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Well-Balanced 교양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융합 소개 및 안내

  최근 일반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전공능력보다 인성을 갖추어줄 것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인성과 인문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과목을 구성하여, 전공 

적합성이 부족한 학생이 복수전공 개념으로 인문인성교양학을 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 향후 진로계획

  전문적인 직종이 아닌 일반적인 직종으로 진출 가능하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인문인성교양을 갖추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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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기초교양
4과목
8학점
이상

의사소통영어1 2 2 0 GEN18201 주시경교양대학

2과목 
4학점 
이상

의사소통영어2 2 2 0 GEN18202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독일어1 2 2 0 GEN18203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독일어2 2 2 0 GEN18204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프랑스어1 2 2 0 GEN18205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프랑스어2 2 2 0 GEN18206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스페인어1 2 2 0 GEN18207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스페인어2 2 2 0 GEN18208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중국어1 2 2 0 GEN18209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중국어2 2 2 0 GEN18210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일본어1 2 2 0 GEN18211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일본어2 2 2 0 GEN18212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러시아어1 2 2 0 GEN18213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러시아어2 2 2 0 GEN18214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베트남어 2 2 0 GEN18215 주시경교양대학
의사소통아랍어 2 2 0 GEN18217 주시경교양대학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 2 2 0 GEN18657 주시경교양대학

1과목 
2학점
이상

실용글쓰기와토론 2 2 0 GEN18653 주시경교양대학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 2 2 0 GEN18656 주시경교양대학
고전읽기세미나 2 2 0 GEN18651 주시경교양대학
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 2 2 0 GEN18654 주시경교양대학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 2 2 0 GEN18652 주시경교양대학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 2 2 0 GEN18658 주시경교양대학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 2 2 0 GEN18609 주시경교양대학

1과목 
2학점
이상

SNS활용1인미디어제작 2 2 0 GEN18601 주시경교양대학
포토샵그래픽활용 2 2 0 GEN18612 주시경교양대학
동영상편집기초 2 2 0 GEN18604 주시경교양대학
인터넷과정보관리 2 2 0 GEN18608 주시경교양대학
대학인을위한엑셀 2 2 0 GEN18602 주시경교양대학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2 2 0 GEN18603 주시경교양대학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 2 2 0 GEN18605 주시경교양대학
사물인터넷의이해 2 2 0 GEN18606 주시경교양대학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 2 2 0 GEN18611 주시경교양대학
컴퓨터와생활수학 2 2 0 GEN18610 주시경교양대학

심화교양
(인간의본
성·인륜
성탐구,도
덕적추론)

2과목
4학점
이상

철학이해와상상력 2 2 0 GEN18422 주시경교양대학
심리학의이해 2 2 0 GEN18771 주시경교양대학
배재논리학 2 2 0 GEN18406 주시경교양대학
즐거운인생을위한철학이야기 2 2 0 GEN18421 주시경교양대학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 2 2 0 GEN18418 주시경교양대학
현대인과정신건강 2 2 0 GEN18424 주시경교양대학
대학생활과인성 2 2 0 GEN18402 주시경교양대학
인성과예티켓 2 2 0 GEN18825 주시경교양대학
세상의문자이야기 2 2 0 GEN18409 주시경교양대학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 2 2 0 GEN18717 주시경교양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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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류

최소
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심화교양
(사회적·
역사적현
실의
탐구)

2과목
4학점
이상

한국사의이해 2 2 0 GEN18423 주시경교양대학
중국역사바로알기 2 2 0 GEN18419 주시경교양대학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 2 2 0 GEN18804 주시경교양대학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 2 2 0 GEN18459 주시경교양대학
샹송,와인그리고혁명 2 2 0 GEN18554 주시경교양대학
한반도와열강의역사 2 2 0 GEN18728 주시경교양대학
터키와동서양문명의만남(편성) 2 2 0 주시경교양대학
지중해와인류문명 2 2 0 GEN18566 주시경교양대학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 2 2 0 GEN18719 주시경교양대학

심화교양
(지역
이해)

2과목
4학점
이상

이슬람언어와문화 2 2 0 GEN18564 주시경교양대학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 2 2 0 GEN18403 주시경교양대학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 2 2 0 GEN18410 주시경교양대학
베트남역사와문화 2 2 0 GEN18722 주시경교양대학
인도의역사문화지리 2 2 0 GEN18416 주시경교양대학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 2 2 0 GEN18751 주시경교양대학
현대러시아의이해 2 2 0 GEN18816 주시경교양대학

심화교양
(종교적·
미학적가
치추구,기
타융복합
적주제탐

구)

2과목
4학점
이상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 2 2 0 GEN18563 주시경교양대학
유럽박물관탐방 2 2 0 GEN18559 주시경교양대학
음악을통한세상보기 2 2 0 GEN18838 주시경교양대학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 2 2 0 GEN18718 주시경교양대학
도시와나무 2 2 0 GEN18707 주시경교양대학
유럽문화의이해 2 2 0 GEN18788 주시경교양대학
문학의이해 2 2 0 GEN18405 주시경교양대학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세상 2 2 0 GEN18835 주시경교양대학
인물로본음악의역사 2 2 0 GEN18839 주시경교양대학

비학술적
체험

6과목
12학점
이상

아카펠라앙상블 2 2 0 GEN18556 주시경교양대학
모바일작곡 2 2 0 GEN18552 주시경교양대학
우리전통음악의이해와감상 2 2 0 GEN18558 주시경교양대학
칸초네와오페라아리아의해설및감상 2 2 0 GEN18841 주시경교양대학
알프스문화기행 2 2 0 GEN18557 주시경교양대학
중국인의밥상 2 2 0 GEN18420 주시경교양대학
현대건축의이해 2 2 0 GEN18570 주시경교양대학
파라오와이집트문명 2 2 0 GEN18567 주시경교양대학
사회봉사1 1 0 0 GEN18701 주시경교양대학
사회봉사2 1 0 0 GEN18702 주시경교양대학
리더십개발 2 2 0 GEN18823 주시경교양대학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 2 2 0 GEN18746 주시경교양대학
자기경영리더십 2 2 0 GEN18309 주시경교양대학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2 2 0 GEN18357 주시경교양대학
자기표현과말하기 2 2 0 GEN18797 주시경교양대학
토익550 2 2 0 GEN18809 주시경교양대학
토익700 2 2 0 GEN18810 주시경교양대학
차마고도와소수민족 2 2 0 GEN18726 주시경교양대학
러시아도시산책 2 2 0 GEN18752 주시경교양대학
수화로세상다시보기 2 2 0 GEN18761 주시경교양대학

계 36학점 이상 176 17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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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

기초
(1학년)

세상의문자이야기(1-1), 문학의이해(1-1), 한국사의이해(1-1), 
대학생활과인성(1-1), 인성과예티켓(1-1), 고사성어를통해배우는성현의지혜(1-1), 
즐거운인생을위한철학이야기(1-1), 재미있는심리학이야기(1-1), 
현대인과정신건강(1-1), 동영상편집기초(1-1), 철학이해와상상력(1-2), 
심리학의이해(1-2), 배재논리학(1-2), 인터넷과정보관리(1-2), 의사소통영어1(1-2), 
의사소통독일어1(1-2), 의사소통프랑스어1(1-2), 의사소통스페인어1(1-2), 
의사소통중국어1(1-2), 의사소통일본어1(1-2), 의사소통러시아어1(1-2), 
의사소통베트남어(1-2), 의사소통아랍어(1-2)

응용
(2학년)

자기성찰글쓰기와토론(2-1), 자기표현과말하기(2-1), 중국역사바로알기(2-1), 
중동북아프리카테마기행(2-1), 지중해와인류문명(2-1), 이슬람언어와문화(2-1), 
아카펠라앙상블(2-1), 유럽문화의이해(2-1), 라틴아메리카문화의이해(2-1), 
터키와동서양문명의만남(2-1), 사물인터넷의이해(2-1), 대학인을위한엑셀(2-1),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2-1) 모바일작곡(2-1), 실용글쓰기와토론(2-2), 
고전읽기세미나(2-2), 대인관계와커뮤니케이션(2-2), 동남아시아역사와문화(2-2), 
스페인어권역사와문화(2-2), 베트남역사와문화(2-2), 인도의역사문화지리(2-2), 
현대러시아의이해(2-2),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2-2), 유럽박물관탐방(2-2), 
SNS활용1인미디어제작(2-2), 포토샵그래픽활용(2-2), 의사소통영어2(2-2), 
의사소통독일어2(2-2), 의사소통프랑스어2(2-2), 의사소통스페인어2(2-2), 
의사소통중국어2(2-2), 의사소통일본어2(2-2), 의사소통러시아어2(2-2)

심화     
 

(3,4학년)

세계시민과소통의글쓰기(3-1), 학술적글쓰기와프레젠테이션(3-1), 
샹송,와인그리고혁명(3-1), 한반도와열강의역사(3-1), 
캠퍼스생활을위한컴퓨터기초(3-1), 음악을통한세상보기(3-1), 
리더십계발(3-1), 라틴아메리카시장경제(3-2), 동양역사속의노마드의삶(3-2), 
이슬람과기독교문화의차이(3-2), 컴퓨터와생활수학(3-2), 
그림으로본동양과서양(3-2), 판타지SF그리고상상력(4-1), 
디지털사회와문화의이해(4-1), 파워포인트인포그래픽스(4-1), 
도시와나무(4-1),예술적상상력과글쓰기(4-2),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4-2), 
연극같은인생영화같은세상(4-2), 인물로본음악의역사(4-1)

체험
(3,4학년)

사회봉사1(3-1), 사회봉사2(4-1)

분야설명

다양한 교과목 체험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타전공 학생들과 소통하고 활동함
으로 협업을 훈련한다. 어떠한 직무 환경에서라도 타인과 협업하고 유연한 사
고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어떤 직무에도 책임을 다하는 
Well-balanced 인성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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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
(Global Fashion Business)

융합

1. 교육목표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적인 패션비즈니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능력 배양

m 패션비즈니스 실무능력 배양

m 무역 실무능력 배양

m 어학능력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패션산업의 글로벌화가 해외소싱 뿐 아니라 현지 직진출까지 확장됨에 따라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 및 어학능력을 겸비한 패션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전공에서는 패션비즈니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및 

어학 능력을 골고루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3. 향후 진로계획

  해외무역, 머천다이저, 바이어, 글로벌소싱, 해외영업, 프로모션업체MD, 생산관

리, 테크니컬디자이너, 글로벌쇼핑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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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의류
패션

12학점
이상

패션마케팅 3 3 0 CTD18104 의류패션학과
의류재료학 3 3 0 CTD18201 의류패션학과
패션머천다이징 3 3 0 CTD18204 의류패션학과
패션무역실무 3 3 0 CTD18408 의류패션학과
소재기획 3 3 0 CTD18303 의류패션학과
패션마케팅정보분석 3 3 0 CTD18107 의류패션학과
패션리테일링 3 3 0 CTD18211 의류패션학과
패션쇼핑몰창업 3 3 0 CTD18412 의류패션학과
패션디자인기초 3 3 0 CTD18103 의류패션학과
의복구성원리 3 2 2 CTD18102 의류패션학과
평면패턴실습 3 2 2 CTD18202 의류패션학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3 2 2 CTD18205 의류패션학과
복식색채실습 3 2 2 CTD18203 의류패션학과
VMD 3 3 0 CTD18301 의류패션학과
복식디자인발상 3 2 2 CTD18209 의류패션학과
테일러링 3 2 2 CTD18210 의류패션학과
패션소비자행동론 3 3 0 CTD18312 의류패션학과

무역학
9학점
이상

무역학원론 3 3 0 ICM18012 무역학과
물류의이해 3 3 0 ICM18106 무역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원산지실무 3 3 0 ICM18206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국제무역결제론 3 3 0 ICM18402 무역학과
무역영어회화2 3 3 0 ICM18406 무역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무역영어2 3 3 0 ICM18209 무역학과
무역계약론 3 3 0 ICM18211 무역학과
국제통상환경론 3 3 0 ICM18312 무역학과
무역영어회화1 3 3 0 ICM18313 무역학과

외국어
12학점
이상

영어
영어쓰기1 2 2 0 GEN18781 기초교양교육부
영어쓰기2 2 2 0 GEN18782 기초교양교육부
영어듣기1 2 2 0 GEN18778 기초교양교육부
영어듣기2 2 2 0 GEN18779 기초교양교육부
실용영어회화1 2 2 0 GEN18764 기초교양교육부
실용영어회화2 2 2 0 GEN18765 기초교양교육부
영문법1 3 3 0 ENR18102 영어영문학과
영문법2 3 3 0 ENR18110 영어영문학과
영어회화1 3 3 0 ENR18104 영어영문학과
영어회화2 3 3 0 ENR18111 영어영문학과
영미산문 3 3 0 ENR18207 영어영문학과
영어어휘어법 2 2 0 GEN18783 기초교양교육부

영문강독1 3 3 0 ENR18109 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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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영문강독2 3 3 0 ENR18202 영어영문학과
토익 3 3 0 ENR18305 영어영문학과

중국어
중급중국어강독1 3 3 0 CHI18201 중국학과
중급중국어강독2 3 3 0 CHI18214 중국학과
중국어문법작문1 3 3 0 CHI18206 중국학과
중국어문법작문2 3 3 0 CHI18209 중국학과
생활중국어회화1 3 3 0 CHI18205 중국학과
생활중국어회화2 3 3 0 CHI18212 중국학과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3 3 0 CHI18204 중국학과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 3 0 CHI18211 중국학과
고급중국어1 3 3 0 CHI18302 중국학과
고급중국어2 3 3 0 CHI18310 중국학과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2 2 0 CHI18308 중국학과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2 2 0 CHI18316 중국학과
의사소통중국어1 2 2 0 GEN18209 기초교양교육부
의사소통중국어2 2 2 0 GEN18210 기초교양교육부
실전취업실무중국어 2 2 0 GEN18770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
일본의이해1 3 3 0 JAP18103 일본학과
일본의이해2 3 3 0 JAP18108 일본학과
의사소통일본어1 3 3 0 GEN18211 기초교양교육부
의사소통일본어2 3 3 0 GEN18212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문법 3 3 0 JAP18111 일본학과
초급일본어회화1 3 3 0 JAP18104 일본학과
초급일본어회화2 3 3 0 JAP18109 일본학과
일본문화개관 3 3 0 JAP18402 일본학과
일본문학개론 3 3 0 JAP18204 일본학과
일본어한단계업1 2 2 0 GEN18794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한단계업2 2 2 0 GEN18795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작문 3 3 0 JAP18212 일본학과
실천일본어회화1 3 3 0 JAP18301 일본학과
실천일본어회화2 3 3 0 JAP18309 일본학과
일본정통문화론 3 3 0 JAP18214 일본학과
실전취업실무일본어 2 2 0 GEN18769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실용회화1 2 2 0 GEN18791 기초교양교육부
일본어실용회화2 2 2 0 GEN18792 기초교양교육부

계 217 2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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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패션 분야 무역 분야 어학 분야

기초
(1학년)

패션디자인기초(1-1), 패션마케팅(1-1), 의복구성원리(1-1), 패션마케팅정보분석(1-2), 
무역학원론(1-1), 물류의 이해(1-1), 영문법1(1-1), 영어회화1(1-1), 영문법2(1-2), 
영어회화2(1-2), 영문강독1(1-2), 초급일본어회화1(1-1), 일본의이해1(1-1)
초급일본어회화2(1-2), 일본의이해2(1-2), 일본어문법(1-2)

발전
(2학년)

패션일러스트레이션(2-1)
복식색채실습(2-1)
패션머천다이징(2-1)
평면패턴실습(2-1)
의류재료학(2-1),
일러링(2-2)
패션리테일링(2-2)
복식디자인발상(2-2)

무역영어1(2-1)
원산지실무(2-1)
무역상무론(2-2)
무역영어2(2-2)
무역계약론(2-2)

영문강독2(2-1)
기초비지니스중국어회화1(2-1)
생활중국어회화1(2-1)
중급중국어강독1(2-1)
중국어문법작문1(2-1)
생활중국어회화2(2-1)
영미산문(2-2)
기초비지니스중국어회화2(2-2)
중급중국어강독2(2-2)
중국어문법작문2(2-2)
일본문학개론(2-1)
일본어작문(2-2)
일본전통문화론(2-2)

심화
(3,4학년)

VMD(3-1)
소재기획(3-1)
패션소비자행동론(3-2)
패션무역실무(4-1)
패션쇼핑몰창업(4-2)

무역상담론(3-1)
국제운송론(3-1)
무역영어회화1(3-2)
국제통상환경론(3-2)
국제무역결제론(4-1)
무역영어회화2(4-1)

토익(3-1)
중급비지니스중국어회화1(3-1)
고급중국어1(3-1)
중급비지니스중국어회화2(3-2)
고급중국어2(3-2)
실천일본어회화1(3-1)
실천일본어회화2(3-2)
일본문화개관(4-1)

체험
(3,4학년)

장기현장실습(IPP)

분야
설명

[교육목표] 패션비즈니스 
실무능력 배양

[취업진로] 해외무역, 
머천다이저, 바이어, 
글로벌소싱, 해외영업, 
프로모션업체운영, 
생산관리, MF, 
테크니컬디자이너, 
쇼핑몰운영 등

[교육목표] 무역 
실무능력 배양

[취업진로] 해외무역, 
머천다이저, 바이어, 
글로벌소싱, 해외영업, 
프로모션업체운영, 
생산관리, MF, 
테크니컬디자이너, 
쇼핑몰운영 등

[교육목표] 어학능력 배양

[취업진로] 해외무역, 
머천다이저, 바이어, 
글로벌소싱, 해외영업, 
프로모션업체운영, 생산관리, 
MF, 테크니컬디자이너, 
쇼핑몰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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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마케팅학
(Glocal Marketing)

융합

1. 교육목표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고루 갖추어 미래 수출 역군

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m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컬마케터 양성

m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도움

2. 융합전공 소개 및 안내

m 영어를 비롯한 5개 외국어의 완벽한 습득

m 경영학, 무역학 실무 중심의 지식 함양

m 기초소양으로서의 교양과정 이수

3. 향후 진로계획

m 무역업체, 관공서, 지역 강소기업, 관광업체, 해외무역업체 등 취업

m 글로컬마케터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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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
문
분
류

최소취득
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경
영
및
물
류

9학점
이상

경영학원론 3 3 0 MGM18102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마케팅조사론 3 3 0 MGM18303 경영학과
무역학원론 3 3 0 ICM18102 무역학과
물류의의해 3 3 0 ICM18106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비즈니스통계 3 3 0 MGM18106 경영학과
경영환경론 3 3 0 MGM18107 경영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기
초
소
양

9학점
이상

성공하는대화의기술 2 2 0 GEN18322 교양교육부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2 2 0 GEN18357 교양교육부
실용글쓰기와토론 2 2 0 GEN18653 교양교육부
대학인을위한파워포인트 2 1 2 GEN18603 교양교육부
유통관리사입문 2 2 0 GEN18361 교양교육부
빅데이터와세상읽기 2 2 0 GEN18758 교양교육부
과학기술과사회 2 2 0 GEN18501 교양교육부

외
국
어
영
역

18학점
이상

전공 외국어 
교과목(영어영문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러시아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① 1학년 및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전공 
외국어과목
② 해당지역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1학기 
이상 수료자는 
해당 
학문분류에서 
12학점까지
인정

계 56 5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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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일본 서비스 계열 일본 IT 계열 무역,사무

기초
(1학년)

초급일본어회화1(1-1), 일본의이해1(1-1), 글로벌시대와일본1(1-1)
초급일본어회화2(1-2), 일본의이해2(1-2), 글로벌시대와일본2(1-2)

발전
(2학년)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일본문학개론(2-1)
현대일본문화론과현장(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학과세미나(2-2)
일본어작문(2-2) 
일본문학사(2-2)
일본전통문화론(2-2)
마케팅관리론(2-1)
재무관리(2-1)
조직행동론(2-2)
금융시장론(2-2)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멀티미디어일본문화론(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어작문(2-2)
회계원리1(2-1)
생산관리(2-1)
마케팅관리론(2-1)
재무관리(2-1)
조직행동론(2-2)
회계원리2(2-2)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현대일본경제(2-1)
일본경영경제기초(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어작문(2-2)
시사일본경영(2-2)
회계원리1(2-1)
생산관리(2-1)
마케팅관리론(2-1)
재무관리(2-1)
금융시장론(2-2)

심화
(3,4학년)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원서강독(3-2)
일본지역사회론과현장(3-2)
일본문화개관(4-1)
현대대중문화론(4-2)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법인세법(4-1)
기업재무세미나(4-2)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일본정보론(3-1)
영상일본문화론(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원서강독(3-2)
현대일본정치론(4-1)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법인세법(4-1)
노사관계론(4-2)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일본기업론(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경영론(3-2)
일본원서강독(3-2)
일본경제정책론(4-2)
현대한일관계론(4-2)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법인세법(4-1)
기업재무세미나(4-2)

체험
(3,4학년)

일본어권언어현지실습(3-1), 
현장실습1(3-1), 현장실습2(3-2), 현장실습5(4-1)
캡스톤디자인1(3-2), 캡스톤디자인(4-1)
장기현장실습(IPP)3(3-2), 장기현장실습(IPP)4(4-2)

분야설명

[교육목표] 일본지역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취업진로] 
일본 호텔, 면세점, 공항 
등의 서비스 직업

[교육목표] 일본지역 IT, 
기계, 반도체 전문가 양성

[취업진로] 
일본 IT, 기계, 반도체 
기업 및 국내 기업

[교육목표] 무역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취업진로] 국내 
무역회사 및 일본 
무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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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연번 연계전공명 참여 학과

1 식품영양학
가정교육과, 외식경영학과, 생물의약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2 스포츠마케팅학 레저스포츠학과, 경영학과

3 북미통상학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4 중국통상학 중국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5 스페인·중남미통상학 스페인·중남미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6 일본통상학 일본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7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8 상담복지학 심리철학상담학과, 복지신학과, 실버보건학과

9 예술치료학
심리철학상담학과, 피아노과, 연극영화학과, 
미술디자인학부

10 철도전기공학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기공학과

11 노인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실버보건학과

12 스포츠관광학 레저스포츠학과, 관광·이벤트경영학과

13 유아스포츠지도학 레저스포츠학과, 유아교육과

14 패션아트디렉터학 의류패션학과, 연극영화학과

15 기능성화장품/소재학 나노고분자공학과, 제약공학과

16 공항관리학 항공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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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
(Food and Nutrition)

연계

1. 교육목표

  식품영양학은 건강 증진, 나아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우리의 식생활에 

대해 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이다.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나 한

편으로는 암, 심혈관질환,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식생활이 양적·질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해졌

지만 아직까지도 영양 결핍이 문제가 되는 계층도 공존한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식생활 환경에서 올바른 영양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식품 선택의 무엇보다

도 중요해졌으며 건강과 웰빙 식품, 기능성 식품,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욕구

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식품영양 연계전공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균형된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식품 

영양학 여러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식품영양 연계전공의 교육 내용은 식품학, 영양학, 급식관리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m 식품학(FOOD SCIENCE)

식품학 분야에서는 식품화학, 식품재료학, 조리원리 및 실습, 식품미생물학 및 

발효학,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위생학, 식품

위생법규 등에 대해 배운다.

m 영양학(NUTRITION SCIENCE)

영양학 분야에서는 생화학, 인체생리학,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

양학,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평가, 임상영양학, 식이요법 등에 대해 배운다.

m 급식관리(FOOD SERVICE MANAGEMENT)

급식 관리 및 경영 분야에서는 공중보건학, 단체급식관리, 급식경영학, 식생활

과 문화 등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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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진로계획

  식품영양학 연계 전공에서는 우리의 균형된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천 기술을 익힘으로써 지역사회 및 국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영양 전공자는 

영양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영양사로서, 관리자로

서 활동할 수 있다.

m 기업체 단체 급식 영양사(관리자)

m 학교 급식 영양(교)사

m 외식 산업체 관리자

m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건소 등 정부 기관 영양사

m 식품 산업체 및 식품 연구소 등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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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점 강의 실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기초

학위
1과목 
3학점 이상

영양사
2과목 
6학점 이상

영양생리학 3 3 0 HEE18204 가정교육과

생화학개론 3 3 0
BIO18205 생물의약학과
BTM18205 바이오·의생명공학과

공중보건학 3 3 0
FSM18301 외식경영학과
BIO18421 생물의약학과

생화학1 3 3 0 LIF18201 생명공학과
생화학2 3 3 0 LIF18027 생명공학과
인체생리학 3 3 0 BIO18301 생물의약학과

영양

학위
4과목 
12학점 이상

영양사
6과목 
19학점 이상

기초영양학 3 3 0
HEE18103 가정교육과
FSM18105 외식경영학과

고급영양학 3 3 0
HEE18304 가정교육과
FSM18201 외식경영학과

식이요법 3 3 0
HEE18311 가정교육과
FSM18403 외식경영학과

임상영양학 3 3 0
HEE18314 가정교육과
BIO18428 생물의약학과
FSM18412 외식경영학과

생애주기영양학 3 3 0 HEE18215 가정교육과
영양판정 3 3 0 HEE18404 가정교육과
영양교육및상담 3 2 2 HEE18413 가정교육과

식품
및
조리

학위
4과목 
12학점 이상

영양사
5과목 
14학점 이상

조리원리및실습 3 2 2 FSM18104 외식경영학과
한국조리1 3 2 2 FSM18204 외식경영학과
서양조리1 3 2 2 FSM18102 외식경영학과

조리과학및실습 3 2 2
FSM18107 외식경영학과
HEE18208 가정교육과

식품학 3 3 0
FSM18202 외식경영학과
HEE18203 가정교육과

식품가공 및
저장(학)

3 3 0 FSM18410 외식경영학과
3 2 2 HEE18312 가정교육과

발효학 
2 2 0 BIO18411 생물의약학과
3 3 0 BTM18210 바이오·의생명공학과

급식
및
위생

학위
2과목 
6학점 이상

영양사
4과목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 3 3 0 FSM18206 외식경영학과

식생활과문화
3 3 0 FSM18306 외식경영학과
3 2 2 HEE18402 가정교육과

식품위생법규 3 3 0 FSM18307 외식경영학과

식품위생학 3 3 0
FSM18308 외식경영학과
BIO18426 생물의약학과

단체급식관리 3 3 0 FSM18402 외식경영학과

실습
영양사
1과목 2학점 
이상

영양사현장실습
3 0 0 FSM18404 외식경영학과

3 0 0 HEE18316 가정교육과

계 36학점이상(영양사 52학점이상)
79
(76)

72
(69)

14 　 　

* 식품영양학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36학점
  국가자격증(영양사)취득을 위하여서는 18과목 이상 5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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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연계 과정 로드 맵

영양사 지향형

기초(1학년) 기초영양학(1-1), 서양조리1(1-1), 한국조리1(2-1)

발전
(2학년)

공통 조리과학및실습(2-2)

진로별
식품학(2-1), 영양생리학(2-1), 생애주기영양학(2-2), 생화학1(2-1),
생화학2(2-2), 한국조리1(2-1)

심화
(3, 4학년)

진로별

고급영양학(3-1), 식품가공및저장(3-2), 인체생리학(3-1), 생화학개론
(2-1), 공중보건학(3-1), 발효학(3-2), 임상영양학(3-2), 식이요법(3-2), 
영양판정(4-1), 식생활과문화(4-1), 영양교육및상담(4-2), 영양사현장실
습(3-4)

체험(3,4학년) 영양사현장실습(3-4)

분야
설명

로드맵 
소개 
및 
수강 
안내

복수전공으로 식품영양학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전공로드맵이다. 식
품영양학 학위취득을 위한 경우 36학점, 국가자격증(영양사)취득을 
위하여서는 18과목 이상 5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영양, 식품 및 조리, 급식 및 위생 각 영역별로 정해진 최소취득학
점과 영양사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영양사 국가자격증 취득시험 응
시자격이 주어진다.

진로

졸업 후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하여 학교 영양사는 물론 최근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는 외식산업체에서 영양사 및 급식관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영양사 이외에도 식품영양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식품관련업체 및 식품위생·보건 관련 업체에서의 분야에서도 취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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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학
(Sports Marketing)

연계

1. 교육목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스포츠는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며 콘텐츠이다. 미래사

회에서도 스포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를 견인하는 주

요 산업으로서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것이다. 스포츠산업의 중심에서 커다란 

추진력을 제공하며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마케팅이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동시에 실무경험과 문제해결능력을 겸비

하여 역동적인 스포츠산업 분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한다.

3. 향후 진로계획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이벤트 및 스포츠 미디어 관련 기업과 더불어, 일반 기

업의 스포츠사업팀, 프로스포츠 구단 등에 취업하거나 스포츠 관련 아이템을 활

용한 창업.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스
포
츠

18학점 
이상

스포츠산업의이해 2 2 0 LEP18110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학 3 3 0 LEP18112 레저스포츠학과

필수
스포츠마케팅 3 3 0 LEP18302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사회학 3 3 0 LEP18202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산업촉진론 3 3 0 LEP18317 레저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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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스포츠 마케팅·경영 
지도자 양성과정

스포츠에이전트 양성과정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초
(1학년)

스포츠산업의이해, 경영정보통신론, 스포츠경영학, 경영환경론

발전
(2학년)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조
직행동론, 서비스마케팅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조
직행동론, 서비스마케팅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조
직행동론, 서비스마케팅

심화
(3, 4학년)

경영정보론, 스포츠마케
팅, 마케팅조사론, 소비자
행동론, 스포츠산업촉진론

경영정보론, 스포츠마케
팅, 마케팅조사론, 스포츠
시설운영론, 소비자행동
론, 스포츠산업촉진론

경영정보론, 스포츠마케
팅, 마케팅조사론, 스포츠
시설운영론, 소비자행동
론, 스포츠산업촉진론

체험
(3, 4학년)

캡스톤디자인

분야
설명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및 
경영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마케터, 스포츠 경
영 관리 지도자 양성

스포츠 마케팅 및 스포츠
에이전트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에이전트 양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및 
경영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마케터, 스포츠 경
영 관리 지도자 양성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3 3 0 LEP18219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시설운영론 3 3 0 LEP18409 레저스포츠학과

골프1 2 0 3 LEP18102 레저스포츠학과 실기
과목
(2과목
이상
이수)

스키·스노보드1 2 0 3 LEP18116 레저스포츠학과

테니스1 2 0 2 LEP18209 레저스포츠학과

배드민턴1 2 0 2 LEP18203 레저스포츠학과

경
영
·
마
케
팅

18학점
이상

경영정보통신론 3 3 0 MGM18104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3 3 0 MGM18206 경영학과
서비스마케팅 3 3 0 MGM18210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3 0 MGM18301 경영학과
마케팅조사론 3 3 0 MGM18303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경영환경론 3 3 0 MGM18107 경영학과
생산관리 3 3 0 MGM18202 경영학과

계 36학점이상 55 4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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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통상학
(North-American Trade)

연계

1. 교육목표

  한미 FTA시대를 맞이하여 탁월한 영어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북미지역과 한국

을 연결하는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한미FTA 체결 이후 북미 지역과의 통상이 급속도로 활발해짐에 따라서 북미

지역의 언어와 지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계전공에서는 영어의사소통능력, 북미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에 대한 깊은 이해, 통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북미통상전문가를 양성한다.

3. 향후 진로계획

국내 기업의 북미지역 지사 및 무역기업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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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경
영
학

및

통
상
학

8과목
24학점
이상

재무관리 3 3 0 MGM18203 경영학과

회계원리1 3 3 0 MGM18103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3 3 0 MGM18206 경영학과

생산관리 3 3 0 MGM18202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3 0 MGM18301 경영학과

품질경영론 3 3 0 MGM18316 경영학과

회계원리2 3 3 0 MGM18109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3 3 0 MGM18305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금융시장론 3 3 0 MGM18405 경영학과

e-비즈니스 3 3 0 MGM18308 경영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무역영어2 3 3 0 ICM18209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국제통상환경론 3 3 0 ICM18312 무역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외
국
어

4과목
12학점
이상

영미문화 3 3 0 TSL18208

TESOL·
비즈니스
영어학과

해당지역
교환학생
및 어학
연수
1학기
수료자는 
해당
학문분류 
이수면제

고급실무영어회화 3 3 0 TSL18301

비즈니스영어프레젠테이션 3 3 0 TSL18307

고급비즈니스영어말하기
쓰기연습

3 3 0 TSL18402

고급실무영어독해 3 3 0 TSL18408

고급실무영작문 3 3 0 TSL18302

영어커뮤니케이션1 3 3 0 TSL18404

영어커뮤니케이션2 3 3 0 TSL18412

계 36학점이상 78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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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비즈니스영어전문가 글로벌경영전문가 글로벌무역물류전문가

기초
(1학년)

회계원리1(1-1), 회계원리2(1-2)

발전
(2학년)

무역영어1(2-1)
무역영어2(2-2)
영미문화(2-2)

재무관리(2-1)
생산관리(2-1)
마케팅관리론(2-1)
조직행동론(2-2)

무역상무론(2-2)

심화
(3, 4학년)

고급실무영어회화(3-1)
고급실무영작문(3-1)
비즈니스영어프레젠테이션
(3-2)
영문법과독해(4-1)
고급비즈니스영어말하기
쓰기연습(4-1)
고급실무영어독해(4-2)

경영정보론(3-1)
인적자원관리(3-1)
품질경영론(3-2)
소비자행동론(3-2)
e-비즈니스(3-2)

국제운송론(3-1)
무역상담론(3-1)
국제통상환경론(3-2)

체험
(3, 4학년)

IPP교과목

분야설명

[교육목표] 
1.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창한 통상실무영어전문가 양성
2. 북미지역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력 습득하여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3. 북미지역에 특화된 통상/무역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현장형 인재 양성
4. 언어, 문화, 경제, 통상 분야 융복합지식을 겸비한 창조적 인재 양성

[취업진로] 
대기업 해외무역부서, 중소무역기업, 금융기관, 보험 및 운송기업, 항공사,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 서비스 산업, 정보통신, 전자, 소비재 등의 
제조업종의 산업체, 경영관련 컨설턴트, 공무원 등 행정조직, 비영리조직,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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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상학 
(China Business and Economies)

연계

1. 교육목표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중국통상 및 비즈니스 실무능
력을 배양함으로써 유능한 국제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저학년에서는 비즈
니스중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용어을 숙지하고 고학년에서는 중국통상 및 비즈니
스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중국교환학생을 통하여 
현지 언어와 통상이론, 비즈니스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시대의 중국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m 유창한 비즈니스중국어 구사 능력 
m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국제적 시야를 갖춘

중국 통상전문가 양성
m 대 중국 통상 무역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중국통상 전문 인재 양성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급부상과 한중 간 통상 교류의 증대에 따라 중국통상 전
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통상학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
여, 유창한 통상 및 비즈니스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통상이론과 비즈니스
실무 능력을 겸비한 중국통상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비즈
니스중국어, 통상중국어, 산업중국어 및 중국의 경제, 지역경제, 정치, 사회, 지역
문화 등 각 방면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대 중국 무역
과 투자와 관련된 중국통상 실무지식을 겸비하도록 한다. 또한 본 전공은 중국 비
즈니스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졸업 후 별도
의 현장실습 없이 실질적인 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3. 향후 진로계획

  현재 국내외 각 방면에서 중국지역전문가 및 중국통상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언어 구사 능력을 기초로, 중국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냉철
한 분석 능력, 통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내외 중국 관련 분야
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 국
내외 기업, 중국 현지 기업, 정부기관 내 중국 관련 부서, 언론계, 문화계 등으로 
진출하여, 한중통상 또는 한중문화교류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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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경
영
학

및

통
상
학

6과목
18학점
이상

재무관리 3 3 0 MGM18203 경영학과
회계원리1 3 3 0 MGM18103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3 3 0 MGM18206 경영학과
생산관리 3 3 0 MGM18202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3 0 MGM18301 경영학과
품질경영론 3 3 0 MGM18316 경영학과
회계원리2 3 3 0 MGM18109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3 3 0 MGM18305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금융시장론 3 3 0 MGM18405 경영학과
e-비즈니스 3 3 0 MGM18308 경영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무역영어2 3 3 0 ICM18209 무역학과
국제통상환경론 3 3 0 ICM18312 무역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외
국
어

및

국
제
감
각

6과목
18학점
이상

기초통상중국어회화1 3 3 0 CHI18103 중국학과
중국의이해1 3 3 0 CHI18102 중국학과
기초통상중국어회화2 3 3 0 CHI18106 중국학과
중국의이해2 3 3 0 CHI18105 중국학과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1 3 3 0 CHI18204 중국학과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 3 0 CHI18211 중국학과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1 3 3 0 CHI18308 중국학과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2 3 3 0 CHI18316 중국학과

중국관광경제지리 3 3 0 CHI18208 중국학과
해 당 지 역 
교 환 학 생 
및 어학연
수 1학기 
수 료 자 는 
해당 교과
목 1과목 3
학점 이상 
선 택 하 여 
이 수 하 면 
해당학문분
류를 이수
한 것으로 
인정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3 3 0 CHI18213 중국학과

중국기업경영전략 3 3 0 CHI18312 중국학과

현대중국경제 3 3 0 CHI18202 중국학과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3 3 0 CHI18207 중국학과

중국무역투자론 3 3 0 CHI18402 중국학과

중국산업경제분석 3 3 0 CHI18404 중국학과

계 36학점이상 113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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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중국어 읽기, 쓰기 중국어 듣기, 말하기 전공 응용 및 취업 대비

기초
(1학년)

초급중국어학습(1-1/1-2), 중국의 이해(1-1/1-2), 기초통상중국어회화(1-1/1-2)

발전
(2학년)

중급중국어강독(2-1/2-2)
중국어문법작문(2-1-/2-2)

기초비즈니스중국어회화
(2-1/2-2)
생활중국어회화(2-1/2-2)
HSK초급청해연습(2-1)
HSK중급청해연습(2-2)

현대중국경제(2-1)
현대중국정치와국제관계
(2-1)
중국관광경제지리(2-2)
중국역사문화와소수민족
(2-2)

심화체험
(3, 4학년)

고대한어와한자(3-1), 중국어문화세미나(3-1), 고대한어와한자(4-1), 
고급중국어(3-1/3-2), 중국어시청각회화(3-1), 
중급비즈니스중국어회화(3-1/3-2), 중국경제정보해석(3-1/3-2), 
중국무역투자론(3-1), 중국문화와예술(3-1), 중국비즈니스문화(3-1), 
중국어능력측정평가(4-1), 중국어교과교육론(3-1)
중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3-1), 캡스톤디자인(3-2), 캡스톤디자인(4-1), 
중국어권문화체험(3-3), 중국어권어학연수(3-4), 중국세무회계실습(3-1), 
중국기업경영전략(3-2), 중국어교직및논술(3-2), 중국영화와음악(3-2), 
중국인의먹거리문화(3-2), 중국지역경제세미나(4-1), 
동아시아비즈니스문화(4-2)
매스컴중국어(4-2), 중국마케팅전략세미나(4-2), 중국문학과역사(4-2), 
중국시장분석(4-2), 중국지역문화세미나(4-2), 현대한어번역연습(4-2), 
현장실습(4-2), 현장실습2(4-3), 현장실습1(4-4)

분야
설명

언어의 4가지 기능 
가운데,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으로서, 문법에 
기초하여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정확한 번역과 작문 
능력을 기른다. 

언어의 4가지 기능 
가운데,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으로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습득하여, 정확하게 
듣고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중국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를 공부하고, 
취업을 대비하여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기사를 
학습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취업 준비 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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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중남미통상학
(Trade and Commerce in Spain & Latin area)

연계

1. 교육목표

  스페인·중남미통상학은 북미의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 연안국 그

리고 남아메리카 각국의 국제통상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체계를 학습하며 급변하

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

로 한다. 21세기 세계화, 전문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외교섭능력을 배양하고 스페인어에 바탕을 둔 외국어 구사능력 및 무

역실무 능력 학습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지역전문가와 국제통상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국제통상 이론 및 실무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스페

인·중남미통상학은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중남미 지역의 21세기 신 

무역질서를 주도할 국제통상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최근 거대자원 시장이자 최대 소비시장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 지

역은 역동적인 한·중남미의 무역관계를 주도할 실무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출범한 스페인·중남미통상학은 수준 높은 스페

인어 학습강의를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21세기 신 

글로벌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분석, 국제통상법, 국제계약법 등 

무역학과 경제학을 바탕으로 중남미 지역의 경제 분석 등 무역실무에 관한 다양

한 강의와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와 실무 감각을 겸비한 중남

미 통상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실무 스페인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해외지역 무역 담당 전문요원, 해외 주재원, 

무역 컨설팅 전문가, 글로벌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스페인어 및 기타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학과 교육내용과 관련이 깊은 일반 기업의 해외영업담당업무 수행할 수 있

고 취득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국제 무역사, 물류 관리사, 유통 관리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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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경
영
학

및

통
상
학

6과목
18학점
이상

재무관리 3 3 0 MGM18203 경영학과
회계원리1 3 3 0 MGM18103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3 3 0 MGM18206 경영학과
생산관리 3 3 0 MGM18202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3 0 MGM18301 경영학과
품질경영론 3 3 0 MGM18316 경영학과
회계원리2 3 3 0 MGM18109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3 3 0 MGM18305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금융시장론 3 3 0 MGM18405 경영학과
e-비즈니스 3 3 0 MGM18308 경영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무역영어2 3 3 0 ICM18209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국제통상환경론 3 3 0 ICM18312 무역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외
국
어

및

국
제
감
각

6과목
18학점
이상

초급스페인어문법1 3 3 0 SPN18103 스페인·중남미학과
초급스페인어강독1 3 3 0 SPN18102 스페인·중남미학과
초급스페인어회화1 3 3 0 SPN18105 스페인·중남미학과
시청각스페인어1 3 3 0 SPN18202 스페인·중남미학과
실용스페인어 3 3 0 SPN18203 스페인·중남미학과
영상으로읽는
중남미역사문화

3 3 0 SPN18210 스페인·중남미학과

시사스페인어 3 3 0 SPN18406 스페인·중남미학과
중남미사회와문학 3 3 0 SPN18415 스페인·중남미학과
스페인어실무회화 3 3 0 SPN18412 스페인·중남미학과

중남미현대문화 3 3 0 SPN18308 스페인·중남미학과
해당지역 
교환학생 
및 어학
연수 1학
기 수료
자는 해
당교과목 
1과목 3
학점이상 
선택 이
수시 해
당학문분
류 이수
한 것으
로 인정

스페인역사문화의
이해

3 3 0 SPN18307 스페인·중남미학과

라틴아메리카문화
읽기

3 3 0 SPN18313 스페인·중남미학과

이야기가있는
라틴아메리카문학

3 3 0 SPN18414 스페인·중남미학과

라틴아메리카문화의
이해

2 2 0 GEN18751 스페인·중남미학과

중남미사회와문화
콘텐츠

2 2 0 GEN18565 주시경교양대학

계 36학점이상 97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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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스페인어 읽기, 쓰기 스페인어 듣기, 말하기 전공 응용 및 취업 대비

기초
(1학년)

초급스페인어문법(1-1/1-2), 초급스페인어강독(1-1/1-2), 초급스페인어회화(1-1/1-2)
초급스페인어작문(1-1/1-2)

발전
(2학년)

중급스페인어강독(2-1/2-2)
중급스페인어문법(2-1/2-2)
중급스페인어작문(2-1/2-2)

중급스페인어회화(2-1/2-2)
시청각스페인어(2-1/2-2)

실용스페인어(2-1)
영상으로읽는중남미역사
문화(2-2)
이야기가있는 라틴아메
리카문화(2-2)

심화
(3, 4학년)

고급스페인어강독(3-1,/3-2)
고급스페인어작문(3-1,/3-2)
라틴아메리카문화읽기(3-2)
스페인어번역명작읽기(4-1)
이야기가있는라틴아메리카
문학(4-2)
중남미사회와문학(4-2)
스페인역사문화의이해(3-1)
서어학의이해(4-1)
스페인중남미역사문화(4-2)
중남미현대문화(3-1)

고급스페인어회화(3-1,/3-2)
스페인어회화연습(4-1)
스페인어실무회화(4-2)
생활스페인어(3-1)

시사스페인어(4-1)
중남미문화세미나(4-1)
비즈니스스페인어(4-1)
취업스페인어연습(4-2)
라틴문화탐방(4-2)
DELE스페인어(3-2)
응용스페인어(3-2)

체험
(3, 4학년)

스페인어권문화체험1(3-3), 스페인어권어학연수1(3-3), 스페인어권문화체험2(3-4), 
스페인어권어학연수2(3-4), 캡스톤디자인1(3-2), 캡스톤디자인2(4-1), 현장실습5(4‑2), 
현장실습1(4-3), 현장실습2(4-4)

분야설명

언어의 4가지 기능 가운
데,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으로서, 문
법에 기초하여 문장의 구
조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써, 정확한 번역과 작문 
능력을 기른다. 

언어의 4가지 기능 가운
데, 말하기와 듣기 능력
을 함양하는 수업으로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습
득하여, 정확하게 듣고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스페인어 사용국,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
를 공부하고, 취업을 대
비하여 신문과 방송으
로 전해지는 다양한 기
사를 학습함으로써, 현
실성 있는 취업 준비 
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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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상학
(Japan Trade)

연계

1. 교육목표

  일본통상학은 한일간 교류하고 있는 기업 및 무역업 등에 관심있는 학생들에

게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이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일본어 및 국제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통상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한국 사회에 홍수처럼 밀려드는 일본문화 및 경제교류에 발맞추어 일본지역 

전문가로서 사회의 각 방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원어민 강

사진을 통해 어학집중교육에 힘쓰고 있는 한편, 일본의 정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문학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일본지역 전문가를 육성

하고 있다.

3. 향후 진로계획

  해마다 일본의 복합리조트, 관광업계, 연구기관, 국내외 수출업체, IT 관련 기

업, 무역업 등에 다수 진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일본전문가 배출을 위한 

장기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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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경
영
학

및

통
상
학

6과목
18학점
이상

재무관리 3 3 0 MGM18203 경영학과
회계원리1 3 3 0 MGM18103 경영학과
마케팅관리론 3 3 0 MGM18201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3 3 0 MGM18206 경영학과
생산관리 3 3 0 MGM18202 경영학과
경영정보론 3 3 0 MGM18301 경영학과
품질경영론 3 3 0 MGM18316 경영학과
회계원리2 3 3 0 MGM18109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3 3 0 MGM18305 경영학과
소비자행동론 3 3 0 MGM18313 경영학과
금융시장론 3 3 0 MGM18405 경영학과
e-비즈니스 3 3 0 MGM18308 경영학과
무역상무론 3 3 0 ICM18208 무역학과
국제운송론 3 3 0 ICM18301 무역학과
무역영어2 3 3 0 ICM18209 무역학과
무역상담론 3 3 0 ICM18304 무역학과
국제통상환경론 3 3 0 ICM18312 무역학과
무역영어1 3 3 0 ICM18201 무역학과

외
국
어

및

국
제
감
각

6과목
18학점
이상

일본의이해1 3 3 0 JAP18103 일본학과
기초일본학1 3 3 0 JAP18105 일본학과
일본어문법 3 3 0 JAP18111 일본학과
일본어회화 3 3 0 JAP18201 일본학과
일본문학개론 3 3 0 JAP18204 일본학과
지역학개론 3 3 0 JAP18206 일본학과
일본어학개론 3 3 0 JAP18213 일본학과
일본전통문화론 3 3 0 JAP18214 일본학과
일본학세미나 3 3 0 JAP18215 일본학과
현대일본과지역사회 3 3 0 JAP18405 일본학과

일본경영경제기초 3 3 0 JAP18203 일본학과
해당지역 교환
학생 및 어학
연수 1학기 수
료자는 해당교
과목 1과목 3
학점이상 선택 
이수시 해당학
문분류 이수한 
것으로 인정

현대일본경제 3 3 0 JAP18207 일본학과

일본경영론 3 3 0 JAP18311 일본학과

일본미디어&
대중문화

2 2 0 GEN18790 주시경교양대학

인터넷으로일본
트렌드엿보기

2 2 0 GEN14543 주시경교양대학

일본오타쿠문화 2 2 0 GEN14561 주시경교양대학

계 36학점이상 99 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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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일본 서비스 계열 일본 IT 계열 무역,사무

기초
(1학년)

초급일본어회화1(1-1), 일본의이해1(1-1), 글로벌시대와일본1(1-1)
초급일본어회화2(1-2), 일본의이해2(1-2), 글로벌시대와일본2(1-2)

발전
(2학년)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일본문학개론(2-1)
현대일본문화론과현장(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학과세미나(2-2)
일본어작문(2-2)
일본문학사(2-2)
일본전통문화론(2-2)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멀티미디어일본문화론
(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어작문(2-2)

일본어회화(2-1)
일본현대문독해(2-1)
현대일본경제(2-1)
일본경영경제기초(2-1)
중급일본어회화(2-2)
일본어학개론(2-2)
일본어작문(2-2)
시사일본경영(2-2)

심화
(3, 4학년)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원서강독(3-2)
일본지역사회론과현장(3-2)
일본문화개관(4-1)
현대대중문화론(4-2)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일본정보론(3-1)
영상일본문화론(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원서강독(3-2)
현대일본정치론(4-1)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실천일본어회화1(3-1)
일본어강독(3-1)
일본기업론(3-1)
실천일본어회화2(3-2)
상급활용일본어(3-2)
일본경영론(3-2)
일본원서강독(3-2)
일본경제정책론(4-2)
현대한일관계론(4-2)
진로와일본사회문화(4-2)

체험
(3, 4학년)

일본어권언어현지실습(3-1), 
현장실습1(3-1), 현장실습2(3-2), 현장실습5(4-1)
캡스톤디자인1(3-2), 캡스톤디자인(4-1)
장기현장실습(IPP)3(3-2), 장기현장실습(IPP)4(4-2)

분야설명

[교육목표] 일본지역 서
비스 전문인력 양성

[취업진로] 일본 호텔, 면세
점, 공항 등의 서비스 직업

[교육목표] 일본지역 IT, 
기계, 반도체 전문가 양성

[취업진로] 일본 IT, 기계, 
반도체 기업 및 국내 기업

[교육목표] 무역기업 관
련 전문인력 양성

[취업진로] 국내 무역회
사 및 일본 무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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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
(Child Educare)

연계

1. 교육목표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인성적 자질을 함양

하고, 발달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보육관련 실천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영유아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춘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영유아기는 발달과 교육 및 사회적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육과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

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학에서는 영유아에 관련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실제 영유아보육 현장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3. 향후 진로계획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아동관련 기관 및 아동관련 산

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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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보육 
지식과 
기술

유아교육개론 3 3 0 ECE18117 유아교육과
보육학개론 3 3 0 HEE18109 가정교육과
유아교육과정(=보육 과정) 3 3 0 ECE18212 유아교육과
영유아 발달 3 3 0 ECE18116 유아교육과
영유아 교수방법론 3 3 0 ECE18304 유아교육과
놀이이론과실제 3 3 0 ECE18201 유아교육과
유아언어교육 3 3 0 ECE18206 유아교육과
아동음악 3 3 0 ECE18204 유아교육과
아동미술 3 3 0 ECE18308 유아교육과
아동수학지도 3 3 0 ECE18209 유아교육과
아동과학지도 3 3 0 ECE18202 유아교육과
아동생활지도 3 3 0 ECE18208 유아교육과

아동건강교육
3 3 0 ECE18404 유아교육과
3 3 0 HEE18306 가정교육과

아동문학교육 3 3 0 ECE18303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0 ECE18210 유아교육과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HEE18105 가정교육과

정신건강론
3 3 0 ECE18121 유아교육과
3 3 0 THE18312 복지신학과

부모교육론
3 3 0 ECE18301 유아교육과
3 3 0 HEE18301 가정교육과 부모교육

교사
인성과
보육
실무

보육교사론
3 3 0 ECE18306 유아교육과
3 3 0 HEE18212 가정교육과

아동복지(론)
3 3 0 ECE18405 유아교육과
3 3 0 THE18311 복지신학과 아동복지론

아동·청소년 복지론 3 3 0 HEE18403 가정교육과

가족복지론
3 3 0 SIL18302 실버보건학과
3 3 0 HEE18211 가정교육과
3 3 0 THE18302 복지신학과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3 0 ECE18302 유아교육과
보육실습 3 3 0 ECE18403 유아교육과

계 36학점 이상 72 72 0 　 　
보육교사 
51학점 이상

※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51학점이상 취득)
1. 필수 - 보육교사론, 아동복지(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유아교육개

론(=보육학개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 방법론,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언어교육, 
아동음악·아동미술 중 택 1,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 택 1, 아동생활지도(39학점 이상)

2. 선택 – 아동건강교육,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부모교육론(1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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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영유아보육학 교육과정 로드 맵

보육지식과 기술 교사인성과 보육실무

기초
(1학년)

유아교육개론(1-1)
영유아발달(1-1)
정신건강론(1-2)

발전
(2학년)

유아언어교육(2-1)
놀이이론과 실제(2-1)
아동음악(2-1)
아동과학지도(2-1)
유아교육과정(2-2)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2-2)
아동생활지도(2-2)
아동수학지도(2-2)

심화
(3, 4학년)

아동문학교육(3-1)
영유아교수방법론(3-1)
부모교육론(3-1)
아동미술(3-2)
아동건강교육(4-1)

보육교사론(3-2)
아동복지(4-1)

체험
(3, 4학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3-1)
보육실습(4-1)

분야설명
[교육목표]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교사로서의 인력 양성
[취업진로]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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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복지학
(Counseling and Welfare)

연계

1. 교육목표

  현대는 복지적 식견과 상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상담복지

학 전공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공부 및 실습과 더불

어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의 필수분야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상담복지 분야

의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 향후 진로계획

상담기관, 복지기관, 청소년센터기관



1098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비고

사회
복지
분야

6과목
18학점 

사회복지개론 3 3 0
THE18103 복지신학과

사
회
복
지
사
필
수

SIL18109 실버보건학과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THE18106 복지신학과
SIL18105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실천론 3 3 0
THE18210 복지신학과
SIL18205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THE18303 복지신학과
SIL18212 실버보건학과

조사방법론 3 3 0 SIL18316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행정론 3 3 0
THE18406 복지신학과
SIL18407 실버보건학과

지역사회복지론 3 3 0
THE18213 복지신학과
SIL18307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3 0 0
THE18414 복지신학과
SIL18414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법제(론) 3 3 0
THE18413 복지신학과
SIL18412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정책론 3 3 0
THE18203 복지신학과
SIL18413 실버보건학과

노인복지론 3 3 0
THE18209 복지신학과
SIL18201 실버보건학과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0 SIL18214 실버보건학과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THE18306 복지신학과

가족복지론 3 3 0 SIL18302 실버보건학과

사례관리론 2 1 2 SIL18404 실버보건학과

상담
분야

6과목
18학점

심리학개론 3 3 0 PSP18104 심리상담학과

성격심리학 3 3 0 PSP18202 심리상담학과 　

심리검사 3 3 0 PSP18205 심리상담학과 　

상담이론과실제 3 3 0 PSP18108 심리상담학과 　

학습심리학 3 3 0 PSP18214 심리상담학과 　

집단상담 3 3 0 PSP18213 심리상담학과 　

군교정상담 3 3 0 PSP18410 심리상담학과 　

임상심리학 3 3 0 PSP18304 심리상담학과 　

심리상담세미나 3 3 0 PSP18405 심리상담학과 　

상담실습및사례연구 3 3 0 PSP18411 심리상담학과 　

교육심리 2 2 0 EDU18204 교직부 　

계 36학점이상 76 72 2 　 　 　

※ 사회복지사2급 자격취득을 위하여는 사회복지사 필수 영역 10과목, 사회복지사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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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상담 전문가 사회복지사2급

기초
(1학년)

심리학개론(1-1)
상담이론과실제(1-2)

사회복지개론(1-1,2)
인간행동과사회환경(1-1)

발전
(2학년)

성격심리학(2-1)
심리검사(2-1)
학습심리학(2-2)
집단상담(2-2),
교육심리(2-2)

사회복지실천론(2-1,2)
노인복지론(2-1,2)
사회복지정책론(2-1)
사회복지실천기술론(2-2)
지역사회복지론(2-2)
정신보건사회복지론(2-2)

심화
(3, 4학년)

임상심리학(3-1)
심리상담세미나(4-1)
군교정상담(4-2)

사회복지실천기술론(3-1)
지역사회복지론(3-1)
가족복지론(3-1)
프로그램개발과평가(3-1)
조사방법론(3-2)
사회복지행정론(4-1)
사례관리론(4-1)
사회복지법제(론)(4-2)
사회복지정책론(4-2)

비교과활동
(교과연계 
포함)

체험
(3, 4학년)

상담실습및사례연구(4-2) 사회복지현장실습(3-1,2)

분야설명

[교육목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의 필
수분야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는 인재양성

[취업진로] 심리상담사, 심리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
사, 미술치료사, 중·고등학교 전문상
담교사, 심리치료사, 정신건강 또는 장
애인 관련 기관 상담전문요원, 사회복
지기관 전문요원, 상담관련 기업 등

[교육목표] 사회복지사2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공부 및 실습과 
더불어 이론과 실제를 갖춘 인재양성

[취업진로]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정신
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원
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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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치료학
(Arts Psychotherpy)

연계

1. 교육목표

  예술치료학은 음악, 미술, 무용, 동작, 드라마 등의 예술을 통합한 것으로 예술 

치료 전문가들이 생활에서 각종 문제로 인해 적응을 못하는 모든 연령의 내담자

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교육하게 한다. 또한 예술을 통해 각 발달단계의 

부적응 내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술 치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처럼 예술 치료를 통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특수 아동들의 치료와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알코올, 마약, 폭력 등을 방지, 치료, 

교육하고 성인들의 정신 신경증의 치료, 노인들의 우울증, 치매 및 재활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예술치료학은 예술 각 분야(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드라마치료, 

문학 치료, 놀이치료 등)를 매체로 하여 심리학적인 분석과정과 창작과정을 병행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치료는 물론 재활 및 특수교육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예방의학이나 대체의학 차원에서도 활용되어 지고 있는 학문이다. 현대인들의 스

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갈등, 문제행동 등을 비롯

한 여러 분야에 많은 치료효과가 있으며, 어린아이들과 성인들 또는 가족단위의 

집단, 그리고 노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미래사회의 유망직종 중 

하나로 인정되는 분야이다.

3. 향후 진로계획

  종합병원, 특수클리닉, 개인병원, 재활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장애인 복지

관, 재활원, 노인요양원, 교도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센터, 아동 및 청소

년 프로그램 개발센터, 문화센터, 연구소 등

* 취득가능 자격증 -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통합예술치료사, 심리상담사, 음악 

재활사, 미술재활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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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심리
치료학

7과목
21학점 
이상

예술심리치료상담 3 3 0 PSP18206 심리상담학과

예술심리치료연구방법론 3 3 0 PSP18407 심리상담학과

예술철학 3 3 0 PSP14209 심리상담학과

심리치료 3 3 0 PSP18412 심리상담학과

예술심리치료실기1 3 3 0 PSP18302 심리상담학과

예술심리치료실기2 3 3 0 PSP18309 심리상담학과

집단상담 3 3 0 PSP18213 심리상담학과

사이코드라마 3 3 0 PSP18301 심리상담학과

가족상담 3 3 0 PSP18402 심리상담학과

예술심리치료임상연구 3 3 0 PSP18413 심리상담학과

예술
치료학

3과목
6학점 
이상

유리드믹스1 2 2 0 PIA18405 피아노과

유리드믹스2 2 2 0 PIA18412 피아노과

국악개론 2 2 0 PIA18216 피아노과

음악감상및비평 2 2 0 PIA18221 피아노과

음악치료 3 3 0 PSP18211 심리상담학과

창작워크숍2 3 2 2 TFA18218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4 3 2 2 TFA18318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1 3 2 2 TFA18209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3 3 2 2 TFA18309 연극영화학과

기초회화기법1 2 0 4 ART18103 미술디자인학부

기초회화기법2 2 0 4 ART18107 미술디자인학부

기초컴퓨터1 2 0 4 ART18102 미술디자인학부

기초컴퓨터2 2 0 4 ART18106 미술디자인학부

창작실기1 3 2 2 ART18313 미술디자인학부

창작실기2 3 2 2 ART18326 미술디자인학부

가족
및
교육

3과목
9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2 2 0 EDU18307 교직부

놀이이론과실제 3 3 0 ECE18201 유아교육과

학습심리학 3 3 0 PSP18214 심리상담학과

가족관계론 3 3 0 ECE18402 유아교육과

부모교육(론) 3 3 0
ECE18301 유아교육과

HEE18301 가정교육과

계 36학점이상 81 6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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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심리치료학 분야 예술치료학 분야 가족 및 교육 분야

기초
(1학년)

기초회화기법1(1-1), 기초컴퓨터1(1-1)
기초회화기법2(1-2), 기초컴퓨터2(1-2)

발전
(2학년)

예술심리치료상담(2-1)
집단상담(2-2)

창작워크숍1(2-1)
음악감상및비평(2-2)
국악개론(2-2)
음악치료(2-2)
창작워크숍2(2-2)

놀이이론과실제(2-1)
학습심리학(2-2)

심화
(3, 4학년)

예술심리치료실기1(3-1)
사이코드라마(3-1)
예술심리치료실기2(3-2)
예술심리치료연구방법론(4-1)
가족상담(4-1)
심리치료(4-2)
예술심리치료임상연구(4-2)

창작실기1(3-1)
창작워크숍3(3-1)
창작실기2(3-2)
창작워크숍4(3-2)
유리드믹스1(4-1)
유리드믹스2(4-2)

부모교육(론)(3-1)
특수교육학개론(3-1,2)
가족관계(4-1)

체험
(3, 4학년)

분야설명

[교육목표] 예술 각 분야(음
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
작치료. 드라마치료, 문학 치
료, 놀이치료 등)를 매체로 
하여 심리학적인 분석과정과 
창작과정을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치료는 물론 
재활 및 특수교육효과를 가
져오게 하며, 예방의학이나 
대체의학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취업진로] 종합병원, 특수
클리닉, 개인병원, 재활병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장애
인 복지관, 재활원, 노인요
양원, 교도소, 어린이집, 유
치원, 아동보호센터,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센
터, 문화센터, 연구소 등

[교육목표] 예술 각 분
야(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드라마
치료, 문학 치료, 놀이치
료 등)를 매체로 하여 
심리학적인 분석과정과 
창작과정을 병행하여 다
양한 방법으로 정신치료
는 물론 재활 및 특수교
육효과를 가져오게 하
며, 예방의학이나 대체
의학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취업진로] 종합병원, 특
수클리닉, 개인병원, 재
활병원, 보건소, 사회복
지기관, 장애인 복지관, 
재활원, 노인요양원, 교
도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센터,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센
터, 문화센터, 연구소 등

[교육목표] 예술 각 분
야(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드라
마치료, 문학 치료, 놀
이치료 등)를 매체로 
하여 심리학적인 분석
과정과 창작과정을 병
행하여 다양한 방법으
로 정신치료는 물론 재
활 및 특수교육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예방의
학이나 대체의학 차원
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취업진로] 종합병원, 특
수클리닉, 개인병원, 재
활병원, 보건소, 사회복
지기관, 장애인 복지관, 
재활원, 노인요양원, 교
도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호센터,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센
터, 문화센터, 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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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전기공학
(Railroad Electrical Engineering)

연계

1. 교육목표

  철도전기공학은 글로벌 리더십과 실무능력을 갖춘 철도전기 전문인력 양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교통정책이 도로 위주에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철도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

철, 경전철 및 자기부상철도의 신규건설과 운영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철도산

업의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 특히 열차운행의 고속화, 고밀도화와 자동운전, 무

인운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운행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철도전기공학과의 역할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진로계획

m 공무원(대전시 등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

m 국영기업체(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KORAIL), 지하철공사, 한국전기안

전공사등)

m 공항철도, 경전철 및 자기부상열차 등 철도운영 민간회사

m 철도전기분야: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재료제작회사

m 정보통신분야: 회로설계, 전자전기부품회사, 통신용 신호제어프로그램 회사

m 대학원 및 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m 철도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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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건설
환경
·
철도
공학

6과목 
18학점 
이상

영어로배우는건설환경
·철도공학입문

3 3 0 CVE18103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기초역학 3 3 0 CVE18107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공학입문 3 3 0 CVE18206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궤도공학 3 3 0 CVE18306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시스템공학및법규 3 3 0 CVE18309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캡스톤디자인2
(글로벌철도설계2)

3 0 6 CVE18413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강구조및철도설계공학 3 3 0 CVE18408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안전공학 3 3 0 CVE18412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기
공학

6과목
18학점 
이상

물리학및실험1 3 2 2 EEE18102 전기공학과

물리학및실험2 3 2 2 미정 전기공학과

회로이론1 3 2 2 EEE18206 전기공학과

전자기학1 3 3 0 EEE18201 전기공학과

회로이론2 3 3 0 EEE18208 전기공학과

전자기학2 3 3 0 EEE18207 전기공학과

전력공학 3 2 2 EEE18308 전기공학과

전기기기1 3 2 2 EEE18302 전기공학과

제어공학 3 2 2 EEE18304 전기공학과

전기기기2 3 2 2 EEE18306 전기공학과

계 36학점이상 54 4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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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전기 기사 분야 전기 공사 분야 4차 산업 자동화 분야

기초
(1학년)

전공과 진로
공업 수학 1,2
물리학 1,2
기초 전기 공학1,2

발전
(2학년)

회로이론 1,2
전자기학 1,2
전자회로 1,2

회로이론 1,2
전자기학 1,2
전자회로 1,2

디지털회로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1,2
전자회로 1,2

심화
(3, 4학년)

전기기기 1,2
전력 전자
제어 공학
전력 공학
전기 설비

전기기기 1,2
전기 설계
전기 응용
전기 재료
전기 설비

전기기기 1,2
전력 전자
제어 공학
디지털 제어(PLC)
사물인터넷

체험
(3, 4학년)

캡스톤 디자인 1,2
졸업 논문

분야설명

[교육목표] 전기기사 시험
과목 위주
1. 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6.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실기)

[취업진로] 건물의 전기 
관리직

[교육목표] 전기공사 기사 
시험과목 위주
1.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6.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실기)

[취업진로] 플랜트 전기 
설계, 건축 전기 설계직

[교육목표] 컴퓨터 활용 
제어, 사물인터넷 제어, 
원격 제어 및 측정, 물체 
인식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활용 사물제어 전
문가 육성

[취업진로] 플랜트 전기 설
계, 건축 전기 설계직, 자동
화 분야 개발직,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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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스포츠지도학
(Silver Sports Education)

연계

1. 교육목표

  노인 세대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노인스포츠의 현장 적용 가

능성에 대한 이해와 노인 스포츠 전문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에 목표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우리나라는‘고령화 사회’를 넘어‘고령사회’에 다가가고 있어 실버산업의 

성장에 걸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 노인관련 이론 및 실기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3. 졸업 후 진로계획

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상담사, 노인스포츠건강관리사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스
포
츠

18학점 
이상

스포츠학개론 2 2 0 LEP18103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심리학 2 2 0 LEP18305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사회학 3 3 0 LEP18202 레저스포츠학과
체육측정평가 2 2 0 LEP18201 레저스포츠학과
수영1 2 0 2 LEP18109 레저스포츠학과
배드민턴1 2 0 2 LEP18203 레저스포츠학과
사회체육개론 3 3 0 LEP18218 레저스포츠학과
레크리에이션론 2 2 0 LEP18213 레저스포츠학과
노인스포츠론 2 2 0 LEP18412 레저스포츠학과

테니스1 2 0 2 LEP18209 레저스포츠학과

스키 스노보드1 2 0 3 LEP18116 레저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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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노인스포츠지도자 
양성과정

체육지도자
양성과정

노인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초
(1학년)

스포츠학개론, 노인복지론, 스키⋅스노보드1, 수영1

발전
(2학년)

체육측정평가
사회체육개론
배드민턴1
노인보건

체육측정평가
사회체육개론
배드민턴1
노인보건

체육측정평가
사회체육개론
배드민턴1
노인보건

심화
(3, 4학년)

스포츠심리학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재활보건
지역사회복지론

스포츠심리학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재활보건
지역사회복지론

스포츠심리학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재활보건
지역사회복지론

체험
(3, 4학년)

노인스포츠론, 테니스1

분야설명

다양한 노인스포츠 종목
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시니어타운의 노인스포츠 
전문지도자 양성

다양한 노인스포츠 종목
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노인스포츠 전문지도자

노인스포츠관련 이론 및 
실기, 실무를 겸비한 공
공행정지도자 양성
시도체육회, 교육청 등 
각급 기관 노인스포츠지
도자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실
버

18학점 
이상

보건학 3 3 0 SIL18102 실버보건학과

노인복지론 3 3 0 SIL18201 실버보건학과

자원봉사론 3 2 2 SIL18103 실버보건학과

노인보건 3 3 0 SIL18304 실버보건학과

사회복지개론 3 3 0 SIL18109 실버보건학과

재활보건 3 3 0 SIL18315 실버보건학과

지역사회복지론 3 3 0 SIL18307 실버보건학과

계 36학점 이상 44 3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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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관광학
(Sports Tourism)

연계

1. 교육목표

  관광트렌드에 의한 스포츠소비자 욕구의 이해와 글로벌화에 발맞춘 스포츠 관

광 마케팅 능력 배양에 목표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스포츠 활동 참여 인구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 등에 따른 스포츠관광에 대

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3. 졸업 후 진로계획

스포츠관광 해설사, 스포츠관광 마케팅 전문가, 스포츠관광연구원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스
포
츠

18학점 
이상

스포츠학개론 2 2 0 LEP18103 레저스포츠학과

골프1 2 0 2 LEP18102 레저스포츠학과

테니스1 2 0 2 LEP18209 레저스포츠학과

배드민턴1 2 0 2 LEP18203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경영학 3 3 0 LEP18112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사회학 3 3 0 LEP18202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이벤트운영전략 3 3 0 LEP18219 레저스포츠학과

스키-스노보드 1 2 0 3 LEP18116 레저스포츠학과

사회체육개론 3 3 0 LEP18218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마케팅 3 3 0 LEP18302 레저스포츠학과



1109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스포츠관광 해설사 
양성과정

스포츠복합 관광시설 
관리자 양성과정 

스포츠관광 관련 행정가 
양성과정

기초
(1학년)

스포츠학개론, 골프1, 스포츠경영학, 스키⋅스노보드1, 관광학개론

발전
(2학년)

사회체육개론, 테마파크경
영관리, 세계축제경영

골프1, 스키⋅스노보드1, 
테니스1, 배드민턴1
테마파크경영관리, 세계축
제경영

사회체육개론, 테마파크경
영관리, 세계축제경영

심화
(3, 4학년)

투어리즘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 관광컨벤션 마케팅

투어리즘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 관광컨벤션 마케팅

투어리즘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 관광컨벤션 마케팅

체험
(3, 4학년)

투어리즘비즈니스, 스포츠마케팅, 관광컨벤션마케팅

분야설명

다양한 스포츠관광 지식
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국내 및 해외 스포츠관광
/문화해설사

다양한 스포츠관광 전문
지식을 갖춘 복합 시설 
관리자 양성
테마파크 관리자, 리조트 
관리자

스포츠관광전문지식을 통
한 스포츠관관관련 행정
가 양성
정부 및 시·도/공공기관 
스포츠관광계열 행정가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관광
18학점 
이상

관광학개론 3 3 0 THM16102 글로벌관광호텔학부

이벤트관광론 3 3 0 THM16202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관광사업론 3 3 0 THM16204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관광마케팅 3 3 0 THM16302 글로벌관광호텔학부

여행-항공산업의 이해 3 3 0 THM16104 글로벌관광호텔학부

테마파크경영관리 3 3 0 THM16211 글로벌관광호텔학부

이벤트축제마케팅 3 3 0 THM16212 글로벌관광호텔학부

계 36학점 이상 46 3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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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스포츠지도학
(Early-Children Sports Education)

연계

1. 교육목표

  유아스포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의 이해와 유아기의 신체발달능력을 고려한 

실기 및 이론 전문가 양성에 목표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급변하는 미래의 환경에 유아스포츠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유아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

3. 졸업 후 진로계획

유아스포츠지도사, 유아운동처방사, 유아스포츠상담관리사

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스
포
츠

18학점 
이상

스포츠학개론 2 2 0 LEP18103 레저스포츠학과

수영1 2 0 2 LEP18109 레저스포츠학과

테니스1 2 0 2 LEP18209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사회학 3 3 0 LEP18202 레저스포츠학과

배드민턴1 2 0 2 LEP18203 레저스포츠학과

스포츠심리학 2 2 0 LEP18305 레저스포츠학과

유아스포츠론 2 2 0 LEP18407 레저스포츠학과

스키 스노보드1 2 0 3 LEP18116 레저스포츠학과

사회체육개론 3 3 0 LEP18103 레저스포츠학과

레크리에이션론 2 2 0 LEP18213 레저스포츠학과

운동학습-제어 2 2 0 LEP18416 레저스포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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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국공립 유치원 지도자 
양성과정

방과 후 지도자 양성과정 공공행정지도자 양성과정

기초
(1학년)

스포츠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스키⋅스노보드1, 수영1

발전
(2학년)

스포츠사회학, 사회체육개론, 배드민턴1, 영아발달

심화
(3, 4학년)

스포츠심리학, 유아스포츠론, 유아교사론, 아동생활지도, 놀이이론과실제,
아동건강교육, 유아발달

체험
(3, 4학년)

운동학습⋅제어, 테니스1

분야
설명

다양한 유아스포츠 종목
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을 갖춘 전문력 양성
국립 또는 공립, 사립유치
원 유아스포츠지도자

다양한 유아스포츠 종목
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을 갖춘 전문력 양성
방과 유아스포츠 전문지
도자

유아스포츠관련 이론 및 
실기, 실무를 겸비한 공공
행정지도자 양성
시도체육회, 교육청 등 각
급 기관 유아스포츠지도자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유아
18학점 
이상

유아교육개론 3 3 0 ECE18117 유아교육과

영유아발달 3 3 0 ECE18116 유아교육과

놀이이론과실제 3 3 0 ECE18201 유아교육과

아동건강교육 3 3 0 ECE18404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3 3 0 ECE18405 유아교육과

아동생활지도 3 3 0 ECE18208 유아교육과

계 36학점 이상 45 3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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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아트디렉터학
(Fashion Art Director)

연계

1. 교육목표

  창의적인 의상디자인 및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공연

예술 의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m 의상디자인 능력 배양 

m 공연예술의 조명 및 연출의 이해

m 분장 및 코디 능력 배양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연극, 영화, 오페라 등의 공연예술에서 의상을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전문 인력

은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능력을 갖춰야 될 뿐 아니라 무대조명, 연출, 분장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전공에서는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의상을 창작하고 연출하는 공연예술 의상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무대의상디자이너,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코디네이터, 아트디렉터, 공연기획

자, 연출가, 비주얼머천다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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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교과목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코드 개설학과

의류
패션

1 8 학 점 
이상

패션디자인기초 3 3 0 CTD18103 의류패션학과

의복구성원리 3 2 2 CTD18102 의류패션학과

평면패턴실습 3 2 2 CTD18202 의류패션학과

패션일러스트레이션 3 2 2 CTD18205 의류패션학과

복식색채실습 3 2 2 CTD18203 의류패션학과

남성복패턴실습 3 2 2 CTD18302 의류패션학과

복식디자인실습 3 2 2 CTD18403 의류패션학과

패션드로잉 3 2 2 CTD18109 의류패션학과

입체패턴실습1 3 2 2 CTD18208 의류패션학과

복식디자인발상 3 2 2 CTD18209 의류패션학과

테일러링 3 2 2 CTD18210 의류패션학과

트렌드패턴실습 3 2 2 CTD18311 의류패션학과

VMD 3 3 0 CTD18301 의류패션학과

패션업사이클링디자인 3 3 0 CTD18413 의류패션학과

패턴실무 3 3 0 CTD18414 의류패션학과

연극
영화

1 8 학 점 
이상

창작워크숍1 3 2 2 TFA18209 연극영화학과

촬영조명실기2 2 1 2 TFA18205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디자인1 2 0 4 TFA18207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독립과제1 2 1 2 TFA18307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연출1 2 2 2 TFA18308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3 3 2 2 TFA18309 연극영화학과

촬영조명실기3 2 1 2 TFA18214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디자인2 2 0 4 TFA18216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2 3 2 2 TFA18218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독립과제2 2 1 2 TFA18316 연극영화학과

프로덕션연출2 2 1 2 TFA18317 연극영화학과

창작워크숍4 3 2 2 TFA18318 연극영화학과

계 36학점 이상 73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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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6. 전공로드맵

구분
연계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패션스타일리스트 공연 영상 의상 전문가

기초
(1학년)

소속 전공의 기초 교육과정 이수 
+ 패션디자인기초(1-1), 의복구성원리(1-1), 패션드로잉(1-2)

발전
(2학년)

소속 전공의 발전 교육과정 이수 
+ [의류패션학과 교육과정] 평면패턴실습(2-1), 패션일러스트레이션(2-1), 
복식색채실습(2-1), 입체패턴실습1(2-2), 복식디자인발상(2-2), 테일러링(2-2)
+ [연극영화학과 교육과정] 창작워크숍1(2-1), 프로덕션디자인1(2-1), 
촬영조명실기2(2-1), 창작워크숍2(2-2), 프로덕션디자인2(2-2), 
촬영조명실기3(2-2)

심화
(3, 4학년)

소속 전공의 심화 교육과정 이수
+ [의류패션학과 교육과정] VMD(3-1), 남성복패턴실습(3-1), 
트렌드패턴실습(3-2), 
복식디자인실습(4-1), 패션업사이클링디자인(4-2), 패턴실무(4-2)
+ [연극영화학과 교육과정] 창작워크숍3(3-1), 프로덕션연출1(3-1), 
프로덕션독립과제1(3-1), 창작워크숍4(3-2), 프로덕션연출2(3-2), 
프로덕션독립과제2(3-2)

체험
(3, 4학년)

소속 전공의 체험 교육과정 이수
+ [의류패션학과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1(패션상품개발)(3-2), 
장기현장실습(IPP)3(3-2), 캡스톤디자인2(패션상품개발)(4-1), 현장실습5(4-2), 
장기현장실습(IPP)4(4-2), 장기현장실습(IPP)1(4-3), 장기현장실습(IPP)2(4-3), 
현장실습1(4-3), 현장실습2(4-4)
+ [연극영화학과 교육과정] 현장실습1, 2, 5

분야설명

[교육목표] 
21세기 패션 디자인 분야를 이끌어갈 
패션 디자이너 및 스타일리스트 역량 
개발

[취업진로]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패션스타일리스트, 패션일러스트레이터 
등

[교육목표] 
공연콘텐츠분야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공연 영상 의상 전문가 양성

[취업진로] 
공연영상분야의 전문배우, 엔터테이너 
공연콘텐츠분야의 전문인력
(연출, 의상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패션 코디테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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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관리학
(Airport Management)

연계

1. 교육목표

m 21세기 글로벌 항공시대에 부응하는 공항관리 전문인 양성

m 글로벌 항공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지식융합형 전문인을 양성한다

m 글로벌 항공 분야에서 특성화된 전공분야의 이론과 실기 교육, 산학연계 실습

을 통해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한다.

m 글로벌 항공 산업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창작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멀티 태스크형 전문인을 양성한다.

m 글로벌 항공 분야의 전공 역량과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공항관리학 융합전공은 항공 전문가 양성을 통한 해외취업, 특히 일본 공항 및 

항공사 취업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 취업은 장기적 관점에

서, 대학의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항공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 해외의 새로운 취업 시장 개척 

m 대학인재의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 

m 해외, 특히 해당국 업종 전문가 양성 

m 대학인재의 해외 신기술 경험 및 추후 활용 등

3. 졸업 후 진로계획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 국내외 항공사 지상직원, 주한 일본계 회사, 무역

회사, 통·번역가, 관광공사, 국제교류담당사문관, 관광가이드, 면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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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과목코드 교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항공
운항

18
학점
이상

GAS18102 글로벌항공교육론 항공운항과 3 3 0

GAS18205 항공사경영및실무 항공운항과 3 3 0

GAS18202 객실구조와비행안전 항공운항과 3 3 0

GAS18302 글로벌이미지메이킹 항공운항과 3 3 0

GAS18204 항공비즈니스영어1 항공운항과 3 3 0

GAS18404 항공면접실무1 항공운항과 3 3 0

일본
학과

15
학점
이상

JAP18207 현대일본경제 일본학과 3 3 0

JAP18403 일본어통번역연습 일본학과 3 3 0

JAP18104 초급일본어회화1 일본학과 3 3 0

JAP18103 일본의이해1 일본학과 3 3 0

JAP18305 일본어강독 일본학과 3 3 0

계 33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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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공항경영론 항공공항관리론
공항 지상직 

업무론
항공업무통번역 

과정

기초
(1학년)

1-1: 글로벌항공교육론, 초급일본어회화1 일본의이해 1
1-2: 항공사경영및실무, 일본의이해2

발전
(2학년)

2-1: 
현대일본경제,
일본경영경제기초,
일본문학개론,
항공사경영및실무

2-2:
공항경영및실무,
항공서비스경영론,
항공인간관계론,

2-1:
글로벌매너와
커뮤니케이션, 
항공사경영및실무, 
항공식음료론

2-2:
공항경영및실무,
항공서비스경영론,
항공비즈니스영어

2-1:
항공예약발권업무, 
항공사경영및실무, 
글로벌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일본문화개론,
일본어회화

2-2: 
항공비즈니스영어2, 
중급일본어회화,

2-1:
일본어회화,
일본문학개론

2-2:
항공인간관계론,
항공비즈니스영어2,
중급일본어회화

심화
(3, 4학년)

3-1:
항공의무및응급처치,
글로벌이미지메이킹

3-2:
일본경영론

4-1:
항공면접실무1, 
일본어문화개관

4-2:
일본어통번역실습

3-1:
항공의무및응급처치,
글로벌이미지메이킹,
항공인터뷰영어 1

3-2:
일본경영론

4-1:
항공면접실무1, 
일본어문화개관

4-2:
일본어통번역실습

3-1:
항공의무및응급처치,
글로벌이미지메이킹,
실천일본어회화1

3-2:
일본경영론

4-1:
일본어통번역연습,
항공면접실무1, 
일본어문화개관

4-2:
일본어통번역실습

3-1:
항공인터뷰영어1, 
항공인터뷰영어2,
실천일본어회화1

3-2:
상급활용일본어

4-1:
일본어통번역연습

4-2:
일본어통번역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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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소재학
(Functional Cosmetics and Materials Engineering)

연계

1. 교육목표

  각종 소재에 대한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기능성 화장품, 고분자 재료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배양한다.

2. 연계전공 소개 및 안내

  본 연계전공은 사회 맞춤형 Linc+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설된 전공으로, 정

밀응용과학부의 제약공학 전공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 전공의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다. 본 학과에서는 화장품 중에서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한 기능성 화

장품에 대한 교육, 고분자의 특성, 가공 등에 대한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품질관리 및 분석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여 학

생들이 화장품 분야 및 고분자 재료 관련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쌓게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형태의 과목을 개설하여 기업에 미리 준비된 인재를 배출한다.

3. 졸업 후 진로계획

  본 연계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아모레 퍼시픽, LG 생홝건강, 코스맥스, 콜마 

등을 비롯하여 수백 여개가 넘는 화장품 제조 업체와, 각종 고분자 생산 및 가공

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개발에 치

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도 그 수가 1,000개를 넘는 상황이다. 제형 및 품질 관리

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제약 업체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현재 본 연계전공을 이

수한 졸업생들은 제약, 고분자 생산 업체에서 활약중이다. 화학, 화공 관련 자격

증 취득이 가능하여, 해당 분야의 공무원 응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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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교육과정

학문
분류

최소
취득학점

과목코드 교과목명 개설학과

학점, 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소재
18학점
이상

FSE18301 나노고분자실험1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1 4

FSE18302 소재합성및분석실험1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1 4

FSE18310 소재합성및분석실험2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1 4

FSE18309 나노분광학개론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3 0

FSE18308 품질관리및분석1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1 4 LINC+필수

FSE18316 품질관리및분석2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1 4 LINC+필수

FSE18306 캡스톤디자인3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2 2 LINC+필수

FSE18408 캡스톤디자인4 나노고분자재료공학 3 2 2 LINC+필수

FSE18418 장기현장실습(LINC+) 나노고분자재료공학 15 0 0 LINC+필수

화장품
18학점
이상

FSE18354 기기분석1 제약공학 3 3 0

FSE18365 기기분석2 제약공학 3 3 0

FSE18361 화장품제제학1 제약공학 3 3 0

FSE18372 화장품제제학2 제약공학 3 3 0

FSE18360 품질관리및분석1 제약공학 3 1 4 LINC+필수

FSE18371 품질관리및분석2 제약공학 3 1 4 LINC+필수

FSE18359 캡스톤디자인3 제약공학 3 2 2 LINC+필수

FSE18460 캡스톤디자인4 제약공학 3 2 2 LINC+필수

FSE18472 장기현장실습(LINC+) 제약공학 15 0 0 LINC+필수

계 36학점이상 78 30 36

5. 교과목소개

※ 학과 교과목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소개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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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공로드맵

구분
전공 교육과정 로드 맵(특성화 분야)

소재 화장품

기초
(1학년)

일반물리학(1-1)
일반화학실험1(1-1)
일반생물학(1-2)
일반화학2(1-2)
일반화학실험2(1-2)

발전
(2학년)

나노열역학(2-1)
유기화학개론(2-1)
고분자화학(2-1)
유기화학및실험(2-2)
고급고분자공학(2-2)
나노공학(2-2)

유기제약실험(2-1)
기초물리화학(2-1)
기초분석화학(2-1)
물리화학(2-2)
약리생화학2(2-2)
화장품학개론(2-2)

심화
(3, 4학년)

나노고분자실험1(3-1)
소재합성및분석실험1(3-1)
소재합성및분석실험2(3-2)
나노분광학개론(3-2)
품질관리및분석1(3-1)
품질관리및분석2(3-2)

기기분석1(3-1)
기기분석2(3-2)
화장품제제학1(3-1)
화장품제제학2(3-2)
품질관리및분석1(3-1)
품질관리및분석2(3-2)

체험
(3, 4학년)

캡스톤디자인3(3-1)
캡스톤디자인4(4-2)
장기현장실습(LINC+)(4-2)

분야설명

[교육목표] 화장품용 소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분자의 특성 분석, 제조, 
적용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가진 인력 
양성

[취업진로] 일반 고분자 제조업체, 화장
품 원료 업체, 제약 업체 등의 생산관
리, 품질관리직 등으로 진출

[교육목표] 화장품 제형, 화장품 기획, 
화장품 품질관리, 화장품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가진 인력 양성

[취업진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제약
업체의 연구직, 품질관리, 생산관리, 영
업직 등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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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교 육 과 정

[대덕밸리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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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밸리캠퍼스대덕

1. 캠퍼스 소개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과학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3, 4단지)

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6,074m2(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에 2012년 1학기를 

시작으로 4개학과(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바이오·의생명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학부생 250여

명이 이전하여 산학협력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현장 밀착형 One Roof System 산

학협력 모델의 구축을 추진하여 대덕밸리캠퍼스 내에 입주한 40여개의 기업들과 현장실습, 인턴

십, 캡스톤 디자인, 산학융합연구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취업의 선순환 

고리 창출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2. 캠퍼스 특징

  본 캠퍼스는 교육부의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2015년까지 매년 10억원

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덕밸리캠퍼스 이전학과 학생의 현장실습,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각종 

취업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학생 장학금, 학생 복지 지원 등으

로 활용하여 캠퍼스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립화 단계로 캠퍼스 정착 및 재도

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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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캠퍼스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일부를 이전한 교육-R&D-고용이 

연계된, 대학-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로 학생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캠퍼스이다.

(캠퍼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관평동 1337) / 042-520-5715)

4. 대덕밸리캠퍼스 교육과정

m 교양교육과정

학
년

학
기

이수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시수

비고학
점

강
의

실
습

1 1 교필 GEN18106 기초글쓰기 Basic writing skills 2 2 0
대덕밸리
캠퍼스 

분반 개설

1 1 교필 GEN18151
대학설계와
포트폴리오

Campus life design and 
portfolio

2 2 0

1 1 교필 GEN18152 컴퓨터활용과MOS
Computer Applications and 
MOS

2 1 2

1 2 교필 GEN18115
기독교정신과아펜
젤러인성

Christian Spirit and 
Appenzeller Character

2 2 0
대덕밸리
캠퍼스 

분반 개설

2 1 교필 GEN18153 지식재산권개론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2 2 0

2 2 교필 GEN18154 창업과기업가정신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2 2 0

3 1 교필 GEN18155 창업경영및회계
Management and 
Accounting for Start-Up 
Business

2 2 0

3 2 교필 GEN18156 이미지메이킹 Image Making 2 2 0

m 수요기반 실용형 교과과정 운영(기존교육과의 차별성)

- 대덕밸리캠퍼스 참여학과 현장실습은 2012년 1학기부터 운영이 되어 반드시 1과목 이상은 

전공필수로 운영(현장실습 1, 2 중 현장실습 1은 전공필수)

- 대덕밸리캠퍼스 참여학과 캡스톤 디자인은 2012년 1학기부터 운영이 되어 반드시 전공필수

로 운영(캡스톤디자인 1, 2 전공필수)

m 편의시설

교육용 편의시설로는 지하 구내식당, 각 층마다 학과 휴게실 3개, 3층의 북카페 시설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1층 실외 농구장, 실내 탁구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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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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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원

q 대학원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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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 학사일정

m 2019학년도 1학기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3월

1 2 1: 1학기 시작, 3·1절

4: 개강

4〜8: 외국어시험 접수

4〜8: 수강신청 변경

20〜22: 수강철회 신청

22: 외국어 시험

25∼29: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접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특수대학원 종합시험접수

12: 종합시험 

5: 수업일수(1/3)

22〜26: 중간고사(수업병행)

22〜26: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접수

24: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5: 어린이날

6: 대체공휴일(어린이날)

7〜13: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12: 석가탄신일

14: 수업일수(2/3)

23: 수업일수(3/4)

20〜24: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10: 학위청구논문 공식예비심사

6: 현충일                   

8: 개교기념일

10∼12: 1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

17∼24: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20: 여름방학

26: 1학기 성적입력 마감

27~7.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 성적공람 및 성적이의 신청 

8~15: 학위청구논문 dCollection 입력

~26: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30: 2학기 복학신청 

9〜16: 2학기 수강신청

15: 광복절

22: 후기 학위증 교부

26〜30: 2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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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9학년도 2학기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9월 

1 2 3 4 5 6 7
1: 2학기 시작

2: 개강 

2〜6: 수강신청 변경

2〜6: 외국어시험 접수

12〜14: 추석연휴(13일 추석) 

18〜20: 수강철회 신청

20: 외국어시험

23〜27: 종합시험 접수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9

23
30 24 25 26 27 28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30~10.4: 특수대학원 종합시험 접수

3: 개천절

9: 한글날

10: 수업일수(1/3)

11: 종합시험

21〜25: 중간고사(수업병행)

21〜25: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접수

29: 수업일수(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8: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14: 수업일수(2/3)

18〜22: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25: 수업일수(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6: 학위청구논문 공식예비심사

9〜12: 2학기 수업결손 보충강의

13〜19: 학기말고사(수업병행)

16〜20: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20: 겨울방학 

25: 성탄절

26: 2학기 성적입력 마감

27〜1.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2학기 성적공람 및 이의신청

2〜10: 학위청구논문 dCollection 입력

20: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24〜26: 설 연휴(25일 설)  

27: 대체 공휴일(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0.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3〜28: 1학기 복학신청 

10〜14: 1학기 수강신청

20: 전기 학위수여식

24〜28: 1학기 등록기간, 휴학신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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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학년도 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위과정별 학과 편성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일반과정 109명 51명

학･연･산 협동과정 3명 2명

2019학년도

구분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일반

과정

인문

사회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 현대문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전공

일본학과 - 일본학전공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과 동북아경제통상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전공

법학과 법학과 법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컨설팅학과 컨설팅학과 컨설팅학전공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전공

복지신학과 복지신학과 복지신학전공

-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자연

과학

수학과 -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화학과 화학전공

- 화학과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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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과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화학과 - 화학전공

- 화학과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2019학년도

구분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학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건축학과 - 건축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전공

예․
체능

음악학과 - 음악학전공

미술학과 - 미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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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제정 2009.11.18., 일부개정 2018.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배재대학교 대학원(이하“본 대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
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과학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2. 고도의 산업기술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한다.

   3.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활용능력을 함양한다.

제2조(대학원 종류) 우리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특수대학원: 국제통상대학원, 법무․행정대학원, 관광축제호텔대학원, 한류문화산업대학
원, 교육대학원

제3조(대학원 학위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과 이 과정 안에 외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두며,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교육대학원에 자격증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석･박사 통합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에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한 각 학위과정별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은(별표 1)과 같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서 산
정한다. <개정 2014.10.8.>

   ②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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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
로 한다.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동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재학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6.20.>

제7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2. 전공구술･면접시험

   3. 실기시험(예･체능계 지원자) <개정 2018.11.14.>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부분등록을 하여야 하며 세칙
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등록금 및 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입금으로 한다.

   ②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③ 등록금 반환 기준은 본 교 학칙과 관계법령에 의거 각 대학원의 세칙으로 따로 정한
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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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입학) 편입학은 당해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
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자격, 학점 인정 등의 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8.6.20.>

제3장 학적변동

제12조(휴학 및 복학) ① 매 학기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1.14.>

   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으며 연속할 경우 1년(2학기), 통산할 경우 4학
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질병 또는 상해, 임신, 출산, 육아 및 해외근무, 창업으
로 인한 휴학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12., 
2016.12.7., 2018.6.20., 2018.11.14.>

   ③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질병 또는 상해, 임
신･출산 휴학은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개정 2018.6.20.>

   ④ 병가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개정 2018.6.20.>

   ⑤ 휴학자의 복학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전과) ① 전과는 매학기 개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과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적, 자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삭제 <2013.10.22.>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징계처분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된 자

   ②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제1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6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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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석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
한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각 단
위 학위과정의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6.20.>

   ④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주
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상기 각 항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으로 구분한다.

   ③ 수업방법은 강의실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
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과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
에 따라 개설한다.

   ②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에 따른다.

제18조(이수학점과 선수과목)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최소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최소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4.2.12.>

   ②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 다른 경우 별도의 선수
과목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박사과정 보충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최대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② 특수대학원은 매 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교육대학원은 매학기 
1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2.12.>

제20조(학위과정 연계) ① 학사과정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새로운 학문이론과 응
용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
인을 얻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 이수할 시 이를 석사과정의 이
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대학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
으로 인정된다.

제21조(수료) 수료는 각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수업연한을 마쳐야 하며 그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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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업성적) ① 학위과정의 학업성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단, 취득학점이 없는 연구과
목의 평가는 S(합격), U(불합격)으로만 구분한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이하 0

   ②  강의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적이 C(2.0)이상일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평점평균은 B(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학점인정) 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24학
점까지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 공통과목을 이수하여 3.0 
이상을 받은 경우 6학점 범위 내에서 24학점에 추가하여 박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자퇴, 제적된 자가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동일 학과(전공)에 편입학 또는 재
입학하였을 경우 이전 취득학점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다.

제24조(학점교류 및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본 대학원은 타 대학교의 대학
원과 협약에 의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재학 중 전공분야의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신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타 대학교에서 각 과정 수준이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석
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③ 교육대학원은 8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단, 학점교류 협약에 의한 경우
는 협약내용을 우선을 한다.

   ④ 교류협력을 맺은 국내･외 대학과 상호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정서 및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학․군 제휴 교류협약에 의한 학점인정) 각 특수대학원은 학･군 제휴교류협약에 따라 
군내 교육기관 및 협약체결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
행세칙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26조(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석･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종합시
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6.15.>

제27조(시험면제, 재시험) 외국어시험 면제와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재시험에 관한 사
항은 각 대학원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6.6.15.>

제6장 지도 및 장학금

제28조(총학생회) ① 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총학생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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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6.15.>

제29조(학생지도)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대학원생의 권익보호) 대학원생 권익보호를 위해 대학원생 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11.>

제30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대학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를 받는 학생에게는 변호할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소속학과 박사학위 소지 전임교원으로 하
는 것으로 하되, 예･체능계열은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각 대학원장은 외부인사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15.>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
여한다.

제33조(논문계획서, 논문작성 및 제출) 논문계획서, 논문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각 대
학원의 세칙에 따른다.

제34조(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전공분야 교수, 학계권위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5인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는 심사위
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35조(학위수여) ① 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이 통과된 자에게 
각 학위과정별로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에 따른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은 논문대체학점 6학점, 한류문화산업대
학원은 논문대체학점 8학점을 이수하고 전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제35조의2(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① 본 대학원과 국내･외 대학원과의 협정을 통해 복수학
위 및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② 복수학위는 본 대학원과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
하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
한다. <개정 2014.10.8.>

   ③ 공동학위는 본 대학원과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
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를 공동
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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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과 국내･외 대학원과의 
각각의 협약에 의해 시행한다. <개정 2014.10.8.>

   [제목개정 2014.10.8.]

제36조(학위종별) ①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별표 3),(별표 4)와 같다.

   ② 학위기는 석사학위과정은(별지서식 1), 박사학위과정은(별지서식 2)와 같다.

제37조(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학위과정 이수중에 학생신분에 위배되는 행위
가 있었음이 밝혀졌을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에는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명예박사학위) 문화, 학술, 사회 및 본교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공적이 
있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40조(명예박사학위 종별) 본 학칙 제4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성질에 따라 구분하고 학위기는(별지서식 3)에 의하여 행한다.

제9장 공개과정, 연구생

제41조(공개과정) ① 각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
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과정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각 대학원장이 발표한다.

제42조(연구생) ① 각 대학원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석사･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한 후 자격시험을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
다.

   ② 연구생의 수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사항으로 정한다.

   ③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4)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43조(직제)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주임교수, 지도교수) 각 대학원 각 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제45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
원회를 둔다. <개정 2012.6.26.>

   ② 대학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일반대학원의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6.26.>

제46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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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③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④ 학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⑤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⑥ 공개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장 보칙

제47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본 대학교 학칙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개정 
2013.10.22.>

제49조(시행세칙 및 제규정의 제정) ①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시행세칙 및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통합학칙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의 학칙은 폐지한

다.
3.(경과조치) 이 학칙은 2010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단, 이 통합학칙 시행으로 각 대학

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제4조 제1항, 2항의(별표 
1),(별표 2)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2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컨설팅대학원은 재학생이 전원 졸업 또는 수료하는 
2013학년도까지 유지하며 이후 발생하는 학적사항은 국제통상대학원에서 담당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3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레저스포츠학과 재학생은 여가서비스스포

츠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1항, 2항의(별표 1),(별표 
2)의 2012학년도 입학정원 및 제36조 제1항의(별표 3),(별표 4)의 학위종별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학과명 변경에 따라 토목환경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건설환경․철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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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4학년도부터 폐지되는 한류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전공은 
재학생이 전원 졸업 또는 수료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학과로 모집한 학생들은 한국어문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는 소속 재적생
이 학적변동(복학,재입학)없이 졸업하는 연도(석사 - 2015년 2월, 박사 - 2016년 2월)까지 
해당모집단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존속연도 이후의 졸업자는 한국어교육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8조(이수학점과 선수과목)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한류문화산업대학원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④ 제35조(학위수여) ③항 관련하여 적용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2014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한국어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각각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
공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② 2013학년도 이전에 국어국문학과와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
적변동(복학, 재입학)없이 졸업하는 년도(석사-2015년 2월, 박사-2016년 2월)까지 해당 학
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졸업년도 이후에도 재적하는 학생은 각각 한국어문
학과와 한국어교육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전자상거래학과 석사과정 ‘경영학석사’학위명 변경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관광축제호텔대학원 문화유산학과의 재적생은 문

화재활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이전의 국제통상대학원 투자무역컨설팅학과, 관광축제호텔대학원 
관광․서비스경영컨설팅학과는 소속 재적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연도(2018년 8월)까
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2018년 9월 이후에는 각각 국제통상대학원 통상물류학과, 
관광축제호텔대학원 관광․서비스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19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폐지되는 한국어문학과의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은 변경 전 학과에 계속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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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계열 <개정 2012.10.17., 2013.10.22., 
2014.2.12., 2014.10.8., 2015.3.11., 2015.11.11.>
1. 입학정원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일반과정 109명 51명

학･연･산 협동과정 3명 2명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으로 한다.
2. 학위과정별 학과 및 전공 편성
  가. 일반학위과정

2019학년도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 현대문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전공
일본학과 - 일본학전공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과 동북아경제통상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전공
법학과 법학과 법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컨설팅학과 컨설팅학과 컨설팅학전공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전공
복지신학과 복지신학과 복지신학전공
-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자연과학

수학과 -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화학과 화학전공
- 화학과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공학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건축학과 - 건축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 음악학전공
미술학과 - 미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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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전공

일본학과 - 일본학전공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과 동북아경제통상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전공

법학과 법학과 법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컨설팅학과 컨설팅학과 컨설팅학전공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전공

복지신학과 복지신학과 복지신학전공

-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자연과학

수학과 -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 화학전공

- 화학과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공학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건축학과 - 건축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 음악학전공

미술학과 - 미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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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계열
학과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인문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과 TESOL영어교육전공

일본학과 - 일본학전공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과 동북아경제통상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전공

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과 전자상거래학전공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전공

법학과 법학과 법학전공

행정학과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컨설팅학과 컨설팅학과 컨설팅학전공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전공

복지신학과 복지신학과 복지신학전공

-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자연과학

수학과 - 수학전공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전공

화학과 - 화학전공

- 화학과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의류학과 의류학과 의류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공학

재료공학과 재료공학과 재료공학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전공

건축학과 - 건축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사이버보안학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 음악학전공

미술학과 - 미술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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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전공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화학과 - 화학전공

- 화학과 화학전공, 생화학전공

생화학과 - 생화학전공

생물학과 - 생물학전공

- 생물학과 생물학전공, 생명유전공학전공

생명유전공학과 - 생명유전공학전공

원예조경학과 원예조경학과 원예학전공, 조경학전공

(별표 2)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개정 2012.6.26., 2013.10.22., 2014.1.12., 2016.12.7.>

대학원별 계열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입학
정원

국제통상대학원 인문사회
국제경영학과
통상물류학과

국제경영학전공
통상물류학전공

9명

법무･행정대학원 인문사회
지식재산권학과
법무행정학과
행정학과

지식재산권학전공
법무행정학전공
행정학전공

7명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인문사회

관광･서비스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이벤트축제경영학과
문화재활용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전공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이벤트축제경영학전공
문화재활용학전공

14명

한류문화
산업대학원

인문사회 문화산업학과 문화산업학전공 20명

교육대학원 인문사회 -
TESOL교육전공
상담심리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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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명 <개정 2011.2.12., 2013.10.22., 2014.1.12., 2014.10.8., 2015.11.11.>

계열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과 학위명 학과 학위명

인문

사회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TESOL영어교육과

일본학과

동아시아학과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관광경영학과

법 학 과

행정학과

컨설팅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복지신학과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문학석사

경제학석사

문학석사

경영학석사

무역학석사

경영학석사

관광경영학석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컨설팅학석사

여가서비스스포츠

학석사

복지신학석사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TESOL영어교육과

동아시아학과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전자상거래학과

관광경영학과

법 학 과

행정학과

컨설팅학과

여가서비스스포츠학과

복지신학과

상담심리학과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문학박사

경제학 박사

문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박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컨설팅학박사

여가서비스스포츠학

박사

복지신학박사

상담심리학박사

자연

과학

수 학 과

물리학과

화 학 과

생화학과

생물학과

생명유전공학과

의류학과

원예조경학과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물리학과

화 학 과

생물학과

의류학과

원예조경학과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공학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재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자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체능
음악학과

미술학과

음악학석사

미술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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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특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명 <개정 2012.6.26., 2013.10.22., 2016.12.7., 2018.6.20.>

(별지서식 1) 석사학위 ~(별지서식 4) 연구실적증명: 전자규정집 참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 학위명

국제통상대학원
국제경영학과

통상물류학과

경영학석사

무역학석사

법무･행정대학원

지식재산권학과

법무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석사

법학석사

행정학석사

관광축제호텔

대학원

관광․서비스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이벤트축제경영학과

문화재활용학과

관광․서비스경영학석사

호텔․컨벤션경영학석사

이벤트축제경영학석사

문화재활용학석사

한류문화

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문화산업학석사

교육대학원

TESOL교육전공

상담심리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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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 1994.1.15., 일부개정 2018.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의 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학사에 관하여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②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입학절차) 본 대학원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지원서류 제출

   ② 서류심사

   ③ 전공구술시험 및 면접 

   ④ 실기시험(예․체능계 지원자에 한함)

   ⑤ 입학사정

   ⑥ 합격자 발표

   ⑦ 입학등록

제4조(입학지원 제출서류) ① 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사진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형 3cmX4cm)

   5) 학·연·산 협동과정 연구원장의 추천서(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개정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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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인인 경우 본교 학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2018.11.14.>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설 2018.11.14.>

   9)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박사학위과정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부

   2) 석사학위(예정)증명서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입학지원자격 인정심사서(특수대학원 출신자에 한함/소정양식)

   5) 사진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형 3cm X 4cm)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정 2018.11.14.>

   7) 학·연·산 협동과정 연구원장의 추천서(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개정 
2018.11.14.>

   8) 외국인인 경우 본교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서

   9) 경력 및 재직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0) 학업계획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 2018.11.14.>

   12)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전형방법 및 절차) ① 각 학위과정별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가. 일반학과: 서류심사, 전공구술․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예․체능계학과: 서류심사, 전공구술․면접, 실기시험

   2. 박사과정: 서류심사, 전공구술․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계획서 및 별도의 
시험(영어 및 전공)을 부가하여 면접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공구술․면접 및 실기시험은 학과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전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

제6조(서류 심사) 서류 심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성적 및 전공일치도를 고려하여 각 학
과 교수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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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공구술·면접시험) ① 전공에 대한 지식 및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기본항목으로 
평가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전공구술·면접시험을 통신수단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8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① 각 학위과정의 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공구술시험 및 서류심사

   가. 석사학위과정: 서류심사 20점, 전공구술․면접 80점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 서류심사 20점, 전공구술․면접 80점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

   2. 실기시험(예․체능계학과):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3. 면접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가․부로 판정하며, 부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9조(외국인 지원 자격) ① 외국인 지원 자격은 학칙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6.12.7.> 

   1.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합격자(이공계열은 2급 이상 
합격자) <개정 2015.3.11.>

   2. TOEFL 550점, CBT 210점, iBT 80점, IELTS 5.5점, TEPS 550점(단, 이공계 및 예체능
계는 TOEFL 500점, CBT 193점, iBT 70점, IELTS 5점, TEPS 5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합격자. <개정 2014.10.8., 2016.12.7.>

   3. 삭제 <2013.10.22.>

   ② 삭제 <2013.10.22.>

   ③ 기타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본인 여권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6.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합격의 결정 및 취소) ① 학과(전공)별로 서류심사와 전공구술․면접시험의 점수를 합
한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
격자를 결정한다. 

   ② 총장은 합격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시키고 그 인원에 대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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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입학자격의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12조(입학등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
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
행을 심사하여 매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④ 정규등록학기로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8.6.20.>

제15조(재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의 퇴학 및 제적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

제16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
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
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③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2항의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11.14.]

제17조(부분수강과 등록) ①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해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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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학점 등록 금액

1학점 ~ 3학점 등록금의 1/2 해당액

4학점 ~ 5학점 등록금의 2/3 해당액

 6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전문개정 2018.11.14.]

제3장 학적변동, 장학, 징계

제18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 전 대학원에서의 정규 이
수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동일계열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원자격

인정학점
이수학기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6학점 이내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6학점 이내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전문개정 2018.11.14.]

제19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 ① 각 학위과정의 학과 내 전공의 변경은 해당학과의 지도교
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은 신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전과는 동일 계열 내에서 전공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과를 원하는 
자는 해당학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이
수학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전공의 변경 및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공 및 전과 변경원

   나.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다. 신·구 전공학과의 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서

제20조(장학금) 장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1조(포상)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원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선행이 있어서 표창할 만한 자

제22조(징계)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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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각 과정의 이수가 불가능한 자

   3. 허가 없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질서를 심히 파괴
하는 행동을 한 자

   4. 원내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제2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4장 교육과정 ․ 수강신청 ․ 학점 ․ 수료

제24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과 단위로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전 항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을 연계적으로 편성하여 교과
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 선
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문성격이 유사한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
은 전공학과의 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5조(교육과정의 개정) 학과 주임교수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그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전
년도 12월말까지 대학원에 제출하면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26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육과정 내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
과목(안)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이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개설과목 변경신청서(소정양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교육과정의 구분) 각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하며 전공과목과 연구지
도과목으로 구분한다. 전공과목 구분은 각 학과 내규에 의해 결정하고 연구지도 과목은 
논문연구로 구분한다.

제28조(교과목코드 부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목코드를 부여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14.>

제29조(수강신청 및 확인, 변경) 학생은 수강신청을 매학기 지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교
과목을 대학원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8.>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제30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신청한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제출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11.11.>

제31조(휴강 및 보강) 공휴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 교과목 담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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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휴가사유 보강일시 등을 명시한 후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주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2조(학점배점 및 평가) ①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1주 3시간씩 한 학기간의 교육
으로하며, 담당교수는 A+(4.5), A(4), B+(3.5), B(3), C+(2.5), C(2), F(0) 7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논문연구는 학점을 배정하지 않고,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도교수가 S(합격) U(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33조(선수과목) ① 하위학위과정과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한 석사과정 학생은 9학점 
이상을 학부과정에서 선수과목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중 하위학
위과정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같거나 객관적으로 상당
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면
제 또는 일부과목만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학과 내규에 의해 지도교수가 하위학위과정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을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 하에 취득한다.

   ③ 선수과목 학점은 이수 학위 과정의 학점과는 별도로 처리한다.

제34조(보충과목) ① 학과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충과목 이
수를 부과할 수 있다. 보충과목의 이수는 최대 12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6.12.7.>

   2.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 <개정 2016.12.7.>

   ② 보충과목 이수자는 학칙 제19조의 학기당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5학점까
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35조(학위과정 연계) ① 학부과정에서 110학점(예·체능계열은 10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직전 2개 정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는 대
학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위의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할 때에는 이를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
정할 수 있다.

제36조(수료학점 및 수료)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2학기 이상의 논문연구 지도(졸업연주, 
개인 전시회 등 포함)를 받아서 S판정을 얻어야 한다. 단, 타 전공 입학자가 취득한 학부
과목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수료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4.>

   ② 박사학위과정에서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학점을 포함해서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의 논문 연구 지도(졸업연주, 개인전시회 등 포함)를 받아서 S판정
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4.>

   ③ 각 학위과정의 평점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과 협정을 맺은 기관이나 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 중 석사 학위과정에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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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최고 27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③ 각 학위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과
정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문성격이 유사한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
목은 전공학과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8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과 학․석사통합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1. 각 학위과정에서 정한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25/4.5 이상인 자

   2. 재학기간 중에 졸업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

   3.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삭제 <2018.6.20.>

   ② 석·박사 통합과정은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4.5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업연한을 최대 2학기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제39조 삭제 <2013.10.22.>

제5장 자격시험

제40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41조(응시자격) 각 학위과정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외국어시험: 각 학위과정의 제 2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단, 모국어 또는 모국 공
용어가 영어인 국가의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②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18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54학점 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제42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기일 내
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의 시험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 시험: 매년 3월과  9월

   ② 종합 시험: 매년 4월과 10월

제44조(시험과목)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시험

   1. 석사학위과정: 영어(공통영어, 계열영어)

   2. 박사학위과정: 영어(공통영어, 계열영어)

   ②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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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사학위과정: 2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각 학과내규로 정한다.

   2. 박사학위과정: 3과목으로 하며, 과목은 각 학과내규로 정한다.

제4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시험 

   1. 공통영어: 영어영문학과 주임교수 또는 주임교수로부터 위임받은 자

   2. 계열영어: 대학원장이 위촉한 2개 계열에서 2인(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자연․ 공학계열)

   ② 종합시험: 해당학과 대학원강의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 자

제46조(출제범위)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어시험 <개정 2013.10.22.>

   1. 공통영어와 계열영어의 출제범위는 독해력 등을 고려하여 출제자가 정한다. 

   2. 본 세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의 점수에 상응하는 자는 성적을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시험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② 종합시험

   1. 석사학위과정: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2. 박사학위과정: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능력을 시험하
는 범위로 한다.

제47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영어)의 합격 점수는 공통영어 50점, 계열영어 50점
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사정에 따라 합격선을 조정하
여 사정할 수도 있다.

   ② 종합시험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8조(재시험)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학칙 제 15조에 정한 재학기
간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서 1과목만 불합격할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고, 불합격한 과
목이 2과목이상일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변경이 가능하
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제49조(논문계획서)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2학기에,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3학기 초에 논
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한다.

제50조(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수료요건 및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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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석사학위

   1.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은 자

   4.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박사학위

   1.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2.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규등록하고 3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은 자

   4.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2(연구윤리준수)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바탕으로 연구윤리를 충
분히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2.>

제51조 삭제 <2014.10.8.>

제52조(논문 제출 기한)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제출 기한은 입학 후 각각 
6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논문제출기한이 초과된 자는 매학기 초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추천학기로부터 2년(4학기) 이내에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8.6.20.>

제53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및 결정) ① 논문지도교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이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에 한하여 학위논문 준비를 위한 단독 또는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결정한다.

제54조(논문지도교수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휴직, 연구년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학생 지도를 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16.6.15.>

   ②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이 제출되지 못한 경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6.6.15.>

제55조 삭제 <2018.11.14.>

제5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5인
으로 구성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교외 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
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심사위원 후보의 자격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고, 논문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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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개정2016.6.15.>

   ④ 논문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
재하게 한다.

제57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8조(논문 심사결과)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차기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일정에 의거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제59조(논문심사 기간) 각 학위과정의 학위 논문심사 기간은 심사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60조(논문심사 판정)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
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1조(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위원
회에 상정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2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제63조(논문의 체제) ① 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판종: 4.6배판(19cm×26cm)

   2. 지질: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워드프로세싱 명조체 11-12호 크기로 한다. 

   4. 표지색상: 석사학위 논문은 감색, 박사학위 논문은 흑색

   5. 제본형식: 클로스 양장

   6. 표지인쇄방식: 별지 양식, 명조체 20 point, 활자(금색) <개정 2018.6.20.>

   7. 속표지 및 인준서 양식: 별지 양식

   ②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표제지(별지형식)

   2. 백지간지

   3. 속표지(별지형식)

   4. 인준서(별지형식)

   5. 초록

   6. 논문목차(별지형식)

   7. 표 및 그림 목차(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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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약어(필요시)

   9. 본문

    10. 참고문헌

   11. 영문초록(별지형식)

   12. 감사의 글(필요시)

제64조(논문심사료)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대학원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65조(논문제출 부수) 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 자는 심사위원의 서명이 날인된 완성본 4부
를 제출확인서 및 저작권동의서와 함께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2015.11.11., 2018.11.14.>

제66조(학위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
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표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67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의 자격을 갖는다.

   ① 석사학위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② 박사학위

   1. 60학점이상(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포함)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의 본 심사에 합격한 자

제68조(학위수여자 의결 보고)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
여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학위수여) 대학원장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36조에 명시된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70조(학위수여의 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년 2회로 하되, 학위수여식은 년 1회 전기로 한다.

제71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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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
종별을 결정한다.

   ②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본 학칙 제36조 구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는 자의 공
적의 성질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명예박사학위수여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2/3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의
결을 확정한다.

   ⑤ 명예박사학위는 본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⑥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학․연 협동학위과정

제72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학칙 제6조의 자격 외에 관계 기관장의 추천에 의한다.

제73조(전형방법)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제74조(논문지도) 학위논문지도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대학원과 협약기관에서 1명씩 선
임하여 공동으로 지도한다.

제75조(설치·운영) 본 과정의 설치와 운영은 연구소 및 산업체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9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76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제77조(주임교수, 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각 학과에는 학사를 담당할 주임교수를 둘 수 있
으며, 학부 학과장을 대학원 주임교수로 보한다. 

   ② 본 대학원은 개별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제78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본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5.11.11.>

   ③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교학팀장이 한다. <개정 2015.11.11., 2018.6.20.>

제79조(대학원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0조(대학원위원회의 의결방법)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통신 등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제81조(준용) 본 시행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
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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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내규, 대학원 외국어시
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칙, 대학원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내규, 대학원 학점이전에 관
한 시행 세칙, 대학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대학원 연구
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대학원장학조교 임용 규정은 본 시행 세칙으로 대체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99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대학원 연구과정 1년(‘99.3～
2000.2) 이수자에 한하여 당해 해당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6학점까지 인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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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이전의 시행세칙은 폐지하며, 종전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
항은 본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본 시행세칙 시행에 의하여 대학원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학위논문 겉표지 국문논문 양식] ~ [별지 9: 영문초록]: 전자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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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정 2011. 5. 11., 개정 2018. 6.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관광축제호텔대학원/법무․행정대학원/
한류문화산업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6., 2014.2.12.>

제2장 입학 및 입학등록

제2조(입학전형) ① 대학원의 입학시험은 매학년도 전·후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 입학전형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및 면접으로 한다.

제3조(입학지원 제출서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
에 전형료와 함께 본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출신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출신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사진(3×4Cm) 2매.

    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위원) 대학원장은 강의 담당교수에게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과목별배점 및 합격기준) 대학원 입학시험의 과목별 배점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필기(구술)시험: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면접: 각 학과에서 2인 이상의 교수가 면접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면접대장에 기재하
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접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가’․‘부’로 판정하
여 ‘부’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6조(합격의 결정 및 취소) ① 학과(전공)별로 서류심사와 전공구술․면접의 점수를 합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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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6.26.> 

   ② 총장은 합격자중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시키고 그 인원에 대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③ 입학자격의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신설 2012.6.26.> 

제7조(입학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 소정기일 내에 입학금 및 납입금을 납부하고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②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3장 자퇴 복학, 등록, 재입학, 전공변경 및 전과 <개정 2012.6.26.>

제8조(자퇴) 학생이 자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6.>

제9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 복학
원서를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복학 시기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다.  

제10조(등록)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② 자격증과정과 기타과정의 등록(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모집요강에 명시한다.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 할 경우 4학점 미만은 등록금 1/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2.>

제10조의1(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기준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의 등
록금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2.12.]

제11조(재입학) ① 제적 및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다. 단,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개정 2012.6.26.>

   ②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의 등록 및 취득학점을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정
의 재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특별재입학) 논문제출 기한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가 특별재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에 한하여 특별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제12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 ① 학과내 전공의 변경은 해당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단, 이수과목은 신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전과는 계열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과를 원하는 자는 해당학과 지도교
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총장이 허락한다. 단, 이수학
점은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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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공의 변경 및 전과의 제출서류) 전공의 변경 및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및 전과 변경원

   2.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신.구 전공학과의 각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서

제4장 편입학

제14조(지원자격) ①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을 이수
하고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편
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② 편입학은 3학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제15조(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6조(전형방법) 학위과정의 편입학 전형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및 면접으로 한다.

제17조(학점인정)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5장 교육과정

제18조(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칙 제16조에 의하여 학과주임교수는 해당학과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매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공중파 강의 및 PC통신에 의한 강의 
포함)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 및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교과목은 2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12.>

제19조(학수번호 부여) 석사과정의 교과목 학수번호는 4단위 학과 고유문자와 1단위 대학원 
숫자, 3단위 과목 고유숫자로 부여한다.

제20조(교과목 구분 및 이수학점) 모든 교과목은 석사과정의 학문수준과 해당전공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전공기초, 전공선택, 논문연구과목으로 구분하며 각 학과 교수 
협의로서 정한다.

제21조(선수과목) ①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아니한 학생은 6학점 이상을 학부과정에서 선수
과목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중 하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육과
정이 해당학과 교육과정과 그 내용이 같거나 객관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는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면제 또는 일부과목만 이수하
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은 학과 내규에 의해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 하에 취득한다.

   ③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대학원 과정의 전공이수 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강좌개설) 각 학과주임교수는 강좌개설학기 1개월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계
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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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논문연구과목) 학위논문 작성지도를 위하여 취득학점이 없는 석사논문연구(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를 두 학기에 걸쳐 개설하여 지도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부여를 
위해 S(합격), U(불합격)으로 평가한다.<개정 2014. 2.12>

제24조(과목담당교수) 대학원의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교내․외의 박
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 또는 특수한 전문실무강의는 석
사학위를 소지한 당해 외국의 원주민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실무전문가로 하여금 담당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공동강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본교의 타 대학원과 공동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는 대학원장의 승인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4.2.12.>

제27조(강사요청) 교육과정의 운영상 외래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 1개월 전
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강사승인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과 주임교수가 그 
사유서를 첨부한 강사변경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제29조(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은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다.

제29조의2(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8.>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제30조(수강신청 확인)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교학과에서 본인
의 수강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원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 학기 
수업일수 1/3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
회로 인하여 이수신청학점이 4학점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수업일수 및 학점인정)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이며 이의 1/3을 초과하여 결
석한 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② 학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학할 경우 중간시험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신 인정
할 수 있다.

제7장  자격시험

제33조(자격시험) ①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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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국어시험은 제2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 <개정 2014.10.8.>

   2.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또는 관련 전공언어로 한다.

   3. 모국어 또는 모국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의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③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
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 <개정 2012.6.26., 2014.10.8.>

   2.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중 3과목이상의 범위에서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출제한다.

   ④ 자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하며, 불합격한 
경우 재 응시할 수 있다.

   ⑤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기일 
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8장 학위논문

제35조(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이 B(3.0)이상인 사람은 
소정의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거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의2(연구윤리준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바탕으로 학위청구논
문 제출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8.>

   ② 학위논문의 표절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가 확
인한 논문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8.>

제36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당해 학생의 1학기말에 주임교수의 추천으
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당해 학생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박사학위(예능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이어야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 주임교수의 사유서와 함께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논문계획서) ① 대학원 학생은 2학기 초에 학위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② 대학원 학칙 제35조 제3항에 의거 전공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초에 전
공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6.>

   ③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공보고서 제출로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
인을 얻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학기를 초과 수학한 자는 변경원을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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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신설 2012.6.26.>

제38조(심사논문제출)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논문작성 
지침에 따른 논문초고 3부를 작성하여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심사위원) ①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 1명, 기타 2명의 위원으로 논문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심
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심사

   1)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여 1회 이상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발표요지, 전체내용, 참고문헌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본 심사

   1)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
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심사는 구술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논문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1조(완성논문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인쇄하여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완성된 논문 2부와 논문제출확인서 및 저작
권동의서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26.><개정 2014. 2.12>

제42조(논문제출기한) ① 논문제출 기한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
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된 자로서 특별재입학한 자는 재입학 후 2년(4
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43조(학위논문 체제) ①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1.판 종: 4.6배판(19cm×26cm)

   2.지 질: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인쇄방식: 한글2002 이상으로 한다.

   4.표지색상: 곤색

   5. 제본형식: 클로스 양장

   6.표제인쇄방식: 별지 양식, 신명조체 20 point, 활자(금색)

   7. 속표지 및 인준서 양식: 별지 양식

   ② 학위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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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제지(별지 형식)

   2. 백지 간지

   3. 속표지(별지 형식)

   4. 인준서(별지 형식)

   5. 초록

   6. 논문 목차(별지 형식)

   7. 표 및 그림 목차(필요시)

   8. 약어(필요시)

   9. 본문

   10. 참고문헌

   11. 영문초록(별지 형식)

   12. 감사의 글

제9장 학위수여

제44조(학위수여 자격) 석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4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 받은 자.

   4.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5. 수료학점 24학점 외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전공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자.

   6.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논문Ⅰ․Ⅱ(예능계열은 석사논문 및 작품연구 Ⅰ․Ⅱ)를 이수한 자.

제45조(학위수여)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
고 총장 승인을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제46조(학위기 등 서식)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공개강좌를 이
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개강좌 이수증명서를 수여한다.

제47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제48조(수료)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2014.2.12.>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9조(수료 및 학위수여시기) 수료와 학위수여의 시기는 매학기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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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외국인학생, 위탁생

제50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개강좌를 수료한 학생에게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1조(연구과정) ① 연구생은 비학위과정으로 수학하는 자를 말한다.

   ② 연구생의 입학 지원자격 및 전공분야는 석사과정에 준한다.

   ③ 연구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신분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2조(외국인학생 입학전형)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예능계열 지
원자는 실기시험 포함) 및 면접으로 하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서류심사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53조(위탁생) ① 위탁생이 입학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혹은 기타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요청서 1부.

   2. 입학지원서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대학졸업증명서 1부.

   5.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6. 이력서 1부.

   ② 위탁생의 입학전형은 전공이론시험, 구술시험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장 장학금

제54(장학금)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4.2.12.>

제55조(장학생선정) 장학생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선정한다. <개정 2014.2.12.>

제56조 삭제 <2014.2.12.>

제12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57조(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과 수업과 연구 지도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논문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2.12.>



1171

제58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학칙 제4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6.26.>

제59조 삭제 <2012.6.26.>

제60조 삭제 <2012.6.26.>

제61조(준용) 본 시행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
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2014.2.12.>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47조(수료) ①항 개정 규정 중 한류문화산업대학원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 1호 서식 > ~ < 제 2호 서식 >: 전자규정집 참조

[별지 1: 학위논문 겉표지 국문논문 양식] ~ [별지 9: 영문초록]: 전자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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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2009. 3.1., 개정 2014.10.8., 2016.12.7., 2018.6.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사업무 수행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2조(입학절차) 대학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학지원 서류 제출 

   ② 서류 심사

   ③ 면접

   ④ 입학 사정

   ⑤ 합격자 발표

   ⑥ 등록 및 입학

제3조(입학지원 제출서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전형료와 함께 본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1부(소정 양식)

   ② 사진(3 * 4 Cm) 1매

   ③ 최종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출신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⑤ 학업계획서 1부

   ⑥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입학전형 위원) 대학원의 각 전공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면접고사와 서류전형을 한다.

   ① 면접고사 심사위원: 각 학과에서 2인

   ② 서류전형 심사위원: 각 학과에서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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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전형 방법별 내용) ① 면접고사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전공교과에 대한 지
식과 수학능력을 평가한다.

   ② 서류전형은 최종 출신대학 성적, 현장경력,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을 평가한다.

   ③ 기타 특별전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선발 인원 수) 입학전형에서 전공별 선발하는 인원수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
다. <개정 2014.2.12.>

제7조(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대학원 입학전형의 과목별 배점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전형방법: 서류전형은 40점 만점, 면접은 60점 만점

   2. 합격 기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각 학과에서는 전형을 마친 후 ‘가,부’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대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는 합격, ‘부’는 불합격)

제8조(외국인 학생 선발기준) 학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석사학위과
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특별전형에 준하여 서류심사를 통하여 정
원 외로 선발한다. 

제9조(합격의 결정) ① 대학원장은 지원자의 입학시험성적 등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전공별 지원자 수, 전공별 재적인원, 입학시험 
성적 등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한다.

   ③ 대학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10조(입학등록) ① 입학 합격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②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제3장 자퇴, 복학, 등록, 재입학, 편입학, 전공변경 <개정 2012.6.26.>

제11조(자퇴) 학생이 자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자퇴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6.>

제12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 복학
원서를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복학 시기는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다.

제13조(등록)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② 자격증과정과 기타과정의 등록(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모집요강에 명시한다.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가 수강신청을 할 경우 4학점 미만은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4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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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
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해서 반환한다.

제15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 전공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14.2.12. 2018.6.20.>

   ② 재 입학자에 대한 학점 인정은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은 대학원 3학기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 인정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유사한 과목으로 2학기 이
내, 1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제15조의2(특별재입학) 논문제출 기한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가 특별재입학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1회에 한하여 특별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6조(전공변경) 전공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 전에 한하며, 전공변경원서에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출입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장학금, 포상, 징계

제17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4.2.12.>

제18조(포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② 대학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19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은 후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4.2.12.>

   ①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자

   ② 허가 없이 단체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면학질서 파괴행위를 한자

   ③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한 자

제20조(징계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제21조(수업연한, 재학연한) 석사과정 외의 자격증과정과 기타 과정의 수업연한은 대학원위
원회에서 정하여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한다. <개정 2014.2.12.>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1175

제22조(교육과정의 구분, 편성, 운영) ① 석사과정의 교과목은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
분한다.

   ② 교직과목은 교직공통과목으로 편성하고 전공과목은 전공단위로 전공주임교수가 편성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③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3개 교과목, 6학점을 편성한다.

   ④ 교과목은 2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12.>

제23조(학수번호부여) ① 대학원 교과목에는 전공영문자 약자 4자리와 8000 단위의 학수번
호를 부여한다.

   ② 부여방법은 GE(교육대학원) +TE(교과목 약자) + 8 + 숫자(5:교직, 6:논문, 7:전공), + 
일련번호(교과목일련번호)와 같이 부여한다.(예: G E T E 8 5 1 2) 

제24조(교육과정의 개정) ①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그 교육
과정이 되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개정안을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 2014.2.12.>

제25조(교과목 개설 및 변경) ① 각 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거 매 학기 개설
할 교과목(안)을 작성하고 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주임교수가 소정 양식의 개설
과목 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선수과목의 이수) ① 선수과목의 이수여부 및 이수과목은 개강일 전까지 학과주임교
수가 결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총 16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의 학업성적은 C학점 이상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학점에는 포함시키
지 아니한다. 

제27조(학점 배점 및 평가) ① 교과과목의 학점단위는 2학점으로 1주 2시간씩 한 학기간의 
교육으로 하며, 담당교수가 학칙 제24조와 같이 평가한다.

   ② 논문 석사제의 경우, “논문연구 1, 2” 각 2학점, 연구방법론 2학점으로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한 학기 동안 1주 1회 이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수업 석사제(비논문졸업자)의 학생은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전공을 6학점 더 이수해
야 하며 전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제28조(수료학점) ①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이수 영역별 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② 현직 교원은(교사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교직과목(4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전공과목(4
학점)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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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졸업 이수 학점 

합 계
공통교직 전공(필수포함) 논문 학점 

논문 석사제 4 20 6 30

수업 석사제 4 26 - 30

   ③ 이수교과목 및 성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④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 학사안내를 참조하여 이수해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제29조(수강신청 및 확인, 변경) ① 학생은 수강신청을 매 학기 지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
다. <개정 2012.6.26.>

   ②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과에서 본인의 수강신
청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전공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
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의2(강의평가) ①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매학기 강의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8.> 

   ② 대학은 평가 결과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2014.10.8.>

제30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신청한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 
학기 수업일수 1/3 이내에 수강철회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의 철
회로 인하여 이수 신청학점이 4학점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제31조(학점포기) ①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4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학점포기신청원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전공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대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종학기인 경우에는 졸업 4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기록되지 아니한다. 단, 성적확인원에는 
학적관리상 기록된다.

   ④ 학점포기로 인한 해당학기의 성적순위 및 장학순위, 기타 각종 규정에 명시된 성적기
준의 변동은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⑤ 학점포기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2조(수료자격)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수료(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② 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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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학위과정연계) 학부과정에서 11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수강신
청하기 직전의 2개 정규 학기의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자 중, 대학원 학과주임교수의 추
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는 매 학기당 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전공과목을 수
강할 수 있다.

제34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대학원 입학 이전의 타 대학원의 이수 학점을 인정받고
자 하는 자는 학점 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학과주임의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수업 및 평가

제35조(수업) ①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과 주간수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매학기 수업일 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6조(휴강 및 보강) ① 공휴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 교과목담당
교수는 휴강사유 보강일시 등을 명시한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주임교수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② 보강을 실시한 담당교수는 지체 없이 보강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개시 2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 소정양
식에 따라 수업 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출력된 수업계획서를 수업 첫 시간에 수강생
에게 배포해야 한다. <개정 2014.2.12.>

제38조(출석) 학생은 매 학기 각 과목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12.6.26.>

 제40조(재수강) 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2.0 이하인 자는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새로 취득한 학점으로 대체되며, 평점평균 계산 시에 새로 
취득한 학점을 적용한다.

제41조(교원자격증과정 이수) ①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기
준”에 따라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원자격검정기준에 의거 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없는 교직 및 전공과목은 학부에서 
매 학기 4학점, 총 1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시험,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말 소정의 기일 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4.2.12.>

제8장 계절학기

제43조(계절학기 운영) 계절학기의 개설은 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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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수업시간)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교과목별로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5조(수강신청학점)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제46조(수강인원)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관련 교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7조(성적결과 조치) ①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으로는 조기졸업 할 수 없다.

   ②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졸업사정 시에 졸업소요학점으로만 합산 정리함으
로, 정규학기 이수교과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인정한다.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성적은 학사경고, 장학생 선발성적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제48조(등록) 계절학기 수업료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 
개설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관련 교과목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9조(시행공고) 계절학기 시작 20일 전에 계절학기 개설에 관한 교과목, 수업시간, 수업료 
등 제반사항을 공고한다.

제50조(세부사항) 기타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규학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자격시험 <개정 2014.10.8.>

제51조(자격시험) 학위신청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4.10.8.>

제52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와 수
험료를 기일 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제53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하고,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 <개정 2014.10.8.>

제54조(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10.8.>

   ① 외국어시험은 제2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②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 또는 관련 전공언어로 한다. <개정 2014.10.8.>

   ③ 모국어 또는 모국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의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6.20.>

제54조의2(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4.10.8.>

   ① 종합시험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0.8.>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중 3과목 이상의 범위에서 전공영역에 대한 사항을 출제한다. <신설 
2014.10.8.>

제55조(출제위원) ① 대학원장은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전공
과목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단, 경우에 따라 1인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직과목 출제위원은 교직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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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합격기준) 자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인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8.>

제57조(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14.10.8.>

제10장 학위청구논문

제58조(논문계획서 제출) 논문 석사제 학생은 3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며, 수업석사제를 선택하는 학생은 3학기 초에 수업석
사제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제59조(논문작성 및 제출)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한 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후 논문 예비심사, 본 심사를 거쳐 학위논문을 완성하고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논문제출 기한) ①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된 자로서 특별재입학한 자는 재입학 후 2년
(4학기)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61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비심사

   1)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들이 참석하여 1회 이상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발표요지, 전체내용, 참고문헌 등을 심사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본 심사

   1)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
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본 심사는 구술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논문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②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하고 논문연구 1,2를 이수한 자

   ④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⑤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 논문계획서를 승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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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연구윤리준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실성을 바탕으로 학위청구논
문 제출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8.>

   ② 학위논문의 표절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가 확
인한 논문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8.>

제63조(학위청구논문 원고제출) 학위청구논문 원고 3부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64조(학위논문 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 전
임교원이어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2학기 초에 결정한다. 

제65조(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 할 경
우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제66조(심사위원 선정)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해 선정한다.

   ①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학과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67조(심사위원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교내·외 교수, 부교수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3인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제68조(심사위원장) ①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제69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내용, 연구 성과 등의 적절
성을 검토한다.

   ②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본, 표본, 기타 자
료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70조 삭제 <2012.6.26.>

제71조(심사판정) 학위논문 심사 평가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100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72조(심사기간)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제73조(재심사)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논
문제출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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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
요에 따라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제75조(학위논문 체제) ①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1. 판 종: 4.6배판(19cm×26cm)

   2. 지 질: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한글2002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색상: 흑색

   5. 제본형식: 클로스 양장

   6. 표제인쇄방식: 별지 양식, 신명조체 20 point, 활자(금색)

   7. 속표지 및 인준서 양식: 별지 양식

   ② 학위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표제지(별지 형식)

   2. 백지 간지

   3. 속표지(별지 형식)

   4. 인준서(별지 형식)

   5. 초록

   6. 논문 목차(별지 형식)

   7. 표 및 그림 목차(필요시)

   8. 약어(필요시)

   9. 본문

   10. 참고문헌

   11. 영문초록(별지 형식)

   12. 감사의 글

제76조(심사료) 학위논문 및 전공보고서 제출자는 논문원고 및 보고서 제출 시 소정의 심사
료를 대학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2.12.>

제77조(학위논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양식
에 따라 인쇄하여 심사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완성된 논문 2부와 논문제출확인서 및 
저작권동의서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2014.2.12.>

제11장 학위 수여

제78조(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학칙 제29조에 의거 교육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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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위를 수여한다.

   ① 본 규정 제28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② 전체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10.8.>

   ④ 석사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⑤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⑥ 수업석사제를 신청하고 규정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전공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자 
<신설 2012.6.26., 2014.2.12.>

제79조(학위수여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하고 수여여부를 의결한다.

제80조(학위수여 의결보고 및 승인)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의결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2.>

제81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82조(학위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의 학위기 양식은 서식1(논문제출자), 서식
2(비 논문제출자)와 같다.

제12장 공개강좌

제83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장 직제 및 위원회

제84조(학과주임과 지도교수) ① 학과주임교수는 전공수업과 논문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논문, 기타 수학지도를 한다.

제85조(임기) 원장, 교학부장, 학과주임교수의 임기는 학교규정에 따른다.

제86조(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학칙 제4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6.26.>

제13장 부칙

제87조(준용 규정) 본 운영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시행세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2.12>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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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제78조(학위수여 자격) ⑥항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학위기(논문제출자) ~ 서식2 학위기(비 논문 제출자): 전자규정집 참조

논문 제출 안내 및 양식: 전자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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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3.1.25., 일부개정 2015.11.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금지급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단, 별도의 기준이라 함은 지급단체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제3조(사무관장) 본 규정의 관리와 운영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지급대상) 교내·외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당해학기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
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장학금

   1. RA(Research Assistantship)장학금: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교수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
여 소정의 실적을 제출하는 자 

   2. TA(Teaching Assistantship)장학금: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실험실 및 학과 업무를 보
조하는 자

   3. 모교장학금: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4. 외국인장학금: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5. 교직원장학금: 배재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6. 복지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이며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7. 학업보조장학금: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
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자

   8. 학습장려장학금: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이수자 중 정규직에 근무하지 않는 자  

   9. 자매학교장학금: 배재대학교와 자매결연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10. 국방장학금: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군무원 제외)

   11. 정책장학금: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등현직교사(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
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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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언론인장학금: 신문 및 방송기자로 재직 중인 자

   13. 가족회사장학금: 본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14. 배재장학금: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

   ② 교외장학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6조(교내장학생 선발방법 및 지급기준) 

   1. 장학생 선발방법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다.

제7조(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1. 교외 장학재단 및 개인이 해당학생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해당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각 학과의 수혜상황을 고려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이중수혜 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를 금지한다. 단 RA장학금과 TA장
학금 및 배재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9조(장학금 지급제한) 장학생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제한 하
거나 환수한다. <개정 2015.11.11.>

   1. 징계를 받은 자: 지급정지<개정 2015.11.11.>

   2. 교칙을 위반하거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지급정지 <개정 2015.11.11.>

   3. 장학금 지급 후 해당 장학금 지급기준 미 자격자로 확인된 자: 환수 <신설 2015.11.11.>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
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담당부서는 명부를 작성하고 
등록금고지서에 직접 학비감면하여 지급한다.

제12조(지급기준액) 장학금의 지급기준액은 당해학년도 이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3조(기타사항)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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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배재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세칙

[제정 2012.12.13., 일부개정 2018.11.14.]

제1조(목적) 배재대학교 학칙 제21조의6(학·석사연계과정) 및 대학원 학칙 제3조(대학원 학
위과정) ⑤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과)⋅전공(이하 
“학부(과)”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은 3.5년(7개 학기)으로 하되, 건축학과는 5년(10개 학기)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은 1.5년(3개 학기)으로 한다.

제4조(지원 자격)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
어야 한다.

   1. 5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5개 학기(건축학과 8개 학기)의 전체 성적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자 

   3.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제출서류) ①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지원
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서식) 1부

   2.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서(별지 제2서식) 1부

   3.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18.11.14.>

   4. 연구계획서(별지 제3서식) 1부 <신설 2018.11.14.>

제6조(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대학원의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선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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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자”라 한다)는 매학
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
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에서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학사과정의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9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대학원장은 연계과정자로 선발된 자에게 즉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학부(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③ 대학원은 연계과정자를 위한 학사⋅석사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학점의 3
분의 2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연계과정자가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수
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과정탈락 및 포기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연계과정자는 대학원 입학 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할 수 있다. 연계과정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연
계과정 포기원(별지 제6호 서식)을 해당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는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사과
정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학사과정 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소요 학점을 이수하고 학부(과)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전
체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2. 당해 연도 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석사 연계
과정 학사학위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제 10조 제②항에 따른다.

   ④ 연계과정자는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12조(연계과정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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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및 휴학) ①학․석사 연계과정자 중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8개 학기(건축학과 
10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개 학기 내에 대학원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4번
째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재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
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전자규정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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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대학원

q 교육목적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세계 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과 국제통상에 대한 학

술이론 및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제통상전

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q 교육목표

m EU와 APEC의 진전으로 심화되는 세계경제권의 블록화에 대응한 지역통상 전

문가 육성

m WTO(세계무역기구)의 정착과 OECD 가입에 따른 개방화 및 세계화의 첨병인 

국제통상거래 전문가 육성

m EDI 및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주도할 통상정보화 교육의 달성

m 지방화 및 세계화를 선도할 산학협동체제의 구축과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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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대학원

q 교육목적

  배재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입

각하여 행정학과, 법무행정학과, 지식재산권학과 3개학과의 석사과정(4학기제)을 두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신의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사회 및 국가와 인류사회의 봉사 할 

전문성과 특수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교육목표

m 해당분야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으로 전문실무교육의 수월성 추구

m 최신의 이론교육으로 실무능력 배가

m 정보 및 인적 교류로 관산학 협동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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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축제호텔대학원

q 교육목적

  세계 관광현상의 새로운 흐름과 관광산업에 대한 학술이론 및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한국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관광부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

다.

q 교육목표

  관광축제호텔대학원의 석사과정은 관광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전문인과 관광 및 

호텔경영학을 전공하는 학도에게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열려있다.

  목표는 업계의 최고 및 중견간부, 교육자, 공무원, 컨설턴트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관광산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업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찾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육분위기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와 

현장교육, 학계와 업계의 여러 인사들과의 교류 등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경영

전략적 사고를 가진 전문인과 업계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전공분야별 집중연구 과정 및 석사논문을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수행함으로써 

관심분야의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여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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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q 교육목적

  배재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와 고도의 산업기술 

사회를 맞이하여 교육 전문가가 지녀야할 전문적 지식과 전인적 품성·태도를 습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교육관련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배우고 연구하

여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의 교직 적성 및 전문성 신장, 교원 고유의 전문성과 수월

성 제고, 교육관련 전문가의 재충전, 교육이론과 교육실제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이로써 교육 지도자의 인격을 도야하고, 사

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 전문인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목표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전문 교육인의 계속교육기관으로서, 21세기의 고도 산

업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교육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 전문가

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직 전문 교육인의 전문성 신장과 자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양심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육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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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문화산업대학원

q 교육목적

  21세기 신 성장 동력으로서 문화선업이 대두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확대학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류문화산업 전문가(PM, PD)를 인력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q 교육목표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문화적 상상력 및 창의성에 중심

을 둔 문화산업 역량이 신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아시

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에서 볼 수 있듯이 우

리는 세계문화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세계문화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현실에서 

실현할 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배재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식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

인 미래 지향적 교육기반 하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표

출시키고 세계의 문화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기획·경영·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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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부설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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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부속유치원

q 배재대학교 부속유치원의 설립목적

  믿음·소망·사랑·은혜·기쁨·지혜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유아중심 교

육방법을 통하여 유아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

구 5개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의 도모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긴 

역사를 가진 유치원 교육의 전통 위에 본교 유아교육과와 유아교육연구소의 협

력과 지원으로 이상적인 유아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m 건전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

m 교사훈련, 부모교육의 역할을 담당한다. (봉사)

q 유치원의 상징

원훈 믿음·소망·사랑·은혜·기쁨·지혜

원목
(은행나무)

유아들이 좋아하는 나무로 단단한 껍질 
속의 유용한 열매처럼 참되게 자라라는 
뜻으로 설정되었다.

원화
(백합)

순결하고 깨끗한 백합을 본받아 향기로운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자는 뜻으로 설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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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의 기본 방향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웃음, 나눔 그리고 어울림을 실천하는 행복한 어린이


교육 목표

m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생활 습관을 기른다.

m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m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m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m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ㆍ과학적 문제 해

결 능력을 기른다.


원장의 경영 의지

m 하루 먼저 미리 준비하여 웃을 수 있는 여유 가지기

m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타인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m 친구와 어울리는 경험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 느끼기

m 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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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여성의 자아실현욕구와 사회 참여에 대한 요구는 맞벌이 자녀의 증가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봉사 실천을 목적으로 본 기관은 1999년 개원을 시작으로 지역의 맞벌이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들에게 발달에 적

합한 양질의 종일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봉

사를 실천하고 있다.

q 보육 목표

m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최적의 보육프로그램과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전인

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건전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m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종일제 운영을 실천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의 가정 복지 증진을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

m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실습, 수업참관, 모의수업활동 등의 기

회제공과 활동 지도는 바람직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의 장 역할을 

수행한다.

m 이상적인 보육환경구성과 보육프로그램의 실천은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들에게 견학 및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이에 지역의 보육발전에 기

여한다.

q 원훈

m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실천 할 줄 아는 건강한 어린이

q 보육운영 중점 사항

m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절교육 강화

m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 지도

m 정기·비정기적 검진 및 관찰을 통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m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적절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m 부모참여 및 부모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육성

m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함양과 발전을 위한 내·외부 연수 및 교사교육 실시

m 보육교직원간의 화합과 조화를 통한 원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

m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이미지 구축

m 바람직한 보육 환경 제공하여 가정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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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 교직원 현황

직위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계

인원 1 6 1 8

업무 원 업무 총괄 보육담당 주·부식 담당

q 보육 시간

요일 월 ~ 금

시간 09:00 ~ 18:00

q 보육과정 행사

월 주제 행사 월 주제 행사

3
우리반과
친구들

- 입학식
- 제1차 신체측정
- 어린이집 돌아보기
- 플레이 타임 체험

9 우리나라

- 추석맞이 잔치
- 한복 입어보기
- 동극관람
- 배재 박물관 견학
- 제3차 신체측정

4 봄
- 씨앗심기
- 제1차 부모면담
- 정원사 초청강연

10 가을 / 세계
- 가을 소풍
- 배재가족한마당
- 어린이 회관 견학

5
나와
가족들

- 어린이날 행사
- 봄 소풍
- 청원누에나라공화국 견학
- 인형극관람
- 가족에게 편지쓰기
- 아빠가 들려주시는 동화

11 교통기관

- 연산역 견학
- 교통 체험장 견학
- 뮤지컬 관람
- 주차장 견학
-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6 우리동네

- 제2차 신체측정
- 배재대 도서관 견학
- 우리 동네 돌아보기
- 우체국 견학 

12 겨울

- 눈썰매장
- 배재가족 송년의 밤
- 산책하며 겨울풍경 감상
- 제4차 신체측정

7 여름

- 영화관람
- 물놀이
- 비오는 날의 풍경 감상
- 보건소 견학 
- 부모강연회

1 새해

- 제2차 부모 면담 실시
- 설맞이 잔치
- 지질 박물관 견학
- 부모강연회

8
동식물과
자연

- 동물 먹이주기
- 대전 동물원 견학
- 배재 식물원 견학

2
형님이 
되었어요

- 형님 반 돌아보기
- 신학기 오리엔테이션
- 졸업 및 수료식

 * 매월 1회 소방대피훈련 실시
 * 매월 1회 전통의 날 실시
 * 매월 1회 산책의 날 실시
 *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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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각종 정보와 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효율적으

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지식을 계속해서 접하려는 평

생교육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

에 따라 본 대학에서는 1988년 9월 배재대학교「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을 갖고, 

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개방 활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

나 원하는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며, 교양 및 전문 교육의 기

회를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q 평생교육원 주요 목적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하

고 있는 교육자원을 개방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양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국민의 자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q 평생교육원 주요 역할

m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인

생의 보람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킴

m 평생학습 사회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 중에 하나인“사회봉사”차원에서 지

역사회 기여

m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로서 본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q 교육 과정

m 생활·문화·교양 과정

본 과정은 일반인들이 교양 및 지적수준을 심화하고 각 분야별로 이론 및 실

습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개발과 지속적인 자아성취를 추구함을 목적

으로 한다.

m 사진 과정

사진은 카메라의 작은 렌즈를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독특한 미를 창조하는 영상예술이다. 이 과정은 이론과 실습

을 통해 사진 표현능력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201

m 외국어 과정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주고 있으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언어 훈련을 통해 언어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m 컴퓨터 과정

정보화 시대의 발달로 컴퓨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요즘, 컴퓨터

과정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본 과정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실생

활형 IT교육을 비롯한 각종 자격증 반 운영 등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m 건강관리 과정

본 과정은 여러 가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자신과 주위 가

족들의 건강을 지키며 학문과 소양을 함양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삶을 

객관적이고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m 음악 과정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피아노, 작곡, 성악의 음악과정은 본교 실용음악과 교

수진과 일대일 수업 또는 그룹 앙상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연주의 

지식과 실기 능력을 익혀 지역의 유능한 음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m 자격증취득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나 민간협회가 정한 시험에 대비하여 학습하고,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직

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생의 보람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 평생교육

의 이념을 구현하고, 전문가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m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양성 과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숲과 아이들의 행복한 만남을 도와 지속가능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

아숲지도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숲지도사는 유아들이 창의적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자로서 유아

숲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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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교육원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

회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1994년 보건복지부 및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질 좋은 교육

과 보육 실천 능력을 겸비한 보육교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교육원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보육교직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게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q 교육 목표

m 양성 교육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양성하여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

담을 덜어주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m 보수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및 원장을 재교육함으로써 전문적인 지

식과 기술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영유아를 존중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

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m 승급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재교육하고 승급시험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우수한 중견 보

육교직원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q 활동 사항

m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전지역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양성(주간 

100명, 야간 100명)을 맡아 대전광역시와의 관학 협력 사업을 통한‘배재대학

교 = 영유아보육의 명문’이라는 대학 이미지 고양 및 지역사회 기여도 증진

m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여름방학기간 동안 연인원 1,000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대전 지역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와의 관학 협력 사업을 통한 배재대학교

의 지역 사회 기여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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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덕특구의 위탁을 받아‘목련어린이집’,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인‘우리어린이집’, 대덕특구‘신성 사이언스 어린이집’, 대전

광역시‘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및 보육실습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배재대학교의 학생교

육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우수한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보

육계에 수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m 배재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배재대학교 교직원의 자녀들에게 양질

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한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m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후 배재대학교 일반학과(유아교육과, 복지신학과 등) 등

으로의 편입을 알선하고 관련학과의 석, 박사 과정에도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학부 및 대학원의 편입학 자원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q 보육 교직원 현황

직위 원장 전임교수 행정직원 계

인원 1 1 1 3

업무
교육원 업무 

총괄
강의전담
학생상담

학생관리
행정 및 
회계업무

q 강의 시간

요일 월 ~ 금

시간
주간반(100명) 야간반(100명)

09:00 ~ 15:00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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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원

q 교육연수원의 설립목적

  배재대학교의‘크고자 하거든 남을 삼기라’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설정된 교

육목적인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열린교육을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자원 개방과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q 교육목표

  본 연수원은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현직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 직무교육

을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물론 교육기술과 지

도력 함양을 통한 초·중등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도모케 함으로써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q 연수원 소개

  본 연수원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원 현직교육기관으로서, 교원(초·중등교

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본 연수원에서는 현직 초·중등교

사들에게 교양교육과 직무교육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식과 덕

목을 겸비한 바람직한 교사의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보다 현실

적인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의 현장 교육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 소양교육

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수원에서는 교육의 

이론과 방법,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일반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과정, 특별연수 

과정 등을 두고 있다.

q 연수분야 내용 

m 일반연수: 교육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 

과정(일반적으로 60시간 이상의 연수)

m 자격연수: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m 직무연수: 직무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 및 자질배양을 위한 과정(일

반적으로 60시간 미만의 연수)

m 특별연수: 교수학습 개선과 관련한 전공교과, 기본 교양, 기관 탐방 등의 과정

m 교육연구년 연수: 유아, 초·중등 교사들이 1년 동안 대학 교수님들과 연구주

제에대해 연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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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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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q 설립 목적

m 본 대학은 유물의 전시와 함께 대학인과 지역민들의 평생교육, 문화향유의 장

을 만들고 인류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우리 

문화생활을 보다 알차고 풍요롭게 하고자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배재 역사관

도 함께 개설하여 배재학당과 배재대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대학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학 이념을 고취시키고, 배재인의 

긍지를 함양하고자 하였다.

m 우리나라 대학의 효시로서 설립된 본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박물관은 130여

년의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대학의 관련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며, 설립자 부

조제작, 배재 관련 자료 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m 전시실은 크게 역사관과 토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역사관에는 배재학당의 

현판을 하사한 고종황제, 배재학당의 설립자인 아펜젤러 등에 대한 자료와 기

록을 전시하였으며, 배재대학교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

물들이 전시되어있다. 토기관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들을 수집하여 토기의 변천과정과 

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백제 문화권에 위치한 지역

적 조건을 감안하여 백제 토기 수집에 주력하여 백제문화의 얼과 전통을 계

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U-Story 1층에 마련된 전시실은 학

교 역사와 인물에 대한 전시는 물론 다양한 기획전시와 교내 학생들의 자유로

운 작품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m 본 박물관은 대학인과 지역민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서 문화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대학인들에게는 배재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

하여 배재인의 긍지를 함양하게 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배재의 역사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연혁

연월 내용

1988년 3월 박물관 개설

1988년 3월 초대 박물관장 김진악 교수

1993년 6월 도서관 건물 4층으로 확장 이관

1997년 3월 2대 박물관장 이철세 교수

1997년 10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가입

1999년 1월 3대 박물관장 김진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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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모

  박물관은 중앙도서관 4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130여 평의 규모로 토기관, 역사

관, 수장고, 사무실과 관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또 U-Story 1층에 기획전시 공간

이 마련되어 있다.

q 성격

  박물관은 토기 전문박물관으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들을 수집하여 토기의 변천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백제시대의 

대형 토기들이 개방 전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인들의 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학의 효시인 배재대학의 역사

자료와 유물들을 수집·정리·보존하여 배재인의 긍지를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민

들에게는 본 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q 소장 유물 현황

  박물관의 소장품은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와 근대의 옹기·질그릇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세기를 지내온 

배재대학의 역사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소장품들은 총 1,160여 

점에 달한다. 소장품을 시대,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보유점

청동기시대ㆍ원삼국시대 토기 40여점

삼국시대 토기 250여점

고려ㆍ조선시대 토기 80여점

고려ㆍ조선시대 자기 60여점

옹기ㆍ질그릇 230여점

배재 역사 자료 유물 500여점

계 1,160여점

연월 내용

2000년 2월 4대 박물관장 정해조 교수

2003년 3월 5대 박물관장 김송열 교수

2005년 3월 6대 박물관장 이택혁 교수

2009년 3월 7대 박물관장 김치중 교수

2012년 9월 8대 박물관장 이택혁 교수

2014년 5월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대전광역시 제11호)

2015년 1월 9대 박물관장 김종헌 교수

2015년 8월 10대 박물관장 최종희 교수

2017년 3월 11대 박물관장 김종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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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시 내용

m 토기관

  청동기시대의 토기부터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토기 및 

근대의 옹기·질그릇에 이르기까지 토기를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백

제 문화권에 위치한 지역적 조건을 감안하여 백제 토기 수집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토기들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유물들을 연구함으로써 본 박

물관은 전문 토기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m 역사관

  한국 대학의 효시인 배재대학교와 배재학당에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 이

를 전시하고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학이념을 고취시키고 배재인의 긍지

를 지니게 하며 배재의 전통을 계승하고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에 다

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배재대학교 및 배재학당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과 복원

- 배재대학교 및 배재학당에서 배출한 인물들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복원

- 배재대학교 및 배재학당의 건학이념과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자료

의 수집과 복원

m 역사관 자료목록

- 고종황제 하사 배재학당 현판(복원품 전시중)

- 배재학당, 보육학원 전경 액자

- 배재학당 산하기구(정동 제일감리교회, 배재빌딩,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

- 설립자 아펜젤러와 하워드의 초상과 관련자료

- 배재학당 설립 은공자와 배재출신의 인물, 역대 학·총장 인물사진

- 개화기 문헌에 실린 배재대학 관련기사 발췌 게시물

- 배재학당과 민족운동 관련자료

- 보육학원의 역사자료

- 배재인의 저서와 작품

- 학생활동의 모든 자료

- 배재학당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

- 배재학당 대강당 건축경위서(1932)

- 1932년 당시 배재학당 이사, 졸업생, 교직원 등의 명단

m U-Story 전시실

  배재대학교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획전시와 

학생들의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다.

q 관람 시간

m 개관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30 ~ 16:30

m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관

m 관람료: 무료

m 단체관람: 사전 예약(042-52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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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인권센터

q 설립 목적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시민

들의 인권을 옹호하여 배재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q 업무 내용

m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업무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법률정보 제공 및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

리상담 지원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접수 및 처리

교내 구성원(당사자 중 일방이 구성원인 경우 포함) 사이에 발생한 성희

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관한 조사, 심의·의결을 통해 기각, 

징계요청, 기타 필요한 처분(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구성원들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고충상담원을 남녀 각1명 이상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고충상담원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

m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업무

- 인권침해 관련 상담

구성원(당사자 중 일방이 구성원인 경우 포함) 사이에 발생한 인권침해관련 

사안에 대해 상담 및 정보제공

- 인권침해사건 신고접수 및 처리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 심의·의결을 통해 기각, 

징계 요청, 필요한 처분

m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

- 법률상담

구성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제공

- 무료대서

상담결과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제공

- 소송구조연계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무료



1212

소송 구조 연계지원

m 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업무

-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교육을 각 

1시간 이상 매년 1회 이상 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교육을 각 1시간 이상 매년 1

회 이상 실시

m 지역사회 연계 업무

- 지역사회 기관 협의체 및 기관 연계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원

- 지역사회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사회지원 체계 마련

q 상담 방법

m 방문상담

m 전화상담

m 이메일상담(phrc@pcu.ac.kr)

q 상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q 위치 및 연락처

m 위치: 아펜젤러관 102호

m 연락처:(042) 520-5258, 535-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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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q 설립 목적

‘열정이 살아 숨쉬는 배재인의 보금자리’

  배재대학교 생활관은 변화된 생활환경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앞장서서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되었다.

q 현황

m 시설 현황 및 수용 규모

건물명
국제언어생활관
PAITEL A, B

목련관 집현관 서재필관

준공년 2006.8. 1991.11. 1993.12. 1991.2.

연면적 18,274.9㎡ 2,577.9㎡ 2,604.76㎡ 2,316.24㎡

수용규모 1,036명 320명 232명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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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세부 수용인원 및 관리비

q 입사 신청

m 정규모집(신입생, 재학생): 생활관 홈페이지 신청 접수→ 입사신청(프로그램 연동)

m 수시모집(재학생): 개강이후 공석이 있을 경우 생활관 사무실에서 개별신청 접수

q 자격 제한

m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m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m 전염병 질환자 및 건강진단 미수검

m 휴학 중인 자(단, 복학예정자는 제외)

m 생활관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할 의무가 있는 관생 중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자(LMS 소방안전교육)

m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q 선발 방법 및 기준

m 입사자격: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본교 학생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기준으로 함

m 모집시기: 신입생은 매년 본교 신입생 합격자 등록 기간, 재학생은 매 학기말

m 입사기간: 한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동하계방학을 제외한 개학기간에 한함.

m 선발기준: 신입생은 입학 성적으로 선발,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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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국제언어생활관(PAITEL A)

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국제언어생활관(PAITE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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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국제언어생활관(PAITEL B)

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목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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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집현관

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서재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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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활관 건물별 사진 – 서재필관

q 공용 편의시설 사진

q 생활관 주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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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q 목적

  학생 예비군 및 민방위 제대편성 및 자원관리 훈련을 주요업무로 하며 신입생에 

대한 병역유해기간 산정을 위한 학적보유자 관리 및 병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q 주요 업무

m 예비군

- 평시

･ 예비군편성 자원관리

･ 예비군 교육훈련(서구 관저동 예비군 훈련장)

･ 학생병사 업무(학적보유자 관리)

･ 전시계획 시행 준비

- 전시

･ 병력 동원 운영계획 지원

･ 대학 자체 방호 계획 시행

･ 충무계획 시행(전시 대학생교육 및 학도 호국 지원활동시행)

m 민방위

- 민방위 제대 편성

･ 민방위 9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 직원 및 교수를 대상으로 편성

･ 매년 1월 초 서구청 및 도마2동으로 변동사항 보고

- 민방위 훈련(민방위 1~4년차 민방위 소집교육)

･ 서구청 민방위 교육장(연 1회)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연 1회)

m 학적보유자 보고

- 입학생에 대한 학적보유자 정보 병무청 보고

- 병역유해기간 산정(4~5년 병역유해 기간을 산정함)

m 비밀문건 발간 및 관리

- 교육부 문건, 법제처 문건, 자체생산 문건 등

- 비밀문서의 보관 및 파기 생산의 주요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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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역사박물관

q 설립 목적

  1916년 건립되어 2001년 서울시 기념물 제 16호로 지정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은 배재학당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 문화의 중심지인 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펜젤러 선교사님 관련 

유물 및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나도향 등 배재동문 관련 유물 등을 중심으로 

전시, 보관되어 있으며, 상설전시실1·2, 기획전시실1·2, 교실체험관,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q 연혁

연도 내용

1916년 배재학당 동관 준공

2001년 서울시기념물 제16호 지정

2006년 배재학당 동관 보수복원공사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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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의 박물관은 140여 평 규모로 1,2층에는 상설전시실 2실과 

기획전시실 2실, 교실체험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학술행사 및 세미나

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위치하고 있다.

q 전시 소개

m 상설전시실 1

배재학당의 태동과 교육 이념부터 현재의 배재대학교까지 배재의 역사를 가

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유물과 영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공간

이다. <배재학당의 태동과 배재의 정신> 코너에는 고종에게 하사받은 배재학

당 현판과 유길준의 친필 서명이 담긴 『서유견문』, 130여 년 전 학생들이 

직접 인쇄하고 사용했던 교과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최초의 근대 학생

회였던 배재학당의 협성회와 이를 토대로 한 독립협회의 탄생 등 독립운동과 

민족계몽운동에 기여한 배재학당의 활약도 보여주고 있다. <명예의 전당> 코

연도 내용

2008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개관
초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장으로 김종헌 교수 취임 
개관기념 기획전 <한국 근대와 선교사: 아펜젤러와 노블 가족>
박물관 등록(제1종 전문박물관)

2009년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텬로력뎡>
연구집1 [아펜젤러와 배재학당], 연구집2 [텬로력뎡] 출간

2010년

개관 2주년 기념 기획전 <졸업앨범: 배재학당 125년의 이야기>
연구집3 [졸업앨범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인물] 출간
연구집4 [배재와 나: 구술채록 2010] 출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경력인정대상기관 인가

2011년
개관 3주년 기념 기획전 <5개의 건축에 담긴 시간의 켜>
연구집5 [배재와 나: 구술채록 2011] 출간

2012년
개관 4주년 기념 기획전 <스물여덟자의 놀이터: 한글보급과 배재학당>
연구집6 [근대기 한글보급과 배재학당] 출간

2013년
개관 5주년 기념 기획전 <대한민국과 배재학당: 1885-1960>
연구집7 [대한민국과 배재학당: 1885-1960] 출간

2014년
개관 6주년 기념 기획전 <아펜젤러의 친구들: 100여 년 전 서양인들의 서울 생활>
연구집8 [아펜젤러의 친구들] 출간

2015년 배재학당 창립 130주년 기념 기획전 <교지로 본 시대상: 젊은 날의 꿈>

2016년
배재학당 동관 준공 100주년 기획전시 <배재학당 동관, 100년의 기억>
연구집9 [교지로 본 시대상: 젊은 날의 꿈] 출간

2017년 대한제국선포 120주년 기념<대한제국과 교육: 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2018년
2대 배재학당역사박물관장 최종희 교수 부임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 <김소월, 다시 피어난 진달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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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는 이승만, 주시경, 나도향, 김소월 등 우리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배재인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시경의 친필 이력서와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집 초판본(등록문화재 제470-2호)도 공개하고 있다. <배재의 과거와 현재 그

리고 미래> 코너 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칙인 배재학당 규칙과 교지, 배재

학당의 우수한 교사진과 당시 학교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졸업앨범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배재대학교로 이어지며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배재의 발전

상과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m 상설전시실 2

배재학당의 설립자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가족과 교사였던 윌리암 아서 노

블 가족의 교육 선교 활동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의 친필일기와 그가 남긴 

1900년대 초 한국 사진 등 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

어 배재학당의 교장이 된 헨리 닷지 아펜젤러가 쓰던 책상과 그가 들여와 배

재 강당에서 사용한 연주용 피아노(등록문화재 제480호) 등 1930년대 학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유물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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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획전시실 1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 기념<대한제국과 교육: 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고종은 나라의 부국강병을 꿈꾸며 근대국가를 건설하

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가(國家)라는 말보다 

‘민국(民國)’이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하며 백성을 사랑한 군주였던 고종은 

그 마음을“교육은 개화의 근본이다.”라는『고종실록』 권 33의 기록을 통해 

나타내었고 그런 고종의 백성을 향한 애민은,“교육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 마

음이 적막하여 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록으로 『고종실록』권 

44에 다시 한 번 드러난다. 이번 전시는 고종의 교육에 대한 구상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지성인을 양성했던 배재학당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m 기획전시실 2 <김소월, 다시 피어난 진달래꽃>

배재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진악교수가 기증한 진달래꽃(등록문화재 제 470-2호)

의 저자이자 배재학당 7회 졸업생인 김소월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개최된 

전시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470-2호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음미해볼 수 있다.

m 교실체험관

1930년대 배재학당의 교실을 재현하여 근대기 교육현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으로 마련했다. 당시 사용했던 석칠판과 책걸상 등을 통해 근대 교실 분위기

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통해 130년 전 펼쳐졌던 아펜젤러의 전인 교

육과 배재학당의 앞선 교육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q 주요 업무

m 전시 업무: 연 1회 기획전 개최 및 상설전 교체

m 연구 업무: 소장유물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집 발간

m 교육 업무: 특강 및 대상별 교육체험프로그램 진행

m 소장품 관리 업무: 소장품 수집 및 관리

m 유물 관리 업무: 유물 수집 및 소장유물 관리 

m 홍보 업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박물관 활동 소개, 회원 및 자원봉사자관리

m 대관 업무: 회의실 및 세미나실 관리 및 대관

q 관람 안내

m 개관시간: 화요일 ~ 토요일 10:00 ~ 17:00

m 휴관일: 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

m 관람요금: 무료

m 전시해설: 사전 예약한 개인 및 단체

m 단체관람: 사전 예약한 20인 이상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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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미디어센터

q 설립 목적

건전한 학내 여론의 창달 및 전달을 통한 면학과 대학발전에 기여

q 주요 업무

m 신문사(PCNEWS)

- 배재신문의 발행(월간 발행)

- 배재신문의 발행에 따른 관련사업

- 기타 위와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 활동(배재문학상, 9월 ~ 11월 중 공모)

m 영자신문사(PCC)

- THE PAI CHAI CHRONICLE 발행(학기별 1회, 총 2회 발행)

- 기타 위와 관련된 학술 및 문화 활동(에세이콘테스트, 9월 ~ 11월 중 공모)

m 방송국(PBS)

- 교내방송에 관한 업무

･ 오디오 방송(하루 2회)

･ 인터넷 방송(뉴스, 영상 제작 후 홈페이지 방송)

- 교외방송에 관한 업무

･ 배재가요제(1학기 대동제 기간)

･ 배재방송제(2학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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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혁(방송국)

연도 내용

1981년 P.B.S 배재방송국은 1981년 3월 배재방송반으로 출범

1985년
배재방송국으로 3월에 승격
5월 제1회 Open studio를 시작으로 대학문화를 선도

2002년
인터넷방송국 개국으로 보다 발빠른 대학내의 소식과 학우들의 편의를 위
하여 앞장섬

2003년 가상스튜디오 도입으로 명실상부한 대학언론기관으로서 자리를 지켜감

2009년 배재미디어센터로 통합

q 연혁(신문사)

연월 내용

1977년 11월 <대전여대학보> 창간(대전여자초급대학·대전보육학원), 가로쓰기, 한글전용

1980년 5월
제호 <培材大學報> 로 계간발행(배재학당과 대전보육학원 합병,‘배재
대학’으로 교명 변경), 세로쓰기, 국한문 혼용으로 바뀜

1981년 3월 계간에서 월간 4면 발행(본교 4년제로 승격)

1986년 10월 <배재신문>으로 제호 바뀜(배재신문사로 변경) 다시 가로쓰기, 한글전용

1987년 3월 월간 4면에서 격주 4면으로 증면

1988년 3월 격주 발행, 월 1회 8면으로 증면

1991년 4월 격주 8면으로 정착

2009년 3월 배재미디어센터로 통합

2011년 9월 연 14회 종이신문 전자신문으로 변경(개강호, 종강호는 종이신문 발행)

2015년 9월 배재신문사, 디지털퍼스트 채택. 홈페이지 신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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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부설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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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연구소

q 설립 목적

  1986. 3. 1.에 설립된 인문과학연구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문학의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소는 교수와 구성원들이 관련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응용할 수 있

도록 학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학술활동 확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시설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구성원들에게 개방한다.

q 주요 사업

m 초청강연회

m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m 월례발표회

m 연구소 홈페이지 개설 및 소식지 제작

m 학술지 및 인문학총서 발간

q 간행물

『인문논총』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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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연구소

q 설립 목적

  유아교육의 이론 탐구와 적용 방안의 모색을 통해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유아교육과, 부속유치원, 부속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운

영되고 있다. 유아교육연구소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재·교구연구, 유

아 및 가족 상담과 진단, 연구 간행물 발행,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연수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 이론의 정립과 유아교육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q 연혁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는 1981년 3월에 유아교육연구소(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를 설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유아교사, 유아교육기관장, 유아

교육전공자를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학술세미나 및 유아교사교육 등을 개최하여 유

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연월 내용

1981년 3월
유아교육연구소(Institu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설립
초대 연구소장: 오영희 교수

1983년 3월 제2대 연구소장: 이인원 교수

1987년 3월 제3대 연구소장: 임상희 교수

1990년 3월 제4대 연구소장: 오영희 교수

1991년 3월 제5대 연구소장: 이선희 교수

1992년 3월 제6대 연구소장: 오영희 교수

1998년 3월 제7대 연구소장: 이대균 교수

2000년 3월 제8대 연구소장: 김숙령 교수

2002년 3월 제9대 연구소장: 박영신 교수

2004년 3월 제10대 연구소장: 이성희 교수

2006년 3월 제11대 연구소장: 이성희 교수

2007년 3월 제12대 연구소장: 김숙령 교수

2009년 3월 제13대 연구소장: 이성희 교수

2011년 9월 제14대 연구소장: 전홍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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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도

운영위원회 소       장 

전임연구원

 협력기관: 
 배재대 유아교육과
 배재대 부속유치원
 배재대 부속 어린이집 

총 무 부 연 구 부 연 수 부 정보교류부

q 주요 사업

m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 및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

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활동과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유아

교육전공 학생과 현직 유치원교사 및 원장들에게 최신 유아교육학문과 다양

한 유아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각각 연 1회 이상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다.

m 배재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는 유아교육 학문으로서의 발전과 유아교육 현장

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첫째,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학술세

미나 및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매 해마다 상반기에는 교사연수회를 개최하

고 후반기에는 학술세미나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함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유아교육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결과를 논문집으로 

발간함으로써 자료를 공유하고 일반화한다. 셋째, 유아교육의 각 분야별 전문

가를 초청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넷째, 교재·교구 전시회를 개최하여 

현장교사에게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다. 다섯째,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자

료집을 개발하고 발간하여 현장교사에게 교수자료를 제공한다.

m 유아교육연구에서는 학술연구, 교사연수, 정보교류의 3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연구소 운영방침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사업명 사업 목표

학술연구
학술연구 유아교육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발전 도모

논문집 발간 연구결과를 논문집을 통해 일반화 도모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세미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에 접근

교사연수

교사연수워크샵 교사의 교육이론에 대한 지식 밎 교수전략 향상
초청강연회 유아교육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

교재·교구전시회 개최 교사의 교재·교구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
자료집 발간 교실 현장의 실제 교육 발전을 위한 자료 지원

정보교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연구소의 학문적 업적과 교육 자료의 일반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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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사연수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연도 발표 주제

1993년 - 유아를 위한 가정 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기초연구

1994년 - 활동중심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1995년
-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영역별 교육방안
-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 중심적 놀이치료 적용의 사례 연구

1996년

- 교육개혁과 영·유아교육의 개선방향
- 배재대학교 부속유치원의 통합적 교육과정 모형 개발에 관한 일 연구
- 프로젝트 접근법의 이론과 실제(초정강연회)
- 조기영어교육의 방향정립

1997년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발전방향
- 유아를 위한 도덕교육

1998년

-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교수모형 개발: 사회생활영역의 통합적 운영
-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 방법(초청강연회)
- 세계 유아교육의 최신 동향과 한국 유아교육에의 시사점
- 유치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9년

- 제 6차 교육과정 표현생활 운영의 실제
- 유·초등간의 수학교육 연계에 관한 과제와 전망: 이론과 실제
- 유아교육에서의 창의성(초청강연회)
- 유·초등간의 수학교육 연계에 관한 과제와 전망 - 이론과 실제

2000년 -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 탐구생활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

2001년
- 새로운 세기의 유아를 위한 창의성 교육의 방향과 실제
- 변화하는 세계 속의 유아교육: 상황중심 유아교육의 실천과 한국에의 
적용(국제학술대회)

2002년
-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평가와 그 실제
- 유아의 영양관리

2003년
-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 유아의 문제행동과 정서능력 향상 프로그램

2004년
- 정서발달 함양을 위한 동화 접근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 유아교육기관 평가의 최근 동향과 대응 방안

2005년
- 배재 유아교육 50년의 역사적 조명
-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과 교사, 유아 상호작용

2006년 - 영아와 함께하는 민감한 교사

2008년
- 유아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준비와 실제(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위한 
리콜교육 교사 연수회)

2010년
- 유아교육기관 건축 방향 조망
- 비교문화적으로 본 유아교육기관(초청강연회)

2011년 - 유아교육 연구소 세미나(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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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자료, 학술지 및 출판물 <유아교육연구소 발간 자료>

연도 발표 주제

1986년 - 부모교육 소책자(창간호): 슬기로운 자녀교육 외 10부 발간

1987년 - 인지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단원자료집 발간

1995년 - 유아를 위한 수교육 활동 자료집 발간

1996년

- 유아를 위한 과학화동 자료집 발간
- 유아를 위한 폐품이용, 요리활동 자료집 발간
- 손유희 및 노래. 신체 표현활동 자료집 개발
- 부모교육 소책자 100부 발간
- 교육자료 요지경 개발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집 발간

1997년

- 배재부속유치원 교육과정 발간
- 자유선택활동집 발간
- 부모교육 소책자(10종)발간
- 언어카드(읽어보세요) 발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2집 발간

1998년

- 동시. 동극 활동 개발 연구 발간
- 좋은 유아문집 제작의 이론과 실제
-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전통놀이 교구 개발 연구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3집 발간

1999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4집 발간

2000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5집 발간

2001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6집 발간

2002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7집 발간

2003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8집 발간

2005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9집 발간

2006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0집 발간

2008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1집 발간

2009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3집 발간

2011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4집 발간

2012년 -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5집 발간

q 배재유아교육 논문집 발간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1996년도에 최초로「배재유아교육연구」라는 논

문집 1호를 시작으로 매해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

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1996년에 배재유아교육연구 제 1집이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2년 배재유아교육연구 제15집까지 발간하면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전반적인 유

아교육 분야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독창적인 연구주제를 발견하여 뛰어난 연

구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그 동안 발표한 논문의 

전체 원고를 게재하여 그 내용을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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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q 설립 목적

  1986년 9월에 설립된 사회과학연구소는 국내·외의 사회과학 부문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실천에 관한 제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m 논문집 발간

m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m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및 관련 논문 교환

m 기타 사회과학부문과 관련되는 사업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q 특성화 방법 및 중점사항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m 연구 활동 지원

m 산학연 협동사업

m 논문 발간 

m 학술교류 증진

q 간행물

『사회과학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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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연구소

q 설립 목적

  통일문제연구소는 한반도 분단의 이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처함이 활동 목적이다. 이러한 연

구활동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통일의 목

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

일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m 연구소 산하 전임 연구위원을 두어 관련분야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m 북한 및 통일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위원들의 연구의욕고취와 관련연

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를 증진한다.

m 북한 및 통일관련 대학생 논문 공모 및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시킨다.

m 각종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소속 교수들에게 교양 및 전문지식을 제

공한다.

m 안보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분단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통일대비 

연습을 제공한다.

q 연혁

연월 내용

1986년 3월 연구소 설립, 박종득 소장 취임

1990년 3월 남청 소장 취임

1991년 3월 김혁동 소장 취임

(김광열, 김욱 소장 역임)

2011년 3월 장성호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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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사업

주요 사업명 사업 목표

학술세미나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통일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한다.

학생통일논문 
발표·토론회

통일문제에 대한 초빙강사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교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와 문제제기를 통한 건전한 판단력과 
사고를 진작시킨다.

학생통일논문
현상공모

통일논문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체계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함양시키고, 통일교육의 적실성과 문제점파악의 
기회로 이용한다.

통일역량 배양을
위한 워크샵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적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반분야의 문제점을 
극복·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양식과 판단력을 지닌 시민을 
육성시킨다.

남북한 통일문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통일문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통일환경의 
변수 등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장차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시킨다.

각종 안보현장
참여

안보현장견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대북관과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진작시키고 통일역량 배양에 기여한다.

q 주요 기능

m 통일에 대비한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함

m 국가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m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담론형성에 국민의 의식을 결집시킴

m 통일이후의 경제·사회·문화·정치통합에 따른 갈등구조를 해소하는데 일조함

q 주요 연구분야 및 중장기 연구계획

m 주요 연구분야

- 탈북자와 새터민 연구

- 북한의 정치경제연구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연구

- 남북한 정치통합에 관한 연구

m 중장기 연구계획

-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연구

- 실질적인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연구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연구

-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의 정치통합에 따르는 갈등 구조해소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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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연구소

q 설립 목적

  1996년 3월에 설립된 본 연구소의 목표는 본 대학 졸업생이 취업한 회사나 기업

체에 도움을 주고, 재교육을 통하여 졸업생들이 취업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대학에서 중소기업체에 지원 가능한 생산 인력, 연구인력, 기술자문 등에 대한 

지원과 선진 기술의 이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특히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 후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산학협동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데에 중심적인 목표를 둔다.

q 주요 사업

m 산업체 봉사활동

m 산업체 인턴제도

m 산학장학생 양성

m 산업인력 재교육

- 참여교수 현장방문지도 및 세미나

- 외국인 전문가 현장방문지도 및 세미나

- 자문교수단에 의한 첨단지식이전 Short Course 개설

m 산학협동 Recall 교육

q 조직

  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육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 3개의 위원회와 정책고문

단, 외국인기술고문단, 총무로 이루어지며 소재연구부, 자동화 연구부, 환경기술연구

부, 식품 및 환경개선 연구부, 마케팅연구부, 디자인연구부의 6개 부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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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연구소

q 설립 목적

  1986년 7월에 설립된 본 연구소는 국가와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고도기

술 산업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성과와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자연과학분

야의 기초적인 연구와 그 응용에 대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학문의 교

류 기회 확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설비 등의 지원 등을 목표로 1986

년 배재대학교 부설 첨단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986년에는 연구소

의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87년부터‘자연과학논문집’이 창간되어 매년 1~2회씩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1989년에는 기초분야의 육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소가 설립

되었으나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1996년 기초과학연구소와 첨단과학연구소

가 통합되어 지금의 자연과학연구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q 주요 사업

m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m 출판 및 홍보(소식지, 논문집, 안내책자 발간)

m 연구지원(교내 연구비 지원 및 학회개최 지원, 공동기기 구입 및 관리)

m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자연과학분야의 기초적인 연구와 그 응용에 대

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m 학문의 교류기회 확대

m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설비 등의 지원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자연과학 제 분야의 최근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게 

하고, 연구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며, 동일 학문간 또는 학제간의 연구목적 하에 연

구팀을 결성토록 협동의 장을 제공해 주며, 국제 협동 및 산학협동을 위한 모색의 

장을 또한 제공하여 준다.

q 특성화 방향 및 중점사항

  본 연구소는 연구원인 길일한 교수(분자생화학연구부)는 1997년의 창의적 연구진

흥 과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항산화 단백질 연구단”을 발족하여 연구하였으

며, 1998년에도 김칠민 교수(응용물리연구부)가“광혼돈 제어 연구단”이 창의적 연

구 진흥과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한 1999년에는 생명과학부 교수들(분자생물학 연구부, 분자생화학 연구부, 환경과

학 연구부)을 중심으로한 생명과학 연구팀들이“바이오 의약 지역협력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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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센터장 이기성 교수)”와 바이오의약(TIC)에 선정되어 과학재단, 대전광역시, 

지역산업체로부터 지원 받아 의약생명과학산업 기술의 개발증진 및 기초 응용연구

의 활성화에 힘쓰며, 더 나아가 연구개발 된 신 의약 및 산업기술의 상품화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 뿐 아니라 본 연구소 연구원들은 상호 다른 학문

간의 협동 연구인 학제간의 연구도 활발하게 하는데 조창호 교수(응용물리 연구부)

와 이상수 교수(분자 생화학 연구부)팀은“백내장에서 상분리 현상연구”의 제목으

로 공동연구를 하였으며, 이규봉 교수(응용수학 연구부), 이진걸 교수(정보통신공학

부)와 황상기 교수(토목건축공학부)팀의“원격탐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단층 및 단열

대의 분포양상 분석에 관한 연구”와 김택남 교수(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김정우 

교수(분자생화학연구부)와 황득수 교수(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팀의“항균성 

Bone plate용 Implant 재료개발” 연구는 현재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를 수혜하여 

진행 중이다.

  또 유순애 교수(환경과학연구부)교수는 대덕연구단지의 화학연구소와 오인혜 교수

(환경과학연구부)는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와 환경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간행물

자연과학 논문집

q 조직

  배재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에는 2 위원회(운영위원회, 편집소위원회), 8 연구부(응

용수학연구부, 응용물리연구부, 화학연구부, 분자생물연구부, 분자생화학연구부, 환

경과학연구부, 식물자원연구부, 생활과학연구부), 4 공동실험실(공동기기실, 방사선

동위원소실험실, 전자현미경실, 기기제작실), 1 행정실이 소속되어 위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q 홈페이지 주소

http://rins.paicha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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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연구소

q 설립 목적

  생명과학연구소는 1993년 4월에 설립되었다. 생명과학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첨단 

산업으로 생명의 기본현상들을 탐색하고 응용해 새로 개량하거나 창출하여 인류의 

보건, 의료, 의약, 식량, 환경, 청정에너지, 친환경 농업, 바이오 자원 등 많은 분야

에 걸쳐 직면한 미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무한한 부가가치가 있는 고도의 기술 집

약적인 융·복합 과학기술이며 우리나라의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신 성장 동력입

니다. 배재대학교는 생명과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내의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의 효율적, 유기적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3년 

4월 화학 및 생명과학부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내 규정에 의해 유전공학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명과학 분야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연구소 명칭을 생명과학연구소로 개명하였고, ① 생명과학 연구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 ② 생명산업 관련분야에 종사할 연구 인력과 산업인력 양

성, ③ 생명과학 관련 대학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의 기본목표를 수행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 분야는 기초생명현상, 동식물 및 미

생물자원, 생물공학 등을 중점 연구로 설정하여 연구소 특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주요 사업

m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m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위탁, 용역연구

m 학술정보교환, 학술자료편찬, 연구발표회 및 초청강연회 개최

m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q 간행물

m 배재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안내책자(1997)

m 사업보고서 발간(1994년부터 매년 발간)

q 연구 실적

m Aspergillus niger에서 단백질 분비 결함 돌연변이 주(sec)의 분리, 분석 및 단

백질 supersecretion에 관련된 pmrl 유전자의 클로닝

m HIV-1 Vup에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유전자의 분리

(1997년도 교육부 유전공학 학술연구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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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구소

q 설립 목적

  선진국의 기술 보호 장벽, 개방 압력, 물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

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혁신적 산업

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1996년 7월에 설립된 본 공학연구소는 공학의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전·충청 지역의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유관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기술 자문, 

필요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q 주요 사업

m 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공학 기초 연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m 외부로부터 위탁된 개발, 조사, 기술 용역 및 기술지도

m 학술정보교환, 학술 자료 편찬, 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m 산업체, 타 연구소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m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q 연혁

연월 내용

1996년 7월 공학연구소 설립

1996년 7월 정재길 초대 소장 취임

1996년 9월 연구소 규정 제정

1997년 1월 공학 논문집 제1권 제1호 간행

1997년 1월 공학 논문집 투고 규정 제정

1997년 2월 GIS센터 설립(센터장 황상기)

1997년 7월 남승현 2대 소장 취임

1998년 2월 공학 논문집 제 2권 제1호 간행

2000년 2월 김택남 3대 소장 취임

2000년 11월 한국 전통 건축 연구소 개소

2000년 11월 공학인의 날 행사 지원

2000년 11월 제2회 교육 정보화 박람회 후원

2018년 3월 전은미소장 취임

2018년 12월 공학 논문집 제 20권 제 1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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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

소    장 운 영 위 원 회

편집 소위원회

행    정    실

총    무

전자정보연구부
￭ 멀티미디어정보공학연구실
￭ 네트워크 연구실
￭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연구실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연구실
￭ 디지털 시스템 연구실
￭ 멀티미디어통신 및 신호처리 연구실
￭ 컴퓨터비젼 연구실
￭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연구실
￭ 컴퓨터네트워크연구실
￭ 미디어통신 연구실
￭ 지능형에이전트 연구실

소재연구부
￭ 용융재료 연구실
￭ 전자재료 및 공정 연구실
￭ 기능재료 연구실
￭ 고온 및 구조 재료 연구실
￭ 세라믹공정 연구실
￭ 흡착 및 분리공정실
￭ 무기고분자 실험실
￭ 고분자합성 및 특성 연구실

건설환경연구부 ￭ 물리탐사 연구실

G I S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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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q 설립 목적

  2015년 9월에 설립된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는 국내･외의 교양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실천에 관한 제반 연구 활동을 통해 선도적 교양교육 체제 구축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m 선도적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교양교육 연구 및 기획

m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간행을 통한 교양교육연구 분야의 질 제고

m 대학교양교육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학술 세미나 및 강연 개최

m 사회와 대학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

m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한 통섭적 교양교육의 토대 마련

m 교양교육 연구 자료의 수집, 보존, 유통

q 주요 사업

m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발간

m 국내·외 정기 학술대회 개최

m 후속 세대 양성 및 네크워크 구축

m 교육 및 연수

m 연구과제 수행

m 연구포럼 <교담터> 개최

q 간행물

『대학교양교육연구』발간

q 연혁

연월 내용

2015.08.24.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창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발족 및 주시경교양대학의 발전방향

2015.09.09.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설립(심혜령 초대 소장 취임)

2016.02.25.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 2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융복합 모듈화를 위한 교양교육

2016.08.22.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 3회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수행에서의 교양교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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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

연월 내용

2016.09.01. 김상욱 2대 소장 취임

2016.09.~12.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발전계획 수립

2016.09.~12. 주시경교양교육연구과제 공모 및 수행(8건)

2016.12.14.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6 동계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수요자 중심의 교양교육 운영체계 구축과 방향성 정립

2016.12.30.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 창간호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발간

2017.06.~10. 주시경교양교육연구과제 공모 및 수행(1건)

2017.06.30.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제2권 제1호(통권 제2호) 발간

2017.07.14.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1차 연구포럼 <교담터> 개최

2017.10.~
2018.01.

주시경교양교육연구과제 공모 및 수행(2건)

2017.11.03.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7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대학 자율 역량 강화와 교양교육의 新 방향 모색

2017.12.30.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제2권 제2호(통권 제3호) 발간

2018.01.04.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2차 연구포럼 <교담터> 개최

2018.05.~08. 주시경교양교육연구과제 공모 및 수행(1건)

2018.06.30.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발간

2018.08.08.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제3차 연구포럼 <교담터> 개최

2018.11.03.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8 정기 학술대회 개최(이중언어학회 공동주최)
- 주제: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의 외연 확대

2018.12.30.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대학교양교육연구』제3권 제2호(통권 제5호) 발간

2019.01.08. 주시경교양교육연구과제 공모 및 수행(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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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살리는 관광축제연구소

q 설립 목적

  기존의 지역축제나 이벤트를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지역개발형 

축제와 고효율형 문화관광이벤트를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범위를 벗어나 외지방문객

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독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창출, 지역문화소재를 발

굴 및 보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

를 유도하고, 응집력과 추진력을 유도해냄으로서 지역에 활력을 주며, 생산적인 지

역개발전략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을 10여년 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더욱 가시화하고 지역의 숨어있는 소재를 보

다 경쟁력있게 개발하여 지역에는 생산적인 지역개발전략을, 국민들에게는 축제를 

방문했을 때 추억거리가 되는 여가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객지향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동시

에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지역이벤트(지역축제, 지역박람회)의 문제점이나 운영 등

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이벤트닥터시스템(Event Doctor)'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관광업계 종사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자체의 관광컨설팅을 목적으로 

합니다.

q 지역개발형 축제 개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있는 축제개발』

m 보령머드축제

1995년 만세보령제를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령시 해안의 깨끗하고 미네

랄이 풍부한 갯벌에서 착안하여 축제의 소재로 발전시킨‘보령머드축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가장 외지관광객비율이 높은 축

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m 광주 동구 추억의 7080축제

도심 공동화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에 70·80

년대 추억을 중심테마로 펼쳐지는 축제를 2004년도에 개발하여, 젊은날의 초상

인 추억을 찾아 떠나는 축제로서 200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m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2005년에 대가야 왕릉전시관을 중심으로 제1회 고령대가야체험축제를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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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08

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다. 고령군은 대가야체험축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경상북도에서 주목 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q 전문적인 기획과 실행

  『매너리즘에 빠진 축제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 지역개발형 축제로 경쟁력 제고』

m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한산모시문화제는 모시관련 주제체험을 강화하였으며, 모시관광객들을 유치하

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동자북 술 빚는 마을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개발과 

연계해 나가는 지역개발형 축제로서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하고 있다.

m 예산 옛이야기축제

예산 옛이야기 축제는 지역 개발형 축제로서 예산사과, 광시한우, 덕산온천 등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재로 축제를 구성하였다. 특히 타 축제와의 차별성

을 강조하여 충청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전국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q 평가 컨설팅

  『축제를 지속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컨설팅하는 Event DoctorSystem(축제닥터시스템) 적용』

m 김제지평선축제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김제의 역사를 담아낸 김제지평선축제를 2001년부터 축

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8년 연속 문화관광부지정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m 금산인삼축제

금산인삼축제의 발전과 함께 축제를 관광축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1996년부터 

축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컨설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2006년과 2011년도에는 인삼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m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유등놀이가 2002년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발전되었으며, 2003년부터 축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

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문화관광부지정 대표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q 축제 구조조정

  『매너리즘에 빠진 축제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 지역개발형 축제로 경쟁력 제고』

m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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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지역민속축제에 머물러 있었는데 바우덕이라

는 인물소재와 지역특산물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연계된 잠재성을 끌어올려 

2008년부터 문화관광지정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m 아산성웅이순신축제

40여년 동안 온양문화제로 지속되어오던 지역축제를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재구성하여 축제이름을 변경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스토리메이킹형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지향형 

축제를 문화관광형 축제로 전환하였습니다.

q 축제전문 교육프로그램

  축제기획·제작·실행의 사례분석과 지역 축제기획인력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

해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m 금산군‘금산축제대학’운영(2006~2012)

m 산청군‘산청축제아카데미’운영(2009)

m 대전 동구청 흥진마을‘리더스아카데미’운영(2009)

m 서천군‘지역컨설팅 대학’운영(2007~2008)

m 고령군‘리더스아카데미’운영(2006~2009)

m 금산지자체공무원 교육

- 1차: 2006년 세계인삼엑스포준비와 축제를 지속하기위한 효과적인 운영방법 

모색(2004.11.3~2004.12.22)

- 2차: 2005년 금산인삼축제 준비를 위한 워크샵(2005.7.12~2005.7.15)

m 경기도 공무원 아카데미: 외국의 선진축제 벤치마킹

m 국가행정 공무원 연수원, 문예진흥원 문화학교, 한국관광공사, 국립도서관 사

서 연수, 충남공무원 연수원등과 네트워크 형성

q 국제적인 축제들의 벤치마킹 및 개발연구

  『외국의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을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지역축제의 개

발연구에 활용』

대륙 국가 축제명

북아메리카 미국

텍사스 겔배스톤 디킨스온더스트리트(Dickens on the Strand 
Festival)

샌안토니오 포드 홀리데이 리버워크(Ford Holiday River Walk)

갈로이갈릭페스티발(Gilroy Garlic Festival)

뉴올리온스 마르디그라 페스티발(New Orleans Mardi Gras 
Festival)

플로리다 스테이트 페어(Florida State Fair)

드래곤보트와 버스커스페스티벌(Dragon Boat Festival & Bus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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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화재 활용

m 문화재 활용을 통한 동적활성화

- 고령 대가야 고분군: 이름 없는 고대의 무덤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으나 5

년간 개최된 대가야체험축제는 고령군에 활기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서산 해미읍성: 천주교도의 혼이 깃든 해미읍성과 충청 서북부권의 군사적 

요충지인 해미읍성의 특성을 살려 체험과 교육중심의 축제로 자리매김

대륙 국가 축제명

Festival)

플로리다 르네상스페스티벌(Florida Renaissance Festival)

캐나다

오타와 윈터루드(Ottawa Winterlude)

퀘벡 윈터카니발(Quebec Winter Carnival)

몬트리올 눈축제(Snow Festival in Montreal)

남아메리카 브라질
리오카니발(Rio Carnival)

바히아카니발(Bahia Carnival)

유럽

프랑스
니스카니발(Nice Carnival)

망똥레몬축제(Lemon Festival in France Menton) 

덴마크

프레데릭스하운 톨덴스키욜드 페스티발(Frederikshavn 
Tordenskiold Festival)

덴마크 호르센스 미디벌 페스티발(Horsens Medieval Festiva)

영국

브릿지워터 가이 포크스 카니발(Bridgwater Guy Fawkes Carnival)

요르빅 바이킹 페스티발(Jorvik Viking Festival)

BBC Good Food Show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Edinburgh Military Tattoo)

헝가리 폴클로리아다(Folkloriada) 

아시아
일본

아오모리 네부타 마쯔리(Aomori Nebuta Festival)

아키타 간토 마쯔리(Akita Kanto Festival)

센다이 다나바타 마쯔리(Sendai Tanabata Festival)

요 마쯔리(Chichibu Night Festival)

삿뽀르눈축제(Sapporo Snow Festival)

오타와 눈빛거리축제(Ottawa Snow gleaming Festival)

하카다 기욘 야마가사(Hakata Gion Yamagasa)

중국 청도맥주축제(Beer Festival in Qingdao) 

오세아니아

호주
멜버른 뭄바축제(Melbourne Festival in Mumba)

발라라트 베고니아 꽃축제(Ballarat Begonia Flower Festival)

뉴질랜드

호키티카 와일드푸드페스티벌(Hokitika Wild Food Festiva)l

웰링턴 국제예술제 & 프린지축제(Wellington International Arts 
Festival & Fring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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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문화재 부문 노하우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전문위원(2007년~현재)

-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2009년~현재)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2009년~2010년)

-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 고령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2008)

- 전통가옥 활성화 방안연구(2006)

- 백제문화제 활성화 방안 연구(2006)

- 장항 기벌포(진포)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2005)

- 아산시 역사인물을 활용한 관광이벤트개발에 관한 연구(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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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소

q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2005년 3월에 설립된 비교법연구소는 국내외의 법학부문에 관한 연구와 그 실천

에 관한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논문집 발간·외부로부터 의뢰되는 편

찬사업·연구 및 기업진단·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및 

관련 논문 교환·기타 사화과학 부문과 관련되는 사업 및 산학협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q 간행물

m <비교법연구 총서> 1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 2006년 12월

m ｢로비활동 규율체제 비교연구｣, 2006년 12월(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m 학술지「비교법연구」1-3호(2007-2008)

q 주요 활동 - 학술심포지엄

m 제1회: 복지사회에 있어 새로운 환경변화와 개인보호를 위한 법시스템의 발전

- 제1주제: 복지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안일남 원장(국립경찰병원)

- 제2주제: 복지사회에서의 사이버의료의 역할, 김동건 교수(배재대)

- 일시: 2005. 6. 21.(화) 16:00

- 장소: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309호

m 제2회: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의 법적 문제

- 제1주제: 군용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최근 경향, 서영득 법무실장(공군본부

법무실)

- 제2주제: 독일과 일본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소송의 최근 판례경향, 김명용 

교수(창원대)

- 일시: 2006. 12. 7.(목) 15:00

- 장소: 배재대학교 파이텔 2층 VIP룸

q 주요 활동 - 전문분야학술대회

m 제1회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

- 주제: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 김동건 교수(배재대)

- 일시: 2006. 10. 25.(수) 16:00

-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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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2회 로비관련입법의 방향

- 제1주제: 로비법제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 김동건 교수(배재대)

- 제2주제: 로비관련 입법의 주요쟁점, 김종서 교수(배재대)

- 일시: 2007. 1. 31.(수) 10:00

- 장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회의실

m 제3회: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방향

- 제1주제: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종서 교

수(배재대)

- 제2주제: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대학원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고세일 

교수(배재대)

- 기간: 2010. 1. 27.(수) ~ 1. 28.(목)

- 장소: 대천 한화콘도

m 제4회: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법적 대응

- 제1주제: 징계권의 법리에 대한 연구, 김소영 교수(충남대)

- 제2주제: 사이버 의료현황과 문제점, 김동건 교수(배재대)

- 기간: 2011. 1. 5. ~ 1. 6.

- 장소: 안면도 마농의 샘

m 제5회: 로스쿨 시대 법학부의 생존을 위한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 제1주제: 배재대 법학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상, 고세일 교수(배재대)

- 제2주제: 로스쿨 시대 법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

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 김동건 교수(배재대)

- 기간: 2013. 6. 10.(월) ~ 6. 11.(화)

-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미나실(204호) 및 전북대훈산건지하우스

m 제6회: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법적 대응

- 제1주제: 한국 영화시장의 독과점 실태와 문제점, 박성배 교수(내몽고대)

- 제2주제: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송승은 교수(배재대)

- 일자: 2015. 12. 9.(수)

- 장소: 서대전역 회의실(매화실)

q 주요 활동 - 전력시장규제전문가워크샵

m 제1회 전력시장규제의 세계적 동향

- 주제: 세계전력시장의 동향과 전력산업 발전방향, 이만기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 일시: 2005. 4. 21.(목) 16:00

-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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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2회 전력시장의 경쟁촉진과 법적 문제점

- 제1주제: 전력산업규제기관의 구성과 역할, 강헌 교수(배재대)

- 제2주제: 전기사업의 수직적 분리, 이문지 교수(배재대)

- 일시: 2005. 5. 13.(금) 16: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금잔디홀

m 제3회 전력소비자 보호의 법적 문제점

- 제1주제: 미국의 전력소비자 보호, 이문지 교수(배재대)

- 제2주제: 전력요금 규제의 국제동향, 이만기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 일시: 2005. 6. 14.(화) 16: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3층 에머랄드홀

m 제4회 적정전력수요수준

- 제1주제: 전력수요예측과 적정 공급설비 예비율, 김승수 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 제2주제: 지속가능한 에너지지표로 평가한 전력수요 예측치, 이만기 박사(한

국원자력연구소)

- 일시: 2005. 12. 23.(금)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5회 전력시장의 경쟁촉진

- 제1주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추진과 현황, 김창영 교수(아주대)

- 제2주제: 구역전기사업의 전망과 문제점, 정도영 박사(한국전력거래소)

- 일시: 2006. 1. 25.(수)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6회 전력의 보편적 공급

- 제1주제: 저소득층 에너지 소외 실태 및 에너지기본권 보장 방안, 이강준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 제2주제: 요금체납으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영미법과 한국

법의 비교, 이문지 교수(배재대)

- 일시: 2006. 2. 17.(금)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7회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의 지배구조

- 제1주제: 우리나라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의 지배구조, 강헌 교수(배재대)

- 제2주제: OECD Guidelines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설광언 박사(한국

개발연구원)

- 일시: 2006. 5. 11.(목) 17:00

- 장소: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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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8회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

- 제1주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 해외 동향, 부경진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 제2주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이근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 일시: 2006. 6. 15.(목)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9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력산업

- 제1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오진규 박사(에너지경

제연구원)

- 제2주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 이만기 박사(한국원자

력연구소)

- 일시: 2006. 9. 21.(목)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10회 아시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과제

- 제1주제: 일본과 대만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근대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 제2주제: 중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최홍석 과장(한국전력거래소)

- 일시: 2006. 11. 2.(목)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11회 금후의 전력시장 정책방향

- 주제: 전력시장 정책방향, 이건호 사무관(산자부 전기위원회)

- 일시: 2006. 12. 14.(목) 17:0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12회 전력시장의 규제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정책

- 제1주제: 미국의 법과 정책, 이문지 교수(배재대)

- 제2주제: 독일의 법과 정책, 신창선 교수(전남대)

- 일시: 2007. 6. 1.(금) 17:3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라일락홀

m 제13회 전력시장의 구조와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 발표: 김용완 팀장(KPX 시장운영팀)

- 일시: 2007. 9. 20.(목) 17:30

- 장소: 유성홍인호텔 1층 사랑방홀

m 제14회 분산전원의 전력수급계획 방안

- 발표: 문채주 교수(목포대)

- 일시: 2007. 10. 25.(목) 17:30

- 장소: 유성관광호텔 2층 프린스홀

m 제15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CCS) 기술의 현황과 전망

- 발표: 박상도 단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일시: 2007. 11. 29.(목) 17:00

- 장소: 유성홍인호텔 2층 홍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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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 마그레브연구소

q 설립 목적

  2004년 11월(2009년 5월에 자율연구소에서 교내 육성연구소로 승격)에 설립된 본 

연구소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지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아울러 한국과 북아프리

카 마그레브 지역 간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공동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q 주요 사업

m 연구소 운영기금 및 장학금 유치 

- 개인 기부: 연 1,000 만원 2년 간

- 현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m 외부 기관 물적 지원 

- 알제리 NGO 단체 Forum에 100대 컴퓨터 기증(2005.05)

- 알제리 Tiaret 대학 컴퓨터 50대 기증(2008.04) 

m 경제협력 중개 

- 대전시 알제리 경제협력단 참가

- 한국에너지연구원-Ibn Khaldoun대학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 중개 

- 한국 전자정보통신 연구원: 한국 정보통신전시회 알제리 개최 중개 

-(주)세림제유와 알제리 회사 간 올리브 수입 중개

-(주)모인에너지와 알제리 Ibn Khaldoun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중개  

-(주)코리아스톤의 알제리 대리석 수입 중개 

-(주)3S 케미컬과 알제리 EURL AEH간 건축자재 수출입 협약 중개

m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송도영 교수(서울시립대, 배재대학교, 2004. 11) 

- 이희수 교수(한양대학교 교수, 배재대학교, 2004. 12) 

- 박대원 총재(전 알제리 한국대사, 배재대학교, 2005. 10)

- 정수일(이슬람문명학자)

- M. Khiati(알제대학 교수), M. EL Mihoubi(알제리 NGO대표),

N. Hadj-Zoubir(Ibn Khaldoun 대학 총장)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공동 주최, 2008. 11. 29)

m 국제학술대회 개최

- <알제리-한국 농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 이븐 칼둔대학(알제리), 2008. 1. 26

- <한-알제리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한국, 2010. 4. 3

- <변화하는 공간 북아프리카>: 한국, 201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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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5년 후: 역사, 사회, 문화, 시선의 교차: 

알제리, 2011.12. 21~22

- <알제리 독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시선의 교차: 역사, 사회, 문화>: 한국, 

2012. 9. 23

m <한국마그레브학회> 공동 창립

- 배재대학교 북아프리카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불어권연구소, 이화여대 불어

불문학과 기념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9. 11

m 국내 네트워크 

- 대전시: - 알제리 방문 대전시 경제협력단 참가

(염홍철 시장/알제리 대통령, 내무부장관 회담 통역 수행) 

- 주한 알제리대사관: - 대사 주최 본 연구소 출판 소설 출판기념회(2007. 2)

- 이화여대 인문과학원서울대 불어권연구소

- 서울대 불어권연구소

- 경희대 아프리카연구소 

-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 부산외국어대학 지중해연구소 교류 협약

- 주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공관

m 국제 네트워크 

- Fondation pour la Promotion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NGO) 
- Université d'Alger
- Université d'Ibn Khaldoun
- Université d'Oran
- Institut d'Europe-Maghreb, Université Paris VIII
- Centre de Recherches en Economie Appliquée pour le développement

- Centre de Recherches en Anthropologie Sociale et Culturelle

m 학술지/저서/역서 발간

- 「알제리 2028」(단행본), 박대원, 2005

- 「북아프리카 연구: 알제리 특집」(학술지), 2006

- 「알제리 여인들」(번역서), 여승구/김정숙, 2006

- 「마그레브, 북아프리카의 민족과 문명」, 2011

-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 양상에 대한 기초 연구: 마그레

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m 교외 연구비 신청

- 학술진흥재단 연구교수 신청 선정: 2명

- 지식경제부 <양자협력사업>, 사업비 1억 9천만 원: 2차 면접(2008)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인지강화 프로그램> 민간단체 사업 신청, 

사업비 2천만원, 선정(2009. 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 과제 선정(2011. 4)



1255

한국시베리아센터

q 설립 목적

  1996년 8월에 설립된 한국-시베리아센터는 1996년 배재대학교와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간에 체결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기관

으로 양 대학에 개설되었으며, 한국과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의 과학, 기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이해관계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양 대학교에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

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한-러 양국간의 제반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 시베리아 학회와“시사모(시베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시베리아, 극동에 관한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단체, 학자, 기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

력을 통하여 결과물을 한국과 러시아에서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주요 사업

m 학술교류

- 배재대학교-이르쿠츠크 교수들 간의 공동 연구, 자료교환 협조(화학, 세라믹

공학, 노어학, 생물학, 환경공학, 수학)

- 매년「한국시베리아연구」발간

- 국제공동심포지엄 개최 계획(시베리아 자원과 기술 개발, 바이칼 포럼)

- 대청호-바이칼호 환경 및 오염문제 국제공동연구

m 교육교류

- 이르쿠츠크 국립대 한국어과 공동 운영, 이르쿠츠크 공과대, 이르쿠츠크의 

외국어대 한국어 강좌 운영 협조

- 상호 학생교환 및 중·단기 학생, 기업인 어학 연수

- 교재 공동 개발 및 출판

- 초·중등·대학생의 러시아, 한국 현지 체험 교류 계획

m 경제·과학기술 협력

-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진출 컨설팅

- 러시아, 시베리아 과학기술의 한국 이식 및 공동개발

- 한·러·중·일 합동 이르쿠츠크→한반도→일본가스개발 및 가스관 매설 

프로젝트 한·러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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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업들의 한국 진출 컨설팅

- 투자관광단 교환 교류 예정

m 문화, 체육 교류

- 월드컵 홍보, 배재대 축구단-이르쿠츠크‘즈베즈다’축구팀과의 러시아원정

경기

- 시베리아 한인들을 위한 민족 경축일 기념 행사(3.1절, 8.15)

- 이르쿠츠크 생태관광 연수단 파견

- 방송국과 관련한 극동·시베리아 지역 취재

q 간행물

한국시베리아연구(매년 5, 11월 2회 정기 간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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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센터

q 설립 목적

  2012년 2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센터는 대전시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다문화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부-교육청-학교교육 현장의 전문적·체계적·

효율적 지원 체계로서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한다. 학교관리자 및 교원을 중심으로 

학교다문화교육을 운영하여 다문화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교급별 맞

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지표인‘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반영하여 대전시 학교교육 중심의 독창적인 다문화교육 사업을 구성한다.

q 주요 사업

m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 한국문화 및 대전지역문화체험 등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다각적인 한국

어 교육 지원

- 중도입국 학생 대상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

- 한국어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안정된 한국 생활의 정착화

m 교원 다문화 연수

- 기존 통합 연수에서 확대하여 대상별(담당교원, 전문교원, 학교관리자) 체계

적 연수 지원

- 전문적인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문 다문화교사지원단의 학교 컨설팅 활동가로서의 지속적인 클리닉 구축

-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과·비교과 교육 자료 제공의 허브 역할

m 다문화이해교육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문화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 학교급별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 강화(중·고등학교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학생·비다문화학생이 상생하는 문화교류체험

-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인권 및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이해교육 활성화

m 글로벌 진로교육

- 청소년기에 대비하여 다문화학생의 성장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사업 추진

- 재능 계발 및 진로교육 강화

-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국제 감각을 갖춘 세계시민교육자 양성

m 통·번역 지원

- 중도입국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서 번역 지원

- 담임교사·학부모 간 통역 지원을 통한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 지원언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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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센터

q 설립 연도: 2013년 4월

q 설립 목적

m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성장과 긍정적 사회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 본 대학의 전공 및 관련 분야 기반으로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

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및 한국 생활에

서의 적응 문제 해결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잠재적 자원을 개발, 발굴하여 연계함으로 개인· 

가족·지역 사회의 성장과 긍정적 사회통합

m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 지역사회에서 본 대학교의 전공 및 관련 분야를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가족지원체계 강화

- 활기찬 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다양성이 존중

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며,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자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 될 수 있도록 기회 마련

- 양성·평등한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

- 도시형 다문화가정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사회

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한국사회의 조기적응 기대

m 가족의 유형별로 포괄적, 통합형 가족지원서비스 활성화

- 행복한 가정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가족 관계를 향상시기 위하여 가족의 유

형별로 부모역할지원, 부부상담, 아버지역할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지원, 

부부갈등해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을 

진행하고,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파악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맞춤형 가족생활 프로그램으로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단위프

로그램, 긴급돌봄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다문화가족생활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지원 사업실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및 통합형 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추어 취약위기가족 등 맞춤 지원

을 통해 사회 문제 예방

m 다양한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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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동체 문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및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가족 나

눔봉사단,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가족단위프로그램,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소속감 확대

- 주민들의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과 정보, 교육을 호혜적으로 주

고받음으로써 가족의 돌봄 요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 가족 간의 소

통을 통한 가족 내 스트레스 완화 및 문제 예방

-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진해여 

시민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시키고,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돌봄과 정보,  

교육 상호 교류 조성

m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 가족, 여성, 아동 관련 전공 기반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돌봄 자원 창출

- 경력단절 및 중·장년 여성의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돌봄  

일자리 창출 및 가정 개별 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

-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

학의 책무성 수행

m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녀 

돌봄과 정보, 교육 상호교류

- 부모가 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녀들은 안전하게 놀며 

사회성을 공유하는 공간 제공

- 자녀들은 공동육아나눔터 장소에 있는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하고 또래 아

동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육

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아 부담을 감소

-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 경감하고 가족의 돌봄 요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

q 연혁

연월 내용

2013년 5월 센터개소

2013년 6월 한국어교육 사업 시작

2013년 6월 상담사업 시작

2013년 6월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작

2013년 7월 방문교육 사업 시작

2013년 8월 언어영재교실 사업 시작

2014년 3월 지자체 한국어교육 운영

2014년 8월 가족친화 건강한 가정생활 만들기 특화사업 시작

2015년 1월 아이돌봄지원사업 시작



1260

q 주요 프로그램

m 가족관계 프로그램

연월 내용

2015년 4월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시작

2015년 5월 외부지원사업(다문화가족 바른 식생활교육)

2015년 10월 외부지원사업(한화종합연구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2015년 11월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

2016년 2월 제3회 세계일보 다문화가정 정책수상 우수상

2016년 3월 가족역량강화 사업 시작

2016년 3월 외부지원사업(한화종합연구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2016년 3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시작

2016년 3월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시작

2017년 3월 외부지원사업(주 한화종합연구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2017년 4월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시작(몽골어)

2017년 5월 외부지원사업(다문화이해교육 지역특화교육기관)

2017년 5월 외부지원사업(어깨동무 부모교육)

2017년 5월 찾아가는 부모교육 시작

2017년 12월 2017년 다문화가족 교류·사회참여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2018년 12월 2018 우수이용수기 공모전 장려상(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이용자)

2019년 1월 대전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서 대전서구가족센터 센터 명칭 변경

2019년 1월 대전서구가족센터 재위탁 선정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부모역할지원

• 영유아기-아동청소년기-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
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역할 및 부모자녀간 관계 형성 방법, 
자아존중감 향상, 역량강화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 임신출산(부모)기 대상자를 위한 출산 준비 교육
• 영·유아기 자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체험 학습
• 학령기 자녀를 둔 자녀의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향상을 돕는 상호작용 교육

부부역할지원
•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평등한 부부역할지원
• 부부갈등 예방 및 해결지원과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 노년기의 발달 및 부부·부모역할에 관한 강의 진행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다문화가족 부부 간,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성평등 교육
• 다문화감수성 및 수용성 확립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 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 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 활동 운영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출신국 언어를 활용하며, 가족 초청 또는 가
정 방문을 통해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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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가족돌봄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유망직업 탐색 및 체험
(글로벌 IT산업, 글로벌 교류·세계화, 예술중심 산업, 친환경 미래 산업 
등) 

•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력을 키우는 사회성 증진의 리더십 향상 교육
• 다문화가족 부모-자녀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관계향상 교육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상담

언어발달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
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
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한국어교육
(집합)

• 한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
로 인한 문제 해결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
육을 실시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 및 작문 교실을 통하여 미취학 자녀 교육 실시
• 정규과정(1~4단계), 심화과정(토픽준비반 등)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가족역량
강화지원

• 취약·위기가족(한부모가정 등) 대상 건강한 가족체계 확립을 위한 부모교
육 솔루션 진행

• 취약·위기가족(한부모가정 등) 대상 자존감 세우기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방문
서비스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
육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Ÿ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
화가족 자녀에게 자녀 생활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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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가족생활 프로그램

m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Ÿ 전업맘 및 워킹맘, 워킹대디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녀양육의 고충 
및 정보 공유
Ÿ 자녀의 생애주기별(임신·출산/유아기·아동기·학령기)에 맞는 체계적 가
족활동 진행
Ÿ 맞벌이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부모-자녀 관계 개선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 한국 명절음식 강의 및 체험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역
• 센터 및 외부 기관 요청에 의한 번역 
• 센터 및 지역사회 정보 제공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담 및 연계
•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면접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가족봉사단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 여러 나라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이 자조모임 결성
• 결혼이주여성들이 주최가 되는 봉사단을 결성하여 사회소외계층에 재능기부
•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가족봉사단 운영
• 봉사자에게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를 통한 봉사 시간 적용

공동육아나눔터

• 교재교구 및 놀이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통의 장 
운영

•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녀의 발달단계별 육아 관련 정보 전달
• 부모-자녀 간 자발적 소모임을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한 돌봄 및 정보 
상호교류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 현재 활동 중인 다문화이해교육강사와 결혼이민자 간의 멘토-멘티 활동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강의
• 외부기관 다문화이해교육 참관 및 실습

인식개선 및 
공동체 프로그램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이해 및 편견해소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체험 활동 프로그램 제공

가족친화
문화프로그램

• 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 가족 간 공통된 미션을 완수하는 체험 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의 특성별·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
민 참여 프로그램 

• 지역주민들이 여러 나라의 음식을 통해 나눔을 실현 할 수 있는 만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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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아이돌봄 지원 사업

프로그램 사업 목적 및 내용

아이돌보미 
관리

•  아이돌보미 모집 및 DB관리(연중 수시 모집·채용)
•  아이돌보미 활동 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  선발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경력자 등의 교육수요 파악 
   하여 교육 신청 및 경력자 보수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간담회, 월례회의 실시 
•  아이돌보미 급여 지급 및 보험가입
•  돌보미 활동상황 점검 및 서비스 관리

이용자 가정 
관리

•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각종 서류 및 정보 관리
•  가정 방문 및 상담조사
•  이용자 서비스 제한 관리
•  개인정보의 보호

서비스 연계 
관리

•  연간·분기별·월별 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  서비스 신청접수 및 서비스 연계

안전사고 관리
•  아이돌봄 서비스 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배상·상해 보험
•  비상 연락 체계 확립: 전담인력, 부모, 돌보미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보고체계의 확립

사업운영ㆍ관리

•  사업 추진 실적을 사업 지원기관 및 시, 한가원에 제출
  ㆍ내용: 사업실적 및 아이돌보미 활동현황, 예산집행내역 등
•  이용자 가정에 사업안내 및 홍보물 비치 등의 협조
•  대표번호(1577-2514)서비스, 문자서비스, 아이돌보미 배상보험 가입
•  민원관리: 내부적인 민원관리 기준을 정하고 민원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며, 제기된 민원은 지체 없이 접수 및 처리
•  기타 지자체가 협의 하에 위탁하는 사무처리 등

아이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및 시간
 ㆍ(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ㆍ1회 2시간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
 ㆍ(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ㆍ만 0세: 만 3개월 이상~12개월/만 1세: 만 13개월이상~24개월
 ㆍ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대상자
 ㆍ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 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ㆍ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시간제(라)형 이용은 가능, 영아종일제는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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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q 사업 목표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

조에 명시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

지시설 등의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급·간식의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광역시, 대전광역

시 서구에서 지정하여 배재대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안전-건강-행복 

채움 급식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 급식, 안전 급식 관리의 전문적, 

체계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미래 인재 양성, 지역사회 주민 대

상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홍보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m 관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

한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원

m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맞춤형 식단 관리 등으로 영양 수준이 향상 

되도록 지원

m 지역사회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어린이와 가족, 주민의 영양 개선사업 지원 

m 지역에 맞는 어린이 급식 관리와 관련한 특별한 사업, 특성화 사업을 통한 관

내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족, 주민의 건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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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사업

q 기본 정보

대표번호 042)520-5782~3 홈페이지 http://www.ccfsm.foodnara.go.kr/seogu/

Keyword 안전 채움 건강 채움 행복 채움

사업 전략

 안전 채움 어린이 급식
소 위생·안전·영양 급
식 관리 사업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을 
위한 건강 채움 지역사회 
형성사업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
시를 위한 행복 채움 어
린이급식관리 사업

사업 내용

▣ 어린이 급·간식용식
단·레시피 개발

▣ 영양 관리 지원(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 
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 관리 지원(위생 
관리 지도 및 위생 교
육, 지침 자료 개발)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영양․위생교육 프
로그램)  

▣ 급식소 급식 운영 지
원 및 정보 제공  

▣ 기타활동   

▣ 가족, 영유아 및 청소
년을 위한 건강 채움 
지역사회 프로그램운
영: 가족, 영유아 및청
소년을 위한 건강 채
움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채움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네트
워크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 
행사 운영

▣ 도시농부-우리농수산
물최고에요!: 농산물의 
소중함식생활 체험 프
로그램

▣ 오물떡, 조물떡 쌀로 
떡을 만들어요!: 쌀의 
소중함을 알고, 바른 
먹거리를 배우기 위한 
식생활 프로그램 운영

▣ 우리다(多)같이 먹자! 
친구야!: 우리 가족, 
다문화 가족과함께하
는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 조리실 지킴이는 나야 
나!: 안전 더~채움을 
위한 급식소 위생 강
화 프로그램 운영

▣ 365매일 매일 싱겁데
이! 매일 매일 건강데
이!, 나쁜 사탕물리치
자 탕탕탕!, 아빠와 함
께 하는 텃밭 체험 활
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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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q 사업 목표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지정하여 배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으로,  계룡시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양·위생·안전 관리

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급

식의 개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m 계룡시 맞춤형 영양·위생·안전관리를 통해 관내 지역사회 주민과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의 영양·위생수준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m 건강(Health), 안전(Safety), 행복(Happy)의 핵심가치 아래 식자재의 위생적 관

리 및 대상별 영양·위생교육을 통한 단체급식의 체계화와 전문가에 의한 지

원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신뢰, 어린이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춘 식단 제안을 

통해 계룡시 어린이 급식시설의 양질의 급식문화를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

한 성장 및 발달을 형성하고자 한다.

q 주요 사업

내용 1 

n 계룡시 어린이 급식소 영양·위생·안
전관리
ü 순회방문지도
ü 급식소컨설팅
ü 맞춤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ü 가정통신문 개발 보급
ü 정보매거진 개발 보급

n 계룡시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 
교육

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ü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
ü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ü 정보 매거진 개발 및 제공
ü 홈페이지 운영

+
내용 2 계룡시의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내용 3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통한 건강·행복 계룡시를 위한 특성화 사업

⇩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연계 되는 계룡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 발달

q 기본 정보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로 17(금암동) 은혜로빌딩, 4층

대표번호 042)551-4020 홈페이지 https://ccfsm.foodnara.go.kr/gye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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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q 설립 목적

m 본 센터는 대전지역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여 

미래의 주인공으로써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래

와 같은 활동을 위주로 한다.

m 체험관을 활용한 참여형, 체험형 성문화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 제공

m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성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유도하여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

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m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청소년까지 모두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공

m 아웃리치, 캠페인, 캠프활동,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m 성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외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대

전광역시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성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q 주요 업무

m 대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 대전 전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교육과 센터 내 체험형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 세종 및 논산 등 대전 외각 지역에 출장형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 대전지역 학부모들에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긍정적인 가

족관계 형성을 조력

-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성교육 진행

- 성범죄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성문화교육을 진행하여 

성비행 및 성문제 예방

- 성문화교육 진행 시 주입식 교육을 타파하고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도움

- 성에 대한 활동이 증가하는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올바

른 성문화 교육을 진행하여 대학생 성문제를 사전에 예방

m 성교육 전문기관 활동

- 배재대학교와 연계 및 자체 홍보 등을 통해 자원활동가를 모집, 성교육 및 

성상담 활동 진행

- 지속적인 계획안 및 교육안을 개발하며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현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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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맞춘 자료를 준비

- 지역 내 청소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상담을 진행

- 지속적인 업무연수 및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 소통 및 교류 진행

m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청소년 성교육을 주도함

- 대전광역시 내 교육기관과 연계를 통해 성문화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

-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내 성문화 프로그램 연계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가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센터 운영 및 청소

년 성교육에 대한 자문을 구함

q 연혁

연월 내용

2015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계약

2015년 8월~11월 대전광역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설치

2015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개소식 및 운영

2016년 2월 26일 대전서구지역아동센터 29개 단체 협약식

2016년 3월 8일 대전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기관방문

2016년 5월20일 배재대학교 축제기간 대전서부경찰서와 아웃리치 진행

2016년 6월 3일 성문화- 숲 힐링‘프로그램으로 장애-일반 어린이 통합교육실시

2016년 9월 7일 대전보호관찰소 업무협약식

2016년 10월 무주태권도원 장애인코치 성폭력예방 및 상담교육

2016년 11월 26일 대전시민법률콘서트 아웃리치(대전준법지원센터)

2016년 11월 26일 청소년자원봉사단“Hi”입단식

2016년 12월 8일 대산학원(대전소년원) 간담회 – 감사장 수여

2017년 3월 6일 2017년 CYS-Net 업무협약-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체결

2017년 5월 13일 민·관·학 협력의 상생과 나눔 프로젝트 행복한 동행(대학생행복나눔봉사단)

2017년 5월 23일 밝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배려 법질서캠페인(대전준법지원센터)

2017년 6월 7일 대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당- 신탄진고등학교 방문

2017년 8월 17일 대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찾아가는 청소년한마당-느리울중학교 방문

2017년 8월 25일 유성여자고등학교 축제

2017년 10월 20일 도화네트워크 제5회 행복축제- 유천초등학교

2017년 10월 21일 서구북힐링페스티벌

2017년 11월 18일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평등 캠페인

2017년 11월 29일 대전위기청소년네트워크 발족식(조경덕센터장님 공동대표 임명)

2017년 12월 22일 대청중학교 축제

2018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 성폭력예방교육협의회 발대식

2018년 5월 28일 배재대학교 아웃리치

2018년 10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행복나눔봉사단 어울림한마당 참여 및 홍보

2018년 10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참살이 건강마을축제 참여 및 홍보

2018년 10월 12일 도화네트워크 – 유천초등학교 어울림한마당 축체 참여 및 홍보

2018년 10월 19일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찾아가는 청소년한마당 축제 참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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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프로그램

연월 내용

(괴정중학교)

2018년 12월 16일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만사소년대전충청지부 업무협약식 진행

2018년 12월 18일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배재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교육상담 업무 활동진행 합의

2018년 12월 26일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민족사관청소년회복시설 업무협약식 진행

프로그램 개요 세부프로그램 시기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체험관 교육

○ 청소년 체험 성교육 프로그램
  - 섹슈얼리티
    자궁방탐험/섹슈얼리티란 무엇인가?
  - 사춘기의 성
    거울방 체험
  - 임신․출산․피임
    임신체험/피임방법
  - 십대연애 문화읽기
    십대의연대담/데이트와 스킨십
  - 양성평등문화교육

연중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

○ 유아,초·중·고,대학생, 일반성인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연계한 성교육 
   프로그램

연중
대전지역 

관내학교 및 
일반시설

섹슈얼리티포럼

○ 청소년들의 체험관교육을 통해 느낀 
   점을 그림, 만화, 수필 등으로 표현한
   작품 중 잘된 것을 선정하여 시상
   하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연 2회
학교 및

청소년관련
기관

학부모 성교육
○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

의 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출장 성교육

연중 관련기관

테마 성교육
○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성교육 필요

성과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함

상시
학교 및

기관청소년

방학캠프
○ 청소년들이 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이며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방학 중 캠프실시

방학중
청소년 및 

성인

미혼모 성교육

○ 미혼모들에게 임신출산 과정을 설명
   하고 임신 중 태아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교육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후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피임교육

연중 미혼모

학교 밖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청소년

○ 청소년들의 성범죄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취약성을 경감시킴으로써 성범죄에 
   노출을 예방함

연중
학교밖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청소년

장애인성교육
○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

른 성지식과 성가치관 교육을 통해 성정체
성을 확립하도록 하며, 위생교육을 실시

연중

장애인

예비부부 
성교육

○ 남녀의 차이를 알며 참된 결혼을 준비하고 
올바른 자녀양육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
함

예비부부

성교육전문
강사양성과정

○ 대상, 수준에 적합한 성교육 방법 제시하고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을 통해 청소년의 성
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청소년
지도자, 교사,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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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용 안내

m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m 이용방법: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교육실시

m 이용장소: 국제교류관 501호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042-520-5088)

m 홈페이지: www.dssay.net

프로그램 개요 세부프로그램 시기 대상

성상담

개인상담
○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개별상담 실시로 성고민 해결
○ 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

연중
대전지역

청소년/성인

집단상담
○ 집단을 통한 성에 대한 의식 함양
○ 성에 대한 또래 집단가치관 변화

연중
대전지역
청소년

인터넷상담
○ 센터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성에 대한 궁금증 해소
연중

대전지역
청소년/성인

전화·출장상담
○ 학교 및 기관을 연계하여 성고민과 
   문제 상담을 통해 고민해결

연중
대전지역
청소년

조직활동

자원활동가교육
○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교육실시

연 2회
대전지역의
유휴인력

성교육평가회

○ 성교육전문가 대상으로 지속적인보수     
교육 및 친목도모
○ 성교육 교안개발
○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및 개발

연 12회
성교육
전문가

실습생지도

○ 청소년 복지 관련 전공학생들의 실천
   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지도
○ 현장 실습 기회 제공을 통해 관련 
   학교 및 학생에게 센터이미지 제고

연 1회
대전지역 

청소년 복지 
관련 전공학생

청소년 및 
대학생 봉사단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성 가치관을 고취
시키고 건전한 성의식 함양

연중
대전지역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원연수
○ 성교육 강사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지원

연중
청소년성문화
센터 직원

지역사회
연계

자문·운영 
회의

○ 지역사회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조직해 센터의 운영에 도움을 받음

연 1회
청소년
전문가

보고서 발행
○ 본 센터의 사업 성과와 홍보를 위한 보고서
   발행

연 1회 대전시민

홍보

교사연수 ○ 교사 대상 성의식 함양 연중 교사

홍보물제작· 
배포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상시 대전시민

언론홍보 ○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상시 대전시민

캠페인
○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

상시 대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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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장학금지원사업단

q 사업 추진계획

m 학생선발 계획

  기본적으로 선발된 우수학생은 철도 공기업, 기관 취업을 목표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관심 학생들의 발굴 방안

을 마련하여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후보를 선

발하되,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참여교수와 회의를 통해서 선발한다.

m 우수학생 선발 기준

건설환경·철도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학년 성적이 평점이 3.7 이상인 자

m 선발 방법

-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장학생 선발 이후 졸업까지 중단 없이 학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졸업 후, 철도분야 공기업 및 철도분야 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최종선발

q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m 기본적으로 선발된 우수학생은 철도 핵심인력을 위한 양성으로 특별 관리하

여 졸업 후 철도 공기업, 기관 취업 및 우수 철도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철도

분야의 경쟁력 있는 영 엔지니어로서 한국 철도의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한다.

m 인턴 및 철도분야 취업 지표

- 성과목표 설정 근거

･ 현장 인턴 또는 취업 달성도

･ 실습 및 견학 프로그램 참여도

- 달성 방법

･ 협약 기업을 활용한 인턴 채용 확대

･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실습 및 견학)을 통해 실무 맞춤형 인재 양성

･ 취업연계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m 전공자격증 취득 지표

- 지표 설정 근거

･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 유무

- 달성 방법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을 집중이수토록 함

･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 부여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자 졸업전공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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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율 외국어 지표

- 지표 설정 근거

･ 영어 실력을 향상 시켜 글로벌 취업 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 토익 성적 700이상을 목표로 함

- 달성 방법

･ 학과 스터디 그룹 등을 활용하여 영어 성적 향상

･ 방학 이용 배재대학교 개설 토익사관학교 이수 하도록 함.

q 참여학생 사후관리 계획

m 철도인재양성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 및 국내외 현장 정보의 전달을 효율적

으로 진행하고 교육된 인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운영계획을 수립함

m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산학 연계 교육 운영 계획

- 본 사업단은 현재 설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LabView(실험), 

ANSYS(재료역학), RECURDYN(동역학), ABAQUS(재료역학), FLUENT(유체역

학, 열전달), MATLAB(수치해석), CATIA(컴퓨터 지원설계), PIAnO(최적설계)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부생들의 해당 설계 과목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산업체의 수요 파악에 따라 각 학부 교과과정에 해당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목하여 실습 강의를 진행할 예정임

- 향후 철도 인력양성을 통하여 해당 설계 소프트웨어 실습 공간을 확충하고 

수강 인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부생이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

도록 할 것임

m 인턴십·현장실습 등 참여 기회 제공 및 비율 확대 방안

- 여름 및 겨울방학 등을 활용한 인턴십·현장실습 참여 활성화

- 학부 과정 내 기업/연구소 현장실습 및 취업아카데미 과정, 가족, 동문 기업

을 포함한 기업들과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졸업요건으로 강화

- 학기 시작 전 인력양성 특성화사업과 연관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적, 기술

적 애로사항을 설문·수집하여 이를 종합설계 및 특성화 과목과 연계 시킨 

후, 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지도교수와 함께 학부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개발

m 산업체와 공동으로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계획

- 산학협력 운영위원회를 통한 산업분야의 요구사항을 특성화 과목에 점진적

으로 반영하여 특성화 사업단 소속 학과 및 연계전공 진입학생들의 기초역

량과목으로부터 인력양성 특성화과정의 전문 과목에 이르기까지 학업기간 

전주기에 배치 진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하여 국내·외 현장의 실제 설계 문제에 주기적으로 노출/교육시킴

으로서 실무 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설계/건설 인력으로 양성함

m 인력양성의 산학협력 계획의 독창성 및 구체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 수요 및 공급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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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 간의 기술 이전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

한 정기 워크숍의 활성화

- 학생의 경우 현장 인턴십, 견학프로그램 및 전공강의의 확고한 포트폴리오

를 제출하여 관리함

- 학생-회사의 연결 시 회사 차원에서 각각 전공부서 고정담당자와 함께 공조

하여 이루게 함(회사 측의 고정적인 상담자는 대학과의 접촉을 유지하게 함)

- 정기적인 관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분기별 교수와 면담 후 개선방안 마련

m 배재대학교 일자리본부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현

장실습과 취업 연계 등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m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에 유용한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등 관련 자격증 취득 강화 

-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전공자격증 철도교과목 운영 지원

- 철도관련 자격증 취득자 졸업전공시험 면제

m 외국어능력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TOEIC 사관학교 참여

- 학기별 모의토익 모니터링

m 철도장학생에 대한 평가

본 과정에 진입한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장래 진로에 대

한 설문조사와 함께 특성화교과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되, 세미나 및 외부강

연 등에 대한 참석도 및 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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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인프라연구소

q 설립 목적

m 철도 인프라 관련 전문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한 철도 발전

m 철도 인프라 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철도전문인력 양성

q 연구소 설립 개요

연구소 유형 배재대학교 부설 연구소(육성연구기관)

참여 학과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나노고분자재료공학과, 게임공학과, 경영학과

설치 장소 하워드관 410호
설립추진위원장 건설환경･철도공학과 교수 임유진

m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철도공기업이 대전에 위치

하고 있어 철도 인프라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제시 및 전문교육 등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의 향후 교통정책이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

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의 철도교통우선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전문적인 대

학내‘육성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함

m 철도인프라에 대한 기술개발, 전문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고 성과물을 공유, 전

파할 수 있는 학교 내 제도화된 전문연구기관의 설치가 요구됨

m KORAIL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재교육을 위한 장으로서

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며 향후 본교와 공기관 사이의 협동사업, 공동 

기술개발과 정책개발 및 정책제시를 통하여 배재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철도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m 이상과 같은 사회적, 지역적 여건변화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인프라 관

련 제 분야에서 연구, 교육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q 주요 사업

m 철도 공기관 및 철도전문 민간기업과의 철도 인프라 관련 공동연구･기술개발

m 철도관련 기관의 위탁 연수과정 개설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m 철도전문 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정책자문

m 철도 인프라 관련 기술세미나, 연구성과 발표 등의 학술활동

m 철도 인프라 관련 전문학술지 및 관련 자료집의 간행

m 철도 인프라 관련 전문기술교재의 개발

m 국내외 철도 인프라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공동사업

m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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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q 설립 목적

  2016년 7월에 설립된 본 사업단은 대학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대학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 창업교육이 실전 창업 및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q 주요 업무

m 대학 보유자원을 활용한 기술기반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m 대학 및 지역의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기반 청년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운영

m 기술기반 청년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수익성과 기술성 검증을 통한 창업 훈련

m 기술기반 청년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사업계획 수립

q 연혁

연월 내용

2016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 신규 선정

2017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 2차년도 협약

2018년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Track A) 신규 선정

2019년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Track A) 2차년도 협약



1276

q 조직도

q 주요 프로그램

채움비교과 연계 P-YE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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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새일센터

q 설립 목적

  대전광역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대전·충남권 중심 여성 취업지원기관의 광역 거점센터로

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운영하는 광역센터이다. 배재대학교 우남관에 본부를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새일센터 미지정(대덕구, 동구, 중구)지역에 파견상담소가 위

치하고 있음.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하여 새일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전 생애주기별 여성을 중심으로(재)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취업종합 서비스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체계

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q 주요 사업

m 산업·직종별 협회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새일센

터 연계

- 광역센터가 주관이 되어 광역 단위 민·관·산·학 일자리 협력 체결 및 

협의회 운영, 여성 고용 포럼·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성 취업지원 정

책 방향 공유 및 제안 등

m 지역 내 여성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보급

- 지역 내 고용 시장 변화, 구인 및 훈련 수요, 지역 전략 사업 등 지역 특성 

파악 및 분석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특

화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제공

m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 등 창업지원

- 각 관내 새일센터의 예비창업자에 대한 DB 구축·관리와 창조경제혁신센

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기관 등과의 협력 

및 예비창업자 연계 지원을 위해 창업전담자 1인 지정

m 대전·충청권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성

인교육자의 평생교육의 장 마련

m 지역 내 부진센터 컨설팅 및 벤치마킹, 신규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새일센

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센터 역량 제고 지원

- 광역 단위 새일센터 연합 취·창업박람회 개최, 새일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

한 새일센터 통합 홍보, 센터장 협의회 운영 등

m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기능 총괄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인접 지역 연계·조정 등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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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사업

m 대전광역시 소재 새일센터 사업 홍보를 위한 블로그 운영(blog.naver.com/dj_saeil)

m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대전광역새일센터 서포터즈단 운영

m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m 전문가(인사 노무, 회계,) 파견 사업

m 배재대학교 재학생의 지역사회 현장 실습 및 봉사 교육(Service & Learning 

Education)의 실제 현장 제공

m 학과 연계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 공교육 연계 활동

m 신한금융 제휴 사업

m 4차 산업혁명기 지역 산업 맞춤 취·창업 지원을 위한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m 이주여성(북한 이탈주민 포함)을 위한 아주 특별한 미니박람회 개최

q 대전광역새일센터 상담소

운영본부 042)520-5337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우남관 105호

대덕구 
취업상담소

042)524-1982 대덕구 선비마을로 260 대전광역시동부여성가족원 3층

동구 
취업상담소

042)285-1982 동구 동구청로 36 대전광역시남부여성가족원 1층

중구 
취업상담소

042)226-1982 중구 서문로 10 한밭도서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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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q 설립 목적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는 대전지역의 유일한 경력개발형 센터로서, 여성가족

부·고용노동부 지정을 받아 청년층 경력단절여성의 ICT 융합분야의 전문기술인력

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

시하고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체계성으로 지역 요구도 기반 기업과 연계

하여 차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q 주요 사업

m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여성에게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구분 과정명
교육 일정

교육기간 시간 정원

여성
가족부

3D캐드 프린터운용기능사 양성과정_초급 2019.03.11.~05.10 176 15

3D캐드 건축 및 제품 설계 과정_증급 2019.05.13.~08.30 312 15

ERP회계 2019.09.02.~11.28 240 15

ATC자격증 취득을 위한 AutoCAD양성과정 2019.07.01.~08.14 132 15

안드로이드 앱 트랜드과정 2019.06.10.~10.02 320 15

직장인을 위한 새일역량교육 2019.06.08.~07.27 32 15

m 집단상담: 구직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찾는 프로그램

과정명 잡(job)아라! 취업 팡!

일정 2019.02.11.~2019.11.30 횟수 20 교육시간 360시간 인원 200명

내용
MBTI,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정보탐색, 취업로드맵그리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통해 취업을 구체화하고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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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6개월간 기업에 240만

원, 참여자에게 60만원 지원)

m 취업연계

- 채용팡! 취업팡!(구인·구직만남의 날)

- 언론, 대중교통, 신문방송, 포스터 등 취업지원 사업홍보

- ICT융합 분야 사업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취업 네트워크 구축

m 사후관리

- 기업특강지원(성희롱예방, 양성평등인식개선 등 기업 및 근로자가 원하는 

주제로 지원)

- 기업환경개선지원금

- 취·창업동아리지원

- 취업자사후관리(첫월급 축하 떡전달 서비스)

q 기타 사업

m 여성친화 기업 발굴 및 선정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협약사업 주관

m 여성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유동인구가 많은 여성가족원 등에 정기적인 이동상담 서비스

m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술인력 양성

- 장애인 운전지원 통합 앱 개발

-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 도로주행 수어동영상 제작

q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 기본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관평동)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C203호

대표번호 042-520-5087 FAX 070-8240-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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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q 산학협력단 소개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

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정부 및 민간 R&D사업 연구기

획 및 계약, 산·학·연 협력 추계 구축, 학술 연구 진흥과 지원, 지식재산권의 출

연·등록·관리, 기술이전, 창업보육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학기획팀, 

산학감사팀, 연구관리팀, 회계관리팀, 운영지원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이전

센터, 공용장비센터,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글로벌산학협력센

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있다.

q 연혁

연월 내용

1998년 7월 창업보육센터 개소

2004년 2월 산학협력단 법인 등기

2004년 3월 산학협력단 초대 단장 김일한 교수 취임

2004년 3월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5년 11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선정(산업자원부)

2006년 3월 산학협력단 제2대 단장  김재진 교수 취임

2006년 5월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 개소(대전 도룡동)

2007년 3월 산학협력단 제3대 단장  김일한 교수 취임

2007년 7월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 선정(지식경제부)

2007년 9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선정(건설교통부)

2008년 5월 청원산학협력관 개소

2008년 5월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09년 7월 신기술창업직접지역 사업 선정(중소기업청)

2011년 3월 산학협력단 제4대 단장 민병훈 교수 취임

2011년 8월 대덕산학협력관 개소

2012년 3월 기술이전센터 설립

2012년 5월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선정(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2012년 9월 산학협력단 제5대 단장 서경훈 교수 취임

2013년 3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2단계 주관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년 12월 대전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2월 창업교육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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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업무

m 산학협력단 제반 업무

m 정부 및 민간 R&D사업 분석, 기획, 안내

m 연구비관리

m 산학협력사업의 신청 및 계약(협약) 체결 및 이행

m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m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및 교원과 학생의 창업 지원

m 창업보육센터 및 센터 내 입주기원 지원

q 조직도

연월 내용

2014년 2월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설

2014년 9월 제15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유공자부분 대통령 표창 수상

2015년 1월 산학협력단 제6대 단장 최창원 교수 취임

2015년 7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2015년 8월 대전시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대전광역시)

2015년 9월 건설환경․철도공학과 철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국토교통부)

2016년 2월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대학 선정(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년 7월 이노폴리스캠퍼사업 선정(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7년 3월 글로벌산학협력센터 설치

2017년 6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중점형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8년 8월 청년TLO육성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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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q 센터 소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1993년 이래로 14년간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신제품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특성화 기본 방향에 맞춘 사업의 전문

화/특성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출범하여 산학연공동기술

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사업등의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이 보유하고 있

는 연구 인력과 설비등을 적극 활용한 중소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q 센터 역할

  대학내의 다양한 학문과 기술분야의 교수진과 연구인력 그리고 대전지역내의 중

소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은 수행함

m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 수행

m 소속 교수의 개발기술에 기반한 사업화 대상 기업 발굴 및 연계

m 산업기술 발전 트랜드와 지역산업정책에 기반한 산학협력연구개발사업 발굴

m 소속 교수의 보유기술과 지역내 산업체 기술 수요 관련 DB 제작 및 제공

m 특허확보 전략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및 교육

m 대학내 산학협력 활성화 환경 조성 및 지원

m 산학협력 사업 성과 홍보 및 확산 지원

m 소속 대학생 및 대학원생 산학협력사업 참여 활성화 및 취업 지원

m 산학협력 국제화 및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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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괄 사업실적(최근 3년)

구분

과제수 참여업체수
참여교수 수

(*연구(보조)원 포함)
비고

산학공동
(협력)

기업
부설

계
산학공동
(협력)

기업
부설

계
산학공동
(협력)

기업
부설

계

2016 8 2 10 8 2 10 53 18 71

2017 8 2 10 8 2 10 67 16 83

2018 5 - 5 5 - 5 37 - 37

계 21 4 25 21 4 25 157 34 191

q 최근 수상 내역(최근 2년) 

구분 훈격 수상자 비고

2017 근정포장 정회경 교수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2018 대통령표창장 이문수 센터장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2018 대전광역시장상 박종대 교수 2018년도 성과발표회

2018 한국산학연협회장상 이예지 코디네이터 2018년도 성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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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센터

q 센터 소개

m 지식재산권 경영 및 관리 경쟁력 국내 대학 2nd Tier 진입 수준확보

- 특정분야에서는 국내 대학 1st Tier 수준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확보

- 연구비 투자대비 기술이전 수익료 ROI 일정수준 확보 및 지속적 성장

q 센터 역할

m 기술권리화

- 대학의 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권리화 유도

- 유망기술의 작극적 권리화를 통한 대학 기술 보호

-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Portfolio)구축 및 평가·분석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

m 기술마케팅 & 사업화

- 우수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우수기술 상용화로 대학의 수익 제고

- 시장 친화적 수요기술에 대한 연계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관심 및 애로기

술 해결 적극지원

- 기술이전 협상을 통한 연구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및 이를 통한 연구자의 

발명 의욕 고취

-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의 극대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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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괄 사업실적(최근 3년)

m 특허현황                                                      (단위: 건)

연도

특허건수

국내 해외(PCT 국내단계 포함) PCT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2016 43 25 0 2 2

2017 33 19 0 1 0

2018 31 19 0 0 0

m 기술사업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계약
연도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 공동
연구개발 기업

설립계약
건수

기술료(입금액 기준)

정액 경상 소계 건수 금액

2016 5 88 0 88 14 1,127 1

2017 8 87 0 87 12 1,524 0

2018 3 27 0 27 13 1,0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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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q 센터 소개

  참신한 창업아이템이나 기술집약형 핵심기술을 보유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또

는 신규창업자, 창업초기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

한 부분을 PCU Total Incubating System을 통하여 기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은 물

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학·연·산·관의 총제적이며 협력체계를 구축·지원

하고 있다.

q 센터 역할

m 산학협력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선도형 중소기업의 집중 발굴 육성

m 대덕 R&D 특구 우수 창업자원의 안정적인 기업 성장지원

m 성장기 창업보육사업의 초대 애로사항인 기술상용화의 성공적인 지원

m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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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센터 현황

m 지정일: 2005년 12월 26일(중소기업청)

m 입주기업: 65개 기업

m 위치: 대전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11-3(관평동)

m 시설현황: 연면적(12,357.56㎡), 보육실면적(6,902.15㎡)

m 지원시설: 보육실, 회의실, 세미나실, 공동장비실, 북카페, 구내식당, 행정실 등

m 지원인력: 센터장 1명, 매니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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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센터

q 센터 소개

  공용장비센터는 고가의 연구·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를 공동활용 관리함으로 예

산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q 센터 역할

m 공동장비 선정, 도입 설치 및 장비사용을 통한 유지, 보수 관리

m 학과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활용도 높은 고가의 연구장비 활용 제공

m 학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장비교육 및 세미나 실시

m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용장비 활용 극대화

q 보유 장비 현황                                                  (단위: 천원)

기자재/시설/장비/프로그램 명 규  격 구입가격 수량

Ultra  Centrifuge LE-80K 79,086 1

Automatic DNA Sequencer CEQ 2000 115,452 1

Flow Cytometer Analysis Epics XL 84,613 1

High Speed Centrifuge Avanti J-25 51,954 1

Liquid Scintillation Counter LS 6500 volue 42,765 1

Confocal Microscope Micro Radiance AG2 179,952 1

Preparative FPLC Bio-rad Duo flow 50,000 1

Proteom Work system PROTEAN IEF CELL 35,200 1

Fluorescence  Bio-image analyzer LAS-1000plus 67,500 1

Bio-Imaging Analyzer System Bas1800 44,487 1

Ar Laser Laser Ionics Model 1500 30,620 1

Luminex 200 115,041 1

TG-DTA Thermal Analyzer System 48,600 1

Real-time PCR Machine MX-3000p 42,000 1

Ultra High Throughput Spectrophotometer SpectraMAX PLUS 384 37,950 1

Multilabel Plate Reader VICTOR3 70,600 1

TG-TGA TGA92 44,571 1

X-ray Diffractometer SHIMAZU XDD1 50,852 1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SpectraSYSTEM UV 60000 LP 53,214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BT32/R 39,741 1

Nest generation sequencer illuminae Miseq 99,9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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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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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주시경기념 중앙도서관은 배재학당 출신의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의 뜻을 기념

하고 교수의 연구와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 지하 1층, 지상 5

층, 연면적 7,402㎡ 규모로 건립되었고, 2003년 3월에 4, 5층에 2,060㎡을 증축하여 

연면적 9,462㎡에 이르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51만여 권의 단행본과 36만여 점의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454종의 인쇄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17패키지 1종의 전자저널 및 Web DB, 5종의 동영상 강좌(IT 강좌, 어학 강좌, 공무

원 강좌, 자격증 강좌), 다양한 전자책(오디오북 포함)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제

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기초교양과 자기계발 및 취업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시경기념 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급증하는 정보량과 다양화된 콘텐츠

의 형태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SkyBlue 정보서비스시스템과 학술

논문 단위의 통합검색시스템, 학술지 단위의 Full Text Finder 검색시스템 등을 갖

추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모바일 지식정보 콘텐츠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연구와 학습 지원 기능뿐

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남과 휴식의 공간인 복합문화공간인 Cinema Cafe, Study 

Cafe, Internet Cafe, Book Cafe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의 학술활동을 지원

하는 스터디룸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학술정보자원을 지역사

회의 개인 및 기관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

q 중앙도서관 3층 CINEMA CAFE, STUDY CAFE



1297

q 서관 실별 이용안내

구분 실명 내용 및 제공 서비스

1층
(5255)

문학예술 자료실
Language/Arts/Literature

• 언어·문학·예술 도서 소장
• 대출 및 반납
• 신간도서 코너 운영
• 도서관 출입증 발급

북카페
Book Cafe

• 종합문화공간(만화자료, 교양잡지, 정수기 비치)
• 인터넷 코너, 미니 스터디룸 운영

2층
(5254)

인문사회 자료실
Generalities/Philosophy/

Religion/Social Science/History
과학기술 자료실

Science/Technology/Computer

• 인문사회 자료실: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역사 도서 소장
• 과학기술 자료실: 컴퓨터, 순수과학, 응용과학 도서 소장
• 대출 및 반납
• 테마도서 코너(추천도서, 인기도서, 주시경지정도서, 여행·힐링, 

취업·공무원, 인간관계, 친구에게권하는책 코너) 운영
• 장애학생 지원시설 운영

3층
(5528)

정기간행물실

Periodicals Room
• 국내외 학술지, 시사교양지, 신문, 사보 열람 가능
• 특수자료실 운영: 북한 및 공산권 자료 소장

전자정보실

Multimedia Room

• CINEMA CAFE: 영화 감상 공간
• STUDY CAFE: 카페형 열람 공간으로 구성
• INTERNET CAFE: 인터넷 정보검색, 동영상 강의 신청 및 조명 고정

형 오픈 열람테이블 이용

4층
(5529)

보존서고
Materials Repository

• 국내외 단행본 보존자료
• 국내 족보자료 및 문집 자료실

미니 스터디룸
Mini Study Room

• 8인실 ~ 12인실 미니 스터디룸 이용 가능
• PC 및 유무선 랜 이용 가능
• 푸드존(음식물 취식 및 데우기 가능), 간이 휴게실 운영

노트북 전용열람실
Laptop Reading Room

• 유무선 랜 이용 가능
• 전원 멀티탭 이용 가능

이용자교육장
Seminar Room

• 80여석 규모의 세미나 공간
• 이용자 교육장

5층

일반열람실 Ⅰ
Reading Room Ⅰ

• 좌석배정시스템 운영
  - 출입구에서 학생증(출입증)을 스캔하고 통과 후 좌석발권
  - 1좌석 당 6시간 배정(2회 연장 가능)

편의점
Convenience Store

• 편의시설, 복사, 간식 등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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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서대출 권수 및 기간

구분 대출 권수 대출 기간

학부생 10책 15일

대학원생 20책 40일

전임교원 50책 90일

직원,조교,강사 20책 40일

외부인 5책 10일

※ 대출한 도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1회 연장 가능(단, 예약도서인 경우 제외)

q 도서관 이용시간

위치 실명
운영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1층
문학예술 자료실/ Book cafe
Language/Arts/Literature

평일 08:50 ~ 20:00
(토·일·공휴일 휴관)

평일 08:50 ~ 17:00
(토·일·공휴일 휴관)

2층

인문사회 자료실
Generalities/Philosophy/

Religion/Social Science/History
과학기술 자료실

Science/Technology/Computer

3층

전자정보실
Multimedia Room
정기간행물실

Periodicals Room

4층

보존서고
Materials Repository

미니 스터디룸
Mini Study Room

이용자교육장
Seminar Room

노트북 전용 열람실
Reading Room for Laptop

06:00 ~ 24:00

5층
일반열람실(I)

Reading Room I
06: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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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서관 장서현황                                           (기준: 2019. 2. 1.)

자료유형 구분 권수(점수,종수) 계

단행본
국내 405,847권

516,471권
국외 110,624권

비도서 367,080점 367,080점

연속간행물
국내 356종

454종
국외 98종

전자저널
및

Web DB

국내전자저널 5패키지

17패키지 1종
국외전자저널 2패키지 1종

국내 Web DB 4패키지

국외 Web DB 7패키지

동영상강좌 국내 5개 강좌 5개 강좌

q 도서관 이벤트

구 분 내용 비고

3월 도서관 신입생 이용교육 신입생, 편입생 대상

학기중 도서관 이용교육 심화과정 배재 리더십과 연계(재학생 대상)

5월

책의 날 기념 이벤트 책의날 기념 다양한 이벤트

도서관 이용자와의 간담회 도서관 이용자와의 소통의 장

전자정보 박람회

11월 도서관의 날 기념 이벤트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라 시상
저자강연회 개최

수시
블로그 이벤트, 마일리지 차감 이
벤트, 소원트리, 등  

상품권 및 커피쿠폰 제공

q 협약대학 도서관 이용

m 협약대학: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을지의과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 침례신학대

(이외 다수)

m 서비스 내용: 도서 대출 및 시설 이용 가능

m 신청서 발급: 중앙도서관 1층, ☎520-5255, 학생증 및 사진 1매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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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혁신원

q 교수학습지원센터

m 설립 목적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학습방법을 연구 및 개발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

론 역량강화와 질 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1997년 교육매체원으로 시작

하여 2004년 교수학습센터로, 2014년 교수학습원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9년부터 

대학교육혁신원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인재상“실천하는 청년 아펜젤러”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청년 

아펜젤러 양성을 위한 행동인성, 자립지성, 도전수행, 공감소통, 자유감성의 5대 역

량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 주요 업무

교수역량강화 학생역량강화

맞춤형 교수법 특강 학습법 특강

교수·학습 연구모임 학습모둠

찾아가는 수업컨설팅 STEP BY STEP(학사경고자)

실천적 코칭 교원연수 및 워크숍 학습노트

신임교원 교수법 워크숍 SELP-Management Tutor(1학년)

명강의 인터뷰 Star-role Management Tutor(1학년)

동료코칭, 교수 멘토링 위풍당당

배재 수업에세이 공모전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나섬활동학기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m 이용 안내

- 위치: 스마트배재관(SP관) 305호

- 연락처 및 홈페이지:(042)520-5329, https://my.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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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러닝센터

m 설립 목적

  e-러닝센터는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1997년 교육매체원 내에 e-러닝센

터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부터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는 대학교육혁신원 e-러닝센

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강의지원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으

로 원활한 강의 지원하고, 학내 9개 MOOC+ 강의실을 활용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

작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및 복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플랫폼을 지원함으

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 주요 업무

강의저장 및 강의공개 MOOC+강의실 관리 및 지원

LMS사용자 교육 LMS 지원 및 유지보수

군복무자 강의 지원 매체제작 및 콘텐츠 개발 지원

K-MOOC 지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시스템 운영

온라인강좌 개발

m 센터 현황

- MOOC+강의실 현황: A Type 1개소, B Type 3개소, C Type 5개소

- 스튜디오 현황: 가변형스튜디오, 구형스튜디오

m 이용 안내

- 위치: 스마트배재관(SP관) 305호

- 연락처 및 홈페이지:(042)520-5791, https:/course.pcu.ac.kr

구분 구성 호실

MOOC+ 강의실
(A Type)

103인치 전자칠판(터치스크린), 전자교탁, 강사추적센
서 및 카메라, 강사모니터, 수강생마이크, 아이패드강
의, 강의저장시스템 등

A205호

MOOC+ 강의실
(B Type)

전자교탁, 강사추적센서 및 카메라, 빔프로젝터, 강사
모니터, 화이트보드, 아이패드강의, 강의저장시스템 등

A206호, A211호, 
H112호

MOOC+ 강의실
(C Type)

전자교탁, 강사추적센서 및 카메라, 빔프로젝터, 강사
모니터, 아이패드강의, 강의저장시스템 등

J120호, W224호, 
P512호, MC107호, 

MC212호

가변형 스튜디오
전자칠판(터치스크린), 강의저작용 PC, 마이크, 카메
라, 모니터링용 TV 등

A311호

구형 스튜디오 강의저작용 PC, 마이크, 카메라 등 A208호



1302

q 학생상담센터

m 설립 목적

  학생상담센터는 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자아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

원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대학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m 주요 업무

- 개인상담: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고 전문상담사와 1:1 대면상담으로 1회 50분 이상 상담 실시

- 집단상담: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아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전문집

단리더와 8명이상의 집단원이 모여 정해진 회기별 프로그램을 진행, 1회 120분 

상담 실시

- 심리검사: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학생상담

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격유형검사(MBTI, 에니어그램), 기질검사(TCI), 다면적인성

검사(MMPI-∥), 문장완성검사(SCT), 적성탐색검사(Holland), 진로사고검사(CTI) 외 

가능

- 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초청강연, 사이코드라마, 예방적 개입의 주제별 특강 등 

사회 현실에 대한 이해을 높이며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지원을 경험하는 프로그

램 실시

- 연구활동: 신입생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공

- 학생상담센터 활동에 대한 교내 외 홍보활동

m 이용 안내

- 이용방법: 신청 시기의 제한없이 직접 방문 및 전화 가능

- 위치: 스마트배재관(SP관) 101호

- 연락처 및 홈페이지:(042)520-5555, https://counsel.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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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교과역량강화센터

m 설립 목적

  비교과역량강화센터는 비교과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량 함양을 위

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적 성과관리를 지원하고자 2017년도에 설립되어 

대학교육혁신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과역량강화센터에서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실천하는 청년 아펜젤러”양

성과 행동인성, 자립지성, 도전수행, 공감소통, 자유감성의 5대 역량을 기반으로 비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과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채움시스템의 운영과 비교과운영

위원회를 통한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과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학

생들의 비교과활동에 대해 나섬역량마일리지, 5대역량 채움지수를 적용하여 학생

들의 비교과 활동 성과관리 및 자기개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 주요 업무

채움 비교과 시스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운영자, 프로그램 등록 및 승인 자기주도학습 디딤돌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 자아진로탐색 모퉁이돌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우수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마일리지 장학금 안내 및 지급(나섬, 채움) 니캉내캉 서포터즈

CQI보고서 관리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체험형, 실무외국어

학생 전체 활동이력 관리 채움제(비교과경진대회)

m 이용 안내

- 위치: 스마트배재관(SP관) 305호

- 연락처 및 홈페이지:(042)733-2359, https://my.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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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q 설립 목적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교육환경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마

련하고자 2011년 설립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장애학생의 욕구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장애학생이 전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 Free)교육환

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이용 대상

m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장애학생

m 기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학생

q 주요 업무

m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발전계획 수립

m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및 관리

m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 학습도우미 지원

- 학습기자재 지원

- 장애학생 우선수강 신청 지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관련 편의지원

m 장애학생 이동·편의지원 

- 이동도우미 지원 

- 편의시설 지원 

m 장애학생 생활·복지지원 

- 생활도우미 지원 

- 생활관 우선 입사 지원 

- 장애학생 장학지원 

- 문화체험 및 교류지원 

m  장애학생 상담· 진로지원 

- 장애학생 상담지원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m 장애학생 간담회 지원 

m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 업무

m 학내 구성원 장애인식 개선 사업 



1305

LINC+사업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q 사업단 소개

  우리 대학교 LINC+사업은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으로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학생’의 취업난과‘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대학과 참

여업체가 산업 수요에 맞춰 공동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공동으로 설계한 교육과정인 

PBL(Project Based Learning)현장실습, 산학교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한 후, 

현장적응력이 높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q 사업기간: 2017. 6 .1 ~ 2022. 2. 28

q 주요 업무

LINC+ 장기현장실습 운영 참여기업과의 교육과정 공동설계
취·창업 동아리 운영 참여기업과의 참여학생의 공동선발
미러(Mirror)형 실습실 환경구축 참여기업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취업연계

q 조직구성(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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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INC+사업 참여 트랙 및 과정 소개

m 바이오의약트랙: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분자진단)과 맞춤(신약, 유전자 치료제)이

라는 패러다임이 가장 일치되는 전공분야로 예방과 개인 맞춤형 치료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국내외적으로 대표되는 생물의약학과중심의 교육 트랙

m 기능성화장품소재과정

구  분 취업연계

- 화학관련 업체(고분자, 화장품, 제약)에서의 품질관리 교육: 미러형 실습실을 활

용한 hands -on education

- 소재의 적용 교육화장품 제형, 제약(제형) 실습/이론 교육 (hands-on education)

- 철저한 PBL 교육을 통한 문제 파악,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화장품, 제약 등의 각종 규제 교육(협약 기업체)

- 고분자 합성 및 가공 업체, 화장품 원료 업체, 화장품 생산업체, 제약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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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공지능시스템트랙: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산업체가 갖추어야 할 미래의 생존기술

인 인공지능시스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취업 밀착 교육 트랙

q 장기현장실습(LINC+) 소개

m 운영시기: 4학년 2학기(16주 640시간이상)

m 실습기관: 배재대학교와 사회맞춤형학과 운영협약을 체결한 기관

m 취득학점: 15학점

m 실습생 지원: 일비, 식비 등 지원

m 현장실습 지도위원의 맞춤형 실습교육을 통한 회사적응

※ 졸업과 동시에 실습기관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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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q 지원단 소개

  창업지원단은 대학 내 창업 분위기를 고양하고 학생창업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대학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관리팀,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q 조직도

q 주요 업무

m 창업지원업무 기획 및 조정

m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강좌, 특강 및 캠프 등

m 대학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지원

m 창업 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m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관리

m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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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사업단

q 사업단 소개

m 사업 개요

m 사업 내용

IPP사업단은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위해 IPP장기현장실습과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기업 발굴, 학생 모집, 

사후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란?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기

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로서‘학교에서의 학업학기’와 전공과 관련된‘산업

현장 근무학기’를 통합시킨 산학협력 교육모델이다.

사업명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사업기간  2016. 3. 1. ~ 2021. 2. 28.(5년)

주관부처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기관 IPP·Uni-Tech 허브사업단

운영부서 배재대학교 IPP사업단(공동훈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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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PP사업단 운영사업

m IPP 장기현장실습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 제도

- 참여대상: 3, 4학년 재학생

- 실습기간: 최소 4개월, 최대 2회(10개월까지) 가능

- 지원사항: 참여학생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실습지원비 지급

- 학사운영

학년 3학년 4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구분
(인정학점)

-
IPP 3

(15학점)
IPP 4

(15학점)

IPP1
(2개월/6학점)

IPP2
(1개월/3학점)

IPP 4
(15학점)

※ 단, IPP1과 IPP2는 IPP4와 반드시 연계하여 이수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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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PP형 일학습병행

산업체에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일하면서 배우는 시스템으로 NCS(국가직무능력표

준)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

- 참여대상: 4학년 재학생

- 지원사항: 참여학생에게 OJT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학사운영

- 운영절차

- 제도의 장점

·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정부가 인정한 기술기업에 빨리 취업 가능

· 현장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지식 습득

· 조기 채용되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 가능

· 정부와 산업계가 인정하는 수료·자격증 취득 가능

q IPP사업단 기본 정보

주
소

IPP 사업단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스마트배재관 502호

공동훈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1-3(관평동) 배재대학교 대덕밸리캠퍼스 S413호

홈페이지 주소 https://ipp.pcu.ac.kr

대표번호 042-722-2331 FAX 070-4850-8480

학년 4학년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OFF-JT
(학교수업)

NCS기반 교과 4과목
(12학점)

NCS  
2과목
(6학점)

OJT
(현장교육)

기업현장교육
(18학점)

학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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