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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교  육  과  정

         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안내
         Ⅱ.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Ⅲ. 교 양 교 과 목
         Ⅳ. 전 공 교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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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안내
1.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공통사항
  (1) 강원대학교 학칙 제5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7조에 근거하여 편성 
  (2) 교육과정은 일반필수교양, 일반선택교양, 대학별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

으로 구성한다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으로 하되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70학점) 

및 IT 특성화학부(대학)는 140학점, 수의학부(대학) 수의학과 160학점, 법과대학 150
학점, 사범대학 145학점, 약학대학 160학점, 의과대학 간호학과 136학점, 의학과 
163학점,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 76학점(수료)으로 한다.

  (4) 교과목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모두 여섯자리로 하여 앞의 세자리는 학과(전공)번호이며 뒤 세자리는 교과목 일련

번호를 나타낸다.
    - 교육과정에 부여된 교과목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 과목

일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5) 교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중복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이수를 통하여 이전 

수강과목을 삭제하고자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교양교육과정
  (1) 교양과목은 공통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과별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2) 교양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영  역 영역명 비   고
전학과

공통교양필수
․Ⅰ영역 : 글쓰기 ․2학점(대학별로 정해진 과목이수)

․Ⅱ영역 : 영어 ․4학점(2과목 선택 이수)

1영역 ․역사와 철학

․1～6영역 각 영역별 2학점이상 수강하여 
  12학점 이수(필수)

2영역 ․인간과 사회
3영역 ․문화와 예술
4영역 ․건강과 체육
5영역 ․외국어
6영역 ․자연과 과학

  (3) 교양과목 운영은 주관학과와 협의한다.
  (4) 교양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59 －

    - 공통교양필수 중 글쓰기 분야는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며 영어분야는 2과목 이
상을 선택하여 4학점을 이수하여야한다.

    - 일반선택교양은 12학점까지만 인정하며 일반선택교양중 추가로 이수한 10학점까지
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
는다.(단, 평점평균 계산시는 포함됨)

  (5) 일반선택 교양과목은 1,2학년 중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 소속 학과(전
공)에서 개설한 일반선택 교양과목을 3,4학년이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수강, 편
입,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허용한다.

  

3. 전공교육과정
  (1)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전공)별로 편성한다.

  (2)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학과군, 학과)의 학생 중 단일전공자 및 부전
공 자는 본인의 기본전공 전공선택 교과목 중에서 전공심화 학점(27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심화전공 과목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3) 전공별 최소전공학점은 다음과 같다.

    - 공학․자연, 체육계 : 42학점
    - 예술계, 인문대(어문학과) : 39학점
    - 인문․사회계 : 36학점
  (4) 최소전공을 시행하는 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2.8배 이내로 편성한

다. 단, 트랙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는 3배로 한다.

  (5) 최소전공을 시행하지 않는 학과의 전공과목 편성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6) 전공필수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45%까지로 편성하며 전공이 배정되는 학기부터 편
성한다.

  (7) 다른 대학/학부(전공)/학과 또는 부설기관/연구소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가운데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지정하여 편성하면 전공이수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타 학과(전공)의 동일한 명칭의 교과는 중복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재이수를 통하
여 성적을 삭제할 경우는 허용한다.(자유선택으로 인정함)

  (9) 전공세미나,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교과목 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전공세미나 : 최대 8회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이수학점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 최대 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성적부여는 가․부로 하며 “가” 취득은 학점으로 인정하고, “부”의 경우 재이수를 
통하여 취득성적을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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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 연계교과목
  (1) 대학원 연계교과목은 학부 4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이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

과목을 말하며, 학부 졸업학점에 포함되고 학부졸업학점을 초과한 대학원 연계교과
목 학점에 대하여는 동일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교과목 개설단위를 기준으
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이수학점 범위 : 6학점까지 (대학원 연계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3) 대학원 연계교과목 이수가능학년 : 4학년부터

5. 자유선택 
   교양 및 전공영역별 이수학점이 소정의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및 타 학과(전공)과

목,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과정, 평생교육과정, 연계전공,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진
로탐색, 직업선택, 인턴실습, R.O.T.C 과목의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6. 부전공 
  (1)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신청
  (2) 신청절차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지원서 2부와 성적증명서 1부를 소속대학

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원자격 
      1학년 이상을 수료한자 중에서 기본전공 학부(학과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허용인원 및 학과
      - 부전공 학부(학과군, 학과)에서 조정하여 허가한다.

      - 학과에 따라 부전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교과이수 원칙
    - 이수학점
      부전공 학과(부)에서 부전공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교원자격 관련 부전공 이수자는 30학점 이상)

    - 교과이수
      기본전공 학과(부)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으로 부전공  학과(부)에

서 개설된 교과목은 중복이수 할 수 없으며, 그 교과목이 부전공 학과(부)의 부전
공 필수 과목인 경우에는 부전공 필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부전공의 이수
소요 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부전공 표시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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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전공
  (1) 용어의 정의
    - 기본전공 :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배정받은 전공
    - 복수전공 : 기본전공 이외 별도로 이수하는 모든 전공 
  (2) 신청자격 : 2학년 이상 수료한자
  (3) 복수전공 대상학과
    - 모든 학부(학과군, 학과)의 전공을 대상으로 함
    - 예외대학 및 학과 : 공과대학(건축학부), 수의학과, 사범대학 전학과(사범대학 내는 

허용), 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수의예과
  (4) 신청 및 절차
      종강전에 복수전공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

간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을 경유,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취소 및 변경
      복수전공을 취소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간 

복수전공이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을 경유, 이수하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복수전공이수 허용인원
      교육여건을 감안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이내에서 대학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부생들이 해당 학부내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7) 교과목이수
    - 기본전공의 졸업 소요학점 외에 복수전공의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각 전공에 중복되는 전공교과목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이수교과목이 학부
내의 공통교과목인 경우 필수과목은 중복인정하며 선택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 학
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최소전공 시행학부(학과군 학과)학생이 중도포기로 단일전
공을 이수하게 될 경우 기본전공의 전공심화 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8) 학위수여
     기본전공의 졸업여건을 다 충족한 경우라도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때에는 복수전공

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때에 동시에 수여한다.(복수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
하여도 기본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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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직과정 
  (1)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초(2학년 과정 학생)

  (2) 이수대상학과 : 비사범계 학과 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부)

  (3) 이수가능 인원 : 교직과정 설치시 당해학과 입학정원의 10%～30% 이내에서 승인된 
인원에 한정하며, 교직 승인인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의 수급정책(교원자격검
정령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감축 될 수도 있음.

  (4) 교직과정 이수 및 검정기준
    - 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에서 42학점 이상(기본이수 영역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기본이수영역이 전공과목일 경우 중복 인정하며 전공과목이 아닐 경우 부족
한 학점만큼 전공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목을 20학점 이수 하여야 한다.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평균평점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 환산성적이 80점 이
상이어야 한다. 

    - 교직과정(사범대학 포함)을 복수전공, 부전공 하는 자는 복수전공, 부전공학과(전
공)의 XＸ교재연구 및 지도법, ＸＸ교육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부전공을 이수 할 경우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기본이수영역이 전공과목일 경우 중복 인정하며 전공과목이 
아닐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전공과목에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기본이수영역은 이수과목 및 학점 : 교직 관련학과의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분야 
에서 5과목 1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9. 연계전공
  (1) 용어의 정의 
      학생이 기본전공(제1전공)을 이수하는 중에 2개 이상의 학과 및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여 취득한 전공
  (2) 이수방법 
    가. 연계전공이란 복수전공의 일환으로 제2전공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으로 강원대학

교 복수전공이수규정 및 연계전공운영지침에 따라서만 이수할 수 있다.

    나. 연계전공별 교육과정 하단에 명시한 이수원칙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3) 이수대상
     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과 또는 전공의 제한

은 없다.(공통사회, 공통과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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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점의 이수 및 인정
    - 각 전공별로 규정한 최소전공 소요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 전공학과(기본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연계전공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을 경우 
각각 전공별 이수원칙 범위 내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때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이중 계산하지 아니한다.

    - 연계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수포기 신청은 매학기 개시 5주전에 하여야 
하고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5) 허용인원
      연계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학과(부)의 교수인력, 강의실(실험실습실) 등  의 사정

을 고려하여 「전공별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6) 이수신청 및 취소
    - 신청시기 : 2학년말부터(복수전공이수 신청시기와 동일)

    - 신청절차
      연계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부)의 추천 ⇒ 연계전공주임교수에게 제

출⇒ 전공별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사 ⇒ 연계전공 주임교수 ⇒ 소속대학장에게 
제출 ⇒ 총장의 승인(확정)

    - 취소절차
      연계전공 이수취소원 작성 ⇒ 소속학과(부)장의 확인 ⇒ 연계전공주임교수의 확인 

⇒ 소속대학장에게 제출

9. 평생교육사과정
  (1) 이수시기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부터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학 중 평생교육사 과정을 관련규정에 따라 이수하고 졸업요건 충족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평생교육관련 과목의 이수
    - 필수과목 14학점이상, 선택과목 6학점, 모두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참조 : 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의 학점은 과목당 3학점으로 이
수하여도 자격증 발급시 2학점으로 인정한다.

    - 현장 실습 :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필수적으로 3주이상 현장실
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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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생교육사의 역할
    - 2급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 후 각종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전문요원으로 활동함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효율적으로 진행․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에게 학습정보 제공과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4)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

구분 교육부고시
평생교육관련과목

본 교 개 설 과 목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학기 개설학과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184061 평생교육론 3-3-0 2-1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학 184064 평생교육경영학 2-2-0 2-2 교육학과

성인학습 및 상담론 184010 학교상담방법론 3-3-0 3-1 교육학과
원격교육활용론 184014 정보매체와 교육 및 실습 3-3-0 3-2 교육학과
인간자원개발론 184065 인간자원개발론 2-2-0 2-2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184066 평생교육방법론 2-2-0 3-1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184067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2-0 3-2 교육학과
현장실습(3주 이상) 100311 평생교육실습 0-0-3(주) 4-1

선택
과목

청소년교육개론 184060 인성과 교육 3-3-0 2-1 교육학과
경영학개론 100065 경영학원론 3-3-0 1-1,2 경영대학

지역사회교육론 100247 교육사회 2-2-0 2-2 교육학과
환경학개론 100293 환경교육론 2-2-0 4-1 환경과학과

100169 환경학개론 2-2-0 1-1,2 환경과학과
소    계 선택 3과목
합    계 2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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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는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필수과목은 8개의 평생교육관련 본교개설과
목 전체를 이수하여야하며 선택과목은 3과목이상 이수하여야한다.

2.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종전 사회교육과정 이수학점(20학점 이상)에서 부족한 학
점은 현행 평생교육과정 교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수학점이 3학점이라
도 2학점으로 인정한다.(※ 2001학년도 1학기부터 이수한 교과목)

3. 종전 사회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현행 평생교육 관련 필수과목 이수학점으로 인
정하며 필수과목 이수기준(14학점)에 부족한 학점은 현행 교육과정 필수과목에서 취득
하여야 하고 나머지 학점은 필수 또는 선택과목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한다.

4. 현장실습 과목은 비학점이나 필수과목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Ⅱ.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1. 적용대상 
    2006학년도 입학자

2.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들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교육과정 개편된 경

우 다음에 의한다. 

  가. 졸업학점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의거 충족하여야 하고, 영역별 이수학점에 한하여 
복학생의 경우 입학년도 교육과정 보다 복학 학년(학기) 교육과정 영역별 이수학점이 
적을 경우 복학 학년(학기)의 교육과정 영역(일반교양, 대학별교양, 전공)별 이수학점
에 의거 이수할 수 있다.

  나. 종전의 전공필수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개편 
후에도 필수과목으로 남아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전공필수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 새로 신설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더 이상 이수
할 전공필수 과목이 없을 경우 전공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영역별 이수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다. ’98학년도 이전 계열기초(A) 및 기초교양과목(B)은 신교육과정의 대학별교양(C)과 
같은 이수영역이며 기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 신교육과정의 대학별교양 학점으로 
인정한다. (A),(B)영역의 부족한 졸업학점 충족은 (C)영역에서 이수하여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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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영역에서 더 이상 이수할 교과목이 없을 경우 일반교양과목을 이수하여 영역별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학기완성(단일학기) 과목이 통년완성(1, 2학기)과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학기
완성 과목 이수로 통년완성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통년 완성과목(1,2학기 A)이 학기완성과목(단일학기 B)으로 된 경우 종전의 어느 1

개 학기 과목의 이수로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A)와 (B)가 필
수과목이고 (A)중 어느 한 학기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B)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
수학점은 양쪽 다 인정할 수 있다.

  바.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일반선택교양(1～6영역)의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여 일
반선택영역 학점을 충족할 수 있으나, 교양필수 과목은 지정된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사.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교양필수과목에서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1,2 중 어느 
한과목만을 이수하였거나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아 교양필수(글쓰기) 영역학점이 부
족한 경우 공통교양 필수 Ⅰ 글쓰기 영역 중 대학별로 지정한 글쓰기영역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양영어회화 1,2 중 한과목만을 이수하였거나 한과
목도 이수하지 않아 교양필수(영어) 영역학점이 부족한 경우도 공통교양 필수 Ⅱ  

영어영역과목 중 1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필수학점을 충족하여야한다.

  아. 강의과목과 실험과목이 단일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또는 2개의 과목이 단일과목으
로 통합된 경우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이수로서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양쪽 다 필수인 경우 상기 마항의 밑줄을 준용한다. 

  자. 교과목의 재이수는 지정된 동일과목 및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며, 동일과목 
지정 및 삭제는 교육과정 개편시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차. 입학후 1개학기도 이수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후, 복학한 자는 복학년도의 교육과정
을 적용한다.

  하. 휴학생이 신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학기)에 복학한 경우 복학한 학년(학기)의 신
교육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영역(교양, 대학별교양, 전공)별로 이수 
하여야할 학점 수는 복학 전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복학 전 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 학점 수 보다 신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 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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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 양 교 과 목
1. 공통교양 필수영역

영  역 교과목번  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기

대상대학 비 고1학
기

2학
기

공통
교양
필수

I 영역

100594
인문학 글쓰기
(Writing for the
Humanities)

2-2-0 ○ ○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경제학과)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교육학과), 문화예술대학, 
인문대학, 스포츠과학부

100560
사회과학 글쓰기
(Writing for the
Social Sciences)

2-2-0 ○ ○

경영대학, 사범대학(윤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사회과학대학

100604
자연과학 글쓰기
(Writing for the
Natural Sciences)

2-2-0 ○ ○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
경제학과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가정교육과), 산림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자연과학대학, BT특성화학부
(대학), IT특성화학부(대학), 수의학부
(대학)

100559
법문장 쓰기
(Writing for the
Jurisprudence)

2-2-0 ○ ○ 법과대학

II 영역

100587
영어회화 초급
(Primary English
Conversation)

2-2-0 ○ ○

전 대학 선택 
2과목

100589 영작문초급 (Primary 
English Composition) 2-2-0 ○ ○

100050 영문의 이해 
(English Reading) 2-2-0 ○ ○

100576 시사영어 
(Current English) 2-2-0 ○ ○

100610 토익영어 (TOEIC) 2-2-0 ○ ○

100611 토플영어 (TOEFL) 2-2-0 ○ ○

100575 스크린영어 
(Screen English) 2-2-0 ○ ○

이수학점 6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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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선택 교양과목(1～6영역)

영 역 교과목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기 주관학과
1학기 2학기

역사와 
철학

(1영역)

100001 논리와 사고 (Logic and Thought) 2-2-0 ○ ○ 철학과
100022 한국사와 민족정신

(Korean History and  National Spirit) 2-2-0 ○ ○ 사학과
100030 현대사회와 가치 (Value and Society) 2-2-0 ○ ○ 윤리교육과
100031 미의 의미 (Introduction to Aesthetics) 2-2-0 ○ ○ 철학과
100032 종교와 인간 (Religion and Man) 2-2-0 ○ ○ 철학과
100033 과학과 철학 (Science and Philosophy) 2-2-0 ○ ○ 철학과
100034 인간과 윤리 (Man and Ethics) 2-2-0 ○ ○ 윤리교육과
100359 삶과 철학 (Life and Philosophy) 2-2-0 ○ ○ 철학과
100387 사랑과 죽음 (Love and Death) 2-2-0 ○ ○ 철학과
100407 성과 철학 (Sexuality and Philosophy) 2-2-0 ○ ○ 철학과
100473 한국의 역사와 문화(Korean History and Culture) 2-2-0 ○ ○ 사학과
100474 동양의 역사와 문화(Eastern History and Culture) 2-2-0 ○ ○ 사학과
100475 서양의 역사와 문화(Western History and Culture) 2-2-0 ○ ○ 사학과
100476 동서문화 교류사 (History of The Cultural Relation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2-2-0 ○ ○ 사학과
100477 강원지역의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 in Kangwon Area) 2-2-0 ○ ○ 사학과
100617 환경과 철학 (Environmental and Philosophy) 2-2-0 ○ ○ 철학과

인간과
사회

(2영역)

100010 한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2-2-0 ○ ○ 사회학과
100012 여성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Women's Study) 2-2-0 ○ ○ 가정교육과
100013 매스컴과 사회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2-0 ○ ○ 신문방송학과
100014 지리와 인간생활

(Geography and Contemporary Human Life) 2-2-0 ○ ○ 지리교육과
100015 문화와 인성 (Culture and Personality) 2-2-0 ○ ○ 문화인류학과
100017 전쟁과 평화 (Peace and War) 2-2-0 ○ ○ 정치외교학과
100019 개인과 국가 (Individual and State) 2-2-0 ○ ○ 윤리교육과
100020 북한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2-2-0 ○ ○ 윤리교육과
100466 정보화와 미래사회

(Informatization and Future Society) 2-2-0 ○ ○ 사회학과
100467 세계화와 사회변동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2-2-0 ○ ○ 사회학과
100468 시장과 경제 (Market and Economy) 2-2-0 ○ ○ 경제학전공
100469 기업과 경영 (Business and Management) 2-2-0 ○ ○ 경영학전공
100470 생활 법률 (Law of Social Life) 2-2-0 ○ ○ 법 학 부
100471 여성과 법 (Women & Law) 2-2-0 ○ ○ 법 학 부
100472 NGO와 세계질서 (NGO and New World Order) 2-2-0 ○ ○ 정치외교학과
100478 세계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Global Culture) 2-2-0 ○ ○ 문화인류학과
100479 유럽의 문화와 사회 (Culture & Society of Europe) 2-2-0 ○ ○ 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
100480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회 

(Culture & Society in East Asia) 2-2-0 ○ ○ 일본학과중어중문학과
100481 미주의 문화와 사회 

(Inter-American Culture and Society) 2-2-0 ○ ○ 영어영문학과사학과
100573 세계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World Economy) 2-2-0 ○ ○ 무역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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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과목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기 주관학과
1학기 2학기

문화와 
예술

(3영역) 

100038 서양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Literature) 2-2-0 ○ ○ 영어영문학과

100040 극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Drama) 2-2-0 ○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100041 한국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Art) 2-2-0 ○ ○ 미술학과
100042 서양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Art) 2-2-0 ○ ○ 미술학과
100043 한국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usic) 2-2-0 ○ ○ 음악학과
100044 서양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Music) 2-2-0 ○ ○ 음악학과
100047 국어와 민족문화 (Korean Language) 2-2-0 ○ ○ 국어국문학과
100329 게르만 신화와 전설 

(Myth & Legend of the German) 2-2-0 ○ ○ 독어독문학과

100482 한국문학과 전통문화 
(Korean Literature and Traditional Culture) 2-2-0 ○ ○ 국어국문학과

100483 한국현대문학과 사회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Society) 2-2-0 ○ ○ 국어국문학과

100485 디자인과 생활 (Design & Living) 2-2-0 ○ ○ 디자인학과
100486 영상의 이해 (Introduction to film and Animation) 2-2-0 ○ ○ 영상문화학과
100487 무용의 이해 (Understanding of Dance) 2-2-0 ○ ○ 무용학과

100555 문학과 영화 (Literature and Film) 2-2-0 ○ ○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100592 유럽의 대중문학 (European Popular Literature) 2-2-0 ○ ○ 불어불문학과
100602 일본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Literature) 2-2-0 ○ ○ 일본학과

100607 중국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Chinese  Literature) 2-2-0 ○ ○ 중어중문학과

100613 프랑스문학과 예술기행 
(Introduction to French Literature & Art) 2-2-0 ○ ○ 불어불문학과

100615 한자와 생활언어 
(Chinese Characters and Practical Korean) 2-2-0 ○ ○ 국어국문학과

건강과 
체육

(4영역)

100060 인간과 건강 (Human and Health) 2-2-0 ○ ○ 약학과
100062 정신건강 (Mental Health) 2-2-0 ○ ○ 심리학과
100488 인간과 마약 (Drugs and Society) 2-2-0 ○ ○ 약학과
100489 부모교육과 아동발달

(Child Development and Parents Education) 2-2-0 ○ ○ 가정교육과
100490 식생활과 건강 (Dietary Intake and Health) 2-2-0 ○ ○ 가정교육과
100491 생활스포츠 (Sports for All) 2-1-2 ○ ○ 스포츠과학부
100492 계절스포츠 (Seasonal Sports) 1-0-2 ○ ○ 스포츠과학부
100493 인간생명과 질병 (Human Life and Diseases) 2-2-0 ○ ○ 의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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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과목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기 주관학과
1학기 2학기

외국어
(5영역)

100052 생활독일어 Ⅰ (Living German Ⅰ) 1-1-1 ○ 독어독문학과
100053 생활독일어 Ⅱ (Living German Ⅱ) 1-1-1 ○ 독어독문학과
100056 생활중국어 Ⅰ (Living Chinese Ⅰ) 1-1-1 ○ 중어중문학과
100057 생활중국어 Ⅱ (Living Chinese Ⅱ) 1-1-1 ○ 중어중문학과
100058 생활일어 Ⅰ (Living Japanese Ⅰ) 1-1-1 ○ 일본학과
100059 생활일어 Ⅱ (Living Japanese Ⅱ) 1-1-1 ○ 일본학과
100135 교양한문 (Literary Chinese for College Education) 2-2-0 ○ ○ 한문교육과
100494 생활스페인어 (Living Spanish) 2-2-0 ○ ○ 어학교육원
100495 생활러시아어 (Living Russian) 2-2-0 ○ ○ 어학교육원
100571 생활프랑스어 Ⅰ (Living French Ⅰ) 1-1-1 ○ 불어불문학과
100572 생활프랑스어 Ⅱ (Living French Ⅱ) 1-1-1 ○ 불어불문학과
100579 아카데믹 독일어 (Academic German) 2-2-0 ○ ○ 독어독문학과
100585 영상프랑스어 (Image French) 2-2-0 ○ ○ 불어불문학과
100586 영어회화 중급 (Intermediate English Conversation) 2-2-0 ○ ○ 영어영문학과
100588 영작문 중급 (Intermediate English Composition ) 2-2-0 ○ ○ 영어영문학과
100596 인터넷 입문 중국어 (The Internet Chinese) 2-2-0 ○ ○ 중어중문학과
100601 일본문장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Sentence) 2-2-0 ○ ○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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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개설학기 주관학과

1학기 2학기

자연과 
과학

(6영역)

100002 수학과 사고 (Mathematical Ideas) 2-2-0 ○ ○ 수학전공
100005 자연과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Natural Science) 2-2-0 ○ ○ 물리학과
100006 생명현상의 이해 (Understanding of Life Phenomena) 2-2-0 ○ ○ 생화학전공
100007 우주와 지구 (Universe and Earth) 2-2-0 ○ ○ 지질학과
100009 인간과 환경 (Man and Environmental Change) 2-2-0 ○ ○ 환경과학과
100074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3-0 ○ ○ 정보통계학전공
100618 환경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ciences) 2-2-0 ○ ○ 환경과학과
100231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Elementary Statistics 1) 3-2-2 ○ 정보통계학전공
100232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Elementary Statistics 2) 3-2-2 ○ 정보통계학전공
100362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2-2 ○ ○ 컴퓨터과학전공
100367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3-3-0 ○ ○ 생물학전공
100465 인문수학 (Mathematics for Liberal Arts) 2-2-0 ○ ○ 수학전공
100529 웹과 인터넷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3-2-2 ○ ○ 컴퓨터과학전공
100531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3-3-0 ○ ○ 화학과
10053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3-2-2 ○ 물리학과
100533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3-2-2 ○ 물리학과
100534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3-2-2 ○ 생물학전공
100535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3-2-2 ○ 생물학전공
100536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1)
3-2-2 ○ 지질학과

10053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2)

3-2-2 ○ 지질학과
100538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3-2-2 ○ 화학과
100539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3-2-2 ○ 화학과
100546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Programming Language) 3-2-2 ○ ○ 컴퓨터과학전공
100550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3-2-2 ○ ○ 화학과
100551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and Lab.) 3-2-2 ○ ○ 물리학과
100552 일반생물학 및 실험 (General Biology and Lab.) 3-2-2 ○ ○ 생물학전공
100556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3-2-2 ○ 수학전공
100557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3-2-2 ○ 수학전공
100563 생명공학의 세계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2-2-0 ○ ○ 생명공학부
100569 생활물리 (Physics in Everyday Life) 2-2-0 ○ ○ 물리학과
100570 생활속의 미생물 (Microorganisms in Daily Life) 2-2-0 ○ ○ 분자생명과학과
100590 원예와 생활 (Home Gardening) 2-2-0 ○ ○ 원예학과
100593 인간과 동물 (Human Beings and Animal) 3-3-0 ○ ○ 동자대 팀티칭
100595 인체탐구 (Exploration of the Human Body) 2-2-0 ○ ○ 생물학전공
100597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3-0 ○ ○ 물리학과
100599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3-3-0 ○ ○ 지질학과
100608 지구진화와 방재 (Natural Hazards and Protection) 2-2-0 ○ ○ 지구물리학과
100612 통계의 이해 (Understanding of Statistics) 2-2-0 ○ ○ 정보통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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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4  인문학 글쓰기 (2-2-0)

(Writing for the Humanities)

위기의 일상화는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
의 부정적인 일면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
이 인문학적 심성이 고갈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진
단하고 있다. 인문과학의 발달만이 인문학적 심성
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과
학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학문적 소통과 축적은 말보다는 글로 남
게 마련이다. 인문과학적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인
문학적 심성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건
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
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사 상상력을 
키워줌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
게 해 줄 것이다.

100560  사회과학 글쓰기 (2-2-0)

(Writing for the Social Sciences)

모든 학문의 성과는 소통이 전제될 때 의미를 
지닐수 있다.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학문적 담론이 글로 표현되어 사회학의 주류를 형
성하게 마련이다. 사회학적 담론들이 구성원들 사
이에서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상아탑에 갇
힌 죽은 학문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은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사회과학적 글쓰기는 구성원들
이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소통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교과이다.

100604  자연과학 글쓰기 (2-2-0)

(Writing for the Natural Sciences)

인간이 이룩한 문명은 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과학 없는 현대인의 윤택한 삶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과학자들만
의 학문으로 치부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학과 인류의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
다.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자연과학적 담론들
이 구성원들 사이에 서 자연스럽게 소통될 때 우
리 사회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과학적 글쓰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
연과학적 심성을 기르고 생활과학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100559  법문장 쓰기 (2-2-0)

(Writing for the Jurisprudence)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공
동선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삶과 갈등과 다
툼으로 점철되는 또 다른 방향의 삶이 교직되어 
있다.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고 인위적인 조화를 담
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다. 특히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생활
하는 현대인의 삶은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다. 이제 법은 소수 특권층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유
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삶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결한 제도이다. 법문장 쓰기는 
그동안 소원했던 법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정확
한 표현을 생명으로 하는 실질적인 글쓰기 훈련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삶의 의미를 반추하
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00587  영어회화 초급 (2-2-0)

(Primary English Conversation)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 영어를 익혀 
실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운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말하기와 듣기훈련에 중점을 
두어 기본적인 의사전달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100589  영작문 초급 (2-2-0)

(Primary English Composition)

기초적인 문법을 중심으로 하여 단문 중심의 영
역연습을 통해 영작의 기초를 습득하게 하고 일상
적인 생각을 영어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00050  영문의 이해 (2-2-0)

(English Reading)

각 분야에서 선정된 영미수필 및 단편소설로 구
성된 텍스트를 통하여 영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
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서 각 분야의 글을 접함으로
써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양의 폭을 넓힌다.

100576  시사영어 (2-2-0)

(Current English)

Time, Newsweek, National  Geography, Reader's 
Digest 등의 영문 article을 영어로 학습함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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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 있고 살아있는 영어의 어휘와 문장구조 등을 
익힐 수 있음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세계인으
로 살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100610  토익영어 (2-2-0)

(TOEIC)

실생활 및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정확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시험으
로 대학생이 토익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적
인 언어능력과 자주 등장하는 기본적인 유형을 익
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611  토플영어 (2-2-0)

(TOEFL) 

토플강의를 통해 문법/듣기/독해를 통한 전반적
인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토플 시험방식
에 대한 대비와 연습을 한다.

100575  스크린영어 (2-2-0)

(Screen English)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손쉽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스크린 영어이다.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살
아있는 영어, 즉 학교나 사회현장에서 직접 생활화
할 수 있는 영어를 학습함으로써 영어회화 능력은 
물론 독해와 영작 실력의 배양을 도모할 수 있다. 

100001  논리와 사고 (2-2-0)

(Logic and Thought)

논리교육을 통한 사고력 증진을 돕기 위해 추리
란 무엇이며 추리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를 알게 한다. 그리고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
류를 가능한 한 피함으로써 불합리한 추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나아가서 과학적 설명의 논리구조에 
관해서도 알게 한다.

100022  한국사와 민족정신 (2-2-0)

(Korean History and National Spirit)

한국사에서 제기되는 서유럽중심의 보편사적 세
계관이나 이를 적용한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한 새
로운 역사의식의 전환을 제시하는 근본물음에 대
해 한국사에서 각 시대별로 투영된 변화의 의미를 
재음미해 봄으로써 한민족의 존재의미와 행동양식

에 따른 역사성을 재구성한다.

100030  현대사회와 가치 (2-2-0)

(Value and Society)

인간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그가 살고 있는 사
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이 과목은 현대 사회
가 함축하고 있는 특정 가치와 인간의 삶의 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회와 현대인의 삶을 비판
적으로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
이다.

100031  미의 의미 (2-2-0)

(Introduction to Aesthetics)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며 아름다움에 관한 객관적
인 기준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해 다룬다. 그리고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계, 예술가와 미의 창조와의 
관계 등도 다룬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미적인 관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100032  종교와 인간 (2-2-0)

(Religion and man)

신, 인간, 그리고 종교의 관계에 관하여 다룬다. 
신의 존재 증명에 관한 방법들과 그 난점들에 관
해서 알게 한다. 무신론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알게 
한다. 인간의 유한성, 참다운 신앙, 그리고 바람직
한 삶의 추구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100033  과학과 철학 (2-2-0)

(Science and Philosophy)

과학에서 사용되는 주요개념들과 방법들에 관해 
알게 한다. 과학적인 진술의 특징과 과학적인 설명
의 논리구조에 관해 알게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파생된 가치문제들을 윤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그 해결방법에 관해 철학적으
로 접근한다. 

100034  인간과 윤리  (2-2-0)

(Man and Ethics)

인간과 윤리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윤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며, 현대
사회의 새로운 윤리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모색하
고,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74 －

100359  삶과 철학 (2-2-0)

(Life and Philosophy)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전체적․근원적인 탐
구이며, 지혜에 대한 사랑임을 알게 한다. 철학은 
보다 완전한 것, 보다 확실한 것에 도달하여 보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활동임도 알게 한다.

100387  사랑과 죽음 (2-2-0)

(Love and Death)

사랑과 죽음은 인간 실존과 관련된, 가장 중요
한 문제영역에 속한다. 본 강의는 이 문제가 지니
고 있는 종교적․문화적․인간학적 등등의 측면들
을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
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결단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데에 있다.

100407  성과 철학 (2-2-0)

(Sexuality and Philosophy)

본 강의의 목표는 성(性) 일반, 즉 섹스(sex)․젠
더(gender)․섹슈얼리티 (sexuality)에 대한 다양한 
문제 유형별 이해를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성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
진시키는 데에 있다.

100473  한국의 역사와 문화 (2-2-0)

(Korean History and Culture)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사의 서술과 
인식의 변천을 비롯하여 각 시대의 주요사실에 대
한 강의 발표 토론을 통하여 일반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잘못된 국사인식을 바로잡고, 특히 영
광․치욕의 역사를 막론하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다 냉철한 비판을 통하여 역사의식을 환
기시키며 통일에 대비한 올바른 국사관의 정립의 
필요성을 재고시키고자 한다.

100474  동양의 역사와 문화 (2-2-0)

(Eastern History and Culture)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의 역사를 동아시아문화
권․서아시아문화권․남아시아문화권․북아시아문
화권을 나누어서 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개관한다.

100475  서양의 역사와 문화 (2-2-0)

(The Western History and Culture)

고대부터 현대까지 서양의 역사를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개관하면서 동시에 
서양의 사회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가를 전체사의 시각으로 조명해 
본다. 특히 근대 이후부터는 서유럽의 역사발전과
정을 중심에 두고 동구․북구․남구 및 아메리카
의 역사를 개관한다.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이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유
익할 것이다.

100476  동서문화교류사 (2-2-0)

(The History of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동양과 서양은 서로 독립된 역사문화권이 아니
다. 역사이전단계부터 동양과 서양은 끊임없는 상
호교류를 통하여 발전해왔다. 본 교과는 이러한 관
점에서 동서양간 문화교류의 실상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유럽중심사관의 탈피와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와의 관련성까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
식을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속의 건전한 한국인으로서 교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100477  강원지역의 문화와 사회 (2-2-0)

(Culture and  Society in  Kangwon Area)

강원의 지역사와 문화, 사회적 특성에 대한 탐
구와 이해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인식
을 제고하고, 중앙 중심 일변도의 인식을 전환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의식
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100617  환경과 철학 (2-2-0)

(Environmental and Philosophy)

환경위기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게 한다. 환경철학에서의 이론과 쟁점 에 관해 
알게 한다. 환경윤리를 중심으로 환경철학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제시하고, 이런 견해들이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해 알게 한다.

100010  한국사회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본 과목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전반
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75 －

따라서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현 단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그 역사적 변화를 총체적으
로 접해보게 될 것이다. 본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항목으로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
로기, 국가, 노동, 농업, 계급, 여성, 교육, 인구, 도
시, 가족 등을 둘 수 있다.

100012  여성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Women)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문제의 심화에 비추어 여성
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여성의 본질, 여성과 가정 
및 사회화의 관계를 파악하고, 미래사회에서의 남녀
의 조화로운 관계 및 인간사회의 주체로서 자유로
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100013  매스컴과 사회 (2-2-0)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이 강좌는 사회제도 또는 사회현상으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매스컴과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적
으로 고찰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탐구소양을 기른다. 

100014  지리와 인간생활 (2-2-0) 

(Geography and Contemporary Human Life)

현대인간의 생활은 지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지리와 인간생활」강좌는 
한 지역에서의 인간의 생활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
면서 영위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100015  문화와 인성 (2-2-0) 

(Culture and Personality)

이 강좌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특질로 여겨 저
온 인성을 문화라는 보다 폭넓은 틀에서 이해하려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가 인성에 미치는 영
향, 각 인성들의 소지자들이 이루어 문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수강자 자신들의 구체적 경험을 접
목시키는 강의이다.

100017  전쟁과 평화 (2-2-0) 

(War and Peace)

정치 갈등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인 전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정치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을 해
야만 하는 모순을 철학적, 심리적, 정치적 분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시키고 교양과목이다.

100019  개인과 국가 (2-2-0) 

(Individual and State)

인간은 누구나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과목은 국가의 존재의의, 
본질, 사회정의, 국가관 그리고 삶의 한 방식으로
서의 민주주주의의 의미를 검토함으로서, 국가 구
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의 바람직한 자기실현을 위한 
방향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0020  북한사회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North-Korean Society)

사회주의권 붕괴와 변화는 남북한 통일의 가능
성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북한 사회의 이해는 북한
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 경제적 현실, 사회 실상 
등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에 대비하고자 한다.

100466  정보화와 미래사회 (2-2-0) 

(Informatization and Future Society)

정보화에 따른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사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기
초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100467  세계화와 사회변동 (2-2-0)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요약되
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물결
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직접 충격
을 미쳐 기존의 ‘발전’ 방식에 대한 성찰과 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 함
께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던
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
과 미래의 전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
라서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수반되는 변화들을 한
국 사회의 변동이라는 지평에서 인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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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8  시장과 경제 (2-2-0)

(Markets and The Economy)

돈․수요․물가․주식․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일하고, 술 마시고 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하
여 국민소득,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의 국가경제
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경제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강좌는 최소한의 경제원리를 이용하여 여
러 경제현상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좀더 쉽고 친근
하게 경제학의 논리적 사고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00469  기업과 경영 (2-2-0) 

(Business and Management)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영리조직인 기업을 포
함한 비영리조직인 학교, 종교단체, 그리고 행정조
직들이 수행할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직
경영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종 
조직들은 그들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요소인 효율
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적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과목은 경영학 및 비 경
영학 전공학생들에게 조직경영에서 필요한 경영마
인드 이해에 유익한 기업의 본질과 경영관리를 학
습시키고자 한다. 

100470  생활법률 (2-2-0)

(Law of Social Life)

법이란 현대인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사회규범으로 이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과 
이해는 모든 이들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상식
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수강학생들이 본 수업을 
통하여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여 법과 
친근해지고, 더 나아가 현실에서 조우 가능한 법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으
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수업은 법 존재
에 대한 기초적인 개관을 한 후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현실적인 법률문제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생활상식이라는 입장에서 공부하게 된다.

100471  여성과 법  (2-2-0)

(Women & Law)

여성의 경우 최근 들어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
의 권리의식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됨에 따라 법
률에 대한 인식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시각에서 각종 

법률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본 
과목에서는 여성의 지위 및 보호와 관련한 제법률 
규정들을 살펴본다.

100472  NGO와 세계질서 (2-2-0)

(NGO and New World Order)

21세기의 세계질서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국가중
심의 안보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중심의 안보
와 평화의 이념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지구상에
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의 
입장에서 전지구적 평화라는 절박한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화사상과 이론들을 검토하
고, NGO차원의 실천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
서 단순히 평화이론의 서술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틀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100478  세계문화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Global Culture)

세계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타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
화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먼저 현재 진
행 중인 세계화의 특징과 문화변동의 양상을 각 
주제별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세계 각 지역별로 
전망해보고자 한다. 

100479  유럽의 문화와 사회 (2-2-0) 

(Culture & Society of Europe)

유럽의 위상은 과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
근 유럽 통합의 기운과 더불어 그 영향력은 커지
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을 배경으로 한 공통된 바탕을 갖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문화와 사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
다. 이 강의는 유럽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교양과 
지식을 쌓아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
을 갖는데 목적을 둔다. 유럽의 역사 및 문화적 특
성과 관련지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 사
회구조, 생활환경, 교육 및 문화에 대한 학습을 한
다.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면
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키워본다.

100480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회 (2-2-0) 

(Culture & Society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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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문화는 근대를 기준으로 전개 양상
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근대 이전에는 중국을 중
심으로 한 문화가 동아시아의 주류를 형성하는데 
반해서 근대 이후에는 서양문화의 영향 속에서 일
본 문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강좌는 이와 같
이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회 형성에 근간을 이루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회․정치․경제․역
사․문학․철학 등 동아시아의 여러 모습을 고찰
하고자 한다. 

100481  미주의 문화와 사회 (2-2-0)

(Inter -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세계화와 반 세계화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
제환경 속에서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
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해는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미국사회, 미국
문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내용으로 구
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현실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100481  세계경제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World Ecinomy)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그동안 대외지
향적 성장전략을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
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져 우
리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세계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
라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세계경제가 우리
의 생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본 
강의는 세계경제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도모하
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강
의에서는 세계경제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선
별하여 강의를 하도록 한다.

100038  서양문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Western Literature)

서양문학의 지적,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주요 작품들의 개관을 통하여 서양문학의 원류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학연구의 기초를 제공한다.

100040  극예술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Drama)

희곡은 시․소설과 함께 문학의 중요한 장르의 

하나이다. 희곡은 문학성과 연극성을 동시에 지니
고 있는 점에서 여타 장르의 문학과 구분된다. 놀
이를 좋아했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팔관회, 연등
회, 산대잡희, 탈놀이 꼭두각시 놀음 등을 연행해
왔으나 우리의 전통극예술은 근대극의 전래 이후 
위촉되었다. 극예술의 이해는 우리의 전통극과 근
대극의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여 전통극의 전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바람직한 극예술정립을 목표로 
한다.

100041  한국미술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Korean Art)

한국미술을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민족문화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목
적이 있다.

100042  서양미술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Western Art)

서양미술(건축, 조각, 회화)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해설, 작품감상을 통해 수
강자의 정서를 함양하고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
과 장르의 대변화에 대한 식견을 넓힌다.

100043  한국음악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Korean Music)

국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예술로, 학생들에
게 국악의 가치를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서양음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서양 음악적 가치관이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서 인
식되고 있는 사고로부터 탈피시켜 다양한 음악 가
운데 국악의 가치를 찾도록 한다.

100044  서양음악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Western Music)

일반 대학생들에게 12여세기에 걸쳐 발전해 온 
서양음악의 세계를 이해시킴에 있어 보다 포괄적
이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 담
겨져 있는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고 시대적 또는 
다양한 양식과 형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100047  국어와 민족문화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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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문화의 중심을 형성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과학에서는 
언어의 개념과 특징 및 국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문장 구성 능력을 연마하고,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국제 사
회에서의 적응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00329  게르만 신화와 전설 (2-2-0) 

(Myth & Legend of the German)

고대의 신과 영웅들은 마력처럼 시대를 초월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촉발시킨
다. 막연한 호기심이나 현대적 일상을 벗어나 고대
의 신화와 전설 속으로 들어가 보고, 무한한 창조
력과 상상력의 보고이자 그 시대 세계관의 반영이
기도 한 이 게르만 신화와 전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강한 원초적 생명의 힘과 정신을 여행하
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00482  한국문학과 전통문화 (2-2-0) 

(Korean Literature and Traditional Culture)

우리의 문학은 어떤 문화적 전통에 의하여 생
성․변화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
을 구해 보려는 것이 본 교과목의 설정이유이다. 
해답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시대적 흐름과 각 시
기의 문화적 현상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려 한다. 
그리고 강의의 대상은 구비전승을 중심한 민간문
학에서부터 근대 저항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후기 
기록문학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아 일관되게 흐르
는 우리 문학의 큰 줄기를 찾아보고자 한다. 

 
100483  한국현대문학과 사회 (2-2-0)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Society)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조망을 극복하
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좌이
다. 이 강의에서는 특히 개화기 이후 이루어진 식
민지시대 문학, 해방 공간의 문학, 근대화시기 및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문학을 문학적 장치로서 파
악하기보다는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 현실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문학이 지닌 상상적인 영역
을 구함으로써 대학인의 교양을 높이는데 매우 중

요하리라 생각된다.

100485  디자인과 생활 (2-2-0) 

(Design & Living) 

디자인을 통하여 대학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지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숙
이 침투되어있는 디자인을 영역별로 학습, 체험케 
함으로서 현대인에게 필요로 하는 디자인 센스를 
제고 시켜주는 한편, 생활속의 광범위한 디자인 요
소들을 비교 연계시켜 연구함으로서 디자인 수준
을 높힌다. 

100486  영상의 이해 (2-2-0) 

(Introduction to film and Animation)

영상의 이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엔터테인
먼트산업의 핵심인 영상분야에 대한 올바른 접근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학인은 
양방향의 뉴 미디어와 지능형 디지털 영상콘텐츠
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비젼을 갖고 영상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사고의 지평을 여는 것에서 
출발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문화현상을 폭 넓게 연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함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00487  무용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Dance)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세 장르의 분야를 
일반적인 상식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
지의 기초적인 이론과 무용의 개념 및 발생과정으
로부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의 실황까
지를 시대별로 고찰하며 실제 작품감상을 통하여 
무용의 특성과 무용작품을 감상․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00555  문학과 영화 (2-2-0)

(Literature and Film)

모든 교양의 원천이 되는 문학과 그것을 영화화
한 작품을 통해 문학과 영화의 차이점은 물론 학
생들로 하여금 위대한 문학작품에 쉽게 접하게 하
며 아울러 영상시대의 꽃인 영화예술을 이해하도
록 함으로써 문학과 영화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양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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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2  유럽의 대중문학 (2-2-0)

(European Popular Literature)

대중문학은 이제 하급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접
할 수 있는 쉬우면서 알찬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
다. 이 과목을 통해 유럽의 살아 있는 문학을 체험
하게 된다.

100602  일본문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
여 일본 문학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대표적 작품들을 감상해 본다. 

100607  중국문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Chinese Literature)

중국의 문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중국 
문학에 대한 가치와 중국 문학이 아시아 문학에 
미친 영향 등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중국의 고대
부터 중세까지 시대별로 주요 작품의 개관과 작자
에 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중국 문학을 통해 
중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100613  프랑스문학과 예술기행 (2-2-0)

(Introduction to French Literature & Art)

프랑스문학은 서양문학과 유럽문화의 기초이다. 
우리는 프랑스문학을 읽으며 프랑스의 박물관, 미
술관, 벼룩시장 등을 돌며 여행하듯 자유롭게 예술
을 체험하게 된다. 

100615  한자와 생활언어 (2-2-0)

(Chinese Characters and Practical Korean)

한자학습을 통하여 교양인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지성인으로서의 전공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차지하는 한자
의 역할을 인식하고 최소한 취업에 필요한 교육용 
한자를 숙지케하고, 나아가 각 전공과목에 맞는 한
자를 학습한다.

100060  인간과 건강 (2-2-0)

(Human and Health)

인간과 건강이란 강좌는 인간의 건강유지와 질
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제분야에 필요한 이
론적이 교육을 실시하는 교과목으로 질병과 건강

에 대한 기초지식 및 상식을 함양케 하여 국민보
건향상에 질을 높이고자 개설된 교과목이다.

100062  정신건강 (2-2-0)

(Mental Health)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건강문제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질병, 노령화, 죽음 등등과 
같은 것들에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대책들을 강구한다.

100488  인간과 마약 (2-2-0)

(Drugs and Society)

건강의 정의에 포함되는 정신건강, 육체건강, 사
회건강 중에 병들어 있는 현대사회 환경으로 볼 
때 정신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건강에 유
해한 수많은 요소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약물남
용(drug abuse)이다. 약물남용은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  (non-medical use)"을 의미한다. 향
정신성 약물은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또한 의학적 문제와 사회학적 문제를 일
으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
트리고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만든다. 본 교과목에
서는 남용약물(마약류)의 약물학(역사, 물리화학, 
약리작용 및 기전, 독성, 임상적 응용 등), 사회학, 
법학, 교육학, 심리학, 인류학 등과의 연관성을 교
육하여 조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약물(마약류)이 인간의 감정과 인식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개인, 가
정, 사회적 결과를 논한다

100489  부모교육과 아동발달 (2-2-0)

(Child Development and Parents Education)

남․녀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는 특성을 고려
하여 배우자 선택과 부모기로의 전환 등 부모교육
의 현대적 전략과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에서부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의 역할에 관하여 
학습한다. 태아기부터 아동기의 性, 자아개념 발달
과 특수아동까지 광범위하게 다룬다.

100490  식생활과 건강 (2-2-0) 

(Dietary Intake and Health)

우리의 식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고 또 서구화
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
못된 식습관이 유발시키는 각종 영양성 질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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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의 발병원인을 알아보고,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예방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건강한 일상
생활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100491  생활스포츠 (2-1-2)

(Sports for All)

생활스포츠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
름 속에 대학생이 갖추어야 항 자질을 스포츠를 
경험함으로써 대인관계 유지, 협동심의 고취, 나아
가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가선용 및 레크리에이션의 측면뿐만 아니라 평
생스포츠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과목이다.

100492  계절스포츠 (1-0-2)

(Seasonal Sports)

계절스포츠는 생활스포츠의 일환으로 하계․동
계로 실시하며 하계에는 야영 및 래프팅, 윈드서
핑, 수상스키를 실시하며 동계에는 스키, 스케이팅, 
스노우보드를 실시하여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인
간 형성과 여가선용의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다.

100493 인간생명과 질병 (2-2-0)

(Human Life and Diseases)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질병 소개와 이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교양 함양

100052  생활독일어Ⅰ (1-1-1)

(Living German Language Ⅰ)

독일어의 기본문법 습득과 초보적인 회화 능력
을 배양하는 초급과정으로서, 독일어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청각 실습을 통한 발음 교정 및 말하기, 듣기 등 
기초실용독어 능력을 갖게된다. 나아가 이 과목의 
교수를 통하여 독일의 역사, 사회, 예술 문학을 포
함한 문화 전반을 소개하여 독일인의 사고방식 및 
문화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100053  생활독일어Ⅱ (1-1-1)

(Living German Language Ⅱ)

독일어 Ⅰ의 후속 과목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
인 문법체계와 어휘를 바탕으로 독일어의 기본문
형 및 응용문형, 어법 등을 습득하여 다양한 독어

구분텍스트 및 실용독일어의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전공 관련 독일서적을 독해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흥미 있는 텍
스트를 같이 읽고 해설함으로써 독일문화권에 대
한 전반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인다.

100056  생활중국어Ⅰ (1-1-1)

(Living Chinese Ⅰ)

중국어의 기초교육 곧,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의 기본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과목으로 발음에서
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활용되는 회화 
문장을 통하여 중국어의 기본 문형과 문법을 습득
함으로써 기초적인 중국어 학습을 도보한다.

100057  생활중국어Ⅱ (1-1-1)

(Living Chinese Ⅱ)

중국어Ⅰ을 기초로 하여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의 기본소양을 심화하고자 하는 교과목이다. 생활
용어 기본문형을 익힘으로 보다 심화된 중국어 학
습을 도모한다.

100058  생활일어Ⅰ  (1-1-1)

(Living Japanese Ⅰ)

일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문법, 
문형을 중심으로 초보부터 단계적으로 체계를 세워 
학습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표현법을 익히
며, 또한 간단한 발표를 통하여 발음 교정 및 기초
적인 회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표를 둔다.

100059  생활일어Ⅱ  (1-1-1)

(Living Japanese Ⅱ)

일본어Ⅰ에 이어지는 과목으로 기본문형, 문법
과 이를 응용한 표현력 어휘력을 키워가면서 이를 
실생활, 개개인의 목적에 자유롭게 응용,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로 두며 또한 같은 동양
권, 한자권의 문화이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
의 문학, 문화의 전반적인 소개를 통해 일본의 이
해도를 높여간다.

100135  교양한문 (2-2-0)

(Literary Chinese for College Education)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은 대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학자들의 문집
이나 정부의 공식 기록은 모두 한문으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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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실은 한문이 우리의 언어생활을 비롯
한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런 점에서 선조들의 전통과 사상을 알기 
위해서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도 한문지식의 
습득은 필요 불가결하다. 한문은 기본적으로 한자
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본 교과목은 우리의 실생활
에 필요한 한자 및 한자어를 익히고, 나아가 우리
의 삶에 윤택함을 줄 수 있는 주옥같은 문장을 다
룸으로써, 감성과 이성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교양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100494  생활스페인어 (2-2-0)

(Living Spanish)

본 강좌의 목적은 세계화의 시대에 영어를 비롯
한 제2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중남미 
대륙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
를 처음 배우고자는 학생들을 위해 기본적인 문법
구조와 어휘를 습득하여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독해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00495  생활러시아어 (2-2-0)

(Living Russian)

러시아어의 기초회화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역사, 예술 등 전반에 걸쳐 학습할 예정
이다.

100571  생활프랑스어 Ⅰ (1-1-1)

(Living French Ⅰ)

비교적 쉬운 텍스트를 통하여 발음과 기본 문법
을 익히는 불어 입문 과정의 과목으로 독해력을 
높이며, 간단한 회화와 작문 능력을 갖춘다.

100572  생활프랑스어 Ⅱ  (1-1-1)

(Living French Ⅱ)

프랑스어Ⅰ을 통하여 익힌 기본 실력을 바탕으
로, 보다 심화된 불문법 및 작문, 회화능력을 배양
하고, 프랑스 문화 및 사회를 다룬 텍스트의 강독
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어를 활용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100579  아카데믹 독일어 (2-2-0)

(Academic German)

어렵다고만 느껴진 독일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독일어를 구사하고 이
해할 수 있는 실용독일어의 능력을 키우게 한다. 
동시에 대학생이라면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과 교
양을 위해 씌어진 다양한 독일어 텍스트들을 다루
면서, 학문적 관점에서 독일어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게 한다. 따라서 독일어 전공자들보다는 인문, 
자연, 이공계를 포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혹 후에 독일유학에 뜻을 두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100585  영상프랑스어 (2-2-0)

(Image French)

이미지는 모든 사물의 순간과 영원을 동시에 기
록한다.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프랑스어의 현
재 순간과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을 만나는 과목이
다.

100586  영어회화 중급 (2-2-0)

(Intermediate English Conversation)

영어회화 초급을 바탕으로 좀 더 폭넓게 영어를 
습득한다.

100588  영작문 중급 (2-2-0)

(Intermediate English Composition)

영작문 초급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 
조직하여 문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100596 인터넷 입문 중국어 (2-2-0)

(The Internet Chinese)

인터넷을 이용한 중국어 학습을 통해 중국어 대
한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 
중국 인터넷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과 문장
들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중국인들의 채팅 용어 
등의 학습한다.  

100601 일본문장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Japanese  Sentence)

일본어의 기초 입문과정으로 일본어의 기본인 
발음·문자를 익히고, 기본문형을 중심으로 문법과 
어휘 등을 학습해 가도록 한다. 문장 구성 형태의 
이해에 그 중점을 둔다.

100002  수학과 사고 (2-2-0)



－ 82 －

(Mathematical Ideas)

과학의 기초인 수학을 기반으로 기계문명 시대
에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과거와 현대
의 수학의 발전을 가져왔던 수학자들의 생애의 이
야기와 그들의 독특한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광
범위한 수학철학, 수리논리, 수학의 응용 등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택하여 가능하면 수식 없이 개괄
적으로 알아보는 교양 강좌이다.

100005 자연과학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
득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기 위해 자연
과학의 본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우주, 에
너지, 물질변화와 자연현상, 현대 생물학의 동향, 
우리나라의 지질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100006  생명현상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Life Phenomena)

이 과목은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에게 현대 생명 
과학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생명의 기원, 생명현상의 본질 및 생명현상의 과학
적 탐구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100007  우주와 지구 (2-2-0)

(Universe and Earth)

학문의 심오화와 분화에 따른 지적 편협성과 불
균형을 제거하고, 날로 발전, 다양화되어 가고 있
는 정보, 기술,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
연을 창의적으로 관찰 탐구하고 합리적으로 이해
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지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생태계의 파
괴, 환경오염, 자원의 고갈 등을 방지하고 지구의 
주인으로서 인간의 역할 등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 
설계하는 통찰력을 기른다. 

100009  인간과 환경 (2-2-0)

(Man and Environmental Change)

인간의 자원이용과 자연의 파괴에 따른 환경변
화과정과 환경변화가 인류에 미  치는 영향 및 대
책을 대기, 수질, 토양 및 해양오염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룬다. 

100074 기초통계학 (3-3-0)

(Elementary Statistics)

다양하게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의 기초적인 논
리를 다루어 정확한 이해를 통한 분석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100169  환경학개론 (2-2-0)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ciences)

대기권의 구조와 변동, 대기오염 현상의 규명과 
피해, 대기오염 저감기술, 대기오염관리, 인구와 식
량문제, 에너지자원과 환경오염 문제 등과 수자원
의 분포와 기능, 하천, 호수, 하구, 지하수, 해양오
염 현상을 공부하고 폐기물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의 피해 등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100231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

(Elementary Statistics 1)

자료에서 정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논리의 
기초를 쌓고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입문과정으로 모든 통
계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정리방법, 확률, 
확률분포와 기대값,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를 중심으로 통계 패키지를 다룬다.

100232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

(Elementary Statistics 2)

자료에서 정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논리의 
기초를 쌓고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입문과정으로 모든 통
계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정리방법, 확률, 
확률분포와 기대값,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분포, 
표본분포를 중심으로 통계 패키지를 다룬다.

100362  컴퓨터개론 및 실습 (3-2-2)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정보화 사회에 발을 맞추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에 의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구
가 점차로 확대대고 있는 시점에 프로그래밍 언어
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과목
에서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하여 무
엇이 문제인지 기초부터 중급에 이르기까지 연습
하고 익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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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밍 언어의 기본 패턴부터 구조 및 의미 그리
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서술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습득하고자 한
다. 정보와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컴퓨터 분야의 
각종 관련 기술들의 학습하여 컴퓨터 전반에 관한 
이해한다. 

100367  기초생물학 (3-3-0)

(Elementary Biology)

농학분야 및 자연과학분야의 학생들을 위하여 
생물학의 기초적인 개념 및 여러 가지 생명현상에 
관하여 설명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에 관련
된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고, 특히 생명현상의 기본
적 원리와 생명체의 다양성, 생태등을 다룬다.

100465  인문수학 (2-2-0)

(Mathematics for Liberal Arts)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기초 수학과목으로서 기
본적 함수, 지수와 로그함수, 재무에 관한 수학, 1
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선형부등식과 선형계획법, 
확률, 마르코프 체인, 기초 미적분, 그래프와 최
대․최소 등을 배운다.

100529  웹과 인터넷활용 및 실습 (3-2-2)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진적
인 발달로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 검색은 물론이고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은행 거래 
등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
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기본 지식과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컨텐츠 제작,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
을 익혀 사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0531 일반화학 (3-3-0)

(General Chemistry)

화학의 전분야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응용면을 
알아본다

10053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

(General Physics and Lab. 1)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하여 물리
학의 기본개념 및 응용을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고
전역학, 열과 열역학, 진동과 파동에 관하여 공부한
다. 이론 강의와 관련된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100533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

(General Physics and Lab. 2)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하여 물리
학의 기본개념 및 응용을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전
자기학, 전자기파의 물리적 성질 및 빛과 광학에 
관하여 공부한다. 이론 강의와 관련된 실험을 병행
하여 진행한다.

100534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

(General Biology and Lab. 1)

생물학은 그 성격상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이나 사회과학과도 관련된 종합 과학적인 성
격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본 생
물학 강좌의 내용도 생명과학으로서의 생명의 본
질과 그 생활양상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를 통한 인류의 존재방향을 이해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또한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의 구조와 그 기능적 역
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100535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

(General Biology and Lab. 2)

생물학은 그 성격상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이나 사회과학과도 관련된 종합 과학적인 성
격을 지닌다, 따라서 대학의 교양과정으로서 본 생
물학 강좌의 내용도 생명과학으로서의 생명의 본
질과 그 생활양상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를 통한 인류의 존재방향을 이해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또한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의 구조와 그 기능적 역
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100536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1)

지구의 구성물질, 특히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과 
암석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자하며,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지구의 생성과정, 광물의 특성과 분류, 
화성암, 퇴적암 및 변성암의 특징과 분류, 산출상
태 및 형성과정을 차례로 다룬다. 또한 지질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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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풍화와 하천의 발달 형태를 다룬다. 실험에
서는 광물과 암석을 직접 관찰하고 그 특성을 기
재함으로써 각각의 조암광물 및 암석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또한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이
용하여 지각의 변화와 각종 지질현상을 생생하게 
공부한다.

10053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2)

지구현상의 이해를 목적으로 빙하와 바람의 작
용, 하천, 해양, 지구의 환경변화, 판구조운동, 지진
과 지구의 내부구조, 중력과 자기, 지하수 및 중력
사면사태 등에 대해 다룬다.

100538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

(General Chemistry and Lab. 1)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 및 응용면을 알아본다. 
강의내용은 원소, 원자, 화합물, 화학반응, 에너지, 
분자의 구조 및 기체의 성질 등이다. 강의와 이에 
해당하는 실험을 병행한다.

100539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 및 응용면을 알아본다. 
강의내용은 액체, 고체, 반응속도 및 평형, 용액, 
산과 염기, 열역학 및 전기화학 등이다. 강의와 이
에 해당하는 실험을 병행한다.

100546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3-2-2)

(Programming Language)

정보화 사회에 발을 맞추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에 의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요구
가 점차로 확대대고 있는 시점에 프로그래밍 언어
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과목
에서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학생을 위하여 무
엇이 문제인지 기초부터 중급에 이르기까지 연습
하고 익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패턴부터 구조 
및 의미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서술하고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습득하고자 한다

100550 일반화학 및 실험 (3-2-2)

(General Chemistry and Lab.)

화학의 전분야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응용면을 
알아본다. 강의와 이에 해당하는 실험을 병행한다.

100551  일반물리학 및 실험 (3-2-2)

(General Physics and Lab.)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하여 물리
학의 기초적인 개념 및 여러 가지 물리현상에 관
하여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고전역학, 열과 열역학, 
진동과 파동의 기초에 관하여 공부한다. 이론 강의
와 관련된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100552  일반생물학 및 실험 (3-2-2)

(General Biology and Lab.)

생명과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생물체의 기능
과 특성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 등을 강의한다. 또한 실험과 관찰을 통
하여 신비스러운 생명현상을 나타내는 생물의 구
조와 그 기능적 역할을 학습한다.

100556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3-2-2)

(Elemental Calculus 1)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 공학적 또
는 사회과학 및 경제학적 모델에서 나타나는 함수
적 관계를 분석 및 해석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
한다. 크게 그 기본적 기술을 분류하면 일변수 함
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그 응용, 
다변수 함수의 미분 및 적분과 최대․최소, 그 외 
다양한 함수(초월함수, 등)의 다항식 접근 방법, 컴
퓨터에 의한 그래픽과 수치 접근 등이다. 이 외에
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본다.

100557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3-2-2)

(Elemental Calculus 2)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학적, 공학적 또
는 사회과학 및 경제학적 모델에서 나타나는 함수
적 관계를 분석 및 해석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
한다. 크게 그 기본적 기술을 분류하면 일변수 함
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그 응용, 
다변수 함수의 미분 및 적분과 최대․최소, 그 외 
다양한 함수(초월함수, 등)의 다항식 접근 방법, 컴
퓨터에 의한 그래픽과 수치 접근 등이다. 이 외에
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모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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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본다.

100563  생명공학의 세계 (2-2-0)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살아있는 유기체를 인간의 목적에 맞도록 변형시
키는 기술이 생명공학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생명공
학의 발달사와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그 리고 
생명공학 기술의 미래 등에 대해서 비 생명공학 전
공자에게 생명 공학을 알기 쉽도록 학습한다.

100569  생활물리 

(Living Physics)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
상들에 대한 기본원리를 수식이 없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등을 이용하여 강의하며 인문계 학생
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100570 생활속의 미생물 (2-2-0)

(Microorganisms in Daily Life) 

미생물은 구강, 위, 창자, 피부 등 인체의 중요
한 생태학적 구성원으로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는 식품 가공에 미생
물이 이용되기도 하지만 식품의 보관 중 미생물의 
번식이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등 사람의 손
이 미치는 인간의 생활환경의 모든 곳에서 미생물
은 인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을 질병, 위생, 
식품가공 보관 등 일상소재를 대상으로 교양인으
로서 갖추어야 할 미생물에 대한 상식을 풍부한 
자료와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학 비전공자가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100590  원예와 생활 (2-2-0)

(Home Gardening)

일반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예작물의 
종류, 용도, 원예작물과 환경과의 관계 및 원예작
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집안의 정원과 화단 꾸미기, 잔디, 난초, 분재의 
종류와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아울
러 실내정원, 용기원예, 간이 양액재배 등도 함께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각 개인의 
생활공간 속에서 원예 작물을 재배하고 장식하여 
자연과 친숙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에
서 정서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100593  인간과 동물 (3-3-0)

(Human Being and Animal)

인간과 동물은 인류의 삶, 문화, 역사와 존재를 
같이한 동물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영역뿐만 아니
라 인문, 사회과학의 관점을 넘나들며 이루어진 크
로스오버 학과목이다. 따라서 동물의 생명현상, 행
동, 인간과의 공존방향,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동물과 인간의 공동 존영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하게 된다.

100595  인체탐구 (2-2-0)

(Exploration of the Human Body)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
로 높아짐에 따라 인체에 대한 관심과 지적 욕구
가 증대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인체의 골격계, 
신경계, 호흡계, 소화계, 혈관계, 근육계, 생식계 등 
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100597  일반물리학 (3-3-0)

(General Physics)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들을 위하여 물리
학의 기초적인 개념 및 여러 가지 물리현상에 관
하여 이론적으로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고전역학, 
열역학, 파동 및 전자기학 기초에 관하여 공부한
다. 

100599  일반지구과학 (3-3-0)

(General Earth Science)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특성과 생성과
정에 대해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지구의 표면과 지
각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질학적인 현상 및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 원인과 기작들에 대해 
고찰해본다.

100608  지구진화와 방재 (2-2-0)

(Natural Hazards and Protection)

지진, 쓰나미, 산사태, 지반침해, 염수침입 등,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지구현상 또는 인간의 과도
한 개발에 대한 자연의 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각종 자연재해를 다룬다. 자연재해의 발생과 진행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지구의 상태 및 진화 과정
을 교육하며 재해의 예측과 재해 방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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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적 접근 방법들을 이해시킨다. 궁극적으
로 재해를 이해하고 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
산을 지키는데 효과적이 될 교육을 목표로 한다

100612  통계의 이해 (2-2-0)

(Understanding of Statistics)

실생활과 관련된 통계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기
본적인 논리를 이해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통계적 
방법에 대한 교양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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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과목 권장이수모형(1～6영역)

경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사회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공과 학(지구․환경공학부)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

13학

2 역 ․세계경제의 이해 

3 역 ․디자인과 생활

4 역 ․인간생명과 질병

5 역 ․교양한문

6 역 ․웹과 인터넷활용  실습

합    계 19학  이수

공과 학(건축학부 건축학 공)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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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학(건축학부 건축공학 공)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 (2학 )

․ 어회화 , 작문  2과목 (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강원지역의 사회와 문화, 환경과 철학  선택 1과목

12학

2 역
․정보화와 미래사회, 시장과 경제, 세계문화의 이해  

  선택 1과목

3 역
․한국문학과 통문화, 디자인과 생활, 한자와 생활언어  

  선택 1과목

4 역 ․인간과 건강, 생활스포츠, 인간생명과 질병  선택 1과목

5 역
․생활독일어1, 생활 국어1, 생활일어1, 교양한문, 생활 랑스어1, 

  작문 , 어회화   선택 1과목

6 역 ․자연과학의 이해, 인간과 환경  선택 1과목

합    계 18학  이수

공과 학(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토익 어, 토 어, 시사 어, 

문의 이해, 스크린 어  선택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

13학

2 역 ․기업과 경

3 역 ․디자인과 생활

4 역 ․정신건강

5 역 ․ 어회화

6 역 ․기 통계학

합    계 19학  이수

공과 학(토목공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1학년 1학기)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1학년 1,2학기)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과학과 철학 (1학년 1학기)

13학

2 역 ․기업과 경  (1학년 1학기)

3 역 ․디자인과 생활 (1학년 1학기)

4 역 ․생활스포츠 (1학년 2학기)

5 역 ․교양한문 (2학년 2학기)

6 역 ․웹과 인터넷활용  실습 (1학년 2학기)

합    계 19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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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학(신소재공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교   과   목   명 비  고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점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과학과 철학

13학점
2 역 ․기업과 경

3 역 ․디자인과 생활

4 역 ․인간생명과 질병

5 역 ․ 어회화 

6 역 ․웹과 인터넷 활용  실습

합   계 19학  이수

공과 학(산업공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과학과 철학, 한국의 역사와 문화  선택 1과목

 13학

2 역 ․세계경제의 이해, 세계문화의 이해, 기업과 경   선택 1과목

3 역 ․디자인과 생활

4 역
․인간생명과 질병, 인간과 건강, 정신건강, 생활스포츠 

  선택 1과목

5 역 ․ 어회화 , 교양한문, 작문   선택 1과목

6 역 ․웹과 인터넷활용  실습

합    계 19학  이수

공과 학(화학공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과학과 철학

13학

2 역 ․세계경제의 이해

3 역 ․디자인과 생활

4 역 ․정신건강

5 역 ․ 어회화

6 역 ․웹과 인터넷 활용  실습

합    계 19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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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학(생물공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교   과   목   명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인간과 윤리, 한국의역사와문화  선택 1과목

13학

2 역 ․세계문화의 이해, 기업과 경   선택 1과목

3 역 ․디자인과 생활, 문학과 화  선택 1과목

4 역 ․인간과 건강, 정신건강  선택 1과목

5 역 ․ 작문 , 교양한문, 어회화   선택 1과목

6 역 ․웹과 인터넷활용  실습(MSC)

합    계 19학  이수

농업생명과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농업자원경제학과 : 인문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 성과 철학, 강원지역의 문화와 사회, 

  환경과 철학  선택 1과목

12학

2 역 ․시장과 경제, 생활법률, 세계문화의 이해   선택 1과목

3 역 ․디자인과 생활, 상의 이해, 문학과 화  선택 1과목

4 역 ․인간과 건강, 식생활과 건강, 생활스포츠  선택 1과목

5 역
․인터넷입문 국어, 교양한문, 생활일어1, 생활일어2, 

  어회화   선택 1과목

6 역 ․미분 분학  연습Ⅰ,  컴퓨터개론  실습, 수학과 사고  선택 1과목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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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과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동양의 역사와 문화, 서양의 역사와 문화, 삶과 

철학, 인간과 윤리  선택 1과목

12학

2 역 ․한국사회의 이해, 시장과 경제, 여성학의 이해, 생활법률   선택 1과목

3 역
․한국미술의 이해, 서양미술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서양음악의 

  이해, 디자인과 생활  선택 1과목

4 역 ․인간과 건강, 부모교육과 아동발달, 생활스포츠  선택 1과목

5 역
․생활독일어1, 생활 랑스어1, 생활 국어1, 생활일어1, 교양한문  

선택 1과목

6 역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컴퓨터개론  실습, 웹과 인터넷 활용      

실습  선택 1과목

합    계 18학  이수

문화 술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인문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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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법문장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사범 학(국어교육과, 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교육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인문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사범 학(윤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사회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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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학(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가정교육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사회과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사회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산림과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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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의과 학(간호학과)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인문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인문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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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BT 특성화학부(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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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성화학부(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기 자공학부, 컴퓨터학부, 단 컴퓨터과학 공(일반)은 제외)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토익 어  선택 2

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인간과 윤리, 성과 철학, 삶과 철학, 논리와 사고  선택 1과목

13학

( 기 자공학부)

12학

(컴퓨터학부)

2 역
․세계문화의 이해, 쟁과 평화, 생활법률, 시장과 경제, 기업

과 경   선택 1과목

3 역
․디자인과 생활, 상의 이해, 문학과 화, 한자와 생활언어 

 선택 1과목

4 역 ․인간과 건강, 정신건강, 생활 스포츠, 식생활과 건강  선택 1과목

5 역 ․ 작문 , 어회화 , 교양한문, 생활 일어  선택 1과목

6 역

․기 생물학, 일반화학, 일반지구과학  선택 1과목

  ( 기 자공학부)

․수학과 사고, 환경학개론, 우주와 지구, 생명공학의 세계  

선택 1과목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공)

․수학과 사고, 환경학개론, 우주와 지구, 생명공학의 세계, 컴

퓨터개론  실습, 웹과 인터넷활용  실습  선택 1과목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 공)

합    계

19학

( 기 자공학부)

18학 (컴퓨터학부)

•교양과목 권장 이수 모형(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 공(일반))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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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부( 학)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자연과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스포츠과학부

•교양과목 권장 이수모형

이수 역 이수 교과목 최  이수학

공통교양

필    수

․인문학 쓰기(2학 )

․ 어회화 , 작문 , 문의 이해, 시사 어, 

  토익 어, 토 어, 스크린 어  선택 2과목(4학 )

 6학

일반선택

교양 역

1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12학

2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3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4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5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6 역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수

합    계 18학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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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별 교양과목(7영역)

경영대학(경영․관광․회계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600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3-3-0 ○ 필 수

100064

100080

100065

100075

100066

100354

100355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무역학원론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관광학원론 (Principles of Tourism)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경제경영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cs & Business)

기업회계 (Business Accounting)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5학점

경영대학(경제․무역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600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3-3-0 ○ 필 수

100064

100080

100065

100075

100066

100354

100355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무역학원론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관광학원론 (Principles of Tourism)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경제경영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cs & Business )

기업회계 (Business Accounting)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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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지구․환경공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3

100365

100385

100538

100532

100415

100539

100533

100542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지구와 환경 (Earth and Environment)

3-3-0

3-2-2

3-3-0

3-2-2

3-2-2

3-2-2

3-3-0

3-2-2

3-2-2

3-3-0

○

○

○

○

○

○

○

○

○

○

○

○

필 수

(인필)

이수학점 30학점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3

100365

100385

100545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컴퓨터그래픽 및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3-3-0

3-2-2

3-3-0

3-2-2

3-2-2

○

○

○

○

○

공통

필수

이수학점 15학점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3-3-0 ○ 필 수
(기본소양)

100363

100365

100385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2-2

3-3-0

3-2-2

○

○

○

필 수

(MSC)

100545

100532

100533

100415

100550

100104

 컴퓨터그래픽 및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3-2-2

3-2-2

3-2-2

3-3-0

3-2-2

3-2-2

○

○

○

○

○

○

인 필

(MSC)

이수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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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3

100365

100385

100532

100533

100106

100107

100104

100545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 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 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공업수학 1 (Engineering Mathematics 1)

공업수학 2 (Engineering Mathematics 2)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컴퓨터그래픽 및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3-3-0

3-2-2

3-3-0

3-2-2

3-2-2

3-2-2

3-3-0

3-3-0

3-2-2

3-2-2

○

○

○

○

○

○

○

○

○

○

필 수

이수학점 30학점

공과대학(토목공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3

100365

100385

100532

100533

100550

100106

100107

100104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ics)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2)

공업수학 1 (Engineering Mathematics 1)

공업수학 2 (Engineering Mathematics 2)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3-3-0

3-2-2

3-3-0

3-2-2

3-2-2

3-2-2

3-2-2

3-3-0

3-3-0

3-2-2

○

○

○

○

○

○

○

○

○

○

필 수

이수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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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신소재공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ics) 3-3-0 ○
공통필수

기초소양

100542

100365

100385

100538

100539

100532

100533

100545

100415

지구와 환경 (Earth and Environment)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컴퓨터 그래픽 및 실습 (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

3-3-0

3-2-2

3-2-2

3-2-2

3-2-2

3-2-2

3-2-2

3-3-0

○

○

○

○

○

○

○

○

○

공통필수

MSC

이수학점 30학점

공과대학(산업공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5

100532

100550

100363

100385

100533

100415

100104

100521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생명공학과 산업 (Bioengineering and industry)

3-3-0

3-3-0

3-2-2

3-2-2

3-2-2

3-2-2

3-2-2

3-3-0

3-2-2

3-3-0

○

○

○

○

○

○

○

○

○

○

필 수

이수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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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화학공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08

100365

100532

100538

100363

100385

100533

100539

100104

100106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공업수학 1 (Engineering Mathematics 1)

3-3-0

3-3-0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3-0

○

○

○

○

○

○

○

○

○

○

필 수

이수학점 30학점

공과대학(생물공학과) : 인증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97

100367

100538

100539

100365

100363

100385

100508

100415

100609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ics)

공업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생물공학과 산업 (Biotechnology and Bioindustry)

3-3-0

3-3-0

3-2-2

3-2-2

3-3-0

3-2-2

3-2-2

3-3-0

3-3-0

3-3-0

○

○

○

○

○

○

○

○

○

○

공학소양

이수학점 30학점

공과대학(생물공학과) : 일반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97

100367

100538

100539

100365

100385

100415

100609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공업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생물공학과 산업 (Biotechnology and Bioindustry)

3-3-0

3-3-0

3-2-2

3-2-2

3-3-0

3-2-2

3-3-0

3-3-0

○

○

○

○

○

○

○

○

이수학점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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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생물자원공학부, 원예․자원생물환경학과군)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67

100172

100551

100550

100552

농생명산업과 경제 (Economics of Agroindustry)

생물통계학 (Biometr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and Lab.)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일반생물학 및 실험 (General Biology and Lab.)

3-3-0

3-3-0

3-2-2

3-2-2

3-2-2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2학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공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67

100172

100551

100550

100552

100124

농생명산업과 경제 (Economics of Agroindustry)

생물통계학 (Biometrics)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and Lab.)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일반생물학 및 실험 (General Biology and Lab.)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3-3-0

3-3-0

3-2-2

3-2-2

3-2-2

3-3-0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2학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경제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064

100067

100567

100624

100627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경제수학 (Mathematics for Economics)

농생명산업과 경제 (Economics of Agroindustry)

경제통계학 (Statistics for Economists)

지역사회와 농업 (Rural Economy and Society)

3-3-0

3-3-0

3-3-0

3-3-0

3-3-0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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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과학대학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93 인간과 동물 (Human and Animal) 3-3-0 ○ 필 수 

100367

100239

100565

100163

100630

100405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동물생리학 (Animal Physiology)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생화학 (Biochemistry)

 생물통계학 및 실습 (Biostatistics and Practice)

3-3-0

3-3-0

3-3-0

3-3-0

3-3-0

3-2-2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5학점

문화예술대학(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무용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2학년
비 고

1 2

100553

100395

예술경영 (Art & Management)

예술철학 (Art & Philosophy)

3-3-0

3-3-0

○

○

선택

1과목

이수학점 3학점

문화예술대학(영상문화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비 고

1 2

100528

100453

100580

100515

100456

영상문화의 기초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사진 (Photography)

애니메이션의 역사 (History of Animation)

디지털 디자인 1 (Digital Design 1) 

영화사 (History of Film)

3-3-0

2-1-2

2-2-0

2-1-2

3-3-0

○

○

○

○

○

필 수

이수학점 12학점



－ 105 －

문화예술대학(스토리텔링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631

100632

100633

100634

100635

스토리텔링 입문(Introduction to Storytelling) 

전통문화와 삶(Traditional culture and Life) 

시나리오 감상과 분석(Appreciation and Analysis of scenario) 

이야기 채록과 분석 (Analysis of Story Recording) 

아이디어와 표현법(Idea and Expression)

3-3-0

3-3-0

2-1-2

3-2-2

2-2-0

○

○

○

○

○

필 수

이수학점 13학점

법과대학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079

100127

100128

100129

100130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민법총칙 1 (General Provisions to Civil Law 1)

헌법 1 (Constitutional Law)

형법총론 1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1)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2-2-0

3-3-0

3-3-0

3-3-0

3-3-0

○

○

○

○

○

필 수

이수학점 14학점

사범대학 전학과 공통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131

100246

100245

100247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철학 및 교육사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2-2-0

2-2-0

2-2-0

2-2-0

○

○

○

○

선택

2과목

100341

100342

100134

100345

국제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Society)

민주시민교육의 실제 

(Practice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Democracy)

상담과 생활지도 (Counseling and Guidance)

교육실용한문 (Educational Practical Chinese Classics)

2-2-0

2-2-0

2-2-0

2-2-0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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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132

100527

문학과 인간교육 (Literature and Human Education)

영문학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English Literature)

2-2-0

2-2-0

○

○

선택

1과목

100410

100549

언어의 탐구 (Language Inquiry)

한문의 이해 (Understanding of Written Chinese)

2-2-0

2-2-0

○

○

선택

1과목

이수학점 4학점

사범대학(교육학과,윤리교육과,역사교육과,지리교육과,일반사회교육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140

100616

세계의 지역문제 (The Problems of World Region) 

환경․생명 윤리 (Environmental and Bio Ethics)

2-2-0

2-2-0

○

○

선택

1과목

100622

100142

사회와 교육 (Society and Education)

인간과 역사 (Human and History)

2-2-0

2-2-0

○

○

선택

1과목

이수학점 4학점

사범대학(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가정교육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17

100505

물리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Physics)

가정생활문화 (Culture of Family Living)

2-2-0

2-2-0

○

○

선택

1과목

100145

100574

기초지구과학 (Elementary Earth Science)

수학과 자연과학(Mathematics and Natural Sciences)

2-2-0

2-2-0

○

○

선택

1과목

이수학점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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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151

100152

100153

100154

100155

100156

100157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부동산학개론 (Introduction to Real Estate)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문화인류학개론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매스컴개론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2학점

산림자원과학대학(산림자원학부, 산림경영․조경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77

100451

100448

100449

100561

100450

100160

100562

식물과 생활 (Plant and Living)

조경의 이해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조림학원론 (Silvics)

산림공학 (Forest Civil and Machinery Engineering)

산림과 문화 (Forest and Culture)

산림경영의 이해 (Introduction to Forest Management)

산림환경학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산림보호학 (Forest Protection)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12학점

산림과학대학(임산․제지공학과군)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100556

100557

100550

100551

100367

100074

100606

100603

100163

100518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 Lab.)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 Lab.)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제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Paper Science & Tech.)

임산공학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Products)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2-2

3-2-2

3-2-2

3-2-2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

○

○

선택 

8과목

이수학점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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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56

100557

100550

100551

100552

100074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 Lab.)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 Lab.)

일반생물학 및 실험 (General Biology & Lab.)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2-2

3-2-2

3-2-2

3-2-2

3-2-2

3-3-0

○

○

○

○

○

○

필 수

이수학점 18학점

의과대학(간호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154

100155

100195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보건통계학 및 실습 (Biostatistics and Practice)

3-3-0

3-3-0

3-2-2

○

○

○

필 수

이수학점 9학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중어중문학과,일본학과,자유전공계열)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614

100584

100361

100583

100591

100360

100554

100543

한국한문고사성어(Sino-Korean & Ancient Historical Sayings)

영미어문학산책 (Introduction to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예술

(Arts and Culture of the Ocean in East Asia)

역사와 인간 (Introduction to History : History and Human)

유럽문학 작품읽기 (Reading European Literature)

동아시아의 대륙문화와 예술

(Arts and Culture of the Continental in East Asia)

문학과 삶 (Literature and Life)

철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hilosophy)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

○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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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학(사학․철학과군)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100543

100526

철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hilosophy)

역사와 나 (Introduction to History : History and I)

3-3-0

3-3-0 ○

○
필 수

100377

100230

100400

100516

국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아시아사입문 (Introduction to Asian History)

역사와 철학 (History & Philosophy)

문화와 철학 (Culture & Philosophy)

3-3-0

3-3-0

3-3-0

3-3-0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12학점

자연과학대학(수리정보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56

100557

100231

100232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Elementary Statistic 1)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Elementary Statistic 2)

3-2-2

3-2-2

3-2-2

3-2-2

○

○

○

○

필 수

100546

100529

100362

100597

100531

100367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웹과 인터넷의 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일반물리학 (Elementary Physics)

일반화학 (Elementary Chemistry)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3-2-2

3-2-2

3-2-2

3-3-0

3-3-0

3-3-0

○

○

○

○

○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18학점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32

100533

100534

100535

100538

100539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필 수

100556

100557

100074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2-2

3-2-2

3-3-0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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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32

100533

100538

100539

100556

100557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필 수

100534

100535

100362

100546

100536

100537

100231

10023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1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1)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2)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Elementary Statistics 1)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Elementary Statistics 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24학점

자연과학대학(화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38

100539

100532

100533

100556

100557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필 수

100536

100537

100534

100535

100362

100546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1)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18학점



－ 111 －

자연과학대학(지질․지구물리학과군)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36

100537

100556

10055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1)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2)

미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3-2-2

3-2-2

3-2-2

3-2-2

○

○

○

○

필 수

100532

100533

100538

100539

100534

100535

100231

10023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Elementary Statistics 1)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Elementary Statistics 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

○

○

○

○

○

○

○

선택

4과목

이수학점 24학점

자연과학대학(환경과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618

100538

100539

100534

100535

100551

100599

100362

환경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cience)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General Physics & Lab.)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컴퓨터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2-2-0

3-2-2

3-2-2

3-2-2

3-2-2

3-2-2

3-3-0

3-2-2

○

○

○

○

○

○

○

○

필 수

이수학점 23학점

자연과학대학(수의예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532

100533

100538

100539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3-2-2

3-2-2

3-2-2

3-2-2

○

○

○

○

필 수

이수학점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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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특성화학부(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38

100539

100534

100535

100597

100074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2-2

3-2-2

3-2-2

3-2-2

3-3-0

3-3-0

○

○

○

○

○

○

필 수

100518

100415

100625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생명과학원서강독 (Reading in Bioscience)

3-3-0

3-3-0

3-3-0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24학점

BT 특성화학부(대학) 생명공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38

100539

100534

100535

100597

100074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2-2

3-2-2

3-2-2

3-2-2

3-3-0

3-3-0

○

○

○

○

○

○

필수

100415

100556

100557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3-3-0

3-2-2

3-2-2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24학점

BT 특성화학부(대학) 분자생명과학과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비 고

1 2 1 2

100538

100539

100534

100535

100597

100074

일반화학 및 실험 1 (General Chemistry and Lab. 1)

일반화학 및 실험 2 (General Chemistry and Lab. 2)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General biology and Lab.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General biology and Lab. 2)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기초통계학 (Elementary Statistics)

3-2-2

3-2-2

3-2-2

3-2-2

3-3-0

3-3-0

○

○

○

○

○

○

필 수

100556

100557

100518

100415

100625

미분적분학 및 연습 1 (Elementary Calculus 1)

미분적분학 및 연습 2 (Elementary Calculus 2)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생명과학원서강독 (Reading in Bioscience)

3-2-2

3-2-2

3-3-0

3-3-0

3-3-0

○

○

○

○

○
선택

2과목

이수학점 24학점

   ※ 분자생명과학과는 미분 분학  연습 1, 미분 분학  연습2, 생명과학원서강독   

      2과목을 선택 이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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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성화학부(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공학인증)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 2 1 2 1 2 1

100532

100533

100102

100415

100365

100385

100104

100363

100506

일반물리학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3-2-2

3-2-2

3-3-0

3-3-0

3-3-0

3-2-2

3-2-2

3-2-2

3-2-2

○

○

○

○

○

○

○

○

○

필 수

100508

100629

100628

100626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프로세스공학 (Process Engineering)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3-3-0

3-3-0

3-3-0

3-3-0

○ ○

○

○

○

선택

1과목

*산학

이수학점 30학점

  

IT 특성화학부(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일반)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 2 1 2 1 2 1

100102

100415

100365

100385

100104

100363

100506

선형대수 (Linear Algebra)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3-3-0

3-3-0

3-3-0

3-2-2

3-2-2

3-2-2

3-2-2

○

○

○

○

○

○

○

필 수

100508

100629

100628

100626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프로세스공학 (Process Engineering)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3-3-0

3-3-0

3-3-0

3-3-0

○ ○

○

○

○

선택

1과목

*산학

이수학점 24학점

  ※ “*”삼성 자 정보통신 트랙은 모두 필수(삼성 자 정보통신트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공학경제를 1학년 1학기에 수강할 것을 권장)



－ 114 －

IT 특성화학부(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공학인증)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 2 1 2 1 2 1 2

100532

100533

100550

100102

100386

100365

100385

100104

100064

100065

100626

일반물리학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경영학원론 (Principle of Management)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3-2-2

3-2-2

3-3-2

3-3-0

3-3-0

3-3-0

3-2-2

3-2-2

3-3-0

3-3-0

3-3-0

○

○

○

○

○

○

○

○

○

○

○

필 수

100367

100599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3-3-0

3-3-0

○

○

선택

1과목

100629

100628

프로세스공학 (Process Engineering)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3-3-0

3-3-0

○

○
*산학

이수학점 36학점

IT 특성화학부(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일반)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 2 1 2 1 2 1 2

100532

100533

100550

100102

100386

100365

100385

100104

100064

100065

100626

100367

100599

일반물리학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경영학원론 (Principle of Management)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3-2-2

3-2-2

3-3-2

3-3-0

3-3-0

3-3-0

3-2-2

3-2-2

3-3-0

3-3-0

3-3-0

3-3-0

3-3-0

○

○

○

○

○

○

○

○

○

○

○

○

○

선택

8과목

100629

100628

프로세스공학 (Process Engineering)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3-3-0

3-3-0

○

○
*산학

이수학점 36학점

※ 공학인증  일반과정 모두 삼성 자 정보통신 트랙을 따를 경우 “산학”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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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성화학부(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 공학인증(CAC))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 고

1 2 1 2 1 2 1 2

100532

100533

100102

100386

100365

100385

100104

100546

일반물리학 실험 1 (General Physics and Lab. 1)

일반물리학 실험 2 (General Physics and Lab. 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3-2-2

3-2-2

3-3-0

3-3-0

3-3-0

3-2-2

3-2-2

3-2-2

○

○

○

○

○

○

○

○

필 수

100367

100550

100599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화학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and Lab.)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3-3-0

3-3-2

3-3-0

○

○

○

선택

1과목

100064

100065

100629

100628

100626

경제학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경영학원론 (Principle of Management)

프로세스공학 (Process Engineering)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3-3-0

3-3-0

3-3-0

3-3-0

3-3-0

○

○

○

○

○

선택

1과목

*산학

이수학점 30학점

 ※ * 삼성 자 정보통신트랙은 모두 필수

IT 특성화학부(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 일반)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비 고

1 2

100531

100367

100599

100597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기초생물학 (Elementary Biology)

일반지구과학 (General Earth Science)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3-3-0

3-3-0

3-3-0

3-3-0

○

○

○

○

선택

1과목

100365

100385

100546

100362

100529

미적분학  (Differential Integral Calculus)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3-3-0

3-3-0

3-2-2

3-2-2

3-2-2

○

○

○

○

○

필 수

이수학점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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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1학년
비 고

1 2

100330

100413

100523

100582

문화와 스포츠 (Culture & Sports)

운동과 건강 (Exercise & Health)

신체운동의 과학 (Science of Physical Exercise)

여가와 스포츠 (Leisure & Sports)

3-3-0

3-3-0

3-3-0

3-3-0

○

○

○

○
필 수

이수학점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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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 공 교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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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대  학

경영․관광․회계학부

경 학 공

회계학 공

경 학 공

경제․무역학부

경제학 공

무역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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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관광 ․ 회계학부

(Division of Business Tourism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117001

117004

117003

조직행동 (Organization Behavior)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호텔경영론 (Hospitality Industry Management)

3-3-0

3-3-0

3-3-0

부 필
부 필

회계학전공필수
관광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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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전공 (Business Administration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12001
112014

마케팅(Marketing)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필
부필

전선

112067
112003
112021
112055
112056
112999

조직구조(Organization Structure)
계량경영학(Operations Research)
생산전략(Manufacturing Strategy)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경영과 컴퓨터(Management & Computer)
전공세미나 I(Tutorial Seminar I)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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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12057
112023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생산관리(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필
부필

전선

112058

112059
112018
112044
112050
112005
112999

기업외국어 및 실습 I
(Foreign Language and Practice I)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e-비즈니스(e-Business)
중급회계(Intermediate Accounting)
전공세미나 II(Tutorial Seminar II)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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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1

전선

112024
112026
112027
112031
112060
112009
112061

112052
112062
112999
112999

증권투자(Investment)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마케팅조사(Marketing Research)
글로벌마케팅(Global Marketing)
글로벌재무관리(Global Financial Management)
원가회계(Cost Accounting) 
기업외국어 및 실습 II
(Foreign Language and Practice II)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현장실습(인턴십)
전공세미나 III(Tutorial Seminar III)
전공세미나 V(Tutorial Seminar V)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
A+B+E

B+E
B+E

A+B+C
B+C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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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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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2

전선

112063
112030
112064
112034
112036
112065
112048

기업윤리(Business Ethics)
국제경영(International Business)
조직전략(Strategy & Organization Management)
소비자 행동(Consumer Behavior)
보험경영(Insurance)
조직개발(Organization Development)
신 금융상품(Derivative Securitie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B+C+E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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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 
4-2

전선

112066

112053

112054
112999
112999

기업외국어 및 실습 III
(Foreign Language and Practice III)
경영과학특강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Science)
서비스마케팅(Service Marketing)
전공세미나 IV(Tutorial Seminar IV)
전공세미나 VI(Tutorial Seminar VI)

B+E

전공기본

C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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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C트랙 : 정부ㆍ공사 + 공공기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전공 운영
• D트랙 : CPA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를 위한 전공 운영
• E트랙 : 글로벌전문가 육성

    경영학 관련 전공 지식을 갖춘 주요 해외 권역별(영어권+ 중국+ 일본 등)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공 운영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14005
114006
114047
114027
114042
114010
114059

마케팅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기업재무

회계학전공

116001 미시경제학 경제․무역학부

▶ 경영학전공 교육목표

경영학과의 교육목표는 인성 개발 및 특
화된 역량개발을 통하여 실천인/지식인/전문
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목표 달
성을 위하여 경영학과 학부 교육과정을 다
음과 같이 5가지 트랙으로 구분하며, 트랙별
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
(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정부ㆍ공사 트랙 (C)

공공기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전
공 운영

• CPA 트랙 (D)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를 위
한 전공 운영

• 글로벌전문가 트랙 (E)

경영학 관련 전공 지식을 갖춘 주요 해외 권역
별(영어권, 중국 및 일본 등) 지역전문가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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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공 운영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문화에 대
한 풍부한 사회ㆍ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3-0)

효과적인 의사소통/발표 방법을 인지한다.
청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청중의 수준 및 기대치에 
맞는 발표를 할 수 있다.

경영과 컴퓨터 (3-3-0)

인터넷의 동작원리를 이해한다.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쉬트 등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현장실습 (3-3-0)

기업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현장 감각을 갖추도
록 한다.

 
조직개발론 (3-3-0)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에 의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 집단, 조직차원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의 기법을 선택.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
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을 유발하
는 내외적 요인의 확인, 변화대상의 선택, 문제 진
단, 조직개발기법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미시경제학 (3-3-0)

미시경제학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
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경제학 및 소비자경제
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그와 같은 의
사결정의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분석적인 사고의 틀을 제공하
고자 함.

중급회계 (3-3-0)

재무회계의 후속과목으로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 분석에 필요한 기업회계규정, 회계정책 
및 회계 절차의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적용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전공세미나 Ⅰ, Ⅱ, Ⅲ, Ⅳ, Ⅴ, Ⅵ  (1-0-2)

기존 3/4학년 1학기에 개설된 전공세미나 I과 
3/4학년 2학기에 개설된 전공세미나 II를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매학기 개설/운영함.

조직구조론 (3-3-0)

전통적인 조직구조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환경의 대두로 인하여 필요성이 높아지는 다양한 
형태의 동태적 조직구조 및 특수한 형태의 조직구
조에 대하여 다룬다.

  
인적자원관리 (3-3-0)

영리 및 비영리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합리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념, 이론, 
관행 및 제문제점을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윤리 (3-3-0)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업윤리가 기
업에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기업윤
리를 실천하는 과정과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함.

조직전략 (3-3-0)

경쟁 환경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배우고, 타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계량
적 기법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배양한다. 

글로벌재무관리 (3-3-0)

글로벌 경영을 위한 재무의사결정의 이론과 실
제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유동
성 관리, 투자 및 자본 조달 의사결정, 외환위험관
리, 글로벌 포트폴리오 분석 등이 포함된다.

  
마케팅 (3-3-0)

마케팅 분야의 기초과목으로, 현대경영에 있어
서의 마케팅 기능을 살펴본다.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 목표의 달성을 위한 마케팅 믹스전
략의 수립을 중심으로 마케팅 과정의 전반을 다룸

재무관리 (3-3-0)  

기업의 재무관리자가 직면하는 제문제,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자본예산 배당정책, 레버리지, 포트폴
리오, 그리고 자본비용 등을 다룬다. 특히, 이율분
석, 자본비용, 자본예산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중
심적으로 분석함.

계량경영학 (3-3-0)

경영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적이고 통계
학적인 방법을 통해 모형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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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여 계량적인 분석방법의 실무적용능력을 배
양한다. 선형계획법, 네트웍분석, 의사결정 이론, 
재고모형, 대기행렬이론, 시뮬레이션 등 현실 적용
성이 높은 계량적인 방법들을 연구

 
생산전략 (3-3-3)

수요예측, 생산전략, 제품의 설계와 기술의 관
리, 시설의 입지, 설비의 선정과 배치, 생산공정의 
자동화 직무설계, 작업측정 등 생산시스템의 설계
와 이해에 필요한 제개념과 지식을 다룬다.

생산관리 (3-3-0)

생산시스템을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반이론
과 기법들인 생산계획의 수립과 통제 재고관리, 품
질관리, 일정관리, JIT 등을 다룬다.

원가회계 (3-3-0)

원가의 개념과 제품 원가 계산 .시스템의 구체
적인 연구가 주목적이다. 본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원가계산 시스템으로는 개별원가계산, 종합원
가계산,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
산,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및 특수원가계산
이 있다. 제품 원가 계산. 시스템 외에도 원가의 
배분문제와 경우에 따라서 원가형태의 결정 문제
를 다루고 있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3-0)

광고, 인적판매, 퍼브리시티(publicity), 판매촉진
을 수단으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설득과 
행동 유발에 관한 연구.

기업재무 (3-3-0)

기업재무관리분야의 개념과 원칙을 종합하여 재
무이론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물투자의 재무투자, 자산
에 대한 선택이론, 자본시장이론, 자본구조 및 배
당정책, 운전자본, 기업합병, 국제 재무관리 등을 
연구.

e-business (3-3-0)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 및 종류, 인터넷 
비즈니스 전략 수립,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지불 
및 보안 시스템, 웹 사이트 개발 및 관리 등 다양
한 내용을 다룬다.

재무회계 (3-3-0)

기업의 제무제표 작성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다
루고 있다. 자산, 부채, 지분의 평가와 수익, 비용
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내용과 그 구조를 
연구한다. 재무보고를 위한 전통적인 회계 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에 근거한 새로운 회계이론을 연
구함으로써 재무보고의 기본성격을 이해한다.

증권투자 (3-3-0)

현대투자이론의 기초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실제
적 유용성을 논의한다. 포트폴리오이론, 자본시장이
론, 금융공학이론을 포함하여 증권시장의 역할과 
기능 및 형태가 다루어진다. 증권시장 상품인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에 대한 투자분석을 다룬다.

노사관계 (3-3-0)

산업사회에서 정부,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있어
서 상호관련성의 역동성을 연구함으로써 산업평화
의 유지 및 나아가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강의 내용
은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단체협약
의 내용과 관리, 쟁의행위의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성, 노사합의회제도,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노동
시장, 각국의 노사관계제도의 비교 등이다.

마케팅조사  (3-3-0)

마케팅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과학적 방법으로 수집, 기
록, 분석, 평가 내지 해석, 보고하는 것을 주된 내
용으로 다루며, 기업에 있어서의 실례적 적응사례
를 강의함으로써 조사분석 능력을 배양 시킨다.

글로벌마케팅 (3-3-0)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따른 글로벌마케팅의 이
론과 실무 습득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장분석, 글로벌고객 분석, 글로벌경쟁자 분석과 
글로벌제품 정책, 글로벌가격정책, 글로벌유통정책, 
글로벌촉진정책 등에 대해 심층적인 학 습과 사레
연구를 실시한다.

MIS (3-3-0)

경영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이론을 소개하는 이
론중심의 과목이다. 기업경영을 위한 MIS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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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의초점을 맞춘다. 실습을 위해서는 경영을 위
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며, 종합적 정보관
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사레연구를 통해 경
영실제 운용을 연구한다.

국제경영 (3-3-0)

국제무역에 수반되는 무역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으로 자유무역론, 보호무역론의 이론적 고찰, 
무역정책의 목표, 무역정책의 수단과 그 할당, 정
책수단이 정책목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및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 분석한다.

소비자 행동 (3-3-0)

기업이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때는 소비자 행동
을 특성이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
서 소비자 행동의 예측 및 통제, 유인에 관한 이론
을 습득시킴으로써 경영자로서 사회. 심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시킨다.

보험경영 (3-3-0)

여러 종류의 보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질과 문제를 파악하고, 또한 각 보험 종목의 특수
한 성질과 문제를 파악하며, 보험학과 경영학 및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보험이라는 현상을 설
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학습, 보험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사회전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지를 설명.

신금융상품 (3-3-0)

오늘날 금융시장은 채권과 주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시장에서 선물, 스왑, 옵션 등의 등장으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본 교과목은 선물, 옵션 등을 중심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과 거래구조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방법을 연구 한다.

경영과학특강 (3-3-0)

경영에 관한 제 문제를 수리모형으로 정의하고 
분석적 해를 도출하여 경영 의사 결정에 지침으로 
사용하는 문제해결 접근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서비스마케팅 (3-3-0)

제품과 구분되는 서비스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의 마케팅전략을 연구한다. 주요 내
용으로는 서비스의 의의와 특성, 서비스마케팅의 
기본전략, 서 비스전달과정과 물리적 증거관리를 
포함한 확장된 서비스마케팅믹스, 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실패와 회복 등과 관련한 개념과 이론, 사례
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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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전공(Accounting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14010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114032
114045
114046
114047

전산회계 (EDP. Accounting)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기업영어회화 (Business English Ⅰ)
회계학전공실습 (Accounting Practice)

전공기본
A+B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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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14048
114042

세무회계 Ⅰ (Tax Accounting Ⅰ)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필
부필

전선

114049
114005
114034
114013
114050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마케팅 (Marketing)
기업실무영어 (Business English Ⅱ)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상법 (Business Law)

A+B
A+B

A
전공기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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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114051
114027
114052
114053
114030
114037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생산관리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세무회계 Ⅱ (Tax Accounting Ⅱ)
재정학 (Public Finance)
회계학특강 (Special Topics in Accounting)
고급관리회계 (Advanced Managerial Accounting)

A+B
A+B

전공기본
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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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114019
114043
114006
114054
114055

114056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재무회계연습 (Financial Accounting Practice)
원가관리회계연습 
(Managerial Accounting Practice)
세무회계연습 (Tax Accounting Practice)

전공기본
A

A+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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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4-1 전선

114022
114057
114020
114014
114058
114059

국제회계 (International Accounting)
ERP와 회계 (ERP and Accounting)
회계이론 (Accounting Theory)
회계감사 (Auditing)
정부회계 (Governmental Accounting)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A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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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14060
114061
114062
114063

회계윤리 (Accounting Ethics)
비영리기관회계 (Accounting for Non-Profit Entities)
회계정책세미나 (Accounting Policy Seminar)
기업분석과 사례연구
(Business Analysis and case study)

전공기본
A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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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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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12001
112014
112057
112023
112005
112009
112044

마케팅
재무관리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기업재무

경영학전공

116001
11600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무역학부

▶ 회계학전공 교육목표

창조적 사고력과 진취적인 정신 배양을 
통해 정보화 세계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회계학에 대한 심도 있는 학
습을 통해, 인성을 갖춘 회계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회계전
문인력 배출을 교육의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회계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한다.

재무회계 (3-3-0)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 규칙을 중심으
로 하여 실무적으로 또는 이론면에서 깊게 검토
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한다.

원가회계 (3-3-0)

재무회계목적을 위한 제품원가계산, 관리회계 
목적을 위한 원가정보의 산출방법을 이해시키는데 
있다. 강의는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 후, 구
체적인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산회계 (3-3-0)

회계순환과정을 중심으로 회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회계원리의 기본패턴을 정립함으로써 
회계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응용능력을 배양하
여 회계자료를 분개하고 해당적요사항을 입력하
여 장부를 마감함으로써 전산회계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전산회계운용사 등 국가기
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미시경제학 (3-3-0)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경제이론
과 분석도구를 다루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소비자 선택이론, 생산이론, 시장형태론, 분배이론
의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기업영어회화 (3-3-0)

기업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 및 각종 토픽
들을 주제로 한 원어 토의를 통해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키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회계학전공 실습 (3-3-0)

전공배정과 함께, 담당교수별 트랙을 통해 전
공학생들의 진로 선택 및 전공 지식의 심화를 위
한 준비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세무회계 Ⅰ (3-3-0)

법인소득세법에 규정된 바의 과세소득신고서 
작성과 이의 회계개념 및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중급회계 (3-3-0)

재무회계의 후속과목으로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공시, 분석에 필요한 기업회계규정, 회계정
책 및 회계 절차의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적용능
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거시경제학 (3-3-0)

국민경제의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하기 위
한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국민경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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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경제성장의 요인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성장 모형을 파악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현실에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와 
여가의 선택, 다기간 소비 및 노동공급 선택, 신
고전적 성장모형, 기술진보와 성장, 화폐와 성장, 
인구증가와 성장, 내생적 성장모형 등을 학습한다.

마케팅 (3-3-0)

마케팅 활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활
동에 내포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
금 마케팅 문제의 이해와 분석능력을 습득케 한다.

기업실무영어 (3-3-0)

원어민 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하게 된다.

관리회계 (3-3-0)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기능의 연결인 가치 사슬
(R&D,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등)의 각 단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유용한 전
략적 투자 의사결정,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기획,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시스템의 이해 및 원
가관리를 학습하게 된다.

상법 (3-3-0)

기업조직과 기업행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
위에서 권리주체를 법률행위론, 물권, 채권 등을 
간략히 고찰하고 기업의 인적, 물적조직을 검토 
후 상행위법의 연구, 상법상 회사제도, 어음수표
를 중심으로 유가증권법도 검토한다. 

인적자원관리 (3-3-0)  

직업에 임하는 조직 구성원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노동조건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측면과 인간관계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사례연구 등
으로 연구하게 한다.

생산관리 (3-3-0)

생산관리의 개념, 절차 및 이와 관련한 기법들
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생산
기능과 타부문간의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현

장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세무회계 Ⅱ (3-3-0)

세무회계 후속과목으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
법에 규정된 바의 회계개념과 실무에 미치는 영
향을 심도있게 학습한다.

재정학 (3-3-0)

정부가 세출, 세입을 비롯한 경제적 역할에 관
해서 다루게 되는데, 특히, 재정학에서는 정부의 
지출 부문에 관해서 주로 학습하게 된다.

회계학특강 (3-3-0)

재무회계, 중급회계 이후 재무회계분야에 필요
한 부분을 보충학습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고급관리회계 (3-3-0)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후 원가관리회계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학습하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고급회계 (3-3-0)

회계원리와 중급회계에서 다루지 않은 조합, 
본지점회계, 연결재무제표, 업종별 보고, 파산 등
을 학습한다.

회계정보시스템 (3-3-0)

기업경영에 있어서 컴퓨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이의 경영에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
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효과적인 회계정보시스템
의 구축방법과 관련된 이론 및 실습을 학습한다.

재무관리 (3-3-0)

기업이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도
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로서 현대기업이 당면
하고 있는 투자와 자본조달의 중추적인 문제를 
다룬다. 전 과정을 통하여 자본예산, 자본코스트
와 자본구조의 결정, 배당결정 등을 위하여 재무
분석, 통제, 계획과 운전자본 관리의 요체를 이해
시킨다.

재무회계연습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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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고급회계에서 습득한 재무회계의 지
식을 총괄하여, 연결, 합병 등을 매우 복잡한 회
계처리 및 최근 변화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 등과 해결책을 학습하고, 다
양한 문제풀이 과정을 학습한다.

원가관리회계연습 (3-3-0)

원가회계, 관리회계, 고급관리회계에서 습득한 
관리회계의 지식을 총괄하여, 기업내부에서의 회
계정보를 여러 사례에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
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을 
학습한다.

세무회계연습 (3-3-0)

세무회계, 세무관리에서 습득한 세무회계의 지식
을 총괄하여, 세무회계의 전반적인 사례를 적용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을 학습한다.

국제회계 (3-3-0)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회계문제 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서 각국의 회계사상 및 실무의 차이, 국제
적 기준 등을 학습하게 된다.

ERP와 회계 (3-3-0)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전사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ERP(전사적 자원관리)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재무적, 관리적
인 회계처리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아울
러, 기업의 다른 활동 즉 생산, 인사, 판매 등의 
활동과의 통합적인 구체적 연결방법을 ERP 응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한다. 

회계이론 (3-3-0)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현대회계학의 기초적 이
론과 체계를 이해하고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진국의 현대회계이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분석하고 회계학의 원리에 관한 이해를 
확고히 한다.

회계감사 (3-3-0)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기능의 분석, 회계 감사
인들의 환경문제, 감사의견 결정에 관한 기술적인 
면, 감사절차 및 감사업무를 학습하고, 회계이론
에 기초한 감사의 기능과 실제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정부회계 (3-3-0)

비영리조직인 정부의 복식부기 사용으로 정부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회계와 차이점에 
대한 문제를 학습하게 된다.

기업재무 (3-3-0)

기업재무관리분야의 개념과 원칙을 종합하여 
재무이론의 종합적인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물투자의 재무투자, 
자산에 대한 선택이론, 자본시장이론,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 운전자본, 기업합병, 국제 재무관리 
등을 학습하게 된다.

회계윤리 (3-3-0)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윤리, 급증추세인 회계비
리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사례를 적용하여, 분
식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비영리기관회계 (3-3-0)

복식부기의 원리를 비영리조직에 적용한다. 주
로 공공기관, 정부기관, 대학병원 등의 회계를 중
심으로 학습한다.

회계정책세미나 (3-3-0)

회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과 주요 사례발표
를 통해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학습한다.

기업분석과 사례연구 (3-3-0)

회계정보의 활용측면에서 재무제표의 분석기법
들과 분석 결과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에 대해 학
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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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전공(Tourism Administration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13049
113007
113041

관광조사론(Tourism Research)
관광자원론(Introduction to Tourism Resources)
레저사회론(Sociology of Leisur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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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선

113004
113006
113009
113042

113043
113044

관광조경학(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ture)
관광기업경영론(Tourism Business Management)
관광경제론(Economics of Tourism)
호텔관광인사관리
(Personnel Management in Hotel and Tourism Industry)
호텔경영정보론(Hote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관광레저상품론
(Tourism and Leisure Product Programm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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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부필
부필

3-1 전선

113045

113050
113016
113017
113023
113037

호텔관광관리회계
(Hotel and Tourism Managerial Accounting)
관광자원답사(Tourism Development Areas Survey)
관광마케팅(Marketing of Tourism)
국제관광론(International Tourism)
지역개발론(Introduction to Regional Development)
관광이벤트론(Intro. to Tourism Event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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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113046
113022
113015
113027
113039

레저산업론(Introduction to Leisure Industry)
관광홍보론(Tourism Publicity Theory)
관광개발론(Introduction to Tourism Development)
여행사경영론(Travel Agent Management)
외식사업관리론(Food and Beverage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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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13051
113024
113029
113047

관광지리정보론(Geographical Information for Tourism)
관광투자론(Investment for Tourism Business)
관광객행동론(Tourism Behavior)
호텔관광산업환경론(Hotel and Tourism Industr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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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13031
113033
113030
113052
113048

현장실습(Internship Training at Tourism Industry)
관광정책론(Tourism Policy)
관광법규(Legislation of Tourism)
관광지관리론(Tourist Destination Management)
관광레저사레조사(Tourism Case Stud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2-4주-1달
2-2-0
3-3-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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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영학전공 교육목표

본 학과는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여가 및 
관광산업활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하
여 변화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적응노
력과 관광산업관련의 제경영, 경제활동에 
있어 논리저기 사고와 창조적 능력을 발휘
할 관광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개발과 
인류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관광경영학을 전공 또는 일반선택 과목
으로 수강하는 경영계열 및 여타의 제계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법과 기자재 및 
현대적인 기술 등을 활용, 접목한 강의와 
입체적인 교육훈련방법을 병용함으로써 발
전지향적인 문제의식과 창의력계발에 비중
을 둔 학문적 역량강화는 물론 국내외 관
광기관 및 사업체에서의 인턴쉽훈련 등 현
장실습이나 관광답사 등을 통하여 효과적
인 현업에의 현실감각 습득과 분석능력 배
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킨 이론연
마와 현장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기여태세
확립에 주안점을 둔 교육과정들은 모두 교
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귀일된 노력으로
서 추진되고 있다.

관광조사론 (3-3-0)

본 강좌는 관광연구 및 실무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적 기초개념,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학습
한다.

호텔경영론 (3-3-0)

현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속에 불가피한 
요소로 역할지어지는 관광행위와 관광사업상 가
장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호텔의 본질을 규
명하고 이를 위해 기여되어야 할 제기능 분과들
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그 
적용능력도 기른다.

관광조경학 (3-3-0)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초과정으로서 관광전문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연 생태계의 구성요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과 가치관 및 활용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레저사회론 (3-3-0)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널리 인식되고 
있는 여가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 
여가생활의 사회적 조직화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학문이다.

관광자원론 (3-3-0)

관광자원의 기본개념과 유형별 특성을 결정짓
는 제반요인 및 요소들에 대하여 중점 강의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하는데 수반되는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을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습득하여 
전문인으로서의 기초지식을 확립한다.

관광기업경영론 (3-3-0)

관광기업인 관광호텔업, 관광교통업, 여행알선
업, 관광기념품업, 관광삭도업, 관광접대업의 현대
적 경영관리와 관광기업환경 전반에 걸쳐 이해함
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경영방법을 연구한다.

관광경제론 (3-3-0)

관광객이 관광지에 유입되어 관광지에 미치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의의
가 있으며 순수이론과 응용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호텔관광인사관리 (3-3-0)

서비스를 본질적인 상품으로 하는 호텔사업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영 전 계층의 종
업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개인과 그들
이 소속된 호텔의 경영목표에 유용화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 및 기술을 연구한다.

호텔경영정보론 (3-3-0)

호텔의 대형화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호텔정보
시스템의 도입은 필요불가결하다. 따라서 호텔업
무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기초이론 습득과 
그 실제적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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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상품론 (3-3-0)

관광이나 레저행위가 우리들 사회, 문화 및 환
경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 현상이라는 전제하
에 관광과 이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행태들을 사
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여 관광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함에 있다.

호텔관광관리회계 (3-3-0)

호텔 및 식당경영의 계획과 통제를 위한 경영
자의 의사결정과 관리활동을 위한 회계정보의 수
집․분류․요약․분석 및 보고시스템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위한 과정이다.

관광개발론 (3-3-0)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제반 고려사항들과 관광
개발 사업추진과정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내용과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더불어 
국내외의 사례를 통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광마케팅 (3-3-0)

관광에 관련된 영리 및 비영리기업의 마케팅 
구조, 기능, 환경 및 활동 전술 전략은 물론 특히 
관광경영의 마케팅 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관광론 (3-3-0)

국제간에 형성되는 관광객의 유동형태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외화획득을 지역별로 분류하고 국
제관광객의 이동이 수용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다.

관광이벤트론 (3-3-0)

관광레저산업의 주된 실체가 되는 컨벤션산업
과 스페셜이벤트 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실제적인 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며, 또한 실
제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현장체험의 강좌이다.

레저산업론 (3-3-0)

레저사업과 레저산업에 관련된 연관산업 전반
에 걸쳐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 기초강좌로서, 
구체적인 각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제시하고 운
영 및 관리 등의 제반사항들을 전달하는 여가산

업에 대한 총괄적인 강좌이다.

관광홍보론 (3-3-0)

관광에 관한 각종 홍보관계 즉 선전, 광고 등
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
구하는 분야이다.

지역개발론 (3-3-0)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이론과 
더불어 관광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수
반되는 제반 환경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방
법 등을 중점 강의한다.

관광자원답사 (2-2-0, 전공기본)

관광지의 효과적인 시설조성 방안에 대한 강의
와 더불어 해외의 관광지 모범사례에 대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개발의 효과분석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여행사경영론 (3-3-0)

일반 여행사의 발달과정과 여행사의 조직과 운
영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며 또 여행사의 
경영 및 관리자적 인재를 양성함을 주내용으로 
한다.

외식사업관리론 (3-3-0)

호텔에서 제조업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부문
으로서 경영의 순성과에 대한 공헌도가 가장 큰 
식음료 사업을 제수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
인 경영을 위한 원가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그 문
제요인의 발견, 분석, 해결책 제시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관광지리정보론 (3-3-0)

본 강좌는 효과적인 관광지개발 및 관광지관리
에 필요한 정보 및 체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IS), 관광지정보시스템(DIS) 등을 학습한다.

관광투자론 (3-3-0)

관광객 각자가 가장 선호하는 미래의 관광소비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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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행동론 (3-3-0)

관광객 지향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관광객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
위를 행태과학적 측면에서 연구, 분석함으로써 효
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과목이다.

관광법규 (3-3-0)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을 관광
법 및 관련법을 통해 분석하고 동시에 사회적 환
경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관광사업의 제반 문제
들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모색토록 지도한다.

호텔관광산업환경론 (2-2-0)

호텔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이것이 환경
정책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기대된다. 이 과목은 
학습의 중점을 관광지 중심지의 환경보전과 문화
전통의 관점에 두고 진행될 것이다.

현장실습 (2-4주-1개월)

관광분야에 관련된 관광업체에서 현장 실습케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병행케 한다.

관광정책론 (2-2-0)

관광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전개되는 정책 즉 
관광개발정책, 관광기업정책, 관광자연보호, 보존
정책, 관광객보호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관광지관리론 (2-2-0)

본 강좌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제
반 관련지식의 습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적ㆍ환경적ㆍ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학습한다

관광레저사례조사 (2-2-0)

관광 및 레저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리
학, 인류학,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관광수요자와 
공급자의 행태와 성향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조사
와 연구를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효과와 전망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결과를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 134 －

경제 ․ 무역학부(Division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16001

116002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3-0

3-3-0

부필(경제)

부필(경제)

경제학전공필수
경제학전공필수

2-2 전선 116003

116006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3-0

3-3-0

부필(무역) 무역학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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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Economics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1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

전선 111052
111013

경제학원론Ⅱ (Principles of Economics Ⅱ)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2-2

전필 11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

전선
111053
111054
111038

미시경제학Ⅱ (Microeconomics Ⅱ)
거시경제학Ⅱ (Macroeconomics Ⅱ)
수리경제학(Mathematical Economics)

A+B
A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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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

전필 11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

전선

111008
111014
111015
111017
111018
111020
111021
111024
111026
111049
111056
111040
111059
111027

경제사 (Economic History)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재정학 (Public Finance)
시장구조와 기업행동 (Industrial Organization)
경제학의 역사 (History of Economics)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한국경제론 (Contemporary Korean Economy)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cs)
동북아경제론 (Northeast Asian Economy)
국제경제정책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전략과 정보(Strategy and Information)
지역경제학(Regional Economics)
기업경제학(Business Economics)
경제학특강Ⅰ (Selected Economic Topics Ⅰ)

A+D
AC
D

B+D
A
D
D
D
D

B+D
A+B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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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
W

W

3,4-2

전필 11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  

전선

111016
111060
111032
111036

111019
111057
111042
111058
111039
111061
111062
111047

한국경제사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응용계량경제학 (Applied Econometrics)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정책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문화경제학 (Cultural Economics) 
경제발전론(Economic Development)
지역개발론(Regional Development)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경제학특강Ⅱ (Selected Economic Topics Ⅱ) 

A+D
A+D

A+B+C
B+D

B+D
D

B+D
D
D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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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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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

W

W

W

W

※ 전공세미나는 6학점까지 수강은 가능하나 필수는 1학점만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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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 지향 트랙(대학원 진학)
 • B트랙 : 기업부문 지향 트랙
 • C트랙 : 금융부문 지향 트랙
 • D트랙 : 공공부문 지향 트랙
 • W : 쓰기 중점과목 (Writing Intensive Course)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16004
116003

 무역영어회화Ⅰ
 무역영어회화Ⅱ 경제․무역학부

115049
115018
115022
115051

 세계지역경제
 국제수지론
 무역정책
 동아시아경제론

무역학전공

113009
113023

 관광경제론
 지역개발론 관광경영학전공

346003
346005
346006
346011
346012
346013
346015
346020
346042

 농업경제학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거시경제학
 토지경제학
 자원경제학
 생산경제학
 환경경제학
 계량분석론

농업자원경제학과

188040  경제교육론 일반사회교육과
308022  일본경제의 이해 일본학과
326059  경영경제 자료분석 정보통계학전공
216017  문화와 경제행위 문화인류학과
213055  국제정치경제 정치외교학과
212041
202036

 부동산입지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학과

211030
211043

 재정이론
 지방재정경영론 행정학과

171019  경제법 법학전공
112059
112014
112044

 미시경제학
 재무관리
 기업재무

경영학전공

114045
114049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회계학전공

359026  환경경제학 산림경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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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전공 교육목표

경제학전공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이론, 
정책 , 역사의 세 측면에서 탐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
본적인 교육목표가 있다. 오늘날 사회는 거
의 모든 분야에서는 경제학 전공인을 필요
로 하며, 그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현재 본 경제학과 졸업생
들은 금융, 기업, 언론, 연구소, 정부 등 사
회 각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공세미나 (1-0-2)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으로 사고하는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목적으로 개설되는 
강좌이다. 수업의 주제 및 방식은 교수재량에 의
해 정해진다.

미시경제학 (3-3-0)

개별소비자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행하는 경
제활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하며, 그 기본원리
가 현실경제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준
다. 특히 시장가격의 역할과 그 형성과정에 초점
을 맞춰 강의한다.

거시경제학 (3-3-0)

이 과목은 국민소득의 결정과정과 변화를 다룬
다. 케인즈 모델과 LM-IS곡선이 그 목적으로 사
용되며, 다른 거시경제 개념과 도구들 또한 이 과
정에서 다루어진다.

경제학원론Ⅱ (3-3-0)

현실경제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실제 문제를 경
제학 원론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제학원론의 응용과목이다.

미시경제학Ⅱ (3-3-0)

미시경제학의 후속과목으로 불확실성하의 선
택, 게임이론, 과점시장이론, 후생경제이론을 중심
으로 논의한다.

거시경제학Ⅱ (3-3-0)

거시경제이론의 후속과목으로 화폐금융론, 경
제성장론 등 거시경제의 특정 주제에 관한 실증 
논문들을 중심으로 토론식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게 응용된 거시경제학의 주제들에 대한 검
토를 주목적으로 하게 되며, 이는 현실경제를 분
석하는 훈련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론 (3-3-0)

이 강좌에서는 국제무역의 순수이론들을 공부
한다. 무역의 발생원인, 패턴 및 이득 등에 대한 
전통적인 비교우위론에서부터 최근의 신무역이론
까지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실증적 검증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생산요소의 국
제간 이동과 다국적기업의 문제, 국제무역과 경제 
성장/발전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경제사 (3-3-0)

자본주의 형성기에서 제2차 대전까지의 서구 
경제사를 다룬다. 전근대경제와 비교한 근대 자본
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자본과 노동의 관계, 시장
과 국가의 관계, 국민 국가간의 관계 등을 중심으
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 대해 강의한다.

계량경제학 (3-3-0)

계량경제학의 기초이론을 배우는 과목이다. 통
계학적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단순회귀모형의 
추정과 검정, 다중회귀모형의 기본개념을 배우게 
된다.

화폐금융론 (3-3-0)

이 강좌는 화폐와 금융증권을 분석대상으로 하
고, 화폐의 존재 이유․정의․기능․제도, 금융시장, 화
폐의 공급과 수요 및 금융주가․투자를 그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재정학 (3-3-0)

시장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어떤 경우에 시장기능의 작동이 
결함을 보이는지,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어
떻게 경제에 개입을 해야 하며, 정부의 효율적인 
시장 개입방법은 어떤 것인지, 효율이면서 공평한 
조세체계란 어떤 것인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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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와 기업행동  (3-3-0)

독과점적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기업의 규모․형태․목표와 
이들 기업이 모여서 구성하는 산업의 구조․조직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현실사회의 실제와 연관시
켜 분석한다.

경제학의 역사  (3-3-0)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생성단계에서부터 근대경
제학의 생성단계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학의 구조
와 그 특성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경제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간추려 낸다.

노동경제학 (3-3-0)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 행태를 분석대상으
로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노동시장론과 노사관계
론을 다루게 되며, 특히 노동시장론을 중심으로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제정책론 (3-3-0)

경제정책의 기본원리를 배운다. 시장적 조절을 
뒷받침하고 그 결함을 보완하는 경제정책의 기능
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경제론 (3-3-0)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
고, 최근에 당면하는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
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성장 기적과 위기의 
교훈에 대해 학습한다.

환경경제학 (3-3-0)

이 강좌는 환경(자원)이용과 환경오염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로 환경문제의 경제
학적 분석과 환경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경제론 (3-3-0)

동북아 지역에 위치한 남북한, 중국, 일본, 극
동 러시아 각국의 경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주의
의 대두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북아 경제
권 형성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게 된다.

국제경제정책 (3-3-0) 

순수국제무역이론의 실천적 의미를 모색하는 
강좌로 각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유무

역에 개입하는 무역정책의 실제와 그 효과를 공
부한다. 무역제한의 정치경제를 비롯하여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개도국과 선진국
에서의 무역 및 산업정책의 효과, 전략적 무역정
책 등이 소개된다. 또한 경제통합이론, 개방거시
경제하에서의 환율․재정․통화정책 및 각국 경제정
책의 국제적 협력문제 등도 다루게 된다.

국제금융론 (3-3-0)

국제거래에 관련해 금융․통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이 강좌는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다는 점에
서 거시경제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외환론, 국제
통화론, 국제수지 및 그 조정과정과 국제자본이동
론 등이 주요한 강의 내용이다. 

응용계량경제학 (3-3-0)

계량경제학의 후속과목으로서 다중회귀모형의 
제문제, 시차분포모형과 더미변수, 연립방정식모
형의 기초개념을 배운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정책  (3-3-0)

시장구조와 기업의 행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시장의 불완전성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 등을 다루는 독점
금지 및 경쟁촉진 정책을 논의한다.

수리경제학 (3-3-0)

경제이론의 수학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 정태적 최적화 기법을 학습하고 그것을 미시
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배운 기존 이론 틀에 
적용해 봄으로써 경제이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한다.

제도경제학 (3-3-0)

제도경제학은 인간 행동을 제한하는 도덕규칙, 
법, 관습과 관행 또는 그 밖의 행동규칙과 같이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의 생성과 변동을 이론적
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 인
식을 경제정책에 응용하여 어떤 제도가 효과적으
로 자유를 보호하고 갈등을 해소하는가 또한 어
떤 제도가 효과적으로 분업과 지식의 확산을 촉
진시켜, 한 사회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증진시키는
가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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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학 (3-3-0)

이 강좌는 지역경제의 특성, 순환구조, 지역간 
연계구조 이해를 추구한다. 지역간 상품, 노동력, 
자본이동을 규정하는 이동성(mobility)의 규제요인
을 분석하고, 경제의 순환구조를 중심으로 지역경
제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간 연관관계, 지역경제 
분석방법론 및 통계체제에 대하여 강의한다.

지역개발론 (3-3-0)

이 강좌는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공공부
문의 역할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 지역경
제를 규정하는 요인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개
발에 수반되는 공공부문의 예산준칙, 사업개발 및 
평가, 프로젝트의 사후관리 등을 강의함으로써 경
제이론이 실무에 접목되도록 한다. 

경제발전론 (3-3-0)

이 강좌는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발전경로, 사
회경제적 현상의 이해를 추구한다. 경제발전이론
(high development theory), 성장론 등의 이론과 발
전전략을 강의하고, 기존 전략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배․ 재분배, 성장, 복지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규명하며,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그 처방을 제시하
도록 한다.

전략과 정보  (3-3-0)

경제주체간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
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게임이론의 기본개념을 가지고 설명 한다.
또 전략적 상호작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보
의 불확실성 문제 및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
제들을 배운다. 기본이론과 함께 구체적 경제사례
들이 많이 소개될 것이다.

생태경제학 (3-3-0)

이 강좌는 생태학적,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
합하여 생태계와 경제계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경제학 (3-3-0)

법경제학은 법률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
문 분야이다. 특히 계약법, 재산권법, 불법행위법, 
형법 등의 경제적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법
률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또한 법률이 보다 효율적

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문화경제학 (3-3-0)

문화부문, 특히 예술작품 시장의 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특징과 발전 방안, 
문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논의한다. 

한국경제사 (3-3-0)

문호개방 전후의 조선 사회로부터 식민지 체제 
성립까지 한국근대경제사를 다룬다. 서구 및 동아
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시각에서 한국의 사
회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호 개방시 조선
사회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요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제국주의의 중층적 외압, 주체적 근
대화 노력의 전개와 그 약점, 종속적 사회경제 구
조의 특징과 변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경제학특강Ⅰ (3-3-0)

경제학 특강은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되지 않
은 특수한 과목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개설하는 과목이다. 단, 이 강좌가 개설될 
경우에는 사전에 강의 내용이 명확하게 공지가 
될 것이다. 

경제학특강Ⅱ (3-3-0)

경제학 특강은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되지 않
은 특수한 과목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개설되는 과목이다. 단, 이 강좌가 개설될 
경우에는 사전에 강의 내용이 명확하게 공지가 
될 것이다. 

기업경제학 (3-3-0)

미시경제학의 한 응용분야로서 가격이론을 토
대로 경영관리 현상의 분석과 수요공급, 경쟁, 가
격결정, 자본 등 기업경영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분석적 방법을 연구한다.

금융경제학 (3-3-0)

자산가격결정(asset pricing theory)의 기초이론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자본시
장 이론과 제도 설명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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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전공(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15002 무역상무론 (Foreign Trade Practice) B 3-3-0 부필
전선

115052
115021

대외무역법론 (Korean Foreign Trade Law)
무역영어회화Ⅰ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ConversationⅠ)

B 3-3-0
3-3-0

2-2

전필 11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

전선
115009
115053
115031

무역실무 (Foreign Trade Management)
전자무역론(Understanding Electronic Trade )
무역영어회화Ⅱ(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Ⅱ)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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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15017
115999

국제경영론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C 3-3-0
1-0-2

부필

전선

115046
115018
115054
115020
115022
115025
115030
115055
115047

국제 e- business (International e-business)
국제수지론 (Balance of Payments Theory)
외국환관리법론 (Korean Foreign Exchange Control Law)
신용장론 (Letters of Credit)
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
국제기업론 (Multinational Corporation Management Research)
무역특강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무역영어Ⅰ((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Ⅰ)
국제무역현장실습(Fiel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B
A
B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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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115056
115024
115027
115057
115058
115036
115059

115049
115999

무역영어 Ⅱ(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Ⅱ)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국제운송보험론(International Transport & Insurance)
관세법론 (Customs Law)
한국무역론 (Korea'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경영사례연구
(Case Stud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세계지역경제(World Regional Economy)
전공세미나 ( Tutorial seminar )

C
C
B
B
A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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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4-1 전선

115060

115038
115044
115048
115061
115999

국제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International Business Telecommunication)
국제경영전략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외환론 (Theory of Foreign Exchange)
법적협상론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국제비교경영론(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C
A
B
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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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15037
115051

국제기업환경론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동아시아 경제론(East Asia Economy) 

C
A

3-3-0
3-3-0

• A트랙 : 금융기관 + 공공기관 취업관련 - 해외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 B트랙 : 무역업체 + 일반기업 수출입업무 - TI교육과 관련된 실무현장 및 해외실습 프로그램 운영 • C트랙 : 외국인기업체+ 해외진출 국내 및 다국적 기업체 - 해외진출 국내외 기업체 인턴쉽 및 해외시장 현장탐방실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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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12001
112059

마케팅
미시경제학 경영학전공

114005
114045
114049

마케팅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회계학전공

▶ 무역학전공 교육목표

본 전공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장을 무
대로 경제활동 및 국제통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
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교양과 가치
관을 갖추도록 외국어와 정보활용 능력을 
기본으로 교육하며, 국제경제학, 국제상학 
및 국제경영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교육
한다. 국제경제학 분야에서는 국제무역이
론, 무역정책, 국제금융, 국제수지, 국제경
제정책 등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국제경영학 분야에서는 국제 기업들의 환
경, 행태, 사례, 경영전략 등을 국제기업 경
영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국제상학 분야에
서는 무역계약, 대금결재, 보험, 운송, 국제
무역 실무 등 상학적인 관점에서 각각 다
루고 있다.

전공세미나                        (1-0-2)

무역학전공의 개인 교수별 전공심화지도와 함
께 A,B,C 트랙별 학생생활지도를 통한 학업과 취
업에 대한 상담이나 면담체제로 진행된다.

미시경제학 (3-3-0)

소비자이론, 기업이론, 시장이론 및 일반균형과 
후생경제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미시경제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거시경제학 (3-3-0)

국민소득, 물가, 고용량, 통화량, 이자율 등 총
량변수들의 경제적행태 및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우
선 기초적인 수요 ․ 공급의 원리와 국민소득의 기
본개념을 습득한 후 이를 점차 현실과 근접한 경
제모형으로 확대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전개과정
에서 특히 전통적인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등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한다. 

국제무역론 (3-3-0)

본 과목은 국제무역에의 발생원인 및 패턴 등
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과목은 절대생산이론과 비교우
위이론을 다루고, 신고전학파의 무역이론인 헥셔-
올린이론, 스톨퍼-사무엘슨정리, 립진스키정리 및 
이들 이론의 검증에 대해서 강의한다. 현대의 무
역이론으로서 요소특정성 모형, 기술격차이론과 
제품수명주기이론 및 무역의 일반균형에 대하여 
공부한다. 

국제금융론 (3-3-0)

국제경제학의 한 구성분야로서 국가간의 이루
어지는 금융거래의 제반형상을 다루는 학문적 영
역이며 외환시장, 국제자본이동, 국제금융시장, 국
제유동성이론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무역상무론 (3-3-0)

무역상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무
역계약의 기본조건 및 정형거래조건과 신용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대외무역법론 (3-3-0)

대외무역법론은 무역업을 관리하는 기본법이
다. 이 법은 수출입업(무역업)자격, 수출입절차, 
거래별형태, 수출입공고, 수출입 질서유지 등 대
외거래활동을 관리하는 국제거래의 기본법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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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성립과 목적 및 운영에 관한 대외경제법 
이론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무역영어회화 Ⅰ,Ⅱ (3-3-0)

무역영어 및 무역영문통신 과목을 보충해 주는 
과목으로써 실제 무역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게 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상황을 설정하
여 회화위주의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무역현장에
서의 자신감을 키움은 물론 주도적으로 거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역실무 (3-3-0)

무역상무론을 기초로 하여 수출입통관, 국제물
품운송, 해상보험, 수출보험, 선적서류, 수출입대
금의 결제, 무역클레임, 상사중재 등의 문제를 다
룬다.

전자무역론 (3-3-0)

전자무역이란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입에 있어
서 전통적인 무역프로세스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를 말한다. 전자무역은 21세
기의 신무역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국제통상이다. 
전자무역의 장점으로는 인터넷에 의해 무역프로
세스를 일괄 처리할 수 있고, 개방형 e-Biz의 국
제표준을 수립할 수 있고, 저비용과 안전성이 보
장되며, 수출입자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e-Transformation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국제경영론 (3-3-0)

국제경영학의 이론적 기초, 국제기업의 제환경, 
국제사업전략, 국제기업의 조직과 관리 등에 관한 
강의, 시청각자료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기업의 경영관리자로서 국제경영상의 의사결
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질을 함양시킨다.

국제 e-business  (3-3-0)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e-비즈
니스의 유형과 비즈니스모델, 보안 및 디지털서명 
등 관련 문제를 학습한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 
e-SCM을 통한 재고비용 절감 등 전 세계 대상의 
기업 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 대하여 중점
적으로 강의한다.

국제수지론 (3-3-0)

국제수지의 기초개념, 국제수지의 결정, 국제수
지의 조정,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등 국제거래의 
거시적, 화폐적 측면을 개관함으로써 국제거래의 
미시적, 실물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국제무역이론
과 아울러 국제경제학의 종합적인 이해와 체계적
인 인식을 도모한다. 

외국환관리법론 (3-3-0)

외국환관리법론은 외국환의 관리와 규제를 목
적으로 하는 법이다. 외국환관리법의 강의목적은 
외국환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고, 자유
화․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외국
환 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강의한다.

신용장론 (3-3-0)

신용장에 관한 기초지식을 주지시키고 나아가 
신용장 거래에 관계되는 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
루며, 끝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해설한다. 

무역정책 (3-3-0)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하에 무역정책의 기본수
단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미시적, 거시적 경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순수무역이론의 현실적, 실
천적 의미를 모색코저 한다. 

국제기업론 (3-3-0)

고도의 경영국제화를 이룩한 국제기업의 발전
과정, 글로벌전략, 사업행태 등에 관해 강의하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견학하며, 해외현장탐방실
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경영자의 자질을 함
양시킨다.

무역특강 (3-3-0)

95년초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무
역환경을 강의하고, 나아가서 세계화에 대비, 기
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책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무역영어Ⅰ,Ⅱ   (3-3-0) 

국제무역의 전개에 있어 서신연락의 주종을 이루
는 무역영어를 기본적인 문형의 반복학습을 통해 
중요한 서식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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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현장실습 (3-3-0)

강의실에서만 배우던 무역을 국제 비즈니스 현
장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국제 감각을 익혀 글로
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국제기업
환경과 해외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감각을 
높이도록 한다.

 
국제마케팅 (3-3-0)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기업의 국제마케팅 
전략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본 
과목은 국제마케팅의 개념 및 환경을 다루고, 이
를 기초로 국제마케팅 전략을 4P믹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실제기업 사례를 
다룸으로써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국제재무관리 (3-3-0)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출입을 관리
하는 학문분야로써 국제금융의 기초개념, 환율예
측, 환위험의 인식, 국제투자, 국제자금조달, 국제
운전자금 운용 등을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재무관리이론의 국제환경에의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룬다.

국제운송보험론 (3-3-0)

 국제무역은 운송부문의 비용절감노력이 하나
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운
송의 주요 운송형태로 자리매김한 국제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을 중심으로 운송을 학습하고 해
상적하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을 학습한다. 

관세법론 (3-3-0)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품의 통관을 적정
하게 하는 법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고, 관
세의 일반적인 기초이론을 다룬다. 

한국무역론 (3-3-0)

순수 무역이론을 배운 학생들에게 한국무역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무역의 역할, 무역정책, 기타 여러가지 무역에 의
한 성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경영사례연구 (3-3-0)

글로벌기업의 국제경영관리에 관한 강의와 함

께 전학생이 참가하는 개별 국제기업에 대한 조
별 사례조사를 통해 국제경영상의 제 문제를 발
표하고 토의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글로벌기업의 
경영자로서 능력을 배양한다.

세계지역경제 (3-3-0)

본 과목은 우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최신동향
을 분석한 후,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의 주
요 지역 별 특징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이들 
지역별 경제통합의 진행상황과 전망 등을 분석한
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이들 지역과의 경제적 관
계를 분석한다.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3-3-0)

무역학 전공 졸업생들이 취업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국제비즈니스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기
술의 배양을 위해 영어강의로 진행된다.

국제경영전략 (3-3-0)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글로벌기업에 적용하여 국제경영
이나 국제마케팅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킨다.

외환론 (3-3-0)

본 과목에서는 외환거래에 관련된 제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이에는 외환시장에 관한 기초
개념, 금융시장, 외환시세의 결정 및 예측, 외환위
형의 관리, 외환관리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법적협상론 (3-3-0)

본 과목에서는 국제통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
우 WTO 협정 및 국제규범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
는 절차와 법리를 강의하는 과목으로 선진국에서
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다.

국제비교경영론 (3-3-0)

국가간의 경영시스템이나 경영방식 등의 차이
를 국가별, 혹은 문화권별로 비교 분석하고 나아
가 보다 바람직한 경영방식의 모색을 시도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탐구한다.

국제기업환경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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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업경영의 제환경을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
기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기업의 지역별 경쟁전
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며, 4학년 학생으로서의 취업
준비와 진로모색을 위한 자질의 함양을 위해 시청
각자료의 감상, 선배초청 간담회, 모의면접 및 집단
토론의 실시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동아시아경제론 (3-3-0) 

본 과목은 <세계지역경제>의 후속 과목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최신동향을 
분석한 후,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모형, 문제점, 향
후 전망 등을 분석한다. 또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
제통합의 진행상황과 전망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경제별 특징과 동향
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이들과의 경제적 관계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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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대  학

지구․환경공학부

환경공학 공

지구시스템공학 공

건축학부

건축학 공

건축공학 공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기계의용공학 공

메카트로닉스 공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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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환경공학부

(Division of Environmental and Geosystem Engineering)

학부 공통교과목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353003
353004

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지구시스템공학개론 (Introduction to Geosystem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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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53006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3-3-0-0

3-1 전선 353007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3-0-0

학부 공통교과목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53999 공학교육 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1-2 전선
353003
353004
353999

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지구시스템공학개론 (Introduction to Geosystem Engineering)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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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53006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3-3-0-0

3-1 전선 353007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3-0-0

환경공학개론 (3-3-0-0, 전선, 1학년 2학기)

환경공학을 전공하기 위한 각종 기초이론을 습
득시키며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고형폐기물 등 중
요한 환경문제를 다룬다.

지구시스템공학개론(3-3-0-0, 전선, 1학년 2학기)

지구시스템의 구조 및 진화와 구성물질을 이해
하고 지구자원의 개발과 지구환경의 문제를 개론
적으로 강의한다. 

응용역학 (3-3-0-0, 전선, 2학년 2학기)

응력과 변형,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특성, 
Beam의 휨, 기둥의 안정, 봉의 비틀림, 원통, 팔의 

휨, 좌굴 등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역학 해석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치해석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상미분 및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한 각종 
수치해석적 기법을 강의한다. 이러한 수치해석적 
기법은 프로그램밍 언어, 오차, 선형, 비선형 연립
방정식, 행렬식, 역행렬, 고유값, 보간법, 수치적분
법, 상미분방정식의 해법(Euler법, Runge-Kutta법, 
Adams-Bashforth법, Adams- Moulton법), 편미분 방
정식 해법(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유
한체적법) 등을 포함한다. Fortran, Visual Basic, 
Visual C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기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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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전공(Environmental Engineering Program)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354044
354001
354002

환경공학기초설계 (Basic Design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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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54003
354031
354004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분석화학 및 실습 (Analytical Chemistry and Lab)
화학양론 (Material and 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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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54007
354009
354045

환경시스템분석 (Environmental System Analysis)
고형폐기물 처리 및 처분 (Solid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물리화학적 수처리공정 
(Physicochemical Processes for Water & Waste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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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산업
산업

전선
354011
354046
354032

수질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Water and Wastewater)
대기오염개론 (Introduction to Air Pollution)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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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54015
354047
354048

대기오염제어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생물학적 폐수처리공학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수질공정화학 (Water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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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산업
산업

전선

354018
354019
354017
354012
354020
354030
353061

수질관리 및 모델링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Modeling)
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Air Pollutants)
상하수도공학 (Water and Sewerage Engineering)
환경수리학 (Environmental Hydraulics)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Waste Management & Resource Recovery)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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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54049
354050

354051

354038

354022
354052
354023
354053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생물학적 고도처리공학 
(Advanced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정수처리시설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Field Study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Practices of Air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슬러지처리 및 처분 (Sludge Treatment & Disposal)
환경기기분석 및 실습 (Instrumental Analysis for Environment)
환경법규 (Environmental Law)
폐기물 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Sol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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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3-0-2-2

3-2-0-1
3-1-4-0
3-3-0-0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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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354054
354055

354056

354057

354042

354027

토양오염복원공학 (Restoration of contaminated soil)
물리화학적 고도처리공학
(Advanced Physicochemical Treatment Engineering)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Field Study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산업폐수처리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Field Study of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소각장설계 및 실습 
(Design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Field Practice)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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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3-0-2-2

3-0-2-2

3-3-0-0

354058
354059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3-0-9-0
8-0-24-0

방학 
중 

선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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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전공(Environmental Engineering Program)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354999
354044
354001
354002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환경공학기초설계 (Basic Design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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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54999
354003
354031
354004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분석화학 및 실습 (Analytical Chemistry and Lab)
화학양론 (Material and 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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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54007
354009
354045

환경시스템분석 (Environmental System Analysis)
고형폐기물 처리 및 처분 (Solid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물리화학적 수처리공정 
(Physicochemical Processes for Water & Waste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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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산업
산업

전선
354999
354011
354046
354032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수질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Water and Wastewater)
대기오염개론 (Introduction to Air Pollution)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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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54015
354047
354048

대기오염제어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생물학적 폐수처리공학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수질공정화학 (Water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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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산업
산업

전선

354999
354018
354019
354017
354012
354020
354030
353061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수질관리 및 모델링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Modeling)
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Air Pollutants)
상하수도공학 (Water and Sewerage Engineering)
환경수리학 (Environmental Hydraulics)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Waste Management & Resource Recovery)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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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54999
354049
354050

354051

354038

354022
354052
354023
354053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생물학적 고도처리공학 
(Advanced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정수처리시설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Field Study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Practices of Air Pollution Control Facilities)
슬러지처리 및 처분 (Sludge Treatment & Disposal)
환경기기분석 및 실습 (Instrumental Analysis for Environment)
환경법규 (Environmental Law)
폐기물 분석 및 실험(Analysis of Sol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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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3-0-2-2

3-2-0-1
3-1-4-0
3-3-0-0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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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354999
354054
354055

354056

354057

354042

354027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토양오염복원공학 (Restoration of contaminated soil)
물리화학적 고도처리공학
(Advanced Physicochemical Treatment Engineering)
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실습(Design and Field Study of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산업폐수처리 설계 및 실습
(Design and Field Study of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소각장설계 및 실습 
(Design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Field Practice)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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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2

3-0-2-2

3-0-2-2

3-3-0-0

354058
354059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3-0-9-0
8-0-24-0

방학 
중 

선택1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지구 ․ 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교육목표

환경공학 프로그램은 21세기 환경관련 산
업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환경공학
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와 공정설계능력, 
그리고 인성을 골고루 갖춘 현장중심엔지니
어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
은 5가지 중요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
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세워 교육시키고자 한다.

1)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

2)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력 증진
3) 공학적 기초능력의 배양
4) 현장중심 엔지니어의 양성
5) 환경오염 방지공정 설계능력의 배양 

환경시스템분석 (3-2-0-1, 전필, 3학년 1학기)

환경 시스템에 관련된 유역, 수계(지표수, 지하
수), 대기, 토양 등의 환경질을 관리 개선하기 위한 
기초 지식(유체 및 물질이동, 생화학적 변환의 기
초 이론)을 습득한다. 환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
리하기 위한 웹 기반의 지리정보시스템, 전산모형, 
원격계측 기술 등의 강의를 수행한다. 오염물 관리 
및 처리에 관련된 각 부분별 관련 설비의 최적 운
영을 위한 자동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고형폐기물 처리 및 처분 

(3-2-0-1, 전필, 3학년 1학기)

도시고형물이 배출원에서 발생되어 매립장에서 
최종 처분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개념과 소각장 및  폐기물 매립장의 설계 방
법에 대하여 배운다.

물리화학적 수처리공정 (3-2-0-1, 전필, 3학년 

1학기)

용수와 폐수의 특성, 용수와 폐수처리의 물리적, 
화학적 공정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응용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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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제어  (3-2-0-1, 전필, 3학년 2학기)

이 과목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특성, 대기오염
배출원 및 각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들에 의
한 대기오염현상 등에 대해 배우며 각 오염물질의 
제거 방법 및 방지설비 등에 대해 배운다. 

생물학적 폐수처리공학 

(3-2-0-1, 전필, 3학년 2학기)

용수와 폐수의 처리를 위한 생물학적 공정에 대
한 기본이론과 부유공법 및 부착공법의 제반공법에 
대한 이론과 설계 및 운전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수질공정화학 (3-2-0-1, 전필, 3학년 2학기)

수질계 속에 용해된 물질의 거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화학평형 및 운동론과 같은 기본지식을 습
득한다. 

환경공학기초설계 (3-1-0-2 , 전선, 2학년 1학기)

환경공학에서 배우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에 필요한 기초적인 전공지식을 가르치며, 간단한 
과제제시 및 그에 대한 기초설계능력을 습득하게 
하도록 한다.

유체역학 (3-2-0-1, 전선, 2학년 1학기)

유체에 대한 정역학적, 동역학적 해석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이러한 기초 지식을 해석하
기 위한 FORTRAN 및 BASIC 프로그래밍 능력을 
습득한다. 본 수업은 유체의 성질, 유체정역학, 유
체 유동의 개념과 기본 방정식, 점성유동, 이상유
체유동 등을 포함한다.

환경화학 (3-3-0-0, 전선, 2학년 1학기)

환경화학은 물, 대기, 토양중에서 일어나는 복잡
한 반응들을 화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화
학종들이 어떻게 생성, 소멸되며 그의 반응, 이동 
및 자연계에서의 영향 등을 연구한다. 이는 자연현
상 외에 인간활동의 영향까지 포함한다.

환경미생물학 (3-3-0-0, 전선, 2학년 2학기)

미생물학의 기초내용, 미생물과 환경오염과의 
관계, 생물학적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내
용을 다룬다.

분석화학 및 실습 (3-2-2-0, 전선, 2학년 2학기)

분석기구, 기기의 취급법, 분석치 취급법, 화학
평형, 침전, 추출, 산과 염기 등에 관한 기초 이론
과 정량분석 실험을 실행한다.

화학양론(3-2-0-1, 전선, 2학년 2학기)

물질수지와 에너지 수지 및 engineering 
calculation의 기초적인 지식과 물질 수지의 응용 
및 비정상 상태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 등에 대
하여 배운다.

수질분석 및 실험 (3-0-4-1, 전선, 3학년 1학기)

공해공정 시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수 및 폐
수의 수질분석에 대한 이론 및 실험을 병행함으로
써 수질분석 기술을 배운다.

대기오염개론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이 과목에서는 지표면과 접해있는 마찰층 내에
서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배운다. 확산 모델링, 
대기층의 난류현상, 대기오염물 등의 화학적 반응
에 대해 배운다. 

물리화학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지구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을 위해 지
구환경시스템내의 열역학적 특성, 물질수지 등에 
대해 배운다.

수질관리 및 모델링 

(3-2-2-0, 전선, 3학년 2학기)

환경질에 관련된 양 및 질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전산 모형을 소개하고, 전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따라서, Visual C, Basic, Fortran 
등의 언어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전산 모형이외에 
지리정보시스템 및 원격계측, 자동제어에 대한 기
본 내용을 강의한다. 모든 시스템을 웹 기반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사용될 모형들은 
QUAL2E, WASP5, MFEMWASP, MFEMFLOW, 
MFEMGW. IGW WQRRS, HYDROQUAL, 
MINTEK, IGM, MOD, MOC, SUTURA, TCM, 
TEM, ISC, HEC2, TIDE4, PHOENICS, FLUENT, 
ASIM 등이다.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 
및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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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3-0-4-1, 전선, 3학년 

2학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오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목에
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입자상과 가스상으로 나누어 
샘플링하는 방법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상하수도공학  (3-2-0-1, 전선, 3학년 2학기)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구성 및 급배수 시스
템과 설계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환경수리학  (3-2-0-1, 전선, 3학년 2학기)

유체역학에서 배운 기본 내용을 환경분야에 응
용하기 위한 수리학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이러한 
분야는 유체계측, 펌프, 터빈, 관류 유동, 개수로 
유동, 하천, 호소, 해수 유동, 지하수 유동 등을 포
함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기존의 전산 모형의 운영 
방법을 습득하고, 새로운 전산 모형을 개발하기 위
한 방법을 강의 실습한다.

철근콘크리트공학 (3-3-0-0, 전선, 3학년 2학기)

슬래브, 옹벽, 기둥 기초, 연속보와 라멘 구조등
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강도
설계법 및 허용응력 설계법에 대한 설계규정 등을 
습득시키고, 이를 설계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힌다.

폐기물관리 및 자원화 

(3-3-0-0, 전선, 3학년 2학기)

고형폐기물 관리 및 처분방법의 기본 개념, 자
원 재활용을 위한 유용한 기술의 응용과 해결기술
의 개발에 관해 배운다.

토질 및 기초공학 

(3-3-0-0, 전선, 3학년 2학기)

흙의 생성 및 흙에 관련된 지반 공학적 문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흙의 기본물성, 흙의 분류와 다
짐, 흙의 기본구조, 상재하중에 의한 지반내의 응
력 전달과정, 압밀에 의한 지반의 압축성, 흙의 전
단강도, 토압론, 기초의 극한지지력 등에 관한 내
용을 배운다.

종합설계  (3-1-0-2, 전선, 4학년 1학기)

특정과제를 주고 환경공학 학부과정에서 배운 
여러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학부과
정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법 등에 
대해 배운다.

생물학적 고도처리공학 

(3-2-0-1, 전선, 4학년 1학기)

용수와 폐수의 1차 2차 처리후의 잔류하는 영양
염류(N.P) 및 무기물류의 처리를 위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기법에 관한 이론, 설계 및 운전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정수처리시설 설계 및 실습 

(3-0-2-2, 전선, 4학년 1학기)

정수처리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공정에 대해 
처리실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로부터 설계인자들을 
도출하여 설계에 이르기까지의 능력을 배양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및 실습 

(3-0-2-2, 전선, 4학년 1학기)

대기오염물질을 제어하는 방지장치의 구조와 설
계에 대해 배우며, 간단한 실습을 통해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슬러지처리 및 처분 

(3-2-0-1, 전선, 4학년 1학기)

하․폐수 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 및 처분
과 재활용 및 자원화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환경기기분석 및 실습 

(3-1-4-0, 전선, 4학년 1학기)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분석에 대해 
필요한 분석기기에 대한 기본작동 원리를 배우고, 
실습을 통해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환경법규 (3-3-0-0, 전선, 4학년 1학기)

현행 환경법규와 규제, 시행, 법적 행정적 고려
사항에 대한 개론을 배운다. 

폐기물 분석 및 실험 

(3-0-4-1, 전선, 4학년 1학기)

폐기물의 특성분석 방법에 대해 다룬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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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방법에 따른 폐기물 특성분석에 대한 이
론과 실습을 통해 폐기물 분석기술을 배운다.

토양오염복원공학 (3-2-0-1, 전선, 4학년 2학기)

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위한 기초적인 전공지식을 
배운다. 토양의 성질,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생물
학적 복원기술 등에 대한 전공지식을 습득시킨다.

물리화학적 고도처리공학 

(3-2-0-1, 전선, 4학년 2학기)

용수 및 폐수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수
에 잔존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재이용가능한 수자
원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물리 및 
화학적 고도처리공법에 대해 학습한다.

하수처리시설설계 및 실습 

(3-0-2-2, 전선, 4학년 2학기)

폐수처리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공정에 대
해 처리실험을 수행하고 이 결과로부터 설계인자들
을 도출하여 설계 이르기까지의 능력을 배양한다.

산업폐수처리 설계 및 실습 

(3-0-2-2, 전선, 4학년 2학기)

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배출시설별로 발생되
는 폐수의 특성을 규명하고, 폐수 특성에 이용가능
한 처리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설계 연습을 
실시한다.

소각장설계 및 실습 

(3-0-2-2, 전선, 4학년 2학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소과정에 대한 기초
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연소에 사용되는 연로, 
연소반응 및 주요 연소기관인 소각로의 구조와 설
계에 대해 배운다.

환경영향평가 (3-3-0-0, 전선, 4학년 2학기)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도에 대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강의와 평가기법 내용 중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사회 및 경제분야에 관한 평가작성 기법에 대
한 강의와 실습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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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전공(Geosystem Engineering Program)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355038
355064

광물 ․ 암석 및 실험 (Earth Materials and Lab)
지구시스템영어Ⅰ(English of Geosystem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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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355006
355039

물리탐사 및 실험 (Geophysical Prospecting and Lab)
구조지질 및 실습 (Structural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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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355040
355007
353062
355011
355065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자원재활용 (Solid Waste Recycling)
토질 및 기초공학(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지구시스템영어Ⅱ (English of Geosystem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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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3-1

전필 355008
355063

암반공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and Lab)
자원처리 및 실험 (Mineral Processing an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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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355017
355042
355066

355021
355067

지구자원과 이용 (Earth Resources and Utilization)
지질환경재해 (Geologic Hazards)
지반탐사공학 및 설계 
(Underground Investigation Engineering and Design)
자원개발공학 (Resource Development Engineering)
지구시스템영어Ⅲ (English of Geosystem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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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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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55014
355068
355044

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에너지자원탐사공학 및 실험 (Energy Resource Exploration and Lab)
발파 및 굴착공학 (Rock Blasting and Excav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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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산업

전선

355043
355045
355046
355047
355048
355019
355069

터널공학 (Tunnel Engineering)
발파설계 (Blast Design)
터널설계 (Tunnel Design)
자원처리공정설계 (Mineral Processing Design)
구조물진단공학 (Structure Investigation Engineering)
화약학 (Explosives)
지구시스템영어Ⅳ (English of Geosystem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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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산업

4-1

전필 355050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전선

355051
355018
355001
355023
355070
355071
355052

GIS 설계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
지하수공학 (Groundwater Engineering)
지하공간학개론 (Introduction to Underground Space)
에너지자원처리 (Energy Resources)
석유와 에너지 (Petroleum and Energy)
지화학탐사 및 설계 (Geochemical Exploration and Design)
현장시험 및 계측 (Field Tests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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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55055
355057
355049
355022
355058
355059
355060

시추공물리탐사 (Borehole Geophysics)
자원경제 (Resource Economics)
산업과 자원정책 (Industry and Resource Policy)
사면안전공학 (Slope Stability)
산업체현장실습 1(Field Training 1)
산업체현장실습 2(Field Training 2)
산업체현장실습 3(Field Training 3)

3-3-0-0
3-3-0-0
3-3-0-0
3-3-0-0
3-0-9-0

8-0-24-0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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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공학전공 (Geosystem Engineering Program)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355038

355999

355064

광물 ․ 암석 및 실험 (Earth Materials and Lab)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지구시스템영어Ⅰ(English of Geosystem Ⅰ)

3-2-2-0

0-1-0-0

1-0-2-0

부필

2-2

전필 355006

355039

물리탐사 및 실험 (Geophysical Prospecting and Lab)

구조지질 및 실습 (Structural and Practice)

3-2-2-0

3-2-2-0

부필
 

전선

355040

355007

353062

355011

355999

355065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자원재활용 (Solid Waste Recycling)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지구시스템영어Ⅱ (English of Geosystem Ⅱ)

3-0-0-3

3-3-0-0

3-3-0-0

3-3-0-0

0-1-0-0

1-0-2-0

산업

3-1

전필 355008

355063

암반공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and Lab)

자원처리 및 실험 (Mineral Processing and Lab)

3-2-2-0

3-2-2-0

부필
부필

전선

355017

355042

355066

355021

355999

355067

지구자원과 이용 (Earth Resources and Utilization)

지질환경재해 (Geologic Hazards)

지반탐사공학 및 설계 
(Underground Investigation Engineering and Design)

자원개발공학 (Resource Development Engineering)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지구시스템영어Ⅲ (English of Geosystem Ⅲ)

3-3-0-0

3-3-0-0

3-1-0-2

3-3-0-0

0-1-0-0

1-0-2-0

 

3-2

전필
355014

355068

355044

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에너지자원탐사공학 및 실험 
(Energy Resource Exploration and Lab)

발파 및 굴착공학 (Rock Blasting and Excavation Engineering)

3-2-2-0

3-2-2-0

2-2-0-0

부필 산업

전선

355043

355045

355046

355047

355048

355019

355999

355069

터널공학 (Tunnel Engineering)

발파설계 (Blast Design)

터널설계 (Tunnel Design)

자원처리공정설계 (Mineral Processing Design)

구조물진단공학 (Structure Investigation Engineering)

화약학 (Explosives)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지구시스템영어Ⅳ (English of Geosystem Ⅳ)

2-2-0-0

2-0-0-2

2-0-0-2

2-0-0-2

3-3-0-0

3-3-0-0

0-1-0-0

1-0-2-0

부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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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필 355050 종합설계(Capstone Design) 3-0-0-3

전선

355051
355018
355001
355023
355070
355071
355052
355999

GIS 설계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
지하수공학 (Ground water Engineering)
지하공간학개론 (Introduction to Underground Space)
에너지자원처리 (Energy Resources)
석유와 에너지 (Petroleum and Energy)
지화학탐사 및 설계 (Geochemical Exploration and Design)
현장시험 및 계측 (Field Tests and Monitoring)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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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55055
355057
355049
355022
355058
355059
355060
355999

시추공물리탐사 (Borehole Geophysics)
자원경제 (Resource Economics)
산업과 자원정책 (Industry and Resource Policy)
사면안전공학 (Slope Stability)
산업체현장실습1
산업체현장실습2
산업체현장실습3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3-3-0-0
3-3-0-0
3-3-0-0
3-3-0-0
3-0-9-0

8-0-24-0
15-0-45-0

0-1-0-0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지구 ․ 환경공학부 지구시스템공학전공 

   교육목표

지구시스템공학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발
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 자원의 확보와 개발
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보다 효과
적으로 교육하고, 아울러 각종 지하시설물
의 건설, 산업폐기물의 재활용, 환경오염 
및 각종 지질 재해의 복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현장 중심 엔지니어의 양성 및 배
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여 다음과 같
은 프로그램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하
고자 한다.

1.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제화
된 엔지니어의 양성

2. 지역산업을 주도하고 창조해가는 현장 
지향형 기술인력의 양성

3. 창의적인 기술개발 및 설계능력을 갖
춘 적극적인 기술 인력의 양성

4. 21세기의 빠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
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양성

5. 국가 발전 원동력의 토대가 되는 에너
지 ․ 자원, 지하건설, 산업폐기물의 재
활용, 환경 및 지질재해의 복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
어 양성

광물․암석 및 실험

(3-2-2-0, 전선, 2학년 1학기)

지각에 분포하는 광물 및 암석에 대한 분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성인 등을 강의하며 실험실 
및 야외에서의 육안감정을 위한 실험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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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탐사 및 실험 

(3-2-2-0, 전필, 2학년 2학기)

지구물리탐사의 일반적 원리 및 탐사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지구물리탐사에 이용되는 중력, 
자력 및 전자파 탐사 및 이론에 역점을 둔다. 

구조지질 및 실습 

(3-2-2-0, 전필, 2학년 2학기)

다양한 지질구조들의 발생, 거동 및 지질구조
들이 암반의 공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의와 야외에서 지질구조들을 인식하는 실습을 
다룬다.

창의설계 (3-0-0-3, 전선, 2학년 2학기)

미래 공학자로서 기초적인 자질 중의 하나인 
창의적인 공학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 이를 위해 공학설계의 의미와 접근 방법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한다.

자원재활용 (3-3-0-0, 전선, 2학년 2학기)

자원의 재활용 요소, 물리적 분리-회수방법, 화
학적 선별 및 전환 공정, 미생물에 의한 재활용 
등에 관한 기초 이론을 강의한다. 

토질 및 기초공학 

(3-3-0-0, 전선, 2학년 2학기)

토질 및 기초공학은 지반의 물리적 성질과 여
러 형태의 하중 하에서 지반의 거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구시스템공학 및 환경공학을 전공하
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흙의 기본 물성과 투수성, 
압축성, 전단강도, 토압이론, 사면안정 해석, 흙의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환경지구화학 (3-3-0-0, 전선, 2학년 2학기)

지구시스템을 이루는 암석권, 토양권, 수권, 기
권 및 생물권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환경문제에의 
지구화학의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지구자원과 이용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지구시스템에 부존하는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 등의 부존 상태, 성인 및 활용과 인류생활 
및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따른 지구환경 문제를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암반공학 및 실험 (3-2-2-0, 전필, 3학년 1학기)

암반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조암광물의 물리
적, 역학적 성질 및 공학적 특성, 암석 및 암반의 
탄성 및 비탄성적 성질, 파괴이론, 강도 및 실용
실험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지반탐사공학 및 설계 

(3-1-0-2, 전선, 3학년 1학기)

건설공사에 관련된 지반조사 및 부지조사에 관
련한 지구물리 탐사법의 응용을 연구한다. 한 지
역에 대한 개략탐사의 측선과 탐사방법을 선정하
고, 각 탐사법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분석, 단면 
작성법을 연구한다.

자원처리 및 실험 (3-2-2-0, 전필, 3학년 1학기)

파쇄 및 분쇄, 분립, 중력선별, 저력선별, 정전
선별, 침출, 배소 및 고액분리에 관여하는 전기적
-화학적 광물의 선별 원리에 대하여 강의한다. 

지질환경재해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산사태, 지반침하, 지진 등 지질학적 위험이나 
재해에 대하여 지질사건을 추론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조건을 예측한다. 위험요소 및 안
정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여 재해방지와 복
구대책에 활용한다.

자원개발공학  (3-3-0-0, 전선, 3학년 1학기)

지표 및 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광물자원을 고
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채취
하기 위한 제반과정을 익히고, 이와 관련되는 작
업환경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광업경제 등의 기
초적인 원리를 강의한다.

지질공학 및 실험 

(3-2-2-0, 전필, 3학년 2학기)

지질학의 여러 이론들을 토목 및 건설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질학, 암석 및 암반역
학, 그리고 토질역학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다양한 지질구조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공학적 중
요성, 지표지질조사 및 수리지질학의 기초이론, 
석재와 골재의 활용 등이 소개된다.

발파 및 굴착공학 

(2-2-0-0, 전필, 3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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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을 굴착하기 위한 각종 발파공법의 원리, 
적용 및 시공조건, 특성과 발파에 수반되는 진동, 
소음 및 암편의 비산 발생원인, 계측과 저감방안
에 대하여 강의하며, 폭약을 이용한 굴착공법과 
기계에 의한 굴착공법의 원리와 특성 그리고 이
들의 경제성 및 시공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시공
안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도 강의한다.

발파설계  (2-0-0-2, 전선, 3학년 2학기)

터널, 지하구조물 등의 건설에서 널리 적용되
고 있는 발파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발파 설계법
을 익힌다. 여기에는 주로 터널 막장 발파설계, 
대 단면 터널 분할 발파 설계, 노천 벤치발파설계 
등이 포함된다. 

터널공학 (2-2-0-0, 전선, 3학년 2학기)

암반 내 터널의 설계시공 과정, 설계에 필요한 
입력변수들의 수집 및 추출, 암반의 공학적 분류
에 의한 경험적 설계 방법, 계측에 의한 설계 방
법, 수치해석에 의한 설계 방법, 터널 지보의 이
론 및 시공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설계 실
습을 강의한다.

터널설계 (2-0-0-2, 전선, 3학년 2학기)

터널공학과 연계된 과목으로 터널의 시공을 목
표로 지반 조사로부터 설계정수의 도출, 설계 기
법, 설계 도면 작성 등에 이르는 과정을 실무적으
로 강의한다.

자원처리공정설계 

(2-0-0-2, 전선, 3학년 2학기)

광물에 따라 적합한 선별 공정을 선택, 설계하
는 방법을 연구한다.

구조물 진단공학 (3-3-0-0, 전선, 3학년 2학기)

지반 및 지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지구물
리 탐사법을 응용한다. 특히 지진에 관련된 내진연
구, 진동연구 뿐만 아니라 교량, 터널, 댐 등과 같
은 인위적인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연구한다. 

화약학 (3-3-0-0, 전선, 3학년 2학기)

화약의 성질, 다이나마이트 및 그 이용, 에멀젼 
폭약, 질산암모늄 폭약, 기폭방법 등에 관하여 강
의한다. 

에너지자원탐사공학 및 실험 

(3-2-2-0, 전필, 3학년 2학기)

지구물리탐사법을 이용하여 광물자원 및 석유 
등을 조사하고 망간단괴와 같은 해양광물 및 에
너지 탐사에 대해 연구한다.

종합설계 (3-0-0-3, 전필, 4학년 1학기)

지구시스템공학과에서 다루는 실무관련 설계과
정을 산업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구성, 강의하
고 현장적용 및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GIS 설계 (3-1-0-2, 전선, 4학년 1학기)

암반 및 지반공학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지구정보시스템(GIS)의 기본 이론과 적용사
례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수치지도를 활용
하여 불안정 사면분포 등에 관한 설계과정을 포
함한다.

지하공간학개론 (3-3-0-0, 전선, 4학년 1학기)

지하공간의 개발 역사, 특성, 종류로부터 유류 
및 가스, 핵폐기물, 지하양수발전소, 열수, 압축공
기, 지하엄개주택 및 건축물 등 각종 지하공간 내 
시설의 특성, 건설방법, 저장원리 및 형태 등에 
관한 공학적 이론 및 실제를 소개한다.

지화학탐사 및 설계 

(3-1-0-2, 전선, 4학년 1학기)

금속 및 비금속광상에 대한 지시원소, 화학원
소의 지구화적 분산, 지화학 탐사방법, 분석자료 
처리 및 해석에 대하여 강의한다.

지하수공학 (3-3-0-0, 전선, 4학년 1학기)

지하수의 기원, 지질, 지하수 탐사에 관한 학문
을 연구하여 향후 지하수 오염 및 이용에 적용한
다. 또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및 먹는 샘물에 대
한 이론적인 연구 및 야외 측정자료의 해석에 관
해서도 연구한다.

에너지자원처리 (3-3-0-0, 전선, 4학년 1학기)

화석에너지의 생성과 구조, 물리적 처리법 
및 부유 선별법에 의한 고질탄 생산, COM생
산, Flash Pyrolysis, 가스화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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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와 에너지 (3-3-0-0, 전선, 4학년 1학기)

석유개발 단계에서부터 석유자원 및 저류층의 
물리적 특성과 회수기능에 관계되는 여러 과학적/
공학적 법칙과 원리를 공부한다.

현장시험 및 계측 

(3-3-0-0, 전선, 4학년 1학기)

암반 내 작용하는 응력(지압), 변형의 특성과 
이들을 제어하기 위한 주요 보강재의 역학적 이
론 및 계측방법을 강의한다. 

시추공물리탐사 (3-3-0-0, 전선, 4학년 2학기)

지반조사나 지하 매질의 규명을 위해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시추공을 이용한 물리탐사법들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그 자료의 처리와 해석 기법
들을 배운다.

사면안전공학 (3-3-0-0, 전선, 4학년 2학기)

암반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강의한다. 사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요인들에 대하여 알
아보고, 이론적, 혹은 경험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해석한다. 

산업과 자원정책 (3-3-0-0, 전선, 4학년 2학기)

국가기반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경영적 문제
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바람
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자원경제 (3-3-0-0, 전선, 4학년 2학기)

에너지, 자원과 관련하여 수요/공급의 예측 
및 국제가격 예측 등, 경제 원리 등에 대해 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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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Division of Architecture) : 일반

학부 공통교과목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인증
필수 비고

1-1 전필
350005 건축의 이해 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 3-3-0-0 O

350002
건축설계기초 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

3-1-6-0 O

1-2 전필
350006 건축의 이해 I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I) 3-3-0-0 O

350004
건축설계기초 I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I) 

3-1-6-0 O

학부 공통교과목 : 건축학인증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인증
필수 비고

1-1
전필 350005 건축의 이해 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 3-3-0-0 O

350002 건축설계기초 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 3-1-6-0 O

전선 350999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0-1-0-0

1-2
전필 350006 건축의 이해 I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I) 3-3-0-0 O

350004 건축설계기초 I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I) 3-1-6-0 O

전선 350999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0-1-0-0

건축의 이해 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 

3-3-0-0 전공기본)

건축입문 과정으로 건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
인 영역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론을 학습한다. 
건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와 더불어 건축학부 전공과 관련한 각 교과목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여 전공의 특성과 각자의 적성
에 맞는 선택과정에 도움이 되게 한다. 팀별로 실
제 건축물을 선정 조사 분석하고 발표함으로써 건
축의 다양성과 종합성을 이해한다.

건축의 이해 II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II 3-3-0-0 전공기본)

건축구조(structure)에 관한 정의 및 구조형태
(structure form)에 관하여 설명하고,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의 지지점과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에 생기는 응력을 구함으로써 구조부재의 
설계를 위한 지식을 갖게 하며, 구조물의 안정에 

관해서도 그 판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건축설계기초 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 3-1-6-0 전공기본)

제도 및 디자인의 기초과정. 직선 및 곡선 등을 
이용한 프리핸드, 레터링, 스케치 등을 비롯한 여
러 제도기술을 익히고 형태구성 표현기법, 투시도, 
투상도의 표현 방법 등 숙지한다.

건축설계기초 II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II 3-1-6-0 전공기본)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주어진 소규모의 설계과제
를 통하여 생활과 대응하는 좋은 건축 환경을 만
들기 위해 디자인에 관여하는 여러 과정 및 해결
의 접근법 학습. 공간, 축척, 대지, 프로그래밍의 
해석 및 이해, 자연환경 및 건축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관련성에 따른 인간의 요구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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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 (Architecture Program) : 건축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2-1

전필

351079

351001

351002

351063

351064

건축과 표현 (Visual Communications in Architecture)

건축설계Ⅰ(Architectural Design Studio I) 

서양건축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건축환경Ⅰ(Architectural Environment I)

건축재료와 구법Ⅰ
(Materials and Assemblies in Architecture I) 

전공기본

2-1-2

4-2-6

3-3-0

3-3-0

3-3-0

전선 351049

351999

공간과 조형 (Space, Form and Shape)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2-1-2

0-1-0

2-2

전필
351006

351007

351003

건축설계 Ⅱ(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Ⅱ)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건축구조역학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전공기본
4-2-6

3-3-0

3-3-0

전선
351065

351066

351999

건축환경 Ⅱ (Architectural Environment Ⅱ)

건축재료와 구법Ⅱ
(Materials and Assemblies in Architecture Ⅱ)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2-1-2

2-1-2

0-1-0

3-1

전필
351051

351012

351019

351015

건축과 컴퓨터 (Computer Applications in Design) 

건축설계Ⅲ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Ⅲ)

동양건축사 (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건축구조시스템Ⅰ (Structural Systems Ⅰ) 

전공기본
3-2-2

6-4-6

3-3-0

3-2-2

전선
351010

351067

351023

351999

건축계획방법 (Methods of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과 문화 (Architecture and Culture)

조경계획 및 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3-3-0

3-3-0

3-2-2

0-1-0

3-2

전필
351018

351013

351068

351021

건축설계Ⅳ (Architectural Design Studio IV)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단지계획 (Site Planning and Design)

건축구조시스템Ⅱ (Structural Systems Ⅱ) 

전공기본
6-4-6

3-3-0

3-3-0

3-2-2

전선
351022

351017

351005

351999

건축의장 (Parameters in Architecture)

건축프로그래밍 (Architectural Programming)

인간과 주거 (Housing and Human Settlement)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3-2-2

3-3-0

3-3-0

0-1-0



－ 162 －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4-1

전필

351024
351025
351031

351081

건축설계Ⅴ (Architectural Design Studio V)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환경친화건축 (Ecological Building Studie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건축법규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전공기본

6-4-6
3-3-0
3-3-0

3-3-0

전선

351069

351070
351071

351999

건축디자인과 시지각
(Architectural Design and Visual Perception)
도시계획 및 설계 (Urban Planning and Design)
전통건축과 현대
(Traditional Architecture in Contemporary Culture)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3-3-0

3-2-2
3-3-0

0-1-0

4-2

전필
351030
351026
351056

건축설계Ⅵ (Architectural Design Studio VI)
건축설비 (Control of Building Systems)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전공기본
6-4-6
3-3-0
3-2-2

전선
 

351033
351072
351073
351076

건축이론 (Architectural Theory) 
건축과 경관 (Architecture in Landscapes)
건축도시세미나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eminar)
건축기획 및 관리 (Pre-Design and Project Management) 

전공심화
3-3-0
3-3-0
3-3-0
3-3-0

351999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0-1-0

5-1

전필
351036
351020
351059

건축설계Ⅶ (Architectural Design Studio VII) 
건축과 사회 (Architecture and Society) 
건물시스템 (Integrated Building Systems)

전공기본
6-4-6
3-3-0
3-3-0

전선

351075
351028
351038
351041

건축과 디지털미디어 (Architecture and Digital Design Media)
실내디자인Ⅰ (Interior Design Ⅰ)
강원지역건축 (Regional Architecture in Kangwon Province)
건축리모델링 (Architectural Remodeling)

전공심화
3-2-2
3-2-2
3-3-0
3-3-0

351999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0-1-0

5-2

전필 351042
351077

건축설계Ⅷ (Architectural Design Studio VIII)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 

전공기본 6-4-6
3-3-0

전선

351046
351078
351074

351061
351062
351080

실내디자인Ⅱ (Interior Design Ⅱ)
보존과개발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의료복지시설계획 및 설계 
(Health Care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건축학연구 (Architectural Research) 
건축현장실습 (Architectural Internship)
건축답사 (Architectural Journey)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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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3-0-9
1-0-3

산학

351999 교육상담 (Educational Advice and Counseling) 0-1-0

※ 교육상담 과목은 전 학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취득하여야 졸업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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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 전공 교육목표

건축학 전공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증 받
는 건축사의 양성을 목표로 디자인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을 수행한다. 교
육과정은 건축 설계의 실무를 담당하게 될 
건축가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설계와 관련된 제반 이론 과목들을 중심으
로 구성된다. 건축학 전공에서의 교육은 국
제적으로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수
업연한(5년)을 확보하고, 보다 강화된 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적 맥락(건축역사, 도
시, 환경, 생태 등)과 기술(구조, 환경조절, 
시공 등)분야를 교육하게 되며, 이 이외에
도 건축과 관련된 교양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한편, 5년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
은 인접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
육의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조경학, 도시
계획, 실내디자인 분야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건축공학전공과 관
련되어 건축 현장의 실무로 진출 할 수 있
는 기회도 제공한다.

건축의 이해 Ⅰ (3-3-0)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Ⅰ)

건축입문 과정으로 건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
인 영역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이론을 학습한다. 
건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와 더불어 건축학부 전공과 관련한 각 교과목
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여 전공의 특성과 각자의 
적성에 맞는 선택과정에 도움이 되게 한다. 팀별
로 실제 건축물을 선정 조사 분석하고 발표함으
로써 건축의 다양성과 종합성을 이해한다.   

건축의 이해 Ⅱ (3-3-0)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Ⅱ)

건축 구조(structure)에 관한 정의 및 구조형태
(structure form)에 관하여 설명하고,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의 지지점과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에 생기는 응력을 구함으로써 구조부재의 
설계를 위한 지식을 갖게 하며, 구조물의 안정에 
관해서도 그 판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건축설계기초 Ⅰ (3-1-6)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Ⅰ)

제도 및 디자인의 기초과정. 직선 및 곡선 등
을 이용한 프리핸드, 레터링, 스케치 등을 비롯한 
여러 제도기술을 익히고 형태구성 표현기법, 투시
도, 투상도의 표현 방법 등 숙지한다.

건축설계기초 Ⅱ (3-1-6)

(Fundamentals of Architectural Design Ⅱ)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주어진 소규모의 설계과
제를 통하여 생활과 대응하는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에 관여하는 여러 과정 및 해
결의 접근법 학습. 공간, 축척, 대지, 프로그래밍
의 해석 및 이해, 자연환경 및 건축 환경과 인간
과의 상호관련성에 따른 인간의 요구를 구체화한
다.

건축과 표현 (2-1-2)

(Visual Communications in Architecture)

초기 디자인 발상으로부터 건축설계에 이르기
까지 건축가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표현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연필·색
연필·펜 등을 이용한 프리핸드 드로잉과 사진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자
질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목
에서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단과 적용
과정을 학습한다. 

건축설계 Ⅰ (4-2-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Ⅰ)

근린 및 도시 환경과 관련된 중규모, 복합 용
도의 건축물 디자인. 구체적인 과제의 디자인과정
을 통해 주제의 이상과 결과의 합치방법, 창의성 
및 개념 창조, 기능 해결, 조형과 심미적 기능, 구
조 및 기술적 해석, 작품표현 등 디자인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 습득한다.  주위 환경 및 외부 공
간, 기존 건물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가능성 탐구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서양건축사                        (3-3-0)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원시시대부터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서양건축
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각 시대별 사회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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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다룬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기념
비적인 건축, 그리스 신전건축의 발달과 로마건축
의 계승 및 번안의 과정을 다루어 고전 언어의 
발생과 계승, 특징을 이해한다. 이후 기독교건축
의 발전과정을 양식과 관련하여 다루며, 르네상스 
및 바로크, 로코코의 전개과정 및 건축적 특징을 
탐구한다.

건축환경 Ⅰ (3-3-0)

(Architectural Environment Ⅰ)

건축환경 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열환경 및 
공기환경 계획이론을 학습하며 기후 조건, 쾌적 
조건, 열류 및 수분이동, 단열 및 결로, 환기이론
과 방법, 냉난방 에너지, 일조 및 일사환경 등의 
공학적 개념 및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 설비설계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

건축 재료와 구법 Ⅰ (3-3-0)

(Materials and Assemblies in Architecture Ⅰ)

건축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재료의 종류 및 특
성을 살피고 건축에의 적용과정을 탐구한다. 나
무, 흙, 돌, 벽돌 등 자연재료를 중심으로 기본재
료의 특성과 장단점을 지역 건축과 관련하여 살
피고, 대표적인 작품과 재료활용의 효과 및 구법
을 분석하여 건축 설계시 효율적인 재료의 활용 
방안을 습득한다.

공간과 조형 (2-1-2)

(Space, Form and Shape)

건축디자인을 시각예술로써 보고 이를 미적관
점에서 접근하고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이
론과 디자인의 방법을 배우고 이를 역사적, 현대
적 건축에서 실례를 통하여 분석 연구한다.

건축설계 Ⅱ (4-2-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Ⅱ)

근린 및 도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규모, 복
합 및 특수 용도의 건조 환경 디자인.  구체적인 
과제의 디자인과정을 통해 건조 환경에 대한 종
합적인 이해와 주제의 이상과 결과의 합치방법, 
창의성 및 개념 창조, 기능 해결, 조형과 심미적 
기능, 구조 및 기술적 해석, 작품표현 등 디자인 
목표에 접근하는 과정 습득.  주위 환경 및 외부 

공간, 기존 건물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가능성 탐
구한다. 

한국건축사 (3-3-0)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 건축의 형성에 대한 발달과정을 역사적으
로 살피고 동양 건축과의 관계를 공부한다.

각 시대별 ․ 종류별로 양식과 공간에 대한 변
천과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를 배우고 문화적 요소를 학습한다.

건축 구조 역학 (3-3-0)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건축구조물에 적용되는 힘의 합성과 분해, 구
조물의 해석방법, 트러스 및 아치의 성질, 부재단
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간단한 예제를 
풀이하여 구조물과 구조부재의 힘의 흐름을 이해
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건축환경 Ⅱ (2-1-2)

(Architectural Environment Ⅱ)

건축환경 계획요소 중 빛환경, 음환경에 대하
여 학습하며 세부적으로 빛의 조명학적 이론 및 
기준, 자연채광, 인공조명원리와 설계 기법, 음의 
물리적 특성의 이해를 중심으로 건축계획 및 설
계, 설비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 

건축 재료와 구법 Ⅱ (2-1-2)

(Materials and Assemblies in Architecture Ⅱ)

철골, 유리, 철근, 콘크리트 등 산업화 사회의 
건축에 사용된 건축의 주재료 및 알루미늄, 플라
스틱, 와이어 등 첨단 건축 재료의 특성과 구법을 
탐구한다. 이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료와 구법을 
사용하여 건축가의 조형의지와 정합성을 이루는 
길을 모색한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재료사용의 가
능성과 한계도 검토한다.

건축과 컴퓨터 (3-2-2)

(Computer Applications in Design) 

건축에 있어서 컴퓨터 응용분야는 크게 건축설
계분야와 건축실무 자료관리분야로 나눌 수 있다. 
건축설계분야에 있어서는 CAD/CAM의 기본 원리
와 응용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이루어지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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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야는 프로젝트 스케줄과 예산에 관련된 데
이터 베이스, 스프레드 시트 등 실무 전반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이 실습 위주로 이루어진다.

건축설계 Ⅲ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Ⅲ)

분화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건
축의 적응관계를 바탕으로 근린 및 도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규모, 복합 및 특수 용도의 건조 
환경 디자인. 건조 환경내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행동양태, 건축설계의 기획 및 계획수립과정,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분석능력, 조형
의 창의력 및 표현방법 습득한다. 

동양건축사 (3-3-0)

(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인도, 중국, 일본의 건축을 중심으로 동양건축
의 발생과 전파 그리고 정착의 과정을 다루며 각 
국가별 건축의 종류와 특성을 우리나라 건축과 
비교하며 이해한다. 특히 동양의 사상과 종교를 
담은 종교건축물과 궁궐건축 및 주거건축을 다루
어 각 문화의 고유성과 공통성을 이해한다. 아울
러 전통의 현대화 과정과 현대적 해석에 관하여 
다루어 전통의 현대적 계승에 대하여 탐구한다. 

건축 구조 시스템 Ⅰ (3-2-2)

(Structural Systems Ⅰ)

건축공학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종합하기 위
한 것으로, 구조와 설비, 시공과 건설관리에 관련
된 기초적인 분석을 실습하고 이들 상호간의 연
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설 실무에 대한 기본
적인 감각과 분석 능력 배양한다.

건축계획방법 (3-3-0)

(Methods of Architectural Planning)

건축계획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주목적으로 한 건축계획의 사고방식을 집
합주택, 학교, 사무소, 커뮤니티 시설 등의 건축을 
예로 학습한다.

건축과 문화 (3-3-0)

(Architecture and Culture)

사회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축은 
그 사회의 문화 기반과 구성원의 문화적 행동양

식을 반영한다.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시간
적, 공간적, 그리고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건축적 이질성과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과는 별도
로 관찰되는 건축, 문화적 동질성의 예를 살펴보
고, 문화 현상으로서의 건축을 이해한다.

조경계획 및 설계 (3-2-2)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로 중요해 지는 현대 사
회에서 건축과 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공
간과의 관계는 더욱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조경이
란 토지를 미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서 수목과 
같은 식물소재로부터, 건축물간의 유기적인 관계 
및 나아가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다루
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외부공간의 디자인의 
역사 및 수목, 포장 등 외부공간을 다루는 다양한 
소재, 그리고 주택정원 및 아파트, 공원 등의 설
계 사례 및 설계기법, 외국 및 현대 사회의 외부
공간 조성 흐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계획 
및 환경복원 기법 등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건
축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건축설계 Ⅳ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Ⅳ) 

현대의 도시사회에서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익
성을 수용하는 건조 환경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
인 표현과 건축적 해결 방안 탐구.  도시 구성 차
원에서의 대지 분석 및 선정, 상징성 및 예술성, 
기능성 등을 종합하는 디자인 과정을 통해 쾌적
한 도시환경 창조에 대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한다. 

근대건축사 (3-3-0)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건축역사 중 산업혁명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과 함께 출현한 다양
한 건축의 역사를 시대별 대표적 건축가와 그의 
작품 및 이론을 통해 이해한다. 새로운 재료와 공
법의 출현, 교통과 통신의 발달, 건축사조의 교류 
등 산업사회의 성장과 함께한 모더니즘 건축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탐구한다.

단지계획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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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Planning and Design) 

대지계획 및 설계의 기법을 공부한다. 대지의 
자연조건과 가능성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고 지형적 조건이 제공하는 대지의 제약이 
건축과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 가능성을 공부한다. 
단지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자연적, 기술적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대지분석과 선택, 땅을 다
루는 방법, 우수처리 방법 등을 학습한다.

건축 구조 시스템 Ⅱ (3-2-2)

(Structural Systems Ⅱ)

건축구조시스템 I에 이어 구조, 설비, 시공,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현장답사
와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함으로써, 건축공학분야
의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한다.

건축의장 (3-2-2)

(Parameters in Architecture) 

건축과 도시에 있어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의 역사와 기술, 문화의 관련성과 환경의 차별성
을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이에 근간이 되는 건축
의 역사적 차원과 형태 계승의 요소 및 그 특성
을 다양한 양태로 연구한다.

건축프로그래밍 (3-3-0)

(Architectural Programming)

건축에 공통된 규모계획 및 치수계획을 학습하
고, 설계의 분석적 측면을 주로 하여, 프로그램의 
역할, 과정, 자료수집, 분석, 종합, 의사전달, 평가
를 위한 절차와 기법 및 수단을 배운다. 

인간과 주거 (3-3-0)

(Housing and Human Settlement)

우리의 환경에서 주거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바
람직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와 영역성
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생각해본다. 주거형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물
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도시의 주거유
형이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
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유형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단위 주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통한옥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집합주거의 외부공

간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공부한다. 

건축설계 Ⅴ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Ⅴ) 

현대 도시의 상징인 초고층, 초대형 상업 건조
물 디자인.  건축과 관련된 첨단 과학기술 및 재
료, 기기 및 공법, 구조 시스템 및 환경조절 시스
템,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을 적용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최첨단 건조 환경 디자인
을 통하여, 대도시에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의 
요구와 디자인 조건 등을 분석ㆍ평가한 후 해결
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 탐구한다.

현대건축 (3-3-0)

(Contemporary Architecture) 

포스트모더니즘을 필두로 출현한 슈퍼매너리
즘, 하이-테크, 해체주의, 생태주의, 디지털 건축 
등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출현하는 다양
한 당대의 건축과 건축가를 조명함으로서 변화하
는 사회와 건축의 다양한 대응을 이해하며, 세계
화 속에서 정체성을 갖는 건축가의 길을 모색한
다. 우리나라 건축가와 작품도 적극적으로 다루어 
세계화 속에 정체성을 모색하는 건축가의 언어와 
건축관을 조명한다. 

환경친화건축 (3-3-0)

(Environment-friendly Architecture)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보존건축, 환경친화 건축
의 개념 및 이를 위한 건축계획 방법론, 유지관리 
개론, 평가기법을 고찰하고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
로 환경에 대한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

건축법규 (3-3-0)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건축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관련법규 및 
건축사법, 전문 용역과 관련된 규약, 설계사무실 
개업 등에 관한 법을 인지하며 전반적인 법률적 
사항과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인지하
도록 한다. 공중보건과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
산권, 장애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건축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들을 해설하고 운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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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시지각 (3-3-0)

(Architectural Design and Visual Perception)

건축물이 디자인 되는 과정과 그 방법론을 공
부한다. 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가 습득해야할 기
초적인 소양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구체
적인 건축디자인 방법론과 실무에서 행해지는 건
축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운다. 건축의 공간과 
형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건축의 
공간 및 형태가 구체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어떻
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공부한다. 아울러 건축물이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한다.

도시계획 및 설계 (3-2-2)

(Urban Planning and Design)

도시계획과 디자인의 요소들과 그 기법들에 대
해서 학습한다. 토지이용계획 및 조우닝, 교통과 
상, 하수도등 도시 인프라시설, 그리고 도시계발 
정책과 투자 기법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도시공
간을 디자인해나가는 방법을 공부한다. 도시의 광
장과 가로공간 그리고 Street Furniture의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한다.

전통건축과 현대 (3-3-0)

(Traditional Architecture in Contemporary 

Culture)

전통 건축에 대한 양식과 공간적 특성을 익힌
다. 건축의 종류에 따른 그 형성과정과 현장 답사
를 통해 현 상황을 배우고 전통건축이 어떻게 현
대 건축에 수용 발전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건축설계 Ⅵ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Ⅵ)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신시
가지 개발 등의 대규모 과제를 통하여 주변 환경
과의 조화 및 협동작업의 중요성 숙지한다. 단지
계획, 표현의 의장성 및 상징성, 시설계획, 주거, 
커뮤니티 디자인, 도시설계, 에너지 시스템 디자
인, 건조 환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리모델링 등
의 다양한 주제를 각자의 관점에 따라 구체적으
로 표현한 후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건축 설비 (3-3-0)

(Control of Building Systems)

건축에서 필요한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위생설비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설비형 조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각도에
서 건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건축 시공 및 건설 관리 (3-2-2)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건축 일반구조와 구조역학의 학습내용을 기초
로 건축물 시공의 전반적인 지식과 단계별 공정
을 학습하고, 건설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원가관리, 생산성 분석, 공정관리, 인력관리, 장비
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계약관리 기법 등 관리 이론과 첨단 관리 기법에 
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건축 이론 (3-3-0)

(Architectural Theory)

건축에 대한 미학과 철학 등의 다양한 이론은 
항시 각 시대의 실용적인 디자인의 근거를 제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비트루비우스로부
터 시작된 건축이론은 르네상스 시절 다시 꽃을 
피워 당시의 건축뿐만 아니라 후세의 건축에도 
지표가 되어 왔으며 20세기 들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각종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
목은 알베르티, 비뇰라, 팔라디오로부터 20세기의 
대표적인 건축가의 이론과 20세기 실존철학, 현상
학,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 등의 철학
사조와 관련된 건축이론을 탐구한다.

건축과 경관 (3-3-0)

(Architecture in Landscapes) 

부분으로서의 건축은 독립적인 개체인 동시에 
거리와 마을, 도시와 농촌의 경관을 이루는 부분
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각자의 개성
적인 건축디자인을 수용하면서도 전체로서의 가
로와 도시 등이 조화가 되는 경관을 창출하는 데
는 제어와 선택, 공유와 일탈 등 매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목은 가로경관, 도
시경관, 농촌의 경관, 전통적인 역사문화경관에 
이르기 까지 형태와 공간, 색채의 선택과 조화를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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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도시 세미나 (3-3-0)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eminar) 

건축, 도시 분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설계 및 이론 분야의 주제를Case Study
를 통한 세미나 형식으로 다룬다. 건축, 도시 프
로젝트들의 기본 개념과 발전 방향을 이해, 평가
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건축 기획 및 관리 (3-3-0) 

(Pre-Design and Project Management)

건축가가 하는 설계행위의 최초 단계로 모든 
기획업무와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축
에 관련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타당성분석, 
프로젝트 운영계획 등, 경제적 검토사항 및 설계
의 방향제시, 설계의 조건의 설정을 위한 정보처
리, 건축물의 구체화를 위한 예비 작업과 리스크 
관리 등을 배워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기
한다.

건축설계 Ⅶ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Ⅶ)

학생 각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디자인 주제를 
선정하여 그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으로 데
이터수집, 분석, 종합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하여, 변화하는 사
회 속에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사명감
을 바탕으로 이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끄는 디
자인 과정을 통해 디자인 의도 표현, 작품화한다. 

건축과 사회 (3-3-0) 

(Architecture and Society)

건축은 각각의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시대
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환경과 문화의 가치가 중요시되
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관련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며, 급격한 사회변화와 관련
하여 파생되는 건축·도시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 
조사 분석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다룬다.

건물 시스템 (3-3-0)

(Integrated Building Systems)

각각의 건축 공학 교과목에서 배운 공학 지식
을 집대성하여 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디자인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건축
물의 설계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자연 환경적인 
요소를 해석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건축
물의 외피 디자인, 구조 디자인과 더불어 최적의 
건축적 빛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건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축과 디지털 미디어 (3-2-2)

(Architecture and Digital Design Media)

건축 디자인의 초기 단계부터 프리젠테이션 단
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시각 정보를 디지
털화해서 2차원 혹은 3 차원의 건축적 아이디어
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실습
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서는 음향매체의 사용과 
시간 개념이 표현되는 멀티미디어 테크놀러지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 디자인 도구로써의 컴퓨터
의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실내 디자인 Ⅰ (3-2-2)

(Interior Design Ⅰ)

실내 건축의 역사적 배경과 그 형성 과정을 익
힌다. 시대별로도 각 디자인 구성요소와 원리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실내공간 구성
요소 및 재료에 관하여 공부한다. 우리나라와 서
양의 실내디자인에 대하여도 비교 연구한다.

강원지역건축 (3-3-0)

(Regional Architecture in Kangwon Province)

강원도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환경의 특성과 
유산을 이해하고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 창조의 기틀을 마련한다. 강원도의 건축문화
재를 포함한 문화유산 및 현대건축의 특성과 의미
를 학습하며,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하
는 정체성 있는 현대 건축 창조의 길을 모색한다.

건축 리모델링 (3-3-0)

(Architectural Remodeling) 

건축 리모델링의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고, 건
축물의 가치, 경제성, 성능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
링 기법을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 및 에너
지성능 개선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적용사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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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실례를 통하여 분석 탐구.

건축설계 Ⅷ (6-4-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Ⅷ)

학생 각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디자인 주제를 
선정하여 그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으로 데
이터수집, 분석, 종합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변화하는 사회 속
에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사명감을 바
탕으로 이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끄는 디자인 
과정을 통해 디자인 의도 표현, 작품화한다. 

건축실무 (3-3-0)

(Professional Practice)

건축실무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과
목으로, 과거나 현재의 예를 통해서 공공의 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로서의 법적, 도덕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변
화하고 있는 건축 실무 환경을 고찰하고, 건축가
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여 바람직한 건축가의 미
래상을 제시한다.

실내 디자인 Ⅱ (3-2-2)

(Interior Design Ⅱ) 

다양한 실내공간 구성에서 세부적인 이론을 습
득하고 이를 배경으로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
공간의 구성과 설계 실습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
경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한다.

보존과 개발 (3-3-0)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종 개발의 욕구가 분출

하며 건축가는 직·간접으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환경의 조정에 관여하게 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환경과 유산을 보존하며 지혜로운 활용의 
묘가 요구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의 사례를 연구한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
경의 문제로부터 명승지의 관광지화로 야기되는 
각종 개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한다.

의료 복지 시설 계획 및 설계 (3-2-2)

(Health Care Facility planning and Design)

의료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배우고, 의료시
설의 기능과 이에 대응하는 공간계획에 대해 문
제점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또한, 사회복지시
설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연구하며, 산학협
력 관점에서 집중 탐구한다.

건축학 연구 (3-3-0)

(Architectural Research )

수강학생의 졸업 설계 작품 주제를 역사적, 문
화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건축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그 건축적인 의미와 역할을 논
문 형식으로 엮어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과
목으로, 학생 개개인과의 개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축 현장 실습 (3-0-2주 전후)

(Architectural Internship)

졸업 후 수강학생이 취업할 분야를 택하여 인
턴사원으로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쌓고, 건축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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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gram)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인증
필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52040

352041
구조와 구법 (Stru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건설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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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전선 352064 정역학 및 실습 (Statics and Practice) 전공심화 2-1-0-2

2-2

전필 352007 구조역학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전공심화 3-3-0-0 O

전선
352065

352066

재료역학 및 실습 
(Mechanics of Materials and Practice)
유체역학 및 연습 (Fluid Mechanics & Practice)

전공기본

전공기본

3-2-0-2

2-1-0-2

3-1

전필

352067

352043
352068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Ⅰ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Ⅰ)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건축환경 및 실험 I 
(Architectural Environment & test I )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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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전선

352003
352014
352047
352069

352070
352046

CAD (Computer Aided Design)
동역학 (Dynamics)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안전진단 및 구조모형 실험 (Health Evaluation of 
Structures and Structural Model Test)
건축재료 및 실험 (Building Material & Test)
급배수 위생설비 
(Building Sanitary and Water Supply System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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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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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

3-2

전필

352072
352073

352074

352075

강구조 및 설계Ⅰ(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Ⅰ) 
건설공정 및 설계 
(Construction Scheduling & Design)
자연채광 및 건축조명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건축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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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

3-2-3-0

O
O

O

O

전선

352071

352052
352076

352055
352050

352077

친환경 건축기술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건축법규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Ⅱ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 Ⅱ)
구조해석 및 실습(Structural Analysis and Practice)
건축적산 및 실습
(Building Cost Estimate & Practice)
건축환경 및 실험 Ⅱ
(Architectural Environment & Test Ⅱ )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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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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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 171 －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인증
필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352053
352054
352078

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공기조화설비 (Building HVAC Systems)
건축통합설계 
(Architectural Engineering System Design)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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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전선

352079

352056

352057
352080

352081

352012

강구조 및 설계 Ⅱ
(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Ⅱ)
구조 계획 및 설계
(Structural Planning and Design)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
건축음향 및 실험
(Acoustic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실내공기환경 및 실험
(Indoor Air Quality and Lab.)
건축사 (History of Architecture)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본

3-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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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3-3-0-0

4-2 전선

352039
352082
352083

352060

352061
352062
352063

352084

현장답사 (Site Survey)
내풍설계 (Wind Resistance Design)
목구조 및 조적조 설계
(Design of Timber and Masonry Structures)
건설정보관리 및 실습(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ractice)
품질안전(Quality and Safety)
건물유지 및 관리 (Facility Management)
설비시스템설계 
(Design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건축실무연수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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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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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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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Architectural Engineering Program)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인증
필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52064
352040
352041

정역학 및 실습 (Statics and Practice)
구조와 구법 (Stru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건설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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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전선 352999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0-1-0-0

2-2
전필

352065

352066
352007

재료역학 및 실습 
(Mechanics of Materials and Practice)
유체역학 및 연습 (Fluid Mechanics & Practice)
구조역학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심화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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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전선 352999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3-1

전필

352014
352067

352043
352068

동역학 (Dynamics)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Ⅰ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Ⅰ)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건축환경 맟 실험 I (Architectural Environment & test I )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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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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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전선

352003
352047
352069

352070
352046

352999

CAD (Computer Aided Design)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안전진단 및 구조모형 실험 (Health Evaluation of 
Structures and Structural Model Test)
건축재료 및 실험 (Building Material & Test) 
급배수 위생설비 
(Building Sanitary and Water Supply Systems)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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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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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

MSC

3-2

전필

352071

352072
352073
352074
352075

친환경 건축기술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강구조 및 설계Ⅰ(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Ⅰ) 
건설공정 및 설계 (Construction Scheduling & Design)
자연채광 및 건축조명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건축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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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O

전선

352052
352076

352055
352050
352077

352999

건축법규 (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Ⅱ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 Ⅱ)
구조해석 및 실습 (Structural Analysis and Practice)
건축적산 및 실습 (Building Cost Estimate & Practice)
건축환경 및 실험 II 
(Architectural Environment & Test II )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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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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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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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인증
필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352012
352053
352054
352078

건축사 (History of Architecture)
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공기조화설비 (Building HVAC Systems)
건축통합설계 
(Architectural Engineering System Design)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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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

전선

352079
352056
352057
352080

352081
352999

강구조 및 설계 Ⅱ (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Ⅱ)
구조 계획 및 설계 (Structural Planning and Design)
건설계약 (Construction Contract)
건축음향 및 실험 
(Acoustic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실내공기환경 및 실험 (Indoor Air Quality and Lab.)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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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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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52039
352082
352083

352060

352061
352062
352063

352084

352999

현장답사 (Site Survey)
내풍설계 (Wind Resistance Design)
목구조 및 조적조 설계 
(Design of Timber and Masonry Structures)
건설정보관리 및 실습 (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ractice)
품질안전 (Quality and Safety)
건물유지 및 관리 (Facility Management)
설비시스템설계
(Design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건축실무연수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공학교육상담(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기본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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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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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

0-1-0-0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 학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하여야 졸업조건을 충족

▶ 건축공학전공 교육목표

건축공학전공은 건축공학 전반의 기초 및 
실무와 연계된 공학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한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전문 건
축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
축공학의 분야는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설
관리 및 재료, 건축환경 및 설비의 3분야로 
구성된다. 건축구조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건축구조물을 설계하
는 분야를 담당하며, 건축시공 / 건설관리 
및 재료 분야에서는 건축설계를 현실화하는 
실질적 시공기술과 시공계획을 다루게 된

다. 건축환경 및 설비 분야에서는 건축에서 
인간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조절
방법과 환경공학기술에 대한 분야를 담당한
다. 교과목은 건축공학의 공통과목을 수강
한 후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건
축공학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3학년 진급 
후 적성과 희망에 따라 건축공학 이외의 또 
다른 복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정역학 및 실습 (Statics and Practice 

2-1-0-2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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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학은 구조물 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
문으로 이러한 정역학의 개념이 구조물 설계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와 정적 하중(static load)에 대
한 탄성구조물의 응답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구조물의 응용할 수 있는 역학
의 기본적인 능력 강의 및 실습.

구조와 구법 (Stru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3-3-0-0 전공심화)

건축물을 이루는 각 구성 요소들의 명칭 및 정
의 그리고 구조체에서의 구조적인 역할을 파악하
여 시공상의 용이함을 습득하는 교과과정.

건설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3-3-0-0 전공심화)

건설공사를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하는 
건설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건설
공학과 관련된 용어들을 습득하기 위한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입문과정

재료역학 및 실습 (Mechanics of Materials 

and Practice 3-2-0-2 전공기본)

건축구조부재의 형상과 재료성질에 의한 거동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응력과 변형에 대한 
재료의 역학적인 특성을 익힘으로서 부재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강의 및 실습.

유체역학 및 연습(Fluid Mechanics & Practice 

2-1-0-2 전공기본)

유체의 물리적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부터 
역학적 해석기법을 통하여 유체운동을 이해하며, 
유체의 기본적 성질, 유체 정력학, 제한체적 연속
방정식, 선형 및 각 운동량 방식, 에너지 방정식, 
Bernoulli 방정식, 차원해석과 상사율, 관 유동 등
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이들 기본 이론의 건
축공학적 응용을 강의 

구조역학(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3-3-0-0 전공심화)

건축구조물에 적용되는 힘의 합성과 분해, 구
조물의 해석방법, 트러스 및 아치의 성질, 부재단
면의 성질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간단한 예제를 
풀이하여 구조물과 구조부재의 힘의 흐름을 이해
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강의.

동역학 (Dyamics 2-1-0-2 전공기본)

동역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동
적하중에 대한 정의와 구조물의 동적하중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습득하며, 특히 정역학과 동역학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Ⅰ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Ⅰ 3-2-2-0 

전공심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
과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한 부재 설계 중 보구조 
설계법과 이에 관한 전단․부착․처짐 등에 관한 이
론을 강의 및 실습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3-3-0-0 전공심화)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종별 적용되는 
주요 공법들에 대해 특징, 적용범위 등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함

건축환경 및 실험 I (Architectural Environment 

I 3-2-1-1 전공심화)

건축환경공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열환경 및 공
기환경 계획이론을 학습하며 기후 조건, 쾌적조
건, 열류 및 수분이동, 단열 및 결로, 환기이론과 
방법, 냉난방 에너지, 일조 및 일사환경 등의 공
학적 개념 및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 설비설계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

CAD 

(Computer Aided Design 3-1-2-1 전공기본)

건축에 컴퓨터 그래픽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개
념과 기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본 과목에서는 그
래픽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기본요소와 건축에 응용되는 컴퓨터그래픽의 
이론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실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게 강의.

건축계획 

(Architectural Planning 2-2-0-0 전공기본)

건축계획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주목적으로 한 건축계획의 사고방식을 집
합주택, 학교, 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건축을 
예로 들어 배우고 건축에 공통된 규모계획,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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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아울러 익힌다.

안전진단 및 구조모형 실험 (Health Evaluation 

of Structures and Structural Model Test 

3-2-0-2 전공심화)

구조물의 내구성 파악을 위해 파괴 및 비파괴 
실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보수 보강 방법을 고찰하며, 구조 모형실험에 의
해 구조 부재의 역학적인 거동 특성을 파악하는 
교과과정.

건축재료 및 실험 (Building Material & Test 

2-1-2-0 전공심화)

건축공사시 공종별, 분야별 적용되는 재료의 
동류 및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급배수 위생설비 (Building Sanitary and 

Water Supply Systems 3-3-0-0 전공심화)

수처리 및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 및 통기설
비 등의 위생설비와 소화설비, 가스설비, 배수처
리 및 중수설비, 특수설비 등과 관련하여 기본적
인 시스템 구성 및 원리, 그리고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의 엔지니어링 실무에 대하
여 강의

친환경 건축기술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2-2-0-0 전공기본) 

친환경 건축의 개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다
양한 건축계획 및 평가기법, 건축물 유지관리기
법, 그리고 자연에너지의 건축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건축이 나아갈 방향
을 제시하고 최적설계를 통하여 최상의 에너지 
효율로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기법 탐구

강구조 및 설계Ⅰ (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Ⅰ 3-2-2-0 전공심화)

강구조 설계 방법 중에서 한계 상태법의 소개, 
강재료의 역학적인 특성, 접합, 압축재의 설계, 보
의 설계, 소성 설계등을 강의 및 설계.

건설공정 및 실습 (Construction Scheduling 

& Practice 3-2-0-2 전공심화)

건설공사의 시간관리인 공정관리에 대한 이론
을 이해하고 기법별 특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자연채광 및 건축조명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3-2-1-1 전공심화)

건물내․외의 시각적인 행위를 위한 적절한 빛
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간별 조명계획기법을 강
의하며 자연채광의 중요성, 광원의 종류, 조명설
비, 조명에너지 분석기법, 조명제어기술 등의 설
비적 접근 방법 및 미적 조명을 위한 다양한 설
계와 평가기법을 강의

건축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3-2-3-0 전공심화)

건축공학의 전반지식을 바탕으로 공학적 관점
에서 효율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과 방법론
의 실습과 아울러 건축물의 건설에 필요한 각종 
도면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건축공학 도면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유도

건축법규(Building Code and Regulations 

2-2-0-0 전공기본) 

건축법 및 동시행령에 관한 해설과 제반 관계 
법규를 익혀 공공복리의 전반적인 증진과 생활환
경의 보호와 개선을 도모하는 길을 배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및 설계Ⅱ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Design Ⅱ 

3-2-2-0 전공심화)

철근 콘크리트의 연속과목으로 이방향 슬래브, 
장주, 처짐과 균열 등에 대한 해석, 설계, 제어방
법 등을 학습.

구조해석 및 실습 (Structural Analysis and 

Practice 2-1-0-2 전공심화)

휨재의 변형, 내력의 일, 카스치리아노의 정리, 
가상일 법,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으로서 응력법, 
처짐각법, 3연 모멘트법, 고정 모멘트법, 근사해법 
등을 강의 및 실습.

건축적산 및 실습(Building Cost Estimate & 

Practice 2-1-0-2 전공심화)

건축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적산방
법, 이론을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 건축견적 및 적
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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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및 실험 II (Architectural Environment 

II 2-1-1-1 전공심화)

건축환경 계획요소 중 빛환경, 음환경에 대하
여 학습하며 세부적으로 빛의 조명학적 이론 및 
기준, 자연채광, 인공조명원리와 설계 기법, 음의 
물리적 특성의 이해를 중심으로 건축계획 및 설
계, 설비설계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 

건축사 

(History of Architecture 3-3-0-0 전공기본) 

한국 및 서양건축의 역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 시대적 배경과 건축양식, 건축기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특히 건축술의 발달과정과 서양종교건
축의 전개 과정을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건축에 
있어서의 구조와 이념, 공간의 의미를 이해. 

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3-3-0-0 전공심화)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시운전, 사후관리 
단계에서 건축물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 최상의 
품질, 경제적 비용, 최적공기를 달성하기 위해 적
용되는 건설관리 기법 및 활용방법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함

공기조화설비 (Building HVAC Systems 

3-3-0-0 전공심화)

건축에서 필요한 냉난방 설비, 공기조화 설비, 
설비제어기법 등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함으
로써 설비형 조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합 공학
인으로서 건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강의.

건축통합설계 (Architectural Engineering 

System Design 3-2-3-0 전공심화)

건축공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강의, 연구 및 토론을 통하여 개별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실무에 적
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강의

강구조 및 설계 Ⅱ ( Steel Structures and 

Design Ⅱ 3-2-2-0 전공심화)

보-기둥의 설계, 각 접합부(용접, 고력볼트)의 
세부 설계 및 상세 도면 작성법, 초고층 건물의 
소개를 강의 및 설계 실습.

구조 계획 및 설계 (Structural Planning and 

Design 2-1-2-0 전공심화)

건축 구조 분야에서 익힌 내용을 통합하여 건
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조해석용 소프트웨
어의 사용 방법 및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
을 강의 및 설계.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 2-2-0-0 

전공심화)

건설단계에서 다양한 계약형태별 절차와 방법
론, 계약이행과정의 분쟁, 계약종료에 관련한 기
초지식을 습득함

건축음향 및 실험 (Acoustic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2-1-0-2 전공심화)

건축물 내 ․ 외부의 환경요소 중에서 음향에 대
한 기본이론을 강술하고 음향환경과 인간, 건축물
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건축계획, 설계, 시공에서 
음의 취급방법과 경제적으로 쾌적한 음환경을 창
출하는 기법 강의.

실내공기환경 및 실험 (Indoor Air Quality 

and Lab. 2-1-0-2 전공심화)

현대 건축물의 폐쇄성 및 反환경적 자재이용에
서 비롯된 실내공기환경의 질적 문제에 대한 분
석적 이론과 아울러 실내공기의 측정 기법, 질적 
평가방법, 환기를 비롯한 건축적 개선 방안 등을 
강의.

현장답사(Site Survey 1-0-0-3 전공기본)

그 동안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이론들을 도시, 
고건축물, 건축공사현장 등의 답사를 통해 실제와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나은 건축교육의 성
과 유도.

내풍설계(Wind Resistance Design 3-2-0-2 전

공심화)

건축물의 고층화 및 장경간화에 의한 바람의 영
향이 우려되는 바, 바람에 저항하는 구조시스템의 
소개 및 적정의 구조 설계 방법을 강의 및 실습.

목구조 및 조적조 설계 (Design of Timber 

and Masonry Structures 3-2-0-2 전공심화)

저층의 주택설계에 친환경 재료의 사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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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점차 목구조 및 조적조에 의한 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설계 방법들이 
정립화 되어있지 않은 바, 이 교과과정을 통하여 
설계 방법을 숙지하도록 강의 및 설계 실습.

건설정보관리 및 실습(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Practice 3-2-0-2 전공심화)

건설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정보관리체계의 
구성 및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 이해를 증진함

품질안전(Quality and Safety 3-3-0-0 전공심화)

건축물이 요구하는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품질계
획 및 통제, 품질보증에 대한 기초지식과 건설재해
를 최소화 시키는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

건물유지 및 관리 (Facility Management 

3-3-0-0 전공심화)

건물성능의 극대화 및 장수명 건축을 위한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 유지관리의 필요성과 
건물 요소별의 유지관리기법, 관련 건축설비의 운
용관리방법 등을 강의

설비시스템설계 (Design of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3-2-2-0 전공심화)

건축설비시스템 중 공기조화/냉난방 (HVAC)/전
기조명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본 이론 및 시스템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건물의 프
로그램 및 규모에 적합한 설비시스템 설계 실습
과정을 강의

건축실무연수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3-0-0-9 전공심화)

실제 조건과 법규 속에서 수행되는 실무를 대
상으로, 건축 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책임감 있
는 전문용역을 기르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원
칙, 프로젝트와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함양토록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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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Division of Mechanical and Mechatronics Engineering)

학부 공통교과목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39002 CAD실습 (Computer-aided design) 1-0-2-0

1-2 전선 139003 정역학 (Statics) 3-2-0-1

2-1 전필 139004
139005

고체역학 Ⅰ(Solid Mechanics Ⅰ)
동역학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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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139009 제어공학 (Mechanical Control Engineering) 3-3-0-0

학부 공통교과목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39999
139002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CAD실습 (Computer-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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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인증
공통인필

1-2 전선 139999
139003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정역학 (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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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인증
공통인필

2-1 전필 139004
139005

고체역학Ⅰ (Solid Mechanics Ⅰ)
동역학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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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인증
공통인필

2-2 전필 139008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0-0-3 메카인증
3-1 전선 139009 제어공학 (Mechanical Control Engineering) 3-3-0-0 메카전필

CAD (1-0-2-0, 학부공통)

∙ 모든 CAD S/W의 기초가 되는 Auto CAD를 이
용한 모델링 기법을 익힌다. 

∙ 3차원 모델링 기술의 기초를 다진다.
∙ 각종 모델링 전용 CAD S/W의 차이점과 호환 

가능성 등에 대해 배운다.
∙ 각종 도면 보는 법을 익힌다.
∙ 기계설계에 기초가 되는 Auto CAD 프로그램을 

익혀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도면을 실습한다.

정역학 (3-2-0-1, 학부공통)

∙ 기계공학의 근간이 되는 역학의 첫 과정으로서 

정역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
로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앞으로 배우게 될 고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과 
같은 주요 역학과목의 기초를 제공한다.  

∙ 힘과 모멘트, 합력, 자유물체도 및 정적평형에 
관한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평형, 분포
력 및 마찰 등에 관한 기본이론과 다양한 응용
문제를 다룬다.

∙ 4 명이 1 팀을 구성하여 스파게티 국수재료로 
교량 구조물 모형을 직접 설계․제작하고 연례
행사인 누들브리지(noodle bridge) 경연대회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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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역학 Ⅰ (3-3-0-0, 학부공통)

∙ 고체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힘, 모멘트, 응력을 정의한다.
∙ 물체(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자유물체도의 개념

을 이끌어낸다.
∙ 평면응력, 주응력, 모아써클을 이해함으로써 고

체의 파괴개념을 학습한다.
∙ 에너지법에 의한 변위계산의 수법을 익힌다.

동역학 (3-3-0-0, 학부공통)

∙ 기계시스템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룬다.

∙ 평면에서 자유로이 움직이거나 구속되어 움직이
는 질점과 강체의 운동을 이해한다.

∙ Newton의 제2법칙에 의한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과정을 익

힌다. 
∙ 일과에너지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일과 운동에

너지의 관계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과
정을 익힌 다.

∙ 역적과 운동량의 방법에 의해서 가해진 역적과 
모멘트의 관계에서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푸는 
과정을 익힌다. 

제어공학 (3-3-0-0, 학부공통)

∙ 동적기계시스템의 소개
∙ 기계시스템의 I/O 모델링, 상태모델링
∙ MATALB 사용법 및 SIMULINK를 통한 동적해석
∙ 전달함수, 주파수응답법, 안정도판정, 근궤적법
∙ 피드백시스템, PID 제어알고리듬 
∙ 제어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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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용공학전공(Department of Mechan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30006 열역학 Ⅰ (Thermodynamics I) 전공공통 3-3-0-0

전선 130059 의용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의용공학 3-3-0-0

2-2 전선

130009
130013
130010
130051
130071

고체역학 Ⅱ (Solid MechanicsⅡ)
메카니즘 설계 및 해석 (Mechanism Design and Analysis)
열역학 Ⅱ (Thermodynamics II)
자동차구조설계 (Automotive Body Design)
공학도를 위한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for Engineers)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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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30011 유체역학 Ⅰ (Fluid Mechanics 1) 전공공통 3-3-0-0

전선

130072
130076
130025
130063
130077
130078
130061
130079

기계공작법 및 실습 (Manufacturing Process)
공학소프트웨어응용 (Engineering Software Application)
열전달 (Heat Transfer)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의료기기설계 (Medical Instrument Design)
생체계측 (Biomedical Measurement)
생체역학 (Biomechanics)
생체재료 (Biomaterial Science)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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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30082
130037

기계설계 (Machine Design)
기초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and Design)

전공공통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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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30080

130081
130014
130052

130060
130083
130084

기계진동 및 시스템설계
(Mechanical Vibration and System Design)
재료 및 기계역학 실험 (Metal & Mechanical Lab.)
유체역학 Ⅱ (Fluid Mechanics 2)
기계시스템 설계 및 제작
(Mechanical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열동력 (Thermal Power)
의용기계공학특강 (Special Issues in Biomedical Engineering)
의용공학실험 (Biomedical Engineering Experiments)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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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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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30086
130046
130039
130024
130047
130035
130087
130088
130089

열유체공학실험 (Thermal-Fluid Engineering Experiment)
소성가공 (Metal Forming Processes)
기체역학 (Gas Dynamics)
금형설계 (Die Design)
최적설계 (Introduction to Optimum  Design)
자동차공학 (Automotive Engineering)
인공장기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Organs)
의료정보(Introduction to Medical Information System)
생체열유체역학 (Introduction to Biofluid and Bioenergetics)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2-1-2-0
3-3-0-0
3-3-0-0
3-2-0-1
3-2-0-1
3-2-0-1
3-3-0-0
3-3-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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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130090
130048
130091

130092
130093
130094
130095

130096
130097

엔지니어링개론 (Introduction to Engineering)
공기조화 및 냉동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전산유체역학 및 설계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 Design)
CAE 응용 및 설계 (CAE Application to Design)
인체운동역학 (Sports Biomechanics)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의용재료 파괴강도학 및 설계
(Biomaterial Fracture Strength & Design)
재활공학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인체모델링 및 설계 (Human Modeling and Design)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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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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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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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용공학전공(Department of Mechan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30006 열역학 Ⅰ(Thermodynamics I) 전공공통 3-3-0-0

전선 130999
130059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의용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전공공통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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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130999
130009
130013

130010
130051
130071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고체역학 Ⅱ (Solid Mechanics Ⅱ)
메카니즘 설계 및 해석
(Mechanism Design and Analysis)
열역학 Ⅱ (Thermodynamics II)
자동차구조설계 (Automotive Body Design)
공학도를 위한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for Engineers)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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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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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30011 유체역학 Ⅰ (Fluid Mechanics 1) 전공공통 3-3-0-0

전선

130999
130072
130073
130076
130025
130063
130077
130078
130061
130079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기계공작법 및 실습 (Manufacturing Process)
현장실습 Ⅰ (Internship Program I)
공학소프트웨어응용(Engineering Software Application)
열전달 (Heat Transfer)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의료기기설계 (Medical Instrument Design)
생체계측 (Biomedical Measurement)
생체역학 (Biomechanics)
생체재료 (Biomaterial Science)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0-1-0-0
3-2-2-0
3-0-9-0
3-2-2-0
3-3-0-0
3-3-0-0
3-2-0-1
3-2-2-0
3-3-0-0
3-3-0-0

3-2

전필 130082
130037

기계설계 (Machine Design)
기초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and Design)

전공공통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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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30999
130080

130081
130014
130052

130060
130083

130084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기계진동 및 시스템설계
(Mechanical Vibration and System Design)
재료 및 기계역학 실험 (Metal & Mechanical Lab.)
유체역학 Ⅱ (Fluid Mechanics Ⅱ)
기계시스템 설계 및 제작
(Mechanical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열동력 (Thermal Power)
의용기계공학특강
(Special Issues in Biomedical Engineering)
의용공학실험 (Biomedical Engineering Experiments)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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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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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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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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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필 130085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전공공통 3-0-0-3

전선

130999
130086
130046
130039
130024
130047
130035
130087
130089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열유체공학실험 (Thermal-Fluid Engineering Experiment)
소성가공 (Metal Forming Processes)
기체역학 (Gas Dynamics)
금형설계 (Die Design)
최적설계 (Introduction to Optimum  Design)
자동차공학 (Automotive Engineering)
인공장기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Organs)
생체열유체역학(Introduction to Biofluid and Bioenergetics)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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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30999
130090
130048
130091

130092
130093
130094
130095

130096
130097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엔지니어링개론 (Introduction to Engineering)
공기조화 및 냉동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전산유체역학 및 설계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 Design)
CAE 응용 및 설계 (CAE Application to Design)
인체운동역학 (Sports Biomechanics)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의용재료 파괴강도학 및 설계
(Biomaterial Fracture Strength & Design)
재활공학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Engineering)
인체모델링 및 설계 (Human Modeling and Design)

전공공통
전공공통
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의용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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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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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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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기계의용공학전공 교육목표 

창의적 사고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종합설
계능력을 갖추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공의 세부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창의적 사고와 설계기술을 익히고, 기계
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의용공학을 포함
하는 여러 전문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익힌다.

- 공학적 의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
으며 협동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도전정
신을 가진 공학도를 양성한다.

-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어학 및 정보

화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 지역의 특화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열역학 Ⅰ (3-3-0-0, 전공공통)

∙ 열역학의 기본 개념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이해한다.

∙ 순수한 물질들의 성질들을 이해한다.
∙ 열과 일에 대하여 이해한다.
∙ 열역학 제 1법칙과 열린계를 위한 열역학 제 1

법칙을 이해한다.
∙ 우리들 주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현상들을 학문에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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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지도 (0-1-0-0, 전공공통)

∙ 교수와 정기적인 면담을 가진다.
∙ 강의, 시험, 과제와 관련한 지도를 받는다.
∙ 창의적 설계프로젝트와 관련한 지도를 받는다.
∙ 현장실습 계획과 대상 기업의 선정과 관련한 협

의를 한다.
∙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 ABEEK 인증획득

의용공학개론 (3-3-0-0, 의용공학트랙)

∙ 의용공학의 역사와 의의를 학습한다.
∙ 공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의학적인 현상들을 이

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갖춘다. 
∙ 이론 및 실험자료를 통하여 인체 현상을 이해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작동원리 및 응용분

야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학습한다.
∙ 향후 첨단의료기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 의료기기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기초지식을 함

양한다.

고체역학 Ⅱ (3-3-0-0, 전공공통)

∙ 축에 토오크가 작용할 때,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
의 종류와 크기를 밝힌다.

∙ 동력과 토오크의 관계를 이해한다.
∙ 보에 굽힘모멘트가 작용할 때,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의 종류와 크기를 밝힌다.
∙ 보의 처짐에 대하여 학습한다.
∙ 기둥에 수직하중이 작용할 때의 좌굴현상을 해

석한다.

메카니즘 설계 및 해석 (3-2-0-1, 전공공통)

∙ 기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메카
니즘의 형상과 운동과의 관계를 다룬다.

∙ 메카니즘의 성립조건, 분류, 자유도, 응용과 관련
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 주어진 형상에 대해서 메카니즘의 속도와 가속
도를 해석하기 위한 해석적, 도해적 방법을 공
부한다.

∙ 실제로 메카니즘의 해석과 설계를 하기 위한 상
용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익힌다.

∙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4절링크, 캠, 기어 및 
기어열과 같은 메카니즘에 대한 설계와 해석과
정을 수행한다.

열역학 Ⅱ (3-3-0-0, 전공공통)

∙ 열역학 제 2법칙을 닫힌계의 사이클을 통하여 
이해한다.

∙ 열역학 제 2법칙에 관련되는 성질 엔트로피를 
정의한다. 

∙ 열역학 제 2법칙을 열린계의 과정변화에 적용
하는 것을 이해한다.

∙ 동력과 냉동 사이클에 대하여 학습한다.
∙ 발전소, 내연기관 등을 사이클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고 어떠한 열적 과정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구조설계 (3-2-0-1, 전공공통)

∙ 자동차 설계에 필요한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 

∙ 자동차의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
∙ 각종 부품의 역할과 요구 성능 및 설계상 갖추

어야할 사항들과 차체분야에 대한 각종 해석에 
대하여 학습

∙ 자동차의 기본구조 및 작동원리를 익힌다.
∙ 최근 자동차의 고기능 및 첨단화에 따른 관련

기술을 학습

공학도를 위한 인체생리학 (3-3-0-0, 의용공

학트랙)

∙ 인체의 구성원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함양한다.
∙ 인체를 이루는 유전자/단백질/세포 및 이들의 

조직원리 및 상호작용에 관한 개론적 지식을 
학습한다.

∙ 순환계의 기초적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초적 
지식들을 공학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 신경계/근골격계에 대한 기초적 지식들을 함양한다.
∙ 호르몬계에 대한 기초적 사항을 학습한다.

유체역학 Ⅰ  (3-3-0-0, 전공공통)

유체의 물성 특히 점도와 유체의 운동량 교환 
현상, 유체의 정역학과 관련하여 압력의 개념 및 
응용사례를 통한 압력과 힘의 크기 및 분포 분석, 
부력과 유체 내부 또는 부유되어있는 물체의 안정
성 분석, 유동하는 유체에서의 속도의 개념, 유체
의 가시화 방법, 유체의 연속 방정식과 체적 검사
법, 유체의 회전운동과 보티씨티 개념, 유체의 박
리 현상과 압력 분포 그리고 난류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다. 유체역학 1 학습의 목표는 유체역학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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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할 내용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기계공작법 및 실습 (3-2-2-0, 전공공통)

∙ 부품제작을 위한 주조공정을 이해한다.
∙ 용접에 대하여 배우고 실습한다.
∙ 열처리 이론을 학습한다.
∙ 범용공작기계에 대하여 배우고 가공실습을 한다.
∙ CNC 공작기계의 개요와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현장실습 I, II, III (3-0-9-0, 8-0-24-0, 

15-0-45-0, 전공공통)

∙ 방학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 근무함으로써 실무
를 익힘과 동시에 졸업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이해한다.

∙ 현장의 애로기술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
한다.

∙ 현장에서 발굴된 프로젝트를 졸업논문이나 capstone 
design과 연계시킨다.
 

공학소프트웨어응용 (3-2-2-0, 전공공통)

∙ 엔지니어링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의 응용법을 주된 목
표로 한다.

∙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작업 과정의 성격은 계산, 
그래픽, 문서작업으로 구성된다. 

∙ 엔지니어링작업을 해나가는 데 이러한 것들의 
방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그런 목적의 상용소프트웨어로 mathcad를 강의
한다.

∙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수와 함수의 사용
법, 단위변환, 벡터, 행렬, 미분적분, 기호 연산 
법, 방정식 풀이, 그래픽, 텍스트편집, mathcad 
프로그래밍 등이다.

∙ 애니메이션, 다른 CAD 소프트웨어와의 연동 사
용법, C 언어와의 연동 사용법

∙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matlab개요를 강의 한다.
∙ mathcad와 matlab의 연동을 통한 엔지니어링 문

제의 효율적 시뮬레이션 법을 다룬다.

열전달 (3-3-0-0, 기계공학트랙)

∙ 열전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한다.
∙ 주로 고체에서 현저한 열전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 표면으로부터 주위 유체로 발생하는 대류 열전

달에 대하여 이해한다.
∙ 태양에너지 등 매개체가 없이 발생하는 복사 열

전달에 대하여 이해한다.
∙ 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고 좀 더 효

율적으로 열 교환이 일어날 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내연기관 (3-3-0-0, 기계공학트랙)

내연기관은 가솔린 엔진, 디젤엔진, LPG 엔진, 
천연가스 엔진, 가스터빈등 작동유체가 연소가스인 
자동차 및 항공기엔진 등 모든 엔진을 학습의 대상
으로 한다. 엔진에 관련돤 기본 열역학 사이클, 엔
진의 종류 및 구성요소, 기관에서 발생하는 연소현
상 및 노킹현상 그리고 방지법, 기관의 효율 향상
법, 기관 배출 공해 물질의 종류 및 생성메카니즘 
및 저감법등을 학습한다. 학습의 목표는 기관성능
을 분석하고 기관설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기기설계 (3-2-0-1, 의용공학트랙)

∙ 의료기기의 역사 및 개발배경을 학습한다.
∙ 의료영상기기에 대한 기초적 작동원리를 함양한다.
∙ 인공장기/생체계측기기에 대한 공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 의료기기설계와 관련하여 해석/제작/임상시험 등

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의료기기의 개념설계에 요구되는 시스템적 분석

기법 및 관련 사항들을 이해한다.
∙ 의료기기의 설계에 요구되는 핵심요소기술들에 

대해 학습한다.

생체계측 (3-2-2-0, 의용공학트랙)

∙ 생체계측의 역사, 목적, 적용범위 등에 대한 지
식을 함양한다.

∙ 심전도 발생원리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의 기전
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심장생리학에 대하여 
학습한다.

∙ 심전도계의 구성원리 및 파형해석에 관련된 원
리를 이해한다.

∙ 혈압측정, 산소포화농도 등 생체정보 측정과 관
련된 원리를 학습한다.

∙ 근전도와 관련된 기초원리 및 기기 구성원리를 



－ 186 －

파악한다.
∙ 뇌전도기기의 기초이론, 구성원리 산출파형 해석

과 관련된 지식을 함양한다.
∙ 실제 심전도 기기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파형에 

대한 case study를 수행한다.

생체역학 (3-3-0-0, 의용공학트랙)

∙ 생체역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 정역학, 동역학, 고체역학 등 선수 역학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생체(인체)의 역학적 분석에 응용하
는 방법과 사례를 강의한다.

∙ 인체 계측에 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인체
에 대한 정역학, 변형역학, 기구학 및 운동역학
적 분석법을 제시한다.

생체재료 (3-3-0-0, 의용공학트랙)

∙ 의료기 개발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재료의 
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인체 조직과의 친
화성, 재료의 기계적 특성, 제조의 용이성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 본 과목은 특정 의료기 설계 
시 요구되는 생체 재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
과 재료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 재료의 미시구조와 성능과의 관계, 의도한 성능을 
얻기 위한 재료의 제조 등의 문제를 학습한다.

∙ 기초적인 재료 시험법에 관하여 다룬다.
∙ 피부 등 인체 조직에 관한 역학에 대하여 이해

한다.
∙ 인체 각부의 유한요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생체재료의 물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계진동 및 시스템설계 (3-2-0-1, 전공공통)

∙ 기계시스템에 진동이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이해
한다.

∙ 진동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공부한다.
∙ 시간영역에서 자유진동을 해석하고 고유진동수

를 이해한다.
∙ 주파수영역에서 강제진동을 해석하고 공진형상

을 이해한다.
∙ 다자유도 시스템에서 고유모드와 고유진동수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재료 및 기계역학 실험 (2-0-4-0, 전공공통)

∙ 금속재료의 인장시험과 피로시험을 통하여, 재료
의 변형 및 파괴거동을 이해한다.

∙ 재료의 경도측정법과 기계적 성질로서의 경도의 
개념을 파악한다.

∙ 열처리법에 따른 금속의 조직변화를 관찰한다.
∙ 스트레인게이지에 의한 응력측정법을 학습한다.
∙ 비파괴검사법의 개요를 학습한 후, 초음파탐상법

에 의한 결함탐상을 수행한다.
∙ 차량충돌에 관한 충격시험.

기계설계  (3-1-0-2, 전공공통)

∙ 대표적인 기계조립품을 선정하여 전체적인 설계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력전달기구의 전동축 및 관련 부품의 피로파
괴설계

∙ 전동축의 끼워맞춤 설계 
∙ 키, 기어, 베어링, 클러치와 브레이크등의 설계
∙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 종합 프로젝트을 통한 설계실무

유체역학 Ⅱ (3-3-0-0, 전공공통)

유동하는 유체에서 점성작용에 의한 압력강하와 
필요 소요동력 계산, 유체 시스템 해석을 위한 차
원해석 과 상사법칙, 표면저항과 경계층의 정성적 
이해 및 정량적 분석 그리고 경계층 제어, 관내 유
동에서 층류와 난류 구분 기준 및 각종 관내 유도
에서의 압력 손실 그리고 파이프 시스템 설계, 항
력과 양력 압축성의 효과 및 terminal 속도의 개념 
등을 학습한다. 유체역학 2의 학습 목표는 유체시
스템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기계시스템 설계 및 제작(3-1-0-2, 전공공통) 

∙ 역학과 설계 과목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강의, 토
론, 실습,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의 설계․제작 과정을 학습한다.

∙ 구조물이나 유공압 장치, 수송기계 등의 모형 
또는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간단한 기계 장
치 등에 대하여 구상에서부터 설계․해석 단계를 
거쳐 실물 제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
한다.

∙ 솔리드 모델링을 근간으로 한 CAD 이론과 실습, 
그리고 머시닝센터, 신속조형장치(RP)를 사용하기 
위한 CAM 이론과 실습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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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동력 (3-2-0-1, 기계공학트랙)

보일러 및 증기터빈 등 외연기관을 대상으로 기
본 원리와 응용예를 학습한다. 기본원리로 열역학
적인 사이클,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원리, 증기터빈의 작동 원리 및 분석, 터빈의 효율 
등을 분석하고 효율 향상법을 학습한다. 학습목표
는 학습 후 열동력 발생 시스템의 효율 분석 및 
시스템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기초유한요소법 (3-2-2-0, 기계공학트랙)

∙ 구조해석 및 설계 분야의 강력한 Tool인 유한요
소해석법(Finite Element Method)의 기초 이론을 
학습

∙ 여러 가지 공학문제에 적용하는 트러스, 보, 2차
원 및 3차원 요소 등 유한요소법의 각종 요소에 
대하여 학습

∙ 유한요소해석의 기본 방적식인 구성/지배 방정식
과 구조/충돌 해석 등에 필요한 이론 학습

∙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상용(常用) 해석 프로그램
과 예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실습

∙ 실제 현상과 상용 유한요소법 프로그램을 이용
한 결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제 문제의 해결
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학습 

의용기계공학특강 (3-3-0-0, 의용공학트랙)

∙ 의용기계공학에 대한 의의 및 목적에 대한 개념
을 정립한다.

∙ 의용기계공학에 사용되는 기초적 원리 및 적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우리나라의 생체기계공학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생체적합성에 대한 개념 및 구현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의 적용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 조직공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생체재료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소개한다.

의용공학실험 (2-0-4-0, 의용공학트랙)

∙ 의용공학의 기초적 실험범위, 내용, 방법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

∙ 의용공학에 관련된 실험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의용공학 실험데이터 획득 및 분석방법과 관련
된 이론과 방법을 배운다.

∙ 생체계측데이터의 측정 및 활용과 관련된 실험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한다.
∙ 인공장기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

여 인공장기의 기본적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Capstone Design (3-0-0-3, 전공공통)

∙ 4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설계, 해
석, 최적화 및 marketing 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
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project를 수행하여 학과
목에 배운 이론을 종합적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어진 기계시스템에 대하여 계측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측, 데이터 처리 및 
상용코드를 사용한 해석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계측/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 획득

열유체공학실험 (2-1-2-0, 전공공통)

유체분야의 경우 풍동의 대상으로 실린더 등 물
체 주위의 압력분포를 경사마노미터롤 측정하고 
분석하며 유동가시화 장치를 이용해 유선과 난류 
및 박리현상을 관찰한다. 비행기 날개 등을 이용해 
양력과 항력을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일부 실험이 어려운 경우는 즉 
난류와 층류, 유동가시화, 양력과 항력, 표면장력과 
유동장의 압력변화 등은 비디오테이프를 관찰하면
서 강의를 통해 유체현상을 학습한다. 열분야의 경
우, 열전도 실험장치, 열대류 실험장치, 열복사 실
험장치, 냉동 싸이클 실험장치 등을 이용 열전달현
상을 이해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며 냉동사이
클과 냉동효율을 분석한다. 

소성가공 (3-3-0-0, 기계공학트랙)

∙ 소성가공은 재료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
으로 성형하는 동시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향
상시키는 가공법으로서 현대적인 자동․대량 생
산기술의 기반이 된다.

∙ 고체역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응력과 변형
률의 정의, 탄소성 응력-변형률 관계, 항복조건 
등 소성학의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 단조, 압연, 압출, 인발, 판재성형 등 각종 소성
가공법의 원리와 응용분야를 소개한다. 

∙ 금속재료를 비롯하여 분말, 플라스틱, 복합재료 
등의 성형기술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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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역학 (3-3-0-0, 기계공학트랙)

∙ 기체에 관련되는 여러 물성 치들에 대하여 이해
한다.

∙ 항공술에 관련되는 여러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한다.

∙ 항공기에 작용하는 여러 힘 및 모멘트에 대하여 
이해한다.

∙ 노즐 내에서의 압축성 흐름에 대하여 이해한다.
∙ 이차원 흐름에 있는 마하파와 충격파에 대하여 

이해한다.

금형설계  (3-2-0-1, 기계공학트랙)

∙ 기계공학의 기초이론 및 실습을 통한 금형설계
제작의 기초능력을 배양하며 프레스 및 사출금
형 설계제작 중심의 금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

∙ 금속재료의 프레스가공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 
학습

∙ 실제 금형의 구조, 강도 계산 및 설계 방법 학습
∙ 자동차 금형의 기초로 금형의 구조와 설계에 대

하여 학습
∙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구조 및 설계 방법의 이해

최적설계 (3-2-0-1, 기계공학트랙)

∙ 기계요소의 설계 최적화 사례연구
∙ 각종 TOOL 들의 사용법
∙ 최적화 이론들 비교 연구 
∙ mathcad 에 의한 알고리듬 제작연습
∙ 팀 프로젝트 수행

자동차공학 (3-2-0-1, 기계공학트랙)

∙ 엔진, 변속기, 바퀴로 구성되는 구동계를 이해하
고 엔진특성선와 최고속도, 기어비를 결정하는 
법을 배운다.

∙ 제동시의 차량동역학적 해석과정과 제동장치의 
설계방법을 이해한다.

∙ 조향장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저속선회시 Ackermann 
조향이론을 배운다.

∙ 차량의 선회시 횡방향 운동방정식을 이해하고 
차량의 고유조향특성을 이해한다.

∙ 차량의 수직운동에 관한 차량동역학을 이해하고 
승차감의 해석을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인공장기개론 (3-3-0-0, 의용공학트랙)

∙ 인공장기의 종류와 역사 및 그 의의에 대해여 
학습한다.

∙ 인공심장의 공학적 작동원리 및 응용사례 등에 
대하여 이해를 넓힌다.

∙ 인공신장/인공간/인공심폐기 등의 작동원리 및 
응용사례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인공장기의 핵심요소 기술들인 혈액펌프 설계, 
생체적합성 표면처리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 인공장기의 개발사례 및 응용제품 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인공장기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의료정보 (3-3-0-0, 의용공학트랙)

∙ 의료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역사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공부한다.

∙ 의료정보 표준화와 관련된 기본이론에 대하여 
이해를 넓힌다.

∙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내용 및 발전방
향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디지털 영상관리시스템(PACS)에 대한 내용을 학
습하고 실제 응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핵심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 정보화 시대의 의료정보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비쿼터스 방식 의료기기와의 일체화 
등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한다.

생체열유체역학 (3-3-0-0, 의용공학트랙)

∙ 생체 내의 열/유체역학 현상 이해를 위한 기본적 
열/유체역학 이론들을 복습한다.

∙ 순환기에서의 유체전달 현상에 대한 기본적 개
념들을 이해한다.

∙ 심장에서의 혈류역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역학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 혈관계에서의 유체역학적 특성 및 현상에 대해 
학습하고, 혈전생성/동맥경화 등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 인체에서의 열생성 및 열전달 현상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이를 응용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하
여 이해를 높인다.

엔지니어링개론 (2-2-0-0, 전공공통)

∙ 엔지니어링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 학습한다
∙ 의용공학 엔지니어링의 기본적 방법론을 학습한다.
∙ 의료기기공학의 방법론과 연구주제들을 개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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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한다.

공기조화 및 냉동 (3-2-0-1, 기계공학트랙)

∙ 공기조화와 냉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습공기 선도의 이해와 습도 그리고 젖은 표면에

서의 열전달을 이해한다.
∙ 가열 및 냉각 부하에 대하여 이해한다.
∙ 공기조화, 팬과 덕트 시스템에 대하여 이해한다.
∙ 냉장고, 에어콘 등의 냉동 사이클에 대하여 이해 

및 분석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전산유체역학 및 설계(3-1-0-2, 기계공학트랙)

전산유체역학은 상용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열유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동현상을 분
석하는 기법을 한다. 동시에 응용프로그램의 구조
와 수치해석적 이론 및 난류 모델에 관하여 학습한
다. 본 과목의 학습 목표는 유체역학의 기본 지식
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학습하며 설계 tool 로
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법을 배운다.

CAE 응용 및 설계 (3-2-0-1, 기계공학트랙)

∙ 현대적 설계․생산 기술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소
프트웨어에 관한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응용사례
를 통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

∙ 충실한 실습과 과제를 통하여 기계부품의 구조
해석, 성형공정해석, 내구해석 등에 이용되는 상
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숙지한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학설계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인체운동역학 (3-3-0-0, 의용공학트랙)

∙ 인체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2차원 및 3차원 운동
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 운동을 측정하기 위한 3차원 좌표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익힌다.

∙ 인체 각 분절의 질량, 질량중심, 관성모멘트 등
에 대한 인체 측정학을 이해한다.

∙ 인체운동역학과 관련한 힘, 토크, 운동량, 에너지
와 일과 관련한 개념을 이해한다.

∙ 인체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링방법과 
시뮬레이션기법을 익힌다.

가상현실 (3-2-2-0, 의용공학트랙)

∙ 가상현실 시스템의 개요 및 종류소개
∙ 기계설계와 가상현실 시스템 응용
∙ 가상현실프로그램 사용법 
∙ 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에 의한 프로그

램밍
∙ 프로젝트

의용재료 파괴강도학 및 설계 (3-2-0-1, 의용

공학트랙)

∙ 파괴역학의 개념을 학습한다.
∙ 재료의 파괴현상을 지배하는 응력확대계수에 대

하여 이해한다.
∙ 피로파괴의 개념을 학습한다.
∙ 생체재료의 파괴거동을 학습한다.
∙ 파괴사고방지를 위한 피로수명예측의 설계프로

젝트를 수행한다.

재활공학 (3-3-0-0, 의용공학트랙)

∙ 재활공학의 역사,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재활기기의 의학적 원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
을 이해한다.

∙ 재활기기의 공학적 원리를 학습하고, 간단한 개념
설계를 통하여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 재활기기의 제어장치 및 핵심요소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 재활기기의 개발사례 및 기존 제품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재활기기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인체모델링 및 설계  (3-2-0-1, 의용공학트랙)

∙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 관절, 근육등을 기계 
시스템의 관점에서운동 및 역학을 이해한다.

∙ 인체 각부의 유한요소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이론들을 다룬다.

∙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관절과 근육, 뼈 등의 유한
요소 모델 개발을 이해한다.

∙ 인체 관절부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해석 모
델 개발에 과정을 이해한다.

∙ 목, 머리 등의 상해를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모
델 개발에 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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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전공(Mechatronics Engineering Program)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34002  전기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전공기본 3-2-0-1

2-2

전필 134083  유체역학I (Fluid Dynamics I) 전공기본 3-3-0-0

전선

134073
134013
134021
134007

134053

 생체신호계측 (Biomedical Signal Measurement)
 고체역학 II (Solid Mechanics II)
 응용동역학 (Applied Dynamics)
 전기전자회로 응용 및 실험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Lab.)
 CAD/CAM (CAD/CAM)

A
전공기본
전공기본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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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3-1

전필
134011

134066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Ⅰ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 I)
 생산제조공학(Manufacturing Process)

전공기본

B

3-1-1-2

3-3-0-0

전선

134064

134074
134015
134071
134075
134076
134077

 메카트로닉스 응용재료
 (Mechatronics Application Materials)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Dynamics)
 기계요소설계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초정밀시스템공학 (Ultraprecision System Engineering)
 현장실습1 (Internship Program Ⅰ)
 현장실습2 (Internship Program Ⅱ)
 현장실습3 (Internship Program Ⅲ)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B
B
B

3-3-0-0

3-2-0-1
3-2-0-1
3-2-0-1
3-0-9-0

8-0-24-0
15-0-35-0

3-2

전필 134017  기계진동 (Mechanical Vibration) 전공기본 3-3-0-0

전선

134054

134030
134027

134034

134084
134085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 Ⅱ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 Ⅱ)
 기계시스템설계(Mechanical System Design)
 제어계설계 및 디지털 제어
 (Analog and Digital Control System Design)
 메카트로닉스기계요소
 (Machine Elements for Mechatronics)
 압축성 유체유동 (Compressible Fluid Flow)
 마이크로/나노 가공기술 (Micro/Nano fabrication)

전공기본

B
전공기본

B

A
B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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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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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34079
134037
134031
134060

134086
134047
134087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소음제어공학 (Noise Control Engineering)
 정밀공학 (Precision Engineering)
 계측제어응용 및 실험 
 (Experiments of Measurement and Control)
 연료전지 개론 (Introduction to Fuelcell) 
 항공공학 (Aeronautical Engineering)
 신 ․ 재생에너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B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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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3-0-0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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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134045
134080
134051
134044

134041
134072

134081
134048

 회전체시스템공학 (Rotor Dynamics)
 Bio-MEMS 개론 (Introduction to Bio-MEMS)
 유체기계 (Fluidmachinery)
 기계구조 해석 및 설계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Engineering)
 유압제어 (Fluid Power Control)
 스마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Smart Mechatronic System)
 인체진동 (Human Vibration)
 로보틱스 (Robotics)

B
B
B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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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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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1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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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전공 (Mechatronics Engineering Program)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34002 전기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전공기본 3-2-0-1

전선 134999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0-1-0-0

2-2

전필 134083 유체역학 I (Fluid Dynamics I) 전공기본 3-3-0-0

전선

134073
134013
134021
134007

134053
134999

생체신호계측 (Biomedical Signal Measurement)
고체역학 Ⅱ (Solid Mechanics Ⅱ)
응용동역학 (Applied Dynamics)
전기전자회로 응용 및 실험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Applications and Lab.)
CAD/CAM (CAD/CAM)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A
전공기본
전공기본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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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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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34011

134066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Ⅰ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 I)
생산제조공학 (Manufacturing Process)

전공기본
B

3-1-2-1

3-3-0-0

전선

134064
134074
134015
134071
134075
134076
134999

메카트로닉스 응용재료(Mechatronics Application Materials)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Dynamics)
기계요소설계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초정밀시스템공학 (Ultraprecision System Engineering)
현장실습1 (Internship Program Ⅰ)
현장실습2 (Internship Program Ⅱ)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B
B

3-3-0-0
3-2-0-1
3-2-0-1
3-2-0-1
3-0-9-0

8-0-24-0
0-1-0-0

3-2

전필 134017 기계진동 (Mechanical Vibration) 전공기본 3-3-0-0

전선

134054

134030
134027

134034
134084
134085
134999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및 실험II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II)
기계시스템설계 (Mechanical System Design)
제어계설계 및 디지털 제어
(Analog and Digital Control System Design)
메카트로닉스기계요소 (Machine Elements for Mechatronics)
압축성 유체유동 (Compressible Fluid Flow)
마이크로/나노 가공기술 (Micro/nano fabrication)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전공기본
B

전공기본
B
A
B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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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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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34079
134037
134031
134060

134086
134047
134087

134999

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소음제어공학(Noise Control Engineering)
정밀공학 (Precision Engineering)
계측제어응용 및 실험 
(Experiments of Measurement and Control)
연료전지 개론  (Introduction to Fuelcell) 
항공공학 (Aeronautical Engineering)
신․ 재생에너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공학교육지도(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B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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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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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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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134045
134080
134051
134044

134041
134072
134081
134048
134999

 회전체시스템공학 (Rotor Dynamics)
 Bio-MEMS 개론 (Introduction to Bio-MEMS)
 유체기계 (Fluid machinery)
 기계구조 해석 및 설계
 (Analysis and Design of Mechanical Engineering)
 유압제어 (Fluid Power Control)
 스마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Smart Mechatronic System)
 인체진동 (Human Vibration)
 로보틱스 (Robotics)
 공학교육지도 (Counse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B
B
B
B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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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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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교육지도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메카트로닉스전공 교육목표

1)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기초적인 이론 
습득 배양

2)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기초적인 실험실
습 및 설계능력 배양

3) 창의력 제고와 평생 교육을 위한 열정 
배양

4)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리더쉽 및 의사
소통 능력 함양

5) 현장적응 능력 및 폭넓은 지식의 함양
CAD 실습 (1-0-0-2, 전공기본)

∙ 공학의 기초가 되는 제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학
습한다.

∙ 기계제도의 국제적 표준과 그 내용을 검토한다.
∙ 컴퓨터를 사용한 기본적인 도면의 작성법을 이

해한다.
∙ 3각법, 평면도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2차원 도면

을 그리는 방법을 연습한다.

정역학 (3-2-1-0, 전공기본)

∙ 기계공학의 근간이 되는 역학의 첫 과정.
∙ 정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

로 문제 해결에 응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힘과 모멘트, 합력, 자유물체도 및 정적평형에 

관한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평형, 분포
력 및 마찰 등에 관한 기본이론과 다양한 응용
문제를 다룬다.

고체역학Ⅰ (3-3-0-0, 전공기본)

∙ 기계재료가 하중을 받을 때, 재료내부에 발생하
는 응력과 변형을 다루고 학습한다.

∙ 응력과 변형률의 개녀을 고찰한다.
∙ 축방향 하중에 의한 응력 및 변형을 설명하고, 

비틀림 및 굽힘 모멘트에 의한 보의 응력 및 변
형에 대한 기본적인 거동을 학습한다.

∙ 2차원 문제로서, 2축하중이 작용할 때의 평면응
력 및 변형상태를 통하여 고찰한다.

동역학 (3-3-0-0, 전공기본)

∙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운동사이의 관계를 다
루는 학문이다.

∙ 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질점, 질점계 및 강체요
소의 운동해석에 의하여, 뉴턴방법, 일과 에너지
원리 및 운동량/충격량원리를 배우고, 충돌문제, 
강체의 병진 및 회전운동 문제에 응용한다.

∙ 기구학과 운동량을 바탕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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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풀어서, 변위속도, 가속도를 배운다.

전기전자공학개론 (3-2-1-0, 전공기본)

교육목표 : 전기 및 전자공학의 기초 지식을 습
득하여 심화전공을 수강하기위한 기반을 다진다.
∙ 저항, 커패시터 및 인덕터 등 기본 전기요소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전기회로의 작동특성 해석을 위한 기초 회로방

정식의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 교류회로와 전동기 등 각종 교류소자들의 특성

을 학습한다. 
∙ 반도체 소자의 종류와 특성을 학습한다. 
∙ 증폭기, 발진기 등 각종 아날로그 회로의 설계방

법을 학습한다. 
∙ 논리게이트를 포함하는 각종 디지털 회로의 설

계방법을 학습한다. 

창의적설계 (3-0-0-3, 전공 B유형)

∙ 공학전반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제시 
및 연구

∙ 능동적 자세로 공학문제를 이해하고 풀수 있는 
기회의 제공

∙ 창의적 사고와 협동심 및 의사 소통에 의한 문
제해결 방법 개발

유체역학Ⅰ (3-3-0-0, 전공기본)

∙ 모든 흐르는 물체의 거동을 이론적,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과목.

∙ 유체의 정의, 연속체 개념, 유체의 제반 성질, 유
체정역학, 속도장, 유동의 분류, 베르누이 방정
식, 계와 검사체적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등을 
배운다.

∙ 차원해석과 상사의법칙 등과 같은 유체역학의 
기초부분에 대하여 배운다.

생체신호계측 (3-3-0-0, 전공 A유형)

교육목표 : 인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호들을의 
종류와 이를 계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인체의 구성요소와 분비계 및 순환계 등 의용계

측에 필요한 기본 인체지식을 습득한다.
∙ 계측, 변환 및 증폭과 같은 기본 전기 계측이론

에 대해 학습한다.
∙ 심전기를 포한한 각종 생체 전기신호 계측에 대

하여 학습한다.
∙ 뇌변수측정을 위한 방법과 원리에 대하여 학습

한다.
∙ 초음파, 광학, 방사선 등 비 전기적 생체계측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의료환경 및 전기안전 등 의용계측시 고려해야

만 하는 특수 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전기전자회로응용 및 실험(3-2-0-2, 전공 B유형)

교육목표 : 전기전자공학개론에서 습득한 전기 
및 전자회로에 대한 이론적 심화와 실습을 통한 
체험적 학습을 통해 전기전자공학의 심화학습을 
유도한다.
∙ 멀티미터, 오실로스코프, 함수발생기 등 기본 전

기 전자회로 검사장비의 사용법 학습
∙ RLC 회로의 작동특성 실험을 통한 기초 전기회

로의 작동특성 학습
∙ 전원회로, 클리퍼, 클램퍼 회로등의 작동특성 실

험을 통한 다이오드 소자의 작동특성 학습
∙ 트랜지스터와 연산증폭기를 사용한 각종 증폭회

로의 실험을 통한 증폭회로의 작동특성 이해와 
응용방법 학습

∙ 각종 디지털 논리회로와 그 응용사례에 대한 실
험을 통한 디지털 회로의 작동특성 이해와 응용
방법 학습.

고체역학Ⅱ (3-3-0-0, 전공기본)

∙ 고체역학I의 후속과목.
∙ 원형, 중공 및 사각축의 비틀림시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을 배운다.
∙ 보의 굽힘에 의한 변형과 처짐 변형에너지에 대

해서 배운다.
∙ 평형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로서, 세장보의 좌굴

(Buckling)에 관해서 배운다.

응용동역학 (3-1-2-0, 전공기본)

∙ 동역학에서 배운 원리에 근거하여 배운다.
∙ 자동차, 로봇, 센서, 자동화기구등 다양한 기계시

스템내의 운동를 다루고 배운다.
∙ 동역학적 해석을 위한 응용 S/W의 구조를 이해

하고 그 사용법을 연습한다.

CAD/CAM (3-1-1-2, 전공 B유형)

∙ 기계장치와 기계제품의 설계를 구체화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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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
∙ CAD/CAM 을 사용한 설계 및 제작 실습
∙ 메카트로닉스 공학자로써 필요한 설계 및 생산 

능력 배양

창의설계 (3-0-0-3, 전공 B유형)

∙ 2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계 부
품/제품에 적용하고 기계공학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project를 수행함.

∙ 설계, 제조 등의 문제를 직접 실습을 통해 체험
케 하여 창의력, 종합분석력, 현장적응능력 및 
공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토론과 발표를 적극 권장하여 공학적 의사전달
을 훈련하며 공동제작 및 경기 대회를 통하여 
협동능력과 학습의욕 및 공학에 대한 흥미를 유
발시킨다.

∙ 엔지니어로서의 자세 및 기본 자질을 터득케 한다.

제어공학 기초 (3-3-0-0, 전공기본)

∙ 기계적인 동적 시스템의 운동 특성에 관한 해석
적 이해의 숙지를 목표로 한다.

∙ 동적 시스템의 모델링 절차를 소개한 후, Laplace 
변환을 응용한 동적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 파악
에 대하여 논의한다.

∙ 동적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어
공학이 적용되는 설계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논
의한다. 

∙ 개루프 운동특성 해석/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선형화된 
개루프 시스템에 관한 제어계 설계 기법인 근궤
적 해석법 이용 및 응용에 중점을 둔다.

μ-프로세서응용 및 실험Ⅰ(3-1-1-2, 전공기본)

∙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한다.
∙ 디지털 논리 회로를 학습한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적 구조와 특징을 학

습한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 버스의 개념을 이해하

고 실험한다.

메카트로닉스 응용재료 (3-3-0-0, 전공기본)

∙ 철 및 탄소강 등의 철강재의 금속 상태도 및 열
처리 방법의 습득

∙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제조법의 습득
∙ 메카트로닉스 장치의 재료 성저 방법의 이해

응용유체역학 (3-2-1-0, 전공기본)

∙ 유체역학I을 기초로 점성유동과 압축성유동에 
대하여 배운다.

∙ 점성유동을 층류과 난류로 그리고 내부유동과 
외부유동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 익형과 날개 등에 작용하는 양력과 항력, 모멘트
개념과 정의, 토텐셜유동, 경계층유동, 박리유동
에 대하여 학습한다.

∙ 압축성유동에서는 음속의 개념, 마하수의 정의와 
역할을 그리고 수직 및 경사충격파, 팽창파, 이
들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배운다.

생산제조공학 (3-3-0-0, 전공 B유형)

∙ 절삭가공, 소성가공, 주조, 용접 등의 일반 이론
의 습득

∙ 공정 계획시의 경제성 문제를 다룸
∙ 컴퓨터 제어에 의한 최신 공정의 소개

기계요소설계 (3-2-0-1, 전공기본)

∙ 기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계요소의 설계 
및 응용설계에 관한 과목이다.

∙ 기계요소의 형상설계, 표준화, 공차와 공차시스
템, 끼워맞춤, 베어링선정 및 축설계에 배운다.

∙ 축과 보스의 결합, 강도설계, 축설계, 용접, 나사
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

초정밀시스템공학 (3-2-1-0, 전공 A유형)

교육목표 : 마이크로에서 나노단위로 초정밀화 
되어가는 기계 시스템의 현 주소와 미세 시스템에
서 작용하는 물리현상의 특징 등을 학습한다.
∙ 초정밀 시스템에서 다루는 대상과 계측 및 오차

의 개념과 중요성 등을 학습한다.
∙ 초정밀 시스템의 정적, 동적 특징에 대해 역학적

인 특성을 학습한다. 
∙ 초정밀 시스템의 설계방법과 사례에 대하여 학

습한다.
∙ 각종 초정밀 이송기구 및 안내기구들의 종류와 

특징 및 설계방법 등을 학습한다.
∙ 초정밀 시스템에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을 학습한다.
∙ 초정밀 시스템의 계측 및 모니터링방법에 대하

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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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1 (3-0-9-0, 전공 B유형)

∙ 실무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체험을 통한 이론적 
지식의 업무 적응성을 확인

∙ 현장에 이론의 적용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의 습득

∙ 종합적 업무 수행능력 배양

현장실습2 (8-0-24-0, 전공 B유형)

∙ 실무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체험을 통한 이론적 
지식의 업무 적응성을 확인

∙ 현장에 이론의 적용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의 습득

∙ 종합적 업무 수행능력 배양

현장실습3 (15-0-35-0, 전공 B유형)

∙ 실무현장에 근무하면서 현장체험을 통한 이론적 
지식의 업무 적응성을 확인

∙ 현장에 이론의 적용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의 습득

∙ 종합적 업무 수행능력 배양

기계진동 (3-3-0-0, 전공기본)

∙ 1자유도 진동계의 자유진동 특성, 뉴턴방법 및 
에너지법을 이용한 고유진동수에 대해 배운다.

∙ 감쇠요소가 진동응답에 미치는 효과, 조화가진 
및 충격가진에 의한 진동응답특성과 해석방법을 
배운다.

∙ 진동계의 주파수응답, 퓨리에 변환 및 스펙트럼
의 물리적 개념, 2자유도 진동계의 고유진동수 
및 모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흡진기설계에 적용
한다.

μ-프로세서응용 및 실험ⅠI (3-1-1-2, 전공기본)

∙ 포트의 개념과 파이프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
한다.

∙ 타이머 카운터와 이를 이용한 응용 실험을 한다.
∙ 인터럽트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학습한다.
∙ AD DA 변환 원리와 이를 이용한 회로 구성 방

법을 학습한다.

생체유동 (3-2-1-0, 전공 A유형)

∙ 생체내의 혈류 유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생체 유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책 

제시.

정밀가공 (3-3-0-0, 전공 B유형)

∙ 가공의 정밀도의 개념과 고정밀가공을 위한 가
공방법 및 가공기기의 특성에 대해 배운다.

∙ 가공정밀도의 정의, 고정밀도를 내기위한 여러 
가지 가공법 가운데, 연삭, 연마, 래핑 및 호닝
등 입자가공과 다이아몬드에 의한 초정밀선삭등
에 대해 배운다.

∙ 특수가공법인 방전가공, 레이저가공, 이온빔가공, 
전자빔가공, 화학밀링, 포토에칭법 및 초음파 가
공법등을 소개하며, 각종 정밀부품의 가공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기계시스템설계 (3-1-0-2, 전공 B유형)

∙ 기계요소설계의 후속과목이다.
∙ 동력기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계요소 및 

동력전달 시스템의 설계를 배운다.
∙ 감속기, 클러치, 마찰차, 치차, 벨트 및 체인등에 

대해서 배운다.
∙ 브레이크장치로서, 블록 및 밴드브레이크, 플라

이휠과 완충장치로서 코일스프링, 겹판스프링, 
토션바 등의 설계법을 다룬다.

제어계설계 및 디지털제어(3-2-0-1, 전공기본)

∙ 제어공학 기초를 수강한 학생에 대하여, 보다 심
화된 제어공학의 여러 분야를 강의.

∙ 고전제어법칙에 근거한 제어계의 설계/ 평가에 
관한 능력 배양.

∙ 제어계 해석/설계 Tool인 MATLAB/ SIMULINK를 
사용한 제어계 설계/ 평가에 관한 실습.

∙ 디지털 제어기 설계 방법.
∙ 디지털 제어계의 HW 및 SW적인 구성/ z-변환/ 

Tustin 변환등에 관한 개념 수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요소 (3-2-0-1, 전공 B유형)

교육목표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종 구성요소의 종류와 특성 및 설계방법 등에 대
하여 학습한다.
∙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의 종류와 

특징을 학습한다. 
∙ 각종 서보머터의 종류와 특징 및 적용사례에 대

하여 학습한다. 
∙ 메카트로닉스 기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구

성요소의 종류와 이들을 통한합 서보 시스템의 
설계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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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압 요소들의 특징과 적용사례 등을 살펴
본다.

∙ 센서 및 각종 신호변환요소들의 종류와 특징 및 
적용사례 등을 학습한다. 

∙ 아날로그 증폭회로 및 마이크로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회로에 대한 설계방법 및 응용사례에 대
해서 살펴본다. 

CAPSTONE DESIGN (3-0-3-0, 전공 B유형)

∙ 학생들이 직접 공학적 설계 문제를 선정하고 그
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 선정된 문제에 관한 종합적 해석과 해결 및 설
계방법을 구한다.

∙ 실제 작품을 제작한다.

E-manufacturing 개론 (3-3-0-0, 전공 B유형)

∙ 정보화 시대에 따른 생산 제조 공정의 E-system
화 기법에 관하여 강의함.

∙ 실시간 정보공유기법, 통합된 설계/생산계획 기
술, 생산과 공급에 양호한 의사결정에 내부, 외
부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정보통합화 기술 등에 
대하여 습득한다. 

∙ 실제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실례 연구를 통해 제
조공정에 대한 지적 능력을 배가한다.

항공공학 (3-3-0-0, 전공 A유형)

∙ 기본적인 비행원리에 대하여 강의함.
∙ 비행의 역사, 항공기용어, 공기역학적 힘과 모멘

트, 양항력의 정의와 개념, 압축성 유동, 고양력
시스템, 공기역학적성능 그리고 항공기의 안정성
과 제어방법, 추진방법, 구조등을 배운다.

소음제어공학 (3-2-1-0, 전공 A유형)

∙ 환경문제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기계시스템의 중
요한 성능인자이기도 한 소음의 발생원인 및 전
달기전을 배운다.

∙ 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을 연습하고, 다양한 기
계소음원의 특성을 분석한다.

∙ 저소음화 기계시스템의 설계원리를 소개하고, 소
음저감을 위하여 흡차음대책, 머플러설계원리 및 
실무를 학습한다.

정밀공학 (3-2-1-0, 전공 B유형)

∙ 정밀시스템의 설계, 제조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예에 관하여 학습한다.
∙ 정보최소화의 공리, 기능독립성의 원리, 총합설

계의 원리, 아베의 원리, 연성의 원리, 유동제로
의 원리, 열변형최소화의 원리 등 정밀설계를 
위한 기초원리를 습득하고 응용 예를 통해 정밀
공학의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 창의적 설계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정밀공학
의 개념을 실제 설계와 제작에 적용해본다.

계측제어응용 및 실험 (3-1-1-2, 전공 B유형)

∙ 기계 시스템의 자동화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각종 센서의 원리와 그 
응용을 소개.

∙ 스트레인 게이지/ 가속도 계/ Optical Encoder/ 
Potentiometer등의 센서를 사용한 실습 진행.

∙ 센서 출력 데이터에 관한 신호처리 (즉, Filtering 
및 D/A 변환) 및 그 응용에 관한 실습.

회전체시스템공학 (3-3-0-0, 전공 B유형)

교육목표 : 회전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상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회전기기의 설계능
력과 이상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 학습한
다.
∙ 기계의 진동현상에 대한 기본이론을 학습한다. 
∙ 회전기계의 비틀림 진동현상에 대한 전달행렬법

을 사용한 해석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회전기계의 휨진동에 대한 전달행렬법을 사용한 

해석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매트랩을 사용하여 전달행렬법 해석을 실습한다.
∙ 볼 베어링 및 유체베어링의 특징과 회전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공진현상을 포함하는 각

종 불안정 현상에 대하여 원인과 대처방안을 학
습한다. 

∙ 회전기계의 모니터링 및 밸런싱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Bio-MEMS 개론 (3-2-1-0, 전공 B유형)

∙ 바이오와 마이크로가공의 융합기술인 Bio-MEMS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의료기기, 바이오기기 등 신
산업군을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Bio-MEMS 관련 신재료, 마이크로 설계/가공기
술, 바이오 칩/인공장기 설계, 해석 등에 관하여 
공부하고, In-vitro 시험 등 바이오 특성 시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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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관해서도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마이크로 바이오 시스템의 통합설계 기술을 습

득함으로써 BT-NT 융합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 
육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터보기계 (3-3-0-0, 전공 B유형)

∙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에 대해 분석한다.
∙ 유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주고 받는 기계의 작

동원리, 성능해석에 대해 습득한다.
∙ 펌프와 터빈, 그리고 풍력터빈에 대해 학습한다.

기계구조해석 및 설계 (3-2-0-1, 전공 B유형)

∙ 고체역학과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 
구조물의 응력해석 및 설계에 대해 배운다.

∙ 2차원 트러스 구조물, 보요소 구조물, 판재구조
물의 응력해석, 3차원 보요소 구조물, 셀요소 구
조물의 응력해석, 열전달해석 및 구조물의 고유
치 해석 등에 배우고 실습한다.

로보틱스 (3-2-1-0, 전공 A유형)

∙ 로봇의 기구학과 역기구학을 해석한다.
∙ 로봇의 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방법을 습득

한다.
∙ 로봇 액츄에이터와 센서 및 감속 장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 로봇의 전체적 제어 시스템구성에 관한 패러다

임을 논의한다.

유압제어 (3-2-1-0, 전공 A유형)

∙ 산업용기계시스템 (공작기계/ 항공기/ 로봇)의 구
동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압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하여 강의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한다.

∙ 비선형 특성이 강한 유압 시스템의 해석 및 제
어 기법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다.

스마트메카트로닉스 시스템(3-3-0-0, 전공 B

유형)

∙ 자기 학습형 기계, 지능형 센서, 유비 쿼터스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 메카트로닉
스 시스템의 유형과 특징 등을 살펴본다

∙ 인텔리전트 빌딩, 홈 오토메이션, 차세대 자동차, 
의료 및 재활공학 등 스마트 메카트로닉스 시스
템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수행한다. 

∙ 팀 과제 등을 통해 팀 별로 특정 주제를 선정하
여 조별 학습을 수행하고 학기말에 과제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체진동 (3-2-1-0, 전공 B유형)

∙ 진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 인체진동 측정좌표계 
소개, 인체의 주파수특성

∙ 진동에대한 불쾌감, 수송기계의 승차감 
∙ 진동이 인체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전신진

동과 건강문제
∙ 진동의 접수, 인체동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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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25042
125007

기본측량학 (Basic Surveying & Practice)
응용역학 Ⅰ(Applied Mechanics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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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5003
125043
125044

토목제도 (CAD for Civil Engineering)
공업역학 (Engineering Mechanics)
유체역학 I (Fluid Mechanics I)

B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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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25045 상하수도공학 (Water & Sewage Engineering) 전공기본 3-3-0-0 부필

전선

125046
125001
125059
125011
125060
125061

유체역학 II (Fluid Mechanics II)
토목재료 및 실험 (Materials & Lab. for Civil Engineering)
응용측량 및 설계 (Applied Surveying & Design)
응용역학 Ⅱ (Applied Mechanics Ⅱ)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지반공학 (Geotechnical Engineering)

전공기본
A
B

전공기본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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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25062
125019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토질역학 및 실험 Ⅰ (Soil Mechanics & Lab. I)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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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5017
125015
125018
125026
125063

강구조 및 실험 (Steel Structures & Lab.)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s & Lab.)
토목시공(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폐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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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25064 수리학 및 설계 (Hydraulics & Design) 전공기본 3-2-0-1 부필

전선

125050

125065
125066
125027
125023
125056

부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Design of R.C. Structures)
교량계획 및 설계 (Planning & Design of Bridges)
수문학 (Hydrology)
토질역학 및 실험 Ⅱ (Soil Mechanics & Lab. Ⅱ)
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전공기본

전공기본
B

전공기본
전공기본

A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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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25067
125068
125052

125053
125032
125055
125069

기초공학 및 설계 (Foundation Engineering & Design)
하천공학 (River Engineering)
PS 콘크리트구조설계
(Design of PS Concrete Structures)
국토공간정보학 (Geospatial Information Analysis)
항만공학 (Harbour Engineering)
강구조 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B
A
B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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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3-0-0
3-2-0-1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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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125054
125070
125071
125072
125073
125034

125074
125075
125076

해안공학 (Coastal Engineering)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수자원시스템설계 (Design of Water Resource Systems)
도로설계 (Highway Design)
도로포장설계 (Design of Highway Pavement)
토목계획 및 관리
(Planning & Management for Civil Engineering) 
현장실습 I 
현장실습 II 
현장실습 III 

A
B
B
B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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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8-0-24-0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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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전학
기 전선 125999 공학교육상담지도 전공기본 0-1-0-0

2-1

전필 125042
125007

기본측량학 (Basic Surveying & Practice)
응용역학 Ⅰ (Applied Mechanics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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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5003
125043
125044

토목제도 (CAD for Civil Engineering)
공업역학 (Engineering Mechanics)
유체역학 I (Fluid Mechanics I)

B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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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25045
125059
125060

상하수도공학 (Water & Sewage Engineering)
응용측량 및 설계 (Applied Surveying & Design)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전공기본
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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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25046
125001
125011
125061

유체역학 II (Fluid Mechanics II)
토목재료 및 실험(Materials & Lab. for Civil Engineering)
응용역학 Ⅱ (Applied Mechanics Ⅱ)
지반공학 (Geotechnical Engineering)

전공기본
A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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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25062
125019

철근콘크리트공학 (Reinforced Concrete)
토질역학 및 실험 Ⅰ (Soil Mechanics & Lab. I)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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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5017
125015
125018
125026
125063

강구조 및 실험 (Steel Structures & Lab.)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s & Lab.)
토목시공 (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폐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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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25064
125065
125066

수리학 및 설계 (Hydraulics & Design)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Design of R.C. Structures)
교량계획 및 설계 (Planning & Design of Bridges)

전공기본
전공기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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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25050

125027
125023
125056

부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수문학 (Hydrology)
토질역학 및 실험 Ⅱ (Soil Mechanics & Lab. Ⅱ)
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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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125067
125069

기초공학 및 설계(Foundation Engineering & Design)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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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25068
125052
125053
125032
125055

하천공학 (River Engineering)
PS 콘크리트구조설계 (Design of PS Concrete Structures)
국토공간정보학 (Geospatial Information Analysis)
항만공학 (Harbour Engineering)
강구조 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A
B
A
A
B

3-3-0-0
3-2-0-1
3-3-0-0
3-3-0-0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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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필
125070
125071
125072

전산구조설계 (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수자원시스템설계 (Design of Water Resource Systems)
도로설계 (Highway Design)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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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25054
125073
125034

125074
125075
125076

해안공학 (Coastal Engineering)
도로포장설계 (Design of Highway Pavement)
토목계획 및 관리
(Planning & Management for Civil Engineering) 
현장실습 I 
현장실습 II 
현장실습 III 

A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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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8-0-24-0

15-0-45-0

※ 공학교육상담지도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토목공학과 교육목표

강원대학교는 교훈인 실사구시를 바탕으
로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며 지역
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토목공학과에서
는 기초이론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
리적이고 창의적 응용능력을 배양하며, 동
시에 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능
동적 교육에 의해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창조적 역량과 기술적 잠재력을 유효하
게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토목기술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내용을 전문화와 세계화, 실용화
와 지역거점화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학과의 교육은 기본을 충
실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건설산업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특히 본 학과는 지
역사회 및 국가에 필요한 전문 직능인을 
배출하는 산업지향의 실용화 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거점 중
심대학으로 그 역활에 충실하고 있다. 이러
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과
에서는 교육내용을 전문화와 세계화, 실용
화와 지역거점화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능동적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응용교육 

(2) 실험 실습 및 현장실습을 통한 실용
적 교육 

(3) 정보화 사회에 부합한 전산교육 
(4)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학교육 
(5) 협동적 토목 기술자와 지도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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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제도(CAD for Civil Engineering)

(1-0-2-0, 전공 B유형)

기하학의 약속에 따라 정확한 투상도를 작성하
며 토목제도의 통칙을 이해시켜 도면의 판독과 
제도능력을 배양한다. 

기본측량학(Basic Surveying & practice)

(3-2-2-0, 전공기본)

다양한 측량기법을 사용하여 현장데이터를 얻
는 과정을 소개하는 학문이다.

응용역학Ⅰ(Applied Mechanics Ⅰ)

(3-3-0-0, 전공기본)

탄성체의 하중을 가할 때 발생되는 응력과  변
형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공업역학(Engineering Mechanics)

(3-3-0-0, 전공기본)

절점과 강체에서의 힘의 평형상태를 다루는 정
역학의 기본개념을 익힌다.

유체역학Ⅰ(Fluid Mechanics Ⅰ)

(3-3-0-0, 전공기본)

유체의 물리적 특성과 힘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수중인 유체에 대하여 해석한다.

상하수도공학(Water&Sewage Engineering) 

(3-3-0-0, 전공기본)

도시발달에 필요한 음용수 및 기타용수를 안정
적으로 공금하기 위한 제반공정 및 계획을 세운다.

유체역학 Ⅱ(Fluid Mechanics Ⅱ)

(3-3-0-0, 전공기본)

유체와 고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동
수역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석한다.

토목재료 및 실험(Materials & Lab. for Civil 

Engineering) (2-1-2-0, 전공A유형)

금속,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역청재료 및 기
타 토목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실험한다.

응용측량 및 설계(Applied Surveying & 

Design) (3-2-0-1, 전공 B유형)

다양한 형식의 실측값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 
트래버스계산과 코디네이트 지형학과 서큘러 곡
선 지형을 강의한다.

응용역학 Ⅱ(Applied Mechanics Ⅱ)

(3-3-0-0, 전공기본)

보의 응력, 평면응력 및 변형률의 해석을 통하
여 응력-변형률 관계를 익힌다.

창의설계 (3-0-0-3, 전공기본)

창의성에 바탕하여 도출된 기본적인 아이디어
를 설계하며 간단한 재료와 도구로 제작하게 해 
봄으로써 향후 접하게 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
를 유발하고 종합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다.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2-2-0-0, 전공 A유형)

토질과 지질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질공
학적 측면에서 전반적인 흙과 암석의 거동을 이해
할 수 있는 지반공학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강의

철근콘크리트공학(Reinforced Concrete) 

(3-3-0-0, 전공기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본역학 및 특성을 익히
고 CODE에 준거하여 기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법을 다룬다.

토질역학 및 실험 Ⅰ(Soil Mechanics & Lab. Ⅰ)

(3-2-2-0, 전공기본)

흙의 생성과정과 토성 및 공학적 성질을 파악
하고 지중 응력, 흙의 투수성, 다짐특성, 압밀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강구조 및 실험(Steel Structures & Lab.) 

(3-2-2-0, 전공기본)

구조강의 종류와 성질 Rivet 이음법, 고장력 볼
트 이음법, 용접이음법을 이해한 후 인장부재 및 
압축부재의 설계법,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받는 
부재의 설계법을 익히고 판형교트러스의 설계를 
습득한다.

구조역학(Structural Mechan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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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전공기본)

정정보, 라아멘, 트러스, 아아치, 기둥 등의 정
정구조물의 단면을 계산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s & Lab.) 

(3-2-2-0, 전공기본)

흐름해석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학습하고, 실
험을 통한 원리의 이해를 도모한다.

토목시공(Construction Engineering & 

Management) (3-3-0-0, 전공 B유형)

모든 토목시공의 시공계획, 특히 건설기계를 
이용한 시공계획 방법 즉 토공, 옹벽공, 기초공, 
터미널, 암거공, 콘크리트공, 댐공, 교대 및 교각
공 등 각종 공법을 익힌다. 

폐수처리(Wastewater Treatment) 

(3-3-0-0, 전공 A유형)

수질오염, 대기오염, 고형 폐기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현상과 그 방지 대책 및 환경오염 물질
의 측정법을 습득시킨다. 

수리학 및 설계(Hydraulics & Design) 

(3-2-0-1, 전공기본)

관수로 및 개수로에 대한 해석방법과 설계방법
을 학습한다.

부정정구조해석(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3-3-0-0, 전공기본)

보, 라아멘, 트러스, 아아치, 기둥 등에 대한 부
정정구조물의 단면력을 계산하는 능력을 배양시
킨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Design of R.C. 

Structures) (3-1-0-2, 전공기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법과 구존물의 안정성
검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역학실험 등을 다룬다

교량계획 및 설계(Planning & Design of 

Bridges) (3-2-0-1, 전공 B유형)

교량의 하중을 이해한 후 슬래브교의 설계 예, 
T형교의 설계 예 및 교각의 설계 예를 실습한다. 
아울러 타과목에서 배운 기초의 설계 및 옹벽의 

설계를 보충 실습한다. 

수문학(Hydrology) (3-3-0-0, 전공기본)

물의 순환과 강수, 유출해석, 증발산, 지하수의 
침투 및 침수, 수문곡선 해석, 홍수 추적 등으로 
수공구조물의 수문학적 설계기준을 습득시킨다.

토질역학 및 실험 Ⅱ(Soil Mechanics & Lab. Ⅱ)

(3-2-2-0, 전공기본)

흙의 전단강도, 토압론, 기초문제에 대한 토질
역학적 개념 습득과 지지력 산정, 사면안정에 대
한 이론을 습득한다.

전산구조해석(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is)

(3-3-0-0, 전공 A유형)

요소 강성 Matrix작성법, 구조 강성 Matrix의 
작성법, 연립방정식의 구성법을 익힌 다음 컴퓨터
에 의해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기초공학 및 설계(Foundation Engineering 

& Design) (3-1-0-2, 전공 B유형)

각종 토목구조물의 기초형성의 선택과 설계,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 Footing기초, Pile기초, Pier
기초, Well기초, 뉴메틱케이슨기초 등의 공법을 
익힌다.

하천공학(River Engineering) (3-3-0-0, 전공 

A유형)

하천 특성을 연구하고 하천의 유지관리로 홍수
방지에 필요한 계획, 홍수량과 갈수량, 유사량 등
의 결정방법과 이것을 이용한 공사설계, 시공 등
을 배운다.. 

PS 콘크리트구조설계(Design of PS Concrete 

Structures) (3-2-0-1 , 전공 B유형)

프리스트레스 부재의 기본 역학 및 특성을 익
히고Code에 준거하여 부재의 설계법을 배운다. 

국토공간정보학(Geospatial Information Analysis)

(3-3-0-0, 전공 A유형)

측량학 및 실습 Ⅰ,Ⅱ에서 배운 측량학의 이론
을 바탕으로 대단위지형조사, 환경조사, 수자원조
사, 지질조사, 토목계획 및 국토개발계획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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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측량, 항공사진판독, 위성측량 등을 연구
한다.

항만공학 (Harbour Engineering)

(3-3-0-0, 전공 A유형)

파랑의 발생, 조석 등 해수의 변동에 대한 기
본이론과 항만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등을 학습
하여 방파제 및 안벽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개념
을 습득한다.

강구조 설계(Design of Steel Structures) 

(3-2-0-1, 전공 B유형)

교량의 하중을 이해한 후 슬래브교의 설계 예, 
T형교의 설계 예 및 교각의 설계 예를 실습한다. 
아울러 타과목에서 배운 기초의 설계 및 옹벽의 
설계를 보충 실습한다. 

종합설계(Capstone Design) 

(3-2-0-1, 전공 B유형)

실제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산
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기술을 학습한다.

해안공학(Coastal Engineering) (3-3-0-0, 

전공 A유형)

해안에 있어서의 조류나 해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하여 발생되는 표사, 오염물질의 

이동 등 개발과 관련된 해안 환경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제반 이론들을 학습한다.

전산구조설계(Computational Structural Design)

(3-1-0-2, 전공 B유형)

전산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토목구조
물의 해석 및 설계를 습득한다. 

수자원시스템설계(Design of Water Resource 

Systems) (3-1-0-2, 전공 B유형)

물의 순환에 유체 역할을 적용시킨다.

도로설계(Highway Design) (3-2-0-1, 전공 

B유형)

교통량 조사, 도로계획, 도로의 기하학적 설계, 
도로의 제반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의 설계 및 시
공을 도로 구조령에 준거하여 익힌다.

도로포장설계(Design of Highway Pavement) 

(3-2-0-1, 전공 B유형)

Asphalt포장도로, Concrete포장도로의 설계 및 
시공을 도로 구조령에 준거하여 익힌다.

토목계획 및 관리(Planning & Management 

for Civil Engineering) (3-3-0-0, 전공 B유형)

PERT 및 CPM계획 공정식의 작성법 공기계산 
및 조정법, PERT 및 CPM에 의한 자원배당법, 
PERT 및 CPM의 응용에 대하여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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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Advanced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127051 신소재공학개론 I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I) 전공기반 3-3-0-0 부필 산업체

위탁
1-2 전필 127054 신소재공학개론 Ⅱ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Ⅱ) 전공기반 3-3-0-0 부필 산업체
위탁

2-1

전필
127052
127018

재료열역학 I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
신소재공학실험 I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I)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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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7075
127076

127022
127077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X-선 결정학 및 실험
(X-ray Crystallography and Experiment)
재료의 미세구조 (Microstructure of Materials)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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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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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127055
127026

재료열역학 Ⅱ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I)
신소재공학실험 Ⅱ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Ⅱ)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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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7040
127021
127057

127078
127079

고체결함 (Defects in Solid)
재료 상평형 (Materials Phase Equilibria)
재료의 부식 및 방식
(Principles of Corrorsion Engineering)
전자물성개론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창의설계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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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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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127060
127037
127068

127066
127080

127059
127081
127082

재료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재료의 기계적 거동(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신소재공학실험Ⅲ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Ⅲ) 
재료표면처리 (Surface Treatment) 
분말합성 및 미립자 설계
(Powder Synthesis and Fine Particles Design)
박막제조공정 (Thin Film Processing)
금속제조공정 및 설계(Metallic Processing and Design)
소결론 (Sintering Theory)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
전공심화

B

전공심화
B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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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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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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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127072

127083
127064

127084
127085

127086
127069
127087
127088

신소재공학 실험Ⅳ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Ⅳ)
금속재료 및 설계 (Metallic Materials and Design)
재료분석기기 입문
(Introduction to Instrumental Analysis of Materials)
미세구조해석 (Microstructural Analysis of Materials)
반도체 재료 및 설계
(Semiconducting Materials and Design)
고상반응론 (Solid State Kinetics)
전자세라믹스 (Electronics Ceramics)
세라믹 원료공학 (Raw Materials for Ceramics)
세라믹공정 (Ceramic Processing)

전공기반
B

전공심화
전공심화

B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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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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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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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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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127025
127042
127089
127035
127043
127090
127091
127097

소성가공 (Metal Working)
계면공학 (Interface Engineering)
탄소재료 (Carbon Materials)
비정질 재료 (Non-crystalline Inorganic Materials)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나노재료 및 설계 (Nano Materials and Design)
자성재료 및 설계 (Magnetic Materials and Design) 
종합설계

A
A
A
A
A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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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院연계

4-2 전선

127092

127036
127093
127094

127049

127095
127096

반도체소자입문
(Introduction to Semiconducting Devices)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센서재료 (Sensor Materials)
에너지저장재료 및 설계
(Energy Storage Materials and Design)
환경친화재료
(Materials Based on Environmental Consideration)
바이오 재료 (Bio-Materials)
고온재료 및 설계
(High Temperature Materials and Design)

A

A
A
B

A
A
B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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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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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院연계

전
학년 전선 127098 현장실습 1 B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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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Advanced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127051 신소재공학개론 I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I) 전공기반 3-3-0-0 부필 산업체

위탁
1-2 전필 127054 신소재공학개론 Ⅱ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Ⅱ) 전공기반 3-3-0-0 부필 산업체
위탁

2-1

전필
127052
127018

127075

재료열역학 I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
신소재공학실험 I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I)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전공심화
전공기반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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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부필
부필

전선
127076

127022
127077

X-선 결정학 및 실험
(X-ray Crystallography and Experiment)
재료의 미세구조 (Microstructure of Materials)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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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127055
127026

재료열역학 Ⅱ (Thermodynamics of Materials II)
신소재공학실험 Ⅱ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Ⅱ)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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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7040
127021
127057

127078
127079

고체결함 (Defects in Solid)
재료 상평형 (Materials Phase Equilribria)
재료의 부식 및 방식
(Principles of Corrorsion Engineering)
전자 물성 개론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창의설계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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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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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27060
127037
127068

재료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재료의 기계적 거동(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신소재공학실험 Ⅲ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Ⅲ)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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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27066
127080

127059
127081
127082

재료표면처리 (Surface Treatment) 
분말합성 및 미립자 설계
(Powder Synthesis and Fine Particles Design)
박막제조공정 (Thin Film Processing)
금속제조공정 및 설계(Metallic Processing and Design)
소결론 (Sintering Theory)

전공심화
B

전공심화
B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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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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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27072 신소재공학 실험 Ⅳ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Ⅳ) 전공기반 2-0-4-0

전선

127083
127064

127084
127085

127086
127069
127087
127088

금속재료 및 설계 (Metallic Materials and Design)
재료분석기기 입문
(Introduction to Instrumental Analysis of Materials)
미세구조해석 (Microstructural Analysis of Materials)
반도체 재료 및 설계
(Semiconducting Materials and Design)
고상반응론 (Solid State Kinetics)
전자세라믹스 (Electronics Ceramics)
세라믹 원료공학 (Raw Materials for Ceramics)
세라믹공정 (Ceramic Processing)

B
전공심화
전공심화

B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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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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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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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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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127025
127042
127089
127035
127043
127090
127091

소성가공 (Metal Working)
계면공학 (Interface Engineering)
탄소재료 (Carbon Materials)
비정질 재료 (Non-crystalline Inorganic Materials)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나노재료 및 설계 (Nano Materials and Design)
자성재료 및 설계 (Magnetic Materials and Design) 

A
A
A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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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院연계
전필 127097 종합설계 B 3-1-0-2

4-2 전선

127092
127036
127093
127094

127049

127095
127096

반도체소자입문(Introduction to Semiconducting Devices)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센서재료 (Sensor Materials)
에너지저장재료 및 설계
(Energy Storage Materials and Design)
환경친화재료
(Materials Based on Environmental Consideration)
바이오 재료 (Bio-Materials)
고온재료 및 설계
(High Temperature Materials and Design)

A
A
A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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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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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院연계

전
학년

전필 127098 현장실습 1 B 3-0-9

전선 127999 공학교육상담지도 0-1-0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신소재공학과 교육목표

신소재공학과의 교육목적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으로 대표되는 반도체, 철강, 자동
차, 에너지 개발 분야 등의 소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반산업 등에 
대한 세라믹, 금속, 고분자 등의 재료과학 
및 공학적 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
을 갖춘 선구적이며 창조적인 기술인을 양
성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술인을 길러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학인을 양성함에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소재공학개론 I (3-3-0-0, 전공필수, 인증

필수, 산업체 위탁, 부필)

재료과학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금속, 
무기 재료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며, 각종 재료별로 
여러 특성(물리적, 기계적, 전자기적), 결정구조, 
상평형 등을 소개한다.

신소재공학개론 II (3-3-0-0, 전공필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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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산업체 위탁, 부필)

재료과학도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반도체, 
고분자 재료, 나노재료들을 개괄적으로 다루며, 
각종 재료별로 여러 특성(물리적, 기계적, 전자기
적), 결정구조, 상평형 등을 소개한다.

재료열역학 I, II (3-3-0-0, 전공필수, 인증필

수, 부필)

∙ 자연 현상의 원리와 평형의 관계를 이해한다.
∙ 주위 환경조건 변화에 따른 상태변화를 인지 

예측할 수 있다.
∙ 재료 관련 반응계의 평형 및 안정의 개념을 이

해한다.
∙ 열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기타 세부 

전공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
득한다.

전기화학 (3-3-0-0, 전공선택, 인증필수)

∙ 금속 전기화학은 금속의 부식, 표면처리, 전지
반응의 기초가 되는 과목

∙ 금속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반응의 원인에 대
하여 알아보고, 전기 화학 반응과 관련된 용어
와 개념을 배운다.

∙ 전기화학 포텐셜과 반응속도에 대한 이해를 하
여 응용분야에의 적용을 검토한다.

X-선 결정학 및 실험 (3-2-2-0, 전공선택)

∙ 신소재에 있어서 결정학의 중요성 인지
  － 재료의 원자구조에 대한 이해
  － 결정, 비결정에 대한 이해
  － 결정학에 대한 기초 이론 이해
  － 신소재의 원료 및 재료에 대한 결정학 적용
∙ X-선을 이용한 결정의 구조 분석
  － X-선 회절 현상 개요
  － X-선 회절기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X-선에 의한 결정, 신소재 구조 분석 실습

재료의 미세구조  (3-3-0-0, 전공선택)

재료의 조성과 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도의 
원리 및 응용을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재료가 
갖는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포함한 제반 특성을 
상태도를 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재료역학 (3-3-0-0, 전공선택)

구조용 재료는 외력을 받게 된다. 실제 사용되
는 외력 밑에서 파괴나 심한 변형이 없게 되도록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각 부재에 걸리는 힘과 응력
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장, 비틀림, 전단과 
굽힘 등의 외력을 간단한 형태의 보와 기둥에 대
하여 간단한 가정에 기초를 두어 분석하는 능력
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소재공학실험 I (2-0-4-0, 전공필수, 인증

필수, 부필)

재료과학개론 강의에 부수되는 실험으로 금속
재로, 무기재료, 고분자재료의 기초적인 실험을 익
힌다. 재료의 미세조직을 검사하고 물리적, 화학
적, 기계적, 전기적 성질들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고체결함 (3-3-0-0, 전공선택)

∙ 재료내의 여러 결함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선
결함인 전위의 기하학적 구조와 성질, 즉 stress 
field, interaction and image force, interaction 
energy 등에 관해 논한다.

∙ Solid solution, precipitation, dispersion hardening 
및 work-hardening 등의 강화기구에 관하여 설
명 한다

재료상평형 (3-3-0-0, 전공선택)

∙ 평형 상태도를 이해한다. 
∙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상률을 구하고 이를 적용

하여 자유도를 결정한다.
∙ 상과 조성, 성분과 자유도의 관계를 이해한다.
∙ 압력과 온도를 변수로 하는 상태도의 그림을 

해석 할 수 있으며 중간화합물의 생성여부를 
파악한다.

∙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의 공정에 상태도를 이용
하여 액상과 결정의 조건과 온도 등을 파악한
다.

∙ 평형 조건에서의 상태도와 실제로 실험실에서 
행하는 실험조건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재료의 부식 및 방식 (3-3-0-0, 전공선택)

∙ 금속전기화학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식의 원인
과 형태 및 부식기구에 대하여 배운다.

∙ 부동태와 부식속도와의 관계, 포텐셜-pH 그래
프를 통하여 부식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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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방법을 배운다.

전자물성개론 (3-3-0-0, 전공선택)

∙ 양자역학이론의 기초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도체, 반도체, 절연체, 유전재료, 자성재료 
및 광전재료 등에 관한 물성이 어떻게 결정되
는가를 강의한다.

창의설계 (3-1-0-2, 전공선택)

∙ 창의 선택 방식에 의한 Group별 임의 신소재 
제품 제조에 관한 학습

  － Group제에 의한 공학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1Group, 1Venture로 가상 생산시 발생 예상

되는 기술 문제 토론
  － Internet을 이용한 제조 공정 조사, 추정 및 

Simulation
  － 추정 제조 원가 계산 
∙ 창의 설계 기대 효과
  － 졸업 후 Venture 창업에 대한 흥미 유발, 간

단한 창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고학년(3,4학년)에 학습하게 될 각 전공 과

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신소재공학실험 II (2-0-4-0, 전공필수, 인증

필수, 부필)

∙ 재료과학개론 강의에 부수되는 실험으로 금속
재료, 무기재료, 고분자재료의 기초적인 실험을 
익힌다. 

∙ 재료의 미세조직을 검사하고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전기적 성질들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재료표면처리 (3-3-0-0, 전공선택)

∙ 금속전기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
금의 방법을 배운다.

∙ 도금 시 일어나는 전착반응기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제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성능
을 향상시키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재료의 기계적 거동 (3-3-0-0, 전공선택, 인

증필수)

∙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대한 탄성론, 소성론, 항
복현상 등 기본이론과, 변형과정, 탄성과 소성 
변형기구, 결정결함, 강화기구 등에 대하여 공

부한다. 또한 재료의 피로, 크리프, 파괴현상을 
공부함으로 재료의 수명예측과 파괴조건을 이
해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로서 재료
의 수명예측 및 선택능력배양과 보다 강한 재
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말합성 및 미립자 설계 (3-3-0-0, 전공선택)

∙ 신소재의 원료(인공, 합성 미분말)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신소재 제품에 따른 다양한 인공합

성 미분말 원료 인지와 종류, 활용도 및 제
조과정 이해

  － 미립자 설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박막제조공정 (3-3-0-0, 전공선택)

∙ 대표적인 신소재 제조공정 중 하나인 박막공정
에 대해 공부한다. 

∙ 이를 위해 플라즈마의 원리를 이해하고 모든 
물리적, 화학적 박막제조 공정에 대해 학습 

∙ 실제 응용되고 있는 박막들의 구조 및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성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아 
박막제조공정의 이해력과 응용력을 배양한다.

금속제조공정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금속재료로부터 각종 금속 부품을 만드는 공정
으로서 주조, 용접 및 표면 처리 공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각 공정의 주요 변수와 
금속 부품의 물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고찰하여 
여러 가지 금속 재료의 응용에 관한 기본 개념
을 공부 한다

재료 상변태 (3-3-0-0, 전공선택, 인증필수)

∙ 재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미시적 및 거
시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이해와 이의 실제적 
응용을 다룬다.

∙ 재료의 미세구조와 재료성질과의 관계를 이해
한다.

∙ 재료의 상변화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소결론 (3-3-0-0, 전공선택)

∙ 소결체의 제조공정을 이해한다.
∙ 이론적인 소결모델을 이용하여 소결이론을 정

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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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제품의 소결 수축을 계산하여 소결이론
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소결시 발생하는 미세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공의 이동과 소멸을 확인한다.

∙ 반응소결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소결법에 의한 
제품의 물성을 파악한다.

∙ 액상이 수반하는 소결에서의 제 현상을 공부한
다.

∙ 소결론에 의한 효과를 조사하고 분위기 제어를 
통해 우수한 소결체를 얻는 방법을 이해

신소재공학실험 III (2-0-4-0, 전공필수)

∙ 금속 재료 공정에서 강의한 내용을 실험을 통
하여 이해하고 금속 재료 제조 공정에 관한 기
본 개념을 익히는 실험 과목으로서, 주요 실험 
과제는 주조, 용접, 소성가공 및 전기도금에 관
한 실험을 한다

금속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산업

체 위탁)

∙ 공업용재료로 사용되는 철강재료 및 비철재료,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신 금속재료에 대하여 물
리적, 화학적 특성과 금속조직학적 특성에 대
해 소개하고 열처리 및 가공기술 대하여 소개
한다. 

∙ 설계시간을 통하여 표준규격에 나타난 각종 재
료의 표준평가시험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며, 각
국규격(KS, JIS, ASTM, BS, DIN, SAE)에 따른 
합금의 분류법 비교를 통하여 취업 후 현장적
응을 쉽게 함에 목적이 있다.

재료분석기기 입문 (3-3-0-0, 전공선택)

∙ 재료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기에 대한 기본원리 습득

∙ 기본원리가 재료의 응용분야와의 관련에 대하
여 이해한다.

∙ 첨단분석기기의 운용을 위하여 재료의 평가 및 
기기분석 장비의 사용법을 개략적으로 이해한
다.

미세구조해석  (3-3-0-0, 전공선택)

∙ 전자현미경 원리인 electron optics, 전자현미경 
특성과 사용법, 전자회절의 kinematical 이론, 
image contrast 이론 및 해석법을 익히며, 결정

구조 및 결함의 imaging 및 해석을 통한 재료
과학의 실제적 응용 예를 연습 한다

반도체 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고체의 전자물성에 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반도체내의 밴드구조 및 전하운반
자의 개념을 학습한다. 

∙ 실리콘을 기본으로 하는 반도체에서부터 갈륨
비소 화합물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향후 소자 
및 응용에 대한 기본을 마련한다. 

∙ 또한 장래 반도체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현장방
문과 소연구과제를 수해함으로써 실질적 문제
해결에 대한 바탕을 마련한다.

고상반응론 (3-3-0-0, 전공선택)

∙ 고체 상태의 재료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기
구를 이해한다.

∙ 속도론적인 관점에서 고상반응을 고찰하고 재
료의 미세구조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 주위 반응조건과 관련하여 고상반응의 속도론
적 개념을 이해한다.

∙ 반응 속도론의 실제응용 관계를 다룬다.

전자세라믹스 (3-3-0-0, 전공선택)

∙ 원자와 전자구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이해
한다.

∙ 전기, 전자, 자성에 대한 기본이론을 파악한다.
∙ 전자 세라믹의 물성과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 제조공법과 물성변화에 대해 이해한다.
∙ 유전재료와 절연재료에 대해 이해한다.
∙ 반도체 재료에 대해 이해한다. 
∙ 광전자 재료에 대해 이해한다.
∙ 자성재료에 대해 이해한다.
∙ 도전성 재료 및 초전도 재료에 대해 이해한다.

세라믹원료공학 (3-3-0-0, 전공선택)

∙ 신소재 공학의 원료(천연 원료)에 대한 인지
－ 다양한 천연원료의 종류 및 활용에 대한 이해
－ 원료 품질에 따른 다양한 활용에 대한 이해
－ 천연 상태로부터 원료로 사용 가능한 상태

로 될 때까지의 가공 공정에 대한 이해
－ 원료 품질이 최종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이해
－ 천연 원료의 새로운 활용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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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공정  (3-3-0-0, 전공선택)

∙ 각종 세라믹스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을 이해한
다.

∙ 생산 현장에서의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비나 장
치에 대해 이해한다.

∙ 원료를 공급한 후 원료의 물성과 성상의 변화
에 대해 이해한다.

∙ 소결체 제품에 이용되는 공정도와 장비 및 가
마에 대해 공부한다.

∙ 용융체 제품의 제조와 용융액의 냉각과 성형법
을 공부한다. 이때 발생하는 결정의 성질을 이
해하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파악한
다. 

∙ 용융체의 성형법에 대해 공부한다.
∙ 각종 가마에 대해 이해한다.

신소재공학실험 IV (2-0-4-0, 전공필수)

금속공학 전공에서는 비철원료의 분석과 예비
처리, 산출물과 기체의 분석, 환원과정의 고찰, 주
물사 및 용해실험을 다룬다. 세라믹공학 전공에서
는 원자흡수분광법 및 전위차 적정 분석법에 의
한 실험을 다룬다

소성가공 (3-3-0-0, 전공선택)

∙ 금속재료를 소성성형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데 관련되는 변형률과 응력, 항복조건, 가공강
화, 소성불안정, 초소성조건, 변형속도와 가공
온도, 이상일과 과잉일, 슬래브법, 상계해법, 슬
립선장법 등의 역학적인 기본이론과 재료물성
이 가공공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성변형 조건에 
따른 재료물성의 변화를 공부한다.  

∙ 또한 실제 소성가공방법의 원리와 특징에 대하
여 소개한다.

계면공학 (3-3-0-0, 전공선택)

∙ 고체 표면과 계면의 기초 열역학을 정리한 후, 
이를 응용하여 물질의 흡착, 계면 상전이, 젖음
성, 표면의 구조들을 다룬다. 또한 입계의 성질
에 관련된 Kinetics, Migration, Grain Growth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한다.

탄소재료 (3-3-0-0, 전공선택)

∙ 탄소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한다.
∙ 탄소의 제조 과정을 이해한다.

∙ 탄소 재료의 실제 응용사례를 연구하고 향후 
응용가능 분야를 알아본다.

비정질재료 (3-3-0-0, 전공선택, 대학원연계)

∙ 비정질 재료와 결정구조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
한다.

∙ 화합물과 유리형성 능력을 지배하는 인자에 대
한 기준을 공부한다.

∙ 유리화 범위와 임계냉각속도에 대해 이해한다.
∙ 유리의 성질과 조성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 화학적 내구성과 유리에 대해 이해한다.
∙ 유리 제조공정에서 용융의 형성과 청징화 및 

균질화에 대해 이해한다.
∙ 유리 전이역에서의 제 현상과 안정화 및 스트

레인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 핵 생성과 결정성장 및 분상에 대해 이해한다.
∙ 용융가마에 대한 구조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반도체공정 (3-3-0-0, 전공선택)

∙ 전자산업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산
업은 기본적으로 집적회로의 제조에 크게 의존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도 반도체소자를 
활용하고 있다. 

∙ 본 과정에서는 반도체재료 강의를 기초로 반도
체물질, 소자, 공정에 대해 공부하여 결정성장
에서 집적회로까지의 반도체 제조공정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나노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최근 중시되는 나노 테크놀로지(NT)에 의한 
Nano 재료 인지
－ Nano Technology에 대한 기반 지식 이해
－ 기 개발된 Nano Material에 대한 이해
－ 향후 개발 예정인 Nano Material에 대한 이해
－ Nano Material의 기본 설계 이해
－ 각 부분에 대한 이론 소개 및 이해
－ 향후 개발 전망에 대한 이해

자성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자성의 종류와 그 원인에 대하여 배운다.
∙ 그중에서 강자성과 준강자성에 관련된 현상과 

이론을 이해한다.
∙ 강자성체와 준강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분야에서 성능향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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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성, 미세구조, 불순물등의 적용가능성을 
설계하여 특성을 검토한다.

반도체소자 입문 (3-3-0-0, 전공선택)

∙ 반도체 접합의 기본원리에 대해 공부하고 트랜
지스터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해 학습하며 
더 나아가 향후 새로이 개발되는 소자 및 응용
에 대해 강의한다.

복합재료  (3-3-0-0, 전공선택)

∙ 복합재료 금속, 세라믹, 고분자 재료를 이용하
여 제조되는 복합재료의 공정에 대하여 배우며 
강화재와 기지재료의 특성과 제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 세라믹섬유, 금속섬유, 유기섬유 등의 제조방법 
및 특성에 대해 공부하며 복합재료의 활용실례
를 조사함으로 이러한 복합재료의 선택과 활용 
능력을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센서재료 (3-3-0-0, 전공선택)

∙ 센서의 개념과 변환기능을 기초로 각종 기능성 
센서 및 실제 감지대상에 따른 센서소자에 대
해 공부한다. 

∙ 또한 기계, 전자, 정보처리 산업 등에 응용되고 
있는 센서응용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에너지 저장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휴대용 전자기기 및 통신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재료에 대해서 알
아본다.

∙ 관련 에너지 저장재료의 발전 과정 및 현재, 미
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지 및 이해한다.

∙ 에너지 저장재료의 개발에 있어 재료 공학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이해한다.

∙ 재료의 특성 및 제조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한
다.

환경친화재료 (3-3-0-0, 전공선택)

∙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거나, 환경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 내식성 재료, 극한재료, 수소‧태양에너지 등 새
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재료, 환경과 관련된 센
서재료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바이오 재료  (3-3-0-0, 전공선택)

∙ Bio Technology(BT)에 의한 Bio 재료에 대한 인지
  － Bio Technology에 대한 기초 지식 이해
  － 현재까지 개발된 Bio Material 소개 및 이해
  － 향후 개발 예정 제품에 대한 이해
  － 각 부분에 대한 이론 소개 및 이해
  － 향후 개발 전망에 대한 이해

고온재료 및 설계 (3-1-0-2, 전공선택)

∙ 고온재료의 특성을 이해한다.
∙ 열역학적 관점에서 고온반응을 해석한다. 
∙ 자유에너지의 개념으로 고온반응을 이해하고 

반응여부를 파악한다.
∙ 고온재료의 선택을 통하여 부식을 제어 할 수 

있다. 
∙ 초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온재료의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각종 가마나 고열로에 쓰이는 고온재료의 선정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필요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필요부위에 적당한 

고온재료를 설치 할 수 있다.

종합설계 (3-1-0-2, 전공필수)

현장실습 I  (3-0-9)

∙ 방학 중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재료의 물성과 제조공정을 직접 파악하
며 여러 첨단장비운용 등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탐색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기초정보를 미
리 습득 한다 

공학교육상담지도 (0-1-0, 인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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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2-1

전필 128016 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전공기반 3-3-0-0 부필

전선

128056
128057

128009
128058

공업통계이론 (Theory of Engineering Statistics)
제조시스템공학 및 설계
(Manufacturing System Engineering and Design)
산업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in IE)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전공기반
전공기반B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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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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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28024
128061

인간공학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전공기반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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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8059
128060
128005
128062

응용통계 및 실습 (Applied Statistics and Practice)
통합생산계획 및 통제(Integrated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경제성공학 (Engineering Economy)
작업 및 직무분석 (Work and Task Analysis)

전공기반
전공심화A
전공기반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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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28063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전공심화 3-3-0-0 부필

전선

128064
128065
128066
128030
128083
128068

인지공학 (Cognitive Engineering)
TOC (Theory of Constraints)
수리계획법 (Mathematical Programming)
Database응용 (Database Application)
산업원가공학 및 설계 (Industrial Cost for Engineers and Design )
IE 프로그래밍실습 (Computer Programming Practice in IE)

전공기반A
전공심화
전공기반
전공기반
전공기반
전공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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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28071
128019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공심화
전공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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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28069
128070
128022
128032
128052
128072

설비계획 및 설계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HCI설계 (Human Computer Interface Design)
실험계획 및 응용(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and Application)
네트워크 및 알고리즘 (Network and Algorithm)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신뢰성공학 (Reliability Engineering)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B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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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28073
128033
128028
128027
128074

128021
128075

품질시스템설계 (Quality System Design)
물류관리 (Logistics Management)
안전공학 및 실습 (Safety Engineering and Practice)
시뮬레이션 (Simulation)
정보통신시스템 최적화
(Optimization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시스템 분석 및 설계 (Structured System Analysis and Design)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전공심화B
전공심화
전공심화B
전공심화

전공심화A

전공심화
전공심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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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2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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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4-2 전선

128041
128076
128077
128078
128042
128054
128080
128081

자재관리(Inventory and Material Management)
제품개발 및 설계(Product Development and Design)
e-Business
정보기술최적설계(Optimal Design in 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산업공학특수논제(Special Topics in Industrial Engineering)
현장실습 Ⅰ (Internship Program Ⅰ)
현장실습 Ⅱ (Internship Program Ⅱ)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심화B
전공심화B
전공심화A
전공심화

3-3-0-0
3-1-0-2
3-3-0-0
3-1-0-2
3-3-0-0
3-3-0-0
3-0-9-0

8-0-24-0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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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1-1 전선 128999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0-1-0-0

1-2 전선 128999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0-1-0-0

2-1

전필 128016

128058

생산관리 (Production Management)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전공기반
전공기반

3-3-0-0

3-1-0-2

부필

전선
128999

128056

128057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통계이론 (Theory of Engineering Statistics)

제조시스템공학 및 설계
(Manufacturing System Engineering and Design)

전공기반
전공기반B

0-1-0-0

3-3-0-0

3-2-0-1

2-2

전필 128024

128061

인간공학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전공기반
전공기반

3-3-0-0

3-3-0-0

부필
부필

전선

128999

128059

128060

128005

128062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응용통계 및 실습 (Applied Statistics and Practice)

통합생산계획 및 통제
(Integrated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경제성공학 (Engineering Economy)

작업 및 직무분석 (Work and Task Analysis)

전공기반
전공심화A

전공기반
전공기반

0-1-0-0

3-2-2-0

3-3-0-0

3-3-0-0

3-3-0-0

3-1

전필 128063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전공심화 3-3-0-0 부필

전선

128999

128065

128066

128030

128083

128068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TOC(Theory of Constraints)

수리계획법 (Mathematical Programming)

Database응용 (Database Application)

산업원가공학 및 설계
(Industrial Cost for Engineers and Design )

IE 프로그래밍실습 (Computer Programming Practice in IE)

전공심화
전공기반
전공기반
전공기반

전공기반

0-1-0-0

3-3-0-0

3-3-0-0

3-3-0-0

3-1-0-2

3-2-2-0

3-2

전필 128071

128019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공심화
전공심화

3-3-0-0

3-3-0-0

부필
부필

전선

128999

128069

128070

128022

128052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설비계획 및 설계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HCI설계 (Human Computer Interface Design)

실험계획 및 응용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and Application)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전공심화
전공심화
전공기반B

전공심화

0-1-0-0

3-2-0-1

3-2-0-1

3-3-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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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4-1 전선

128999
128073
128033
128028
128027
128074

128021
128075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품질시스템설계 (Quality System Design)
물류관리 (Logistics Management)
안전공학 및 실습 (Safety Engineering and Practice)
시뮬레이션 (Simulation)
정보통신시스템 최적화
(Optimization i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
시스템 분석 및 설계 (Structured System Analysis and Design)
의사결정분석 (Decision Analysis)

전공심화B
전공심화
전공심화B
전공심화

전공심화A

전공심화
전공심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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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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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128079 산업공학 시스템설계(IE System Design) 전공심화 3-0-0-3

전선
128999
128076
128078
128042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제품개발 및 설계 (Product Development and Design)
정보기술최적설계 (Optimal Design in Information Technology)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전공심화
전공심화B
전공심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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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산업공학과 교육목표

교육목적
산업공학과는 인간, 물자, 정보, 설비 및 

기술로 이루어지는 종합적 시스템을 설계, 
분석, 운용 및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고, 제반 문제를 시스템 최적
화와 더불어 주어진 환경(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
와 고도산업기술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 능력, 정보기
술 및 경영지식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실천
적인 성실한 시스템전문가 양성을 교육목
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1. 인성분야
  －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양성.
  －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팀의 

구성원으로서의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진취적인 인재 양성.

2. 전공분야
  －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공학문제를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양성.

  －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타전공과의 연
계도 가능한 학문적 응용능력을 갖춘 
실용적이고 적응적인 인재 양성.

3. 정보/세계화 분야
  － 글로벌 기업환경 및 경쟁력 강화 요

구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인 대처능력
을 갖춘 인재 양성.

  － 지식 및 정보화 사회의 선도자로서의 
자질과 비전을 갖춘 인재 양성.

공업통계이론 (3-3-0-0, 전공기반)

－ 개요 : 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학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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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론과 기법을 배운다.
－ 교육목표 :

∙ 통계자료의 기술적 표현방법을 습득한다.
∙ 확률변수/분포의 개념 및 통계적 추정과 검

정의 원리를 이해한다.
∙ 공학에서 통계적 기법의 활용방법을 파악한다.

생산관리 (3-3-0-0, 전공기반)

－ 개요 : 생산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소
개하는 기초 학문으로 제품설계 및 공정선정, 
품질경영, 생산능력계획, 시설입지 및 배치계
획, 수요예측, 총괄생산계획, 재고관리, 일정계
획, 프로젝트 관리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 교육목표 :
∙ 생산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

한다.
∙ 생산시스템별 특징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

해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제품설계, 공정선정, 품질경영의 수립 과정 

및 의미를 이해한다.
∙ 입지선정 및 배치계획 절차, 라인균형 방법

을 이해한다.
∙ 수요예측, 총괄생산계획, 일정계획기법의 특

징과 방법을 이해한다.
∙ 재고관리문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기본모

형을 정립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대규모 일시적 프로젝트의 일정관리기법을 

이해한다. 

제조시스템 공학 및 설계(3-2-0-1, 전공기반B)

－ 개요 : 이 교과의 주요 목적은 제조시스템 및 구
성 설비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함에 있
다. 제품 생산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화시스템을 지향하여 CAD, 
NC/CNC Machine, Robots,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등 주요 구성 요소들을 다룬다.

－ 교육목표 :
∙ 제조시스템 및 공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다.
∙ CAD를 통한 부품, 제품의 설계를 실습한다. 
∙ 자동화 설비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산업응용수학 (3-3-0-0, 전공기반)

－ 개요 : 산업공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리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수학의 분야를 
이해하며, 특히 선형대수학과 선형대수학의 수
치해석에 대해 다룬다. 또한 실제 현실 문제의 
수리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교육 목표 : 
∙ 선형대수학의 용어 및 여러 결과를 학습하고 

이해한다.
∙ 선형대수학의 결과들을 필요한 경우 응용할 

수 있다.
∙ 산업공학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선형대수학

의 역할을 이해한다.
∙ 공학적인 문제의 수리적 표현의 필요성과 그 

효율성을 이해한다.

창의설계 (3-1-0-2, 전공기반)

－ 개요 : 공학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창의
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서 설계
사례, 설계보고서 작성법, 프로젝트 프레젠테
이션 기법 등을 공부하며, 개념설계과제를 수
행하여 발표의 경험을 갖도록 한다.

－ 교육목표 :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개발.
∙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및 팀원

들과의 조화 능력 배양.
∙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 배양.
∙ 설계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토론을 통하

여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응용통계 및 실습 (3-2-2-0, 전공기반)

－ 개요 : 통계 및 확률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보
다 전문화된 공학응용통계의 방법을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 통계적 모형을 이해

한다.
∙ 기업 및 공장의 운영에서 생산성과 품질의 향

상을 위한 통계적 기법의 활용을 파악한다.
∙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의 이용방

법을 습득한다.

통합 생산 계획 및 통제 (3-3-0-0, 전공심화A)

－ 개요 : 생산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으로 생산관리의 심화교육이다. 수요예측, 생
산계획, 생산통제 뿐 아니라 Push 시스템,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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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애로공정시스템 등의 통합적 생산관
리체계의 특징 및 비교를 통하여 생산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법들을 배운다.

－ 교육목표 :
∙ 생산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고 바람직

한 생산체계를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 생산계획의 기본적인 자료를 위해 수요예측

기법(Winters모형, Box-Jenkins 모형 포함) 들
을 이해한다.

∙ 복수품목, 복수공정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총
괄계획문제 해결 기법들을 이해한다. 

∙ 기준생산계획, 자재소요계획, 능력계획 방법
을 이해한다.

∙ MRP II, JIT 생산, CONWIP, OPT(TOC) 등 
다양한 생산통제체계를 이해하고 그 장단점, 
적용범위 등을 평가한다.

인간공학 (3-3-0-0, 전공기반)

－ 개요 : 인간-기계-환경 시스템의 최적 적합성
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특성, 수행력, 능력 및 한계에 관한 기
초적 개념과 지식을 습득케 하여 공학적 설계
과정에 적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분석 평가
에 필요한 인체측정, 생체역학, 작업생리학, 
인지심리학들의 관련 이론들도 소개된다.

－ 교육목표 : 
∙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인간-기계 시

스템)의 궁극적 목표와 이의 이탈에 대한 중
요성과 공학도의 책임감을 인지한다.

∙ 관련 자료의 데이터마이닝 훈련을 인터넷에
서 한다.

∙ 인간-기계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인간의 
특성, 수행력, 능력 및 한계 등의 기본적 지
식들을 이해한다.

∙ 공학적 설계에 필요한 인간 요인들을 연구/
분석하는 기초적 방법론을 이해한다.

∙ 인간 요인들을 공학적 설계과정에 적용하는 
체계적 방법론을 이해한다.

∙ 인간-기계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초적 기법들
의 이해한다.

경영과학 (3-3-0-0, 전공기반)

－ 개요: 시스템의 설계와 통제에 관련하여 가장 
좋을 대안을 선정하는 기본적인 최적화 기법

을 연구한다.
－ 교육 목표: 

∙ 시스템 최적화 이론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한다.
∙ 문제의 인식 및 분석, 수식화, 컴퓨터를 이용

한 해의 도출,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이해
한다.

∙ 시스템 최적화의 기본인 Linear Programming 
모델들의 문제 접근 방법들을 습득한다.

경제성공학 (3-3-0-0, 전공기반)

－ 개요 : 공학적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성패의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되므
로, 시스템이나 제품을 설계, 제조, 운용하는
데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타당한 제안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의 배양에 초
점을 맞추어 강의를 한다.

－ 교육목표 :
∙ 공학적 과정의 물리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이해한다.
∙ 돈의 시간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

는 이자공식, 인플레이션 등을 이해한다.
∙ 대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등가 개

념을 이해한다. 
∙ 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위한 대안생성, 

비교, 선정 기법을 이해한다.
∙ 다양한 시스템 상황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하기위해 분기점분석, 비용분석, 감가상각법, 
과세분석 및 공공사업의 평가 방법 등을 이
해한다. 

∙ 시스템 문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
는 능력을 배양한다.

작업 및 직무분석 (3-3-0-0, 전공기반)

－ 개요 : 효율적인 작업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
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의 기본 개념과 현장
에서의 응용 절차가 소개된다. 작업 방법의 분
석과 효율성 측정을 위해 직무 및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 시간 분석 등이 포함된
다.

－ 교육 목표 : 
∙ 작업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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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기 위한 기본 철학을 확립한다.
∙ 작업 방법의 분석과 작업 측정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체계적인 작업 개선 방법을 익힌다.

통계적품질관리(3-3-0-0, 전공심화, 대학원

연계)

－ 개요 : 품질관리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통계적 
수단의 원리와 응용을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품질관리의 개념을 이해한다.
∙ 통계적 공정관리의 핵심인 관리도법 및 샘플

링검사법의 원리 및 활용방법을 파악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공정관리의 기법을 

습득한다.

인지공학 (3-3-0-0, 전공기반A)

－ 개요 : 인간-기계 시스템은 시스템의 목적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보처리방식
들에도 부합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
간 중심의 X( X: 설계, 제조, 사용, 평가, 등)
를 실현하기위해 필요한 인식, 주의집중, 기
억, 회상, 지각, 문제해결, 반응하는 방식 등의 
인지과정에 관한 기초적 이론과 모델들이 구
체적 사례 시스템으로 소개 되어지고, 공학적 
설계과정에서 이들의 적용과 성과평가에 관하
여 강의된다.

－ 교육목표 :
∙ 정보처리 패러다임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 관련 자료의 데이터마이닝 훈련을 인터넷에

서 한다.
∙ 정보처리에 필요한 표상, 재인/회상, 주의집

중, 기억, 지각, 문제해결, 추론, 반응 등을 
이해한다.

∙ 인간의 정보처리 방법과 유사한 시스템/기계
를 설계하는 것을 이해한다.

∙ 인간이 반응/행동하는 방법과 유사한 시스템/
기계를 설계하는 것을 이해한다.

∙ 공학적 설계과정에서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한다.

TOC (3-3-0-0,전공심화)

－ 개요 : 제약이론에 대한 기초 개념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에의 응용력을 
배양한다.

－ 교육목표 :
∙ 제약이론의 출현배경 및 의의를 이해한다.
∙ TA, DBR, CCPM, TP 등을 이해한다.
∙ TOC 개념의 응용력을 배양한다. 

수리계획법 (3-3-0-0, 전공기반)

－ 개요 : 복잡한 시스템 설계와 분석을 위하여 
여러 중요한 시스템 최적화 기법들을 이해 및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계량 관리의 운용, 응용, 
개념 확립에 주안점을 둔다.

－ 교육목표 :
∙ 네트워크, 동적계획법의 이론을 이해한다.
∙ 정수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대기이론을 이해

한다.
∙ 최적화 기법의 효율적 개념 형성과 문제 해

결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
고리즘을 구현한다.

Database 응용 (3-3-0-0, 전공기반)

－ 개요 : 기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
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관리하고 데이터베
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이론과 기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익힌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구현해 봄으로써 현장감을 익힌다.

－ 교육 목표 :
∙ 다양한 정보시스템에서 데이타베이스의 기능

과 역할을 이해한다.
∙ 데이타 모델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한다.
∙ 다량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검색하며, 조작할 

수 있는 DBMS의 필요성과 기본 기능과 운
용 방법을 이해한다.

∙ 데이타베이스의 발전사와 발전 방향을 살펴
봄으로써 데이타베이스 진화 과정에 대한 안
목을 키운다.

∙ 데이타베이스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현장감을 익힐 수 있다.

∙ 프로젝트의 기업측 대응 인력과의 관계로부
터 대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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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산업원가공학 및 설계 (3-1-0-2, 전공기반)

－ 개요 : 공학적 노력의 산출물에 관한 원가정보
의 분석과 평가는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
에 필수적이다. 공학도가 숙지하여야 할 원가
요소와 정보의 처리방법을 공학적 측면에서 
강의하며,  습득된 원가회계와 원가관리에 대
한 원리로 대상시스템의 원가절감과 관리능력
을 함양한다. 또한, 연구개발비, 목표원가관리, 
기술가치평가 등 개발업무와 관련된 회계지식
을 습득함으로써 연구개발 능력도 함양한다.

－ 교육목표 :
∙ 원가요소와 회계시스템을 이해한다.
∙ 시장의 변화에 따른 원가 개념의 변화에 대

해 이해한다.
∙ 기업경영의 활동을 원가회계/분석으로 평가

하고, 원가절감과 관리 능력을 습득한다.
∙ 원가분석 능력을 다양한 개발시스템에 적용

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IE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습 (3-2-2-0, 전공기반)

－ 개요 :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시키고 실습을 
통해 산업공학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시킨다.

－ 교육목표 :
∙ 변수와 상수의 정의, 연산자, 표현식과 문장 

작성, 조건문, 반복문, 배열, 함수 등의 기본
지식을 갖춘다.

∙ 객체지향 개념으로 클래스의 선언 및 멤버, 
메쏘드의 구현 및 접근방법, 상속, 참조, 템
플릿을 이해한다.

∙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
양한다.

∙ 간단한 산업공학 문제를 프로그래밍을 통하
여 해결한다.

실험계획 및 응용 (3-3-0-0, 전공기반B)

－ 개 요 : 실험계획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설계, 
제조방법, 시험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해석, 효율 향상에 관한 방법을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분산분석의 기초이론을 이해한다.

∙ 상관과 회귀분석 방법을 이해한다.
∙ 분할법, 교락법, 일부실시법을 이해한다.
∙ 직교배열표의 이용 방법을 습득한다.

설비계획 및 설계 (3-2-0-1, 전공심화)

－ 개요 : 공장의 입지 및 설비의 배치에 관한 내
용으로 공정, 흐름, 활동관련, 자재 취급 장비, 
배치원칙 등 기본적인 지식과 아울러 컴퓨터
지원 배치프로그램, 창고운영과 정량적인 설비
계획 모형을 다룬다. 공정설계, 전산배치계획, 
정량적 분석을 통한 배치설계를 수행한다.

－ 교육목표 :
∙ 효율적인 설비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배치

계획 절차를 숙지하여 배치설계에 적용한다.
∙ 공정, 흐름, 활동관련, 자재 취급 장비, 배치

원칙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수작업을 통한 배치계획절차를 이해하고 컴

퓨터지원 배치프로그램의 특징과 사용방법
을 이해한다.

∙ 배운 기법과 전산 배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운다.

∙ 창고내의 작업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이해
한다.

∙ 정량적인 설비계획 모형을 이해하고 해결방
법을 터득한다.

HCI설계 (3-2-0-1, 전공심화)

－ 개요 : 사용자 중심의 설계(UCD) 원칙을 인간-
기계 시스템 중에서 컴퓨터 관련한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설계에 초점을 둔다. 인지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감성 인터페이스,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생리 형태적 인터페이
스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 Need/Context 
파악 방법, 시스템의 사용성(Usability)평가방법
과 기초적인 Prototyping 설계구현도 병행되어
질 것이다.

－ 교육목표 :
∙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기존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차이와 HCI로 야기되는 새로
운 문제점/ (건강관련 증후군)으로 HCI의 중
요성을 인지한다.

∙ 관련 자료의 데이터마이닝 훈련을 인터넷에
서 한다.

∙ 인간정보처리에서의 기초적인 인지적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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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특성을 이해한다.
∙ 사용자의 직무관련 요구사항과 Context 파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들을 이해한다.
∙ 기초적인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방법들

을 이해한다. 
∙ HCI설계의 각 Case에서 어떤 인간요소가 고

려되어야하고, 선택된 인간요소의 적합성은 
어떻게 평가 해야하는지?, 그리고 시스템적 
시각에서의 재조정은 어느 수준까지 인지를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교수가 인증한 HCI 주제에 관해 구성된 팀
별로 사용자 중심의 Prototyping설계를 하고, 
실험으로 설계된 Prototype을 평가한다.

CIM (3-3-0-0, 전공심화)

－ 개요 : 이 교과에서는 자동화 된 통합생산시스템
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함에 있다. 

－ 교육목표
∙ CIM 시스템의 기본구조 및 구성요소를 이해

한다.
∙ CIM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방법

에 대하여 공부한다. 
∙ 시스템 통합화를 위한 설계 및 구축방법론을 

공부한다.
∙ 자동/정보화 된 통합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스

템 운영을 통한 효율성 분석 등을 다룬다.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3-3-0-0, 전공심화)

－ 개요 :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론과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분석 및 활용한다.

－ 교육목표:
∙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의 개념을 확립하고 네

트워크 모형화를 이해 습득한다.
∙ 최단경로, 최소걸침나무, 최대유량, 최소비용

유량문제 등을 이해 활용한다.
∙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경영정보시스템 (3-3-0-0, 전공심화)

－ 개요 : 격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 
전략적 우위 확보의 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경영정보시

스템의 구성 요소, 종류, 발전 과정에 대해 학
습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정보 시스템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
본다.

－ 교육목표 : 
∙ 기업 경쟁의 세계화, 환경의 규제, 개인 고객

화 등 격동적으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이
해하고, 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역할을 이해
한다.

∙ 경영정보시스템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
고, 경영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에 대한 
기초를 학습한다.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부 요소들
을 이해한다.

∙ 거래처리, 생산 운영 및 통제, 고객관리, 지식
경영, 의사결정지원 등 기업의 기능 단위에서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 정보시스템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정보시스템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기술경영 (3-3-0-0, 전공심화)

－ 개요 : 급격히 진보하는 기술의 특성, 예측 및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기
술의 발전전망,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기술의 
사업성 평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과 기술의 상
호관련성 등을 이해시키고, 전략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의 방법을 파악한다.

－ 교육목표 : 
∙ 기술의 진보가 사회를 변모시키는 관계를 인

지한다.
∙ 기업의 성패에서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한다.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예측 방법론을 이해한다.
∙ R&D와 연계된 일반관리, 기업경영전략과 기

술개발전략의 결합모형에 대하여 이해한다.
∙ 기업성과의 평가, 특허분석, 기술혁신의 확

산, 기술이전 등을 학습한다.

신뢰성공학 (3-3-0-0, 전공심화B)

－ 개요 : 본 과정은 신뢰도 시스템(Reliability 
Systems)에 대한 신뢰도 개념과 관련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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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부품이나 시
스템의 고장률과 고장현상으로부터 복잡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보전, 그리고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등
을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신뢰도 공학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한다.
∙ 고장률과 고장현상에 대한 기초를 시스템 차

원에서 이해한다.
∙ 시스템 구조에 따른 신뢰도를 이해한다.
∙ 신뢰성 시험을 이해한다.
∙ 시스템의 신뢰도 보전과 FMEA 등을 이해한다.

품질시스템설계(3-1-0-2, 전공심화B, 산학위

탁교육)

－ 개요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의 체계로서 품
질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대해서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Global Standard -ISO 9000, QS 9000등을 파

악한다.
∙ Six Sigma 등 품질혁신기법을 이해한다.
∙ 품질기능전개, 품질비용, 표준화를 파악한다.
∙ 품질시스템 개발 및 설계 기법을 습득한다.

물류관리 (3-3-0-0, 전공심화, 대학원연계)

－ 개요 : 효율적인 자재 및 제품 분배 체계의 설
계 및 관리에 관한 학문으로 운송시스템, 보관
시스템, 포장, 하역시스템 등의 특징 및 의사
결정방법을 배운다. 물류계획을 위한 물류수요
예측, 재고정책, 입지전략 등도 함께 다룬다.

－ 교육목표 :
∙ 물류의 범위를 이해하고 물류관리의 중요성

을 인지한다.
∙ 다양한 물류관리시스템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통해 해결 능력을 키운다.
∙ 운송시스템, 보관시스템, 포장, 하역시스템 등 

물류관련 시스템의 기초지식을 이해한다.
∙ 물류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류망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물류와 관련되어 재고정책, 입지 전략의 중

요성 및 의사결정방법을 이해한다.
∙ 수송 및 주문처리 의사결정, 구매 및 생산일

정계획, 보관 및 하역의사결정 등 물류관련 

정량적 분석방법을 이해한다.

안전공학 및 실습 (3-2-2-0, 전공심화B)

－ 개요 : 산업재해, 산업보건 관련 문제의 발생
원인, 경과과정 및 방지대책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체계분석․평가․예방하는 제 기법들(재
해발생모델, 사고방지시스템..)-에 대해 강의하
며, 그 내용으로는 인간공학, 산업안전심리, 
작업환경개선, 분석기법 등이 산업현장의 구
체적 문제에 적용되어 소개되어진다. 또한 다
양한 실제 사고사례를 각 분야별로 소개하여 
현장 안전관리 개념을 습득시키려한다.

－ 교육목표 :
∙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과 인적손실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관련 자료의 데이터마이닝 훈련을 인터넷에

서 한다.
∙ 사고와 재해 발생의 이론적 Model를 이해한다.
∙ 이론적 재해발생 Model들의 특성으로 재해/

사고 방지 대책을 이해한다.
∙ 재해 조사 분석 방법과 사전 재해 방지를 위

한 위험요소 분석 평가 방법을 이해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업병과 제품안전과 책

임(PL)을 이해한다. 
∙ 각 분야별로 실제 재해 사례를 통해 안전의 

요점을 이해한다.
∙ 실습을 통해 안전관리의 능력을 함양한다.

시뮬레이션(3-3-0-0, 전공심화, 대학원 연

계, 산학위탁교육)

－ 개요 : 복잡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효
율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개념을 습득
한다. 시뮬레이션 모형 수립 및 분석 절차에 
따라 관련된 개념을 공부한다. 특별히, 시뮬레
이션 언어인 ARENA를 통하여 다양한 시스템
에 대한 모형 및 프로그램 작성 훈련을 행하
며, 궁극적으로 보다 확장된 복잡한 전공 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교육목표 :
∙ 시뮬레이션의 기초 개념을 이해한다.
∙ ARENA의 기초사용법을 습득한다.
∙ 다양한 기초 시스템에 대한 모형 및 프로그

램 작성 훈련을 행한다.
∙ 보다 확장된 복잡한 전공상의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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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정보통신시스템 최적화(3-3-0-0, 전공심화A, 

대학원연계)

－ 개요 : 정보통신시스템을 이해하고 최적화이론
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 한다

－ 교육목표 :
∙ 정보통신기술 개론과 시스템을 이해한다.
∙ 정보통신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 이론을 적용한다.
∙ 정보통신시스템의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3-1-0-2, 전공심화, 산

학위탁교육)

－ 개요 : 정보 시스템의 개발 단계들인 계획, 분
석, 설계, 구현, 시험, 시스템 유지보수 들 중 
본 강의에서는 분석과 설계 부분을 중점으로 
다룬다. 복잡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분석을 위
하여 요구되는 업무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흐
름 분석, 데이터 분석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
로 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설계, 데이터 모델
링, 정보 시스템의 설계 방법론을 다룬다. 또
한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설계
를 수행한다.

－ 교육 목표 : 
∙ 업무 프로세스, 프로세스 흐름, 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
∙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축한다.
∙ 데이타베이스 설계, 프로그래밍 언어 등 기 

학습된 내용의 실제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팀 프로젝트로 운영함으로써, 팀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동심을 키운다.

∙ 프로젝트의 기업측 대응 인력과의 관계로부
터 대인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의사결정분석(3-3-0-0, 전공심화A, 대학원연계)

－ 개요 : 개인의 문제해결, 기업경영 또는 공공
사업 등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
링하고  이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방

법과 원리, 절차 등을 강의한다. 의사결정문제
의 구성 요소, 기본적 의사결정분석기법, 영향
도와 의사결정가지, 베이지안 분석, 의사결정
자의 선호도-효용함수, 대안의 선택 시 위험분
담과 불확실성, 그룹의사결정, 그리고 다요소 
의사결정 등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학습의 중점을 둔다. 

－ 교육목표 :
∙ 의사결정 문제의 기본적 구조와 분석 기법을 

이해한다.
∙ 의사결정 문제의 위험과 불확실성 개념 및 

효용함수를 이해한다.
∙ MCDM, MODM, MADM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을 이해한다. 
∙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과 방법을 선택하는 능

력과 대안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자재관리 (3-3-0-0, 전공심화)

－ 개요 : 재고통제 및 자재관리에 관한 학문으로 
연속실사, 정기발주, MRP 체계 등 재고통제체
계의 특징과 기법, 재공품재고, 재고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개요
를 배운다.

－ 교육목표 :
∙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재고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 연속실사, 정기발주, MRP 체계 등 재고통제

체계의 특징을 이해한다.
∙ 재고관리체계를 통제하는 변수를 이해하고 

이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재공품 재고통제 기법을 이해한다.
∙ 원가의 흐름 관점에서 재고평가방법을 이해

한다.
∙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이해와 배운 방법의 

적용성을 평가한다.

제품 개발 및 설계 (3-1-0-2, 전공심화, 대

학원연계, 산학위탁교육)

－ 개요 : 소비자의 욕구가 제품으로 구현되어지
는 과정과 접근 방법론, 설계 및 응용의 방법
들로 구성되며,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기
법, 사례 기초설계, 동시설계, 제품 전 수명설
계, Prototyping 설계, Bad Design &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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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의 내용을 학습하며, 습득한 방법론으로 
구체적인 UCD(User Centered Design)의 원칙
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설계한다.

－ 교육목표
∙ UCD 원칙의 적용이 제품의 개발과 설계의 

성공에 중요함을 인지한다.
∙ 관련 자료의 데이터마이닝 훈련을 인터넷에

서 한다.
∙ 제품 개발 및 설계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

해를 한다.
∙ 사용자/고객의 니즈 파악 기법, 개념생성, 제

품구조, 제조 감안 설계에 관한 체계적인 접
근 방법론들을 이해한다.

∙ 사용자의 직무관련 요구사항과 Context 파악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는 기법들을 
이해한다.

∙ 제품개발에 주요인인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정, 프로젝트 관리를 이해한다.

∙ 제품의 성공에 주요인인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방법, 경제적 타당성 분석(Feasibility), 
Marketing 등을 이해한다.

∙ 교수가 인증한 제품에 관해 구성된 팀 별로 
사용자 중심의 Prototyping설계를 하고,  설계
된 Prototype을 평가한다.

e-Business (3-3-0-0, 전공심화B)

－ 개요 : 근래의 상거래활동은 점차 전자상거래
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e-Business 환경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변 주제들을 대상으로 공부한다. 

－ 교육목표 :
∙ 글로벌 기업환경의 도래 및 e-Business의 성

숙과정을 이해한다.
∙ e-Market Place 시스템의 형태 및 특성을 이

해한다.
∙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체적 형태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 e-Business System의 시스템의 구조 통합 생

산시스템과의 연계 
∙ 기타 글로벌화 및 물류네트워크 이슈 등을 

다룬다.

정보기술 최적설계 (3-1-0-2, 전공심화B, 산

학위탁)

－ 개요 : 무선 인터넷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설계 분석한다.

－ 교육목표:

∙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정보화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을 분석 설계한다.
∙ 지능형교통시스템, 첨단화물운송시스템 등을 

분석 설계한다.

전문가시스템(3-3-0-0, 전공심화A, 대학원연계)

－ 개요 :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
련된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전문가 시스템 개
발 도구인 CLIPS를 학습한다. 학습된 기본 이
론과 CLIPS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인공지능, 퍼지 이론, 신경망 이론 등의 전문
가 시스템 관련 기법들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
진다.

－ 교육 목표 :
∙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문가 시스템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을 이해
한다.

∙ 정보 시스템에서 전문가 시스템의 역할을 이
해한다.

∙ 인공지능, 퍼지 이론, 신경망 이론 등 전문가 
시스템과 관련된 이론을 이해한다.

∙ CLIPS 등의 전문가 시스템 개발용 프로그래
밍 언어를 학습하고 실습한다.

∙ 전문가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용 관리와 관
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한다.

산업공학특수논제 (3-3-0-0, 전공심화)

－ 개요 : 사회에 진출하여 신속하게 쓰일 수 있
는 효용가치가 높은 산업공학의 새로운 관심
분야를 습득 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의 요
구에 맞춰 필요한 토픽을 용이하게 다루기 위
한 과목이다. 논제  의 주제는 탄력적으로 정
해진다.

－ 교육목표 :
∙ 산업체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성이 크게 부각

된 주제를 선택하여 실무에서의 문제해결 능
력을 배양한다.

∙ 주제의 목표, 내용,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실
무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해한다.

산업공학 시스템 설계 (3-0-0-3, 전공심화)

－ 개요 : 산업공학의 여러 가지 기법을 바탕으로 
Output을 기획, 분석, 설계하는 전 과정을 경험
함으로써 실제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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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32002

132003

132005

화학공학양론 (Material and Energy Balances)

화공실험Ⅰ(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Ⅰ)

공업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 for Engineers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0

1-0-3-0

3-3-0-0 부필
전선 132006 공업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Ⅰ) 전공기본 3-3-0-0

2-2

전필 132008

132009

화공유체역학(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화공실험Ⅱ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Ⅱ)

A

전공기본
3-3-0-0

1-0-3-0

부필

전선
132010

132011

132065

132012

공업수학Ⅱ (Engineering Mathematics Ⅱ)

공업물리화학Ⅱ (Physical Chemistry for Engineers Ⅱ)

화학공학창의설계(Creative Design of Chemical Engineering)

공업유기화학Ⅱ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0

3-3-0-0

3-0-0-3

3-3-0-0

3-1

전필
132015

132016

132046

132054

화공열전달 (Heat Transfer for Chemical Engineers)

화공실험 Ⅲ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Ⅲ)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

화공열역학Ⅰ(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Ⅰ) 

A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3-3-0-0

1-0-3-0

3-3-0-0

3-3-0-0

부필
부필

전선
132018

132017

132032

132035

고분자합성 (Polymer Synthesis) 

화공수학(Mathematical Methods in Chemical Engineering)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

석유화학공학 (Petrochemical Engineering)

A

A

A

B

3-3-0-0

3-3-0-0

3-3-0-0

3-3-0-0

3-2

전필 132021 물질전달(Mass Transfer) A 3-3-0-0 부필

전선

132047

132055

132028

132024

132034

화학반응기설계 (Chemical Reactor Design)

화공열역학Ⅱ(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Ⅱ) 

화학공정제어Ⅰ(Chemical Process Control Ⅰ)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

분자열역학 (Molecular Thermodynamics)

A

A+B

A+B

A+B

A

3-0-0-3

3-3-0-0

3-3-0-0

3-3-0-0

3-3-0-0

4-1 전선

132056

132057

132042

132048

132033

132039

132031

132044

132049

화학공학종합설계(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분리공정 및 설계 (Separation Processes and Design)

화학공정시뮬레이션 (Chemical Process Simulation)

화학공정설계 (Chemical Process Design)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화학공정제어Ⅱ (Chemical Process Control Ⅱ) 

환경화학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Chemical Engineers)

나노화학공정(Chemical Process for Nano Technology)

현장실습Ⅰ(Internship Program Ⅰ)

B

A+B

B

B

A

B

B

B

B

3-0-0-3

3-0-0-3

3-0-3-2

3-0-0-3

3-3-0-0

3-3-0-0

3-3-0-0

3-3-0-0

3-0-9-0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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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132058

132059

132060

132061

132037

132043

132062

132063

132064

132050

화공경제 및 공장설계(Chemical Plant Design and Economics)

화학장치설계 (Chemical Equipment Design)

청정에너지공학 (Clean Energy Technology)

환경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Technology)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청정막분리공정(Clean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광촉매공정공학(Photocatalytic Process and Technology)

환경유해물질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for Environmental Materials)

현장실습Ⅱ (Internship Program Ⅱ)

B

B

B

B

B

B

A

A

A

B

3-0-0-3

3-0-0-3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산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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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74999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전공기본 0-1-0-0

1-2 전선 374999 공학교육상담지도 (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전공기본 0-1-0-0

2-1

전필
132002

132003

132005

화학공학양론 (Material and Energy Balances)

화공실험Ⅰ(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Ⅰ)

공업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 for Engineers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0

1-0-3-0

3-3-0-0 부필
전선 132999

132006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유기화학Ⅰ(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0-1-0-0

3-3-0-0

2-2

전필
132008

132009

132065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화공실험Ⅱ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Ⅱ)

화학공학창의설계(Creative Design of Chemical Engineering)

A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0

1-0-3-0

3-0-0-3

부필

전선
132999

132010

132011

132012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공업수학Ⅱ (Engineering Mathematics Ⅱ)

공업물리화학Ⅱ (Physical Chemistry for Engineers Ⅱ)

공업유기화학Ⅱ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0-1-0-0

3-3-0-0

3-3-0-0

3-3-0-0

3-1

전필
132015

132016

132046

132054

화공열전달 (Heat Transfer for Chemical Engineers)

화공실험 Ⅲ (Chemical Engineering Laboratory Ⅲ)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

화공열역학Ⅰ(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Ⅰ) 

A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3-3-0-0

1-0-3-0

3-3-0-0

3-3-0-0

부필
부필

전선

132999

132018

132017

132032

132035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고분자합성 (Polymer Synthesis)

화공수학(Mathematical Methods in Chemical Engineering)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

석유화학공학 (Petrochemical Engineering)

전공기본
A

A

A

B

0-1-0-0

3-3-0-0

3-3-0-0

3-3-0-0

3-3-0-0

3-2

전필 132021 물질전달 (Mass Transfer) A 3-3-0-0 부필

전선

132999

132047

132055

132028

132024

132034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화학반응기설계 (Chemical Reactor Design)

화공열역학Ⅱ(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Ⅱ) 

화학공정제어Ⅰ (Chemical Process Control Ⅰ)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

분자열역학 (Molecular Thermodynamics)

전공기본
A

A+B

A+B

A+B

A

0-1-0-0

3-0-0-3

3-3-0-0

3-3-0-0

3-3-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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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32056 화학공학종합설계(Chemic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B 3-0-0-3

전선

132999
132057
132042
132048
132033
132039
132031
132044
132049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분리공정 및 설계(Separation Processes and Design)
화학공정시뮬레이션 (Chemical Process Simulation)
화학공정설계 (Chemical Process Design)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화학공정제어Ⅱ (Chemical Process Control Ⅱ) 
환경화학공학(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Chemical Engineers)
나노화학공정(Chemical Process for Nano Technology)
현장실습Ⅰ(Internship Program Ⅰ)

전공기본
A+B

B
B
A
B
B
B
B

0-1-0-0
3-0-0-3
3-0-3-2
3-0-0-3
3-3-0-0
3-3-0-0
3-3-0-0
3-3-0-0
3-0-9-0

산업

4-2 전선

132999
132058
132059
132060
132061
132037
132043
132062
132063
132064

132050

공학교육상담지도(Counselling on Engineering Education)
화공경제 및 공장설계(Chemical Plant Design and Economics)
화학장치설계 (Chemical Equipment Design)
청정에너지공학 (Clean Energy Technology)
환경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Technology)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청정막분리공정(Clean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광촉매공정공학(Photocatalytic Process and Technology)
환경유해물질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for Environmental Materials)
현장실습Ⅱ (Internship Program Ⅱ)

전공기본
B
B
B
B
B
B
A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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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산업
산업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화학공학과 교육목표

 기초 및 응용화학과목에 관한 기본이론의 습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력을 배양시
켜 국제적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자질함량
 신기술의 개발에 도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엔지니
어의 양성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현장적응능
력을 겸비한 유능한 엔지니어의 양성

화공실험 Ⅰ (1-0-3-0)

－ 화공기술자가 지녀야 할 실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화학공학 분야의 기
초실험을 수행한다. 

－ 실험내용으로는 액체의 점도 및 굴절률 측정, 
연소열 측정, 반응속도 측정, 평형증류실험, 액-
액 평형실험, 액상흡착실험 등을 다룬다.

화공실험 Ⅱ (1-0-3-0)

－ 화학물질의 분석에 관한 지식을 교육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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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으로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중
량분석 등의 정량분석 계통의 실험을 실시한다.

－ 또한 크로마토그래피법, 침전법 등에 의한 정성
분석에 관한 실험을 다룬다.

화공실험 Ⅲ (1-0-3-0) 

－ 유기화학 및 고분자의 반응 및 합성에 관한 실
험을 수행한다. 

－ 유기화합물의 할로겐화 반응, 니트로화반응, 친
핵치환 반응 등에 관한 실험과 고분자 합성실
험 등을 수행하며

－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각종 합성반응의 원리와 
응용을 이해시킨다. 

화학공학창의설계 (3-0-0-3)

－ 화학공정계의 에너지수지를 수식화하여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열역학, 단위조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의 
상위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개념을 길러준다.

－ 화학공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학
적 접근방식을 습득한다.

－ 주어진 공정변수와 미지의 공정 변수사이의 관
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실험과 경험을 조화시키고 자연법칙을 응용하
여 미지의 공정변수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요
구되어지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화학반응기 설계 (3-0-0-3)

－ 비이상적 화학반응기의 종류 및 설계 방법 이해.
－ 촉매 반응의 이해 및 분석, 설계 방법 설명.
－ 비촉매 비균일 반응의 이해 및 반응기 설계 방

법 규명.

분리공정 및 설계 (3-0-0-3)

－ 상평형이론과 분리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증류공정의 기본원리 및 이론적이 개념을 이해

한다.
－ 습도의 개념과 건조공정에의 응용에 대한 원리

를 이해한다.
－ 용해도의 개념과 흡수공정에의 응용에 대한 원

리를 이해한다.
－ 흡착공정의 기본원리 및 응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다.

－ 추출공정의 기본원리 및 응용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다.

화학공정시뮬레이션 (3-0-3-2) 

－ 화학공정 Simulator를 이용한 화학공정 원리의 
이해

－ 이러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물질분리공
정의 설계방법에 대한 이해

－ 분리공정외의 화학반응공정, 유체물성 및 상평
형, 열전달장치 및 유체유송 등의 각종 화학공
정의 시뮬레이션

－ 각 공정에서의 공정변수 상호간의 영향 검토

화학공정설계 (3-0-0-3)

－ 전공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 차
원의 화학공정을 계산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도록 한다. 

－ 화학공정의 최적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을 이해
시킨다.

－ 메탄가스의 액화, 용제의 회수, 리포밍에 의한 
수소의 제조 등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화학공정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설계하는 과
정을 다룬다. 

화공경제 및 공장설계 (3-0-0-3)

－ 화학공장설계에서 고려해야할 설계인자를 파악
한다.

－ 화학공장설계에서의 안전요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PFD와 P&ID를 이해한다.
－ 화학공장건설비 추산방법을 이해한다.
－ 공장건설비용의 현가개념을 이해한다
－ 공장건설비용의 이자개념을 이해한다

화학장치설계 (3-0-0-3)

－ 화학공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제시된 공정 설계안에 대한 예비 경제성 분석
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공정이나 공장의 열 및 물질수지를 세울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각 단위 장치와 전
체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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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의 설계조건
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주어진 설계문제를 팀을 이루어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현장실습 Ⅰ (3-0-9-0)

－ 화학공학분야의 산업체에 단기간 근무하며 현
장 분위기를 익히도록 한다.

－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지식과 산업현장과의 관
련성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다.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이외 필요한 사항
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실습 Ⅱ (3-0-9-0)

－ 화학공학분야의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여 
산업체 동향을 파악하고, 적응 능력을 키우도
록 한다. 

－ 전공에서 습득한 교과목 내용들이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예를 파악하며, 이를 분석하고 정리
하도록 한다.

－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필요한 전공지식을 
적용하고, 실습하며, 최종 단계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학교육상담지도 (0-1-0-0)

－ 공학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지도
교수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수업 이외에, 학교생활, 개인생활 이외에 장래 문
제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상담하도록 한다.

－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화학공학양론 (3-3-0-0)

－ 화학공정계의 물질수지를 수식화하여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열역학, 단위저작, 반응공학 및 공정제어 등의 
상위 전공과목에 대한 기본개념을 길러준다.

－ 화학공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학
적 접근방식을 습득한다.

－ 주어진 공정변수와 미지의 공정 변수사이의 관
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실험과 경험을 조화시키고 자연법칙을 응용하
여 미지의 공정변수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요
구되어지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한다.

공업물리화학 Ⅰ (3-3-0-0)

－ 물질의 구조와 성질, 물질의 화학적 변화 현상
을 이론적으로 취급

－ 열역학 제 1,2,3법칙, 분자운동론, 상의 변화, 상
평형, 용액론, 화학친화력 등의 이해

－ 물질의 제반 성질과 물질변화의 제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

화공유체역학 (3-3-0-0)

－ 화학공정에서의 유체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체역학의 기본적 사항을 이해한다.

－ overall energy balance, mechanical energy balance, 
momentum balance를 수립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다.

－ 관내의 유체흐름에 의한 압력손실 및 마찰손실
을 이해하고 그 값을 구한다.

－ 유량계의 원리를 이해한다.
－ 층류의 속도분포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이해한다.
－ 연속방정식을 수립하고 그 응용을 이해한다. 
－ 운동량 전달방정식을 수립하고 그 원리와 응용

을 이해한다.
－ 경계층이론을 이해한다.

화공열전달 (3-3-0-0) 

－ 열전도, 자연대류, 강제대류, 복사 등의 열전달 
메카니즘의 이해

－ 상변화가 없는 유체의 열전달, 상변화가 동반되
는 유체의 열전달 등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이
론의 이해

－ 화학공정의 열전달 장치에 대한 이해 및 응용
에 대한 설명

반응공학 (3-3-0-0)

－ 반응공학과 화학공학에서의 중요성 및 반응공
학 기본 개념 이해.

－ 화학 반응 속도론을 이해하도록 한다.
－ 이상적 화학반응기의 개념 및 분석 방법 이해.
－ 화학 반응 종류에 따른 반응속도론적 분석 방법 이해.

화공열역학 Ⅰ (3-3-0-0)

－ 열 및 에너지 변환을 수반하는 모든 화학공정
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열역학의 기본개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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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 열역학 제 1,2,3법칙에 근거하여 물질의 상태변

화에 따른 work, 엔탈피 및 엔트로피의 변화와 
공학적 응용을 다루며, 기체의 상태방정식, 순
수한 물질의 각종 열역학적 물성치 추산 법을 
다룬다.

－ 또한 flow system에 대한 열역학의 응용분야로 
nozzle flow, 동력cycle, 냉동cycle, 액화cycle 등
의 내용을 다룬다.

물질전달 (3-3-0-0)

－ 상평형이론, 기체․액체의 확산이론과 원리를 이
해한다.

－ 확산계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등몰확산의 거동을 이해한다.
－ unidirectional 확산의 거동을 이해한다.
－ 물질전달의 연속식을 수립하고 이해한다.
－ 서로 다른 상 사이의 물질전달이론을 이해한다.
－ Knudsen 확산의 개념을 이해한다.
－ 물질전달과 열전달의 유사성을 이해한다.

공업유기화학 Ⅰ (3-3-0-0)

－ 화학공학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질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유기 화합물에 대한 
이해를 도와 화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도
록 한다. 

－ 유기물질의 구조와 성질, 화학반응 등 종합적인 
지식을 다룬다.

－ 화학반응의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화학반
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반응 메커니즘
을 파악하도록 한다.

공업물리화학Ⅱ (3-3-0-0) 

－ 공업물리화학Ⅰ의 연속 강의로서, 화학반응속도
론, 반응속도식 및 반응기구 설명

－ 용액내의 이온거동, 전기화학의 이해
－ 열역학법칙을 이용한 계면현상의 규명
－ 통계열역학의 기본개념 설명을 통한 고전 열역

학과의 관계 이해

공업유기화학 Ⅱ (3-3-0-0)

－ 유기화학물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 물질들
의 성질, 제조방법, 화학반응에 대하여 다룬다.

－ 화학물질의 작용기의 성질과 이들의 반응에 대

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한다.
－ 유기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할 수 있는 분

광학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기기 분석원리와 
응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고분자합성 (3-3-0-0)

－ 고분자의 정의와 고분자 산업의 발달과정에 관
한 내용을 다루어 현대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
용되는 고분자 물질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 다양한 고분자의 종류를 소개하고 그들의 성질, 
용도, 제조방법 등을 설명한다.  

－ 고분자의 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도에 대한 개
념을 설명하고, 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방
법을 소개한다.

화공수학 (3-3-0-0)

－ 공학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위
한 수학적 기본지식과 응용기법을 다룬다.

－ 화학공학공정과 관련된 문제를 수학적 표현으
로 변환하여 제시할 수 기법을 습득한다.

－ 수학적 표현으로 제시된 공정의 해를 얻기 위
한 미분방정식, 벡터, 행렬 등을 공부하며 관련 
이론 및 법칙을 이해한다.

－ 화학공학자에 필수적인 수학의 화학공학에의 
응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생물화학공학 (3-3-0-0)

－ 생명공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화
학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화학물질의 종류, 성질, 제조방법 등에 대하
여 다룬다.

－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현
황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전공지식
을 습득하도록 한다.

석유화학공학 (3-3-0-0) 

－ 원유의 성분, 정유공정의 개요, naphtha cracking 
공정을 비롯한 여러 전화공정의 소개

－ 전화공정을 통한 유분들의 순수한 olefins과 
BTX로의 분리

－ 분리된 olefins과 BTX로부터 각종 화학제품 및 
중합체, 공업적으로 중요한 etrochemicals 및 부
가가치가 높은 fine chemical products의 제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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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을 강의

화공열역학 Ⅱ (3-3-0-0)

－ 화공열역학Ⅰ의 연속강의로서, 용액 론의 기본
개념과 상평형의 원리를 강의한다. 

－ 다성분 혼합물계의 각종 열역학적 물성치, 
fugacity계수 및 activity계수 등을 다룬다. 

－ 기-액 평형의 관계식 및 기-액 평형의 계산법, 
액-액 평형, 기체-고체 및 액체-고체 평형 등의 
내용을 다루며 상평형에 대한 기본 원리와 응
용을 이해시킨다. 

－ 또한 화학반응 평형의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화학공정제어 Ⅰ (3-3-0-0)

－ 화학공정제어의 전반적인 개요와 feedback 제어
의 기본개념을 다룬다. 

－ 화학공정의 모델링 및 transient 응답에 관한 내용
－ 각종 화학공정의 전달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 또한 제어계의 transient 응답, controller의 원리 

및 특성 등의 내용을 다룬다.

고분자공학 (3-3-0-0)

－ 고분자 재료가 이루는 분자구조, 미세구조, 결
정구조, 고차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구조
와 물성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 고분자를 응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적, 열적 
성질을 설명하고, 이들 성질과 구조와의 관련성
을 취급한다.

－ 고무, 플라스틱, 섬유 등 고분자 재료의 폭넓은 
용도를 파악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생산방법과 
적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다.

－ 고분자를 가공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고분자의 종류 및 용도에 따른 성형방
법의 예를 소개한다. 

분자열역학 (3-3-0-0)

－ 분자함수 개념을 도입하여 분자간의 인력과 물
질의 거시적인 성질과의 상관관계를 이해

－ 분자함수의 개념으로부터 혼합물의 열역학적 
성질, 상평형, 용액이론 유도

－ 단순한 분자로부터 보다 복잡한 고분자와 단백
질, DNA 같은 생체고분자에 대한 분자열역학 
적용방법의 이해

재료화학공정 (3-3-0-0)

－ 재료의 종류 및 재료 종류에 따른 물성 변화 
이해.

－ 재료 물성에 따른 화학공정에의 응용 이해.
－ 재료에 따른 화학적 제조법 및 재료 물성 특성 

변화 규명.

화학공정제어 Ⅱ (3-3-0-0)

－ 화학공정제어Ⅰ의 연속강의 과목으로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과 고급제어 이론 등의 내용을 강
의한다. 

－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법으로는 근궤적법, Nyquist 
법 및 주파수 응답법 등을 다루며 제어계의 
stability의 개념을 이해시킨다.

－ 또한 cascade 제어법, feedforward제어법과 controller
의 tuning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환경화학공학 (3-3-0-0)

－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수질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

한다.
－ 수질오염의 지표를 이해한다.
－ 용수 및 폐수처리의 기본원리와 처리공정을 이

해한다.
－ 물리적 처리공정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 화학적 처리공정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나노화학공정 (3-3-0-0)

－ 나노화학공정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한다.
－ 기체, 액체, 고체계와 각 계면에서 일어나는 나

노규모의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 나노패터닝기술, 나노구조체 및 나노소재 제조

기술에 활용되는 화학반응, 단위 공정을 이해
한다.

－ 최종적으로 나노미터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활
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에 있어 화학
공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청정에너지공학 (3-3-0-0)

－ 대기오염의 역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 기상학과 대기오염현상을 이해한다.
－ 대기오염 방지기술의 기본원리, 특성 및 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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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을 이해한다.
－ 소음공해의 개념, 영향 및 대응방법을 이해한다.
－ 토양오염 물질과 토양오염 방지방법을 이해한다

환경미립자공학 (3-3-0-0)

－ 화학공업에서의 미립자 관련 산업의 중요성 
설명.

－ 유체 흐름 속 미립자 거동 분석 방법 소개.
－ 미립자 생성, 성장, 충돌에 대한 이론적 해석 

방법 및 실험 분석 방법 이해.

반도체화학공정 (3-3-0-0)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화학공학의 중요성 
설명.

－ 반도체 제조 공정의 공정별 화학공학적 분석 
방법 이해.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최신 기술 동향 분석 
소개.

전기화학공학 (3-3-0-0)

－ 일반적인 전기화학의 기초를 습득함에 있어 전
지의 개론과 열역학적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 전극과 전해질 및 이들의 계면을 이해한다.
－ 전극반응의 속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한다.
－ 실험적 전기화학적 연구방법을 습득하며,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 화학공업적 응용 측면에서의 전기화학을 고찰

하며, 보다 다양한 소자에서의 응용성을 이해

한다.

청정막분리공정  (3-3-0-0)

－ 수처리용 막분리(Membrane Separation) 공정의 
종류 및 특성

－ 수처리용 막분리 공정의 응용분야
－ 기체혼합물 분리용 막분리 공정의 종류 및 

특성
－ 기체혼합물 분리용 막분리 공정의 응용분야

광촉매공정공학  (3-3-0-0)

－ 광촉매의 원리, 특성 및 제조에 대한 것을 알아
보고, 광촉매를 이용한 공정의 설계에 대한 이
해를 한다.

－ 광촉매의 응용으로 청정 환경분야에서의 대기
정화와 수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
한다.

－ 그리고 광촉매의 특성 개선 등 개발동향과 표
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환경유해물질기기분석 (3-3-0-0)

－ 분광 분석기를 통하여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과 방법을 강의한다. 

－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을 다루며, 
물질의 성질과 관계에 대하여도 취급한다. 

－ 빛의 성질, 물질과의 반응, 양자역학적 이론, 데
이터 해석, 정량분석, 정성분석법 등을 다룬다.

－ 적외선분광분석, 자외선분광분석, 핵자기공명
분광분석, 질량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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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과(Department of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62033
362034
362035
362036
362037

 생물공학기초실험 I (Bioengineering & Technology Basic Lab I)
 생물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Biotechnology)
 화학양론 (Chemical Stoichiometry)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생화학 I (Biochemist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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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62038
362037
362040
362041
362042

 생물공학기초실험 II (Bioengineering & Technology Basic Lab II)
 기초미생물학 (Fundamental Microbiology)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생물전달현상 (Transport Phenomena In Biosystem)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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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62001
362043
362020
362008

 산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생물반응공학설계 (Bioreactor Engineering and Design)
 단위조작설계 (Unit Operation in Biological Process and Design)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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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05
362004
362045

 생물공학전공실험 I (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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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62006
362023

 생리활성천연물 (Biogenic Natural Products)
 생물공정설계 (Bioprocess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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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10
362046
362047
362048
362049

 생물공학전공실험 Ⅱ(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I)
 발효공학설계 (Fermentation Engineering and Design)
 발효식품학 (Fermented Food)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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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62014
362011
362012
362013
362050
362051
362029

 생물공학전공실험 Ⅲ (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II)
 발효의약품학 (Fermentation of Antibiotics)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생물기기분석 (Bio Measurement and Instrument)
 면역학 (Immunology)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현장실습 I (Field Training I)

1-0-3-0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4-2 전선

362015
362016
362017
362052
362053
362054
362018
362030
362031
362032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생체열역학 (Biothermodynamics)
 게놈/단백질체학 (Genomics and Proteomics)
 효소공학 (Enzyme Engineering)
 공장설계 (Plant Design)
 바이오산업법규 (Bioindustry Related Laws)
 생물공학전공연구  (Research in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현장실습 II (Field Training II)
 현장실습 III (Field Training III)
 현장실습 IV (Field Training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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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8-0
9-0-27-0
12-0-36-0

※ 현장실습 : 3학년 또는 4학년 대상 최소 1개 과목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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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과(Department of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62033
362034

 생물공학기초실험 I (Bioengineering & Technology Basic Lab I)
 생물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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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35
362036
362037

 화학양론 (Chemical Stoichiometry)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생화학 I (Biochemistr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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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62038  생물공학기초실험 II (Bioengineering & Technology Basic Lab II) 1-0-3-0

전선
362039
362040
362041
362042

 기초미생물학 (Fundamental Microbiology)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생물전달현상 (Transport Phenomena In Biosystem)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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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62043
362020
362044
362005

 생물반응공학설계 (Bioreactor Engineering and Design)
 단위조작설계 (Unit Operation and Design in Biological Process)
 생물공학 제품설계 (Bioproduct Design)
 생물공학전공실험 I (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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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01
362008
362004
362045

 산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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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62023
362046
362010

 생물공정설계 (Bioprocess Engineering Design)
 발효공학설계 (Fermentation Engineering and Design)
 생물공학전공실험 Ⅱ(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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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06
362047
362048
362049

 생리활성천연물 (Biogenic Natural Products)
 발효식품학 (Fermented Food)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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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362028
362014

 생물공학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생물공학전공실험 Ⅲ (Bioengineering & Technology Lab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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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2011
362012
362013
362050
362051
362029

 발효의약품학 (Fermentation of Antibiotics)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생물기기분석 (Bio Measurement and Instrument)
 면역학 (Immunology)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I)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4-2 전선

362015
362016
362017
362052
362053
362054
362018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생체열역학 (Biothermodynamics)
 게놈/단백질체학 (Genomics and Proteomics)
 효소공학 (Enzyme Engineering)
 공장설계 (Plant Design)
 바이오산업법규 (Bioindustry Related Laws)
 생물공학전공연구 (Research in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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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62030
362031
362032

 현장실습 Ⅱ (Field Training II)
 현장실습 Ⅲ (Field Training III)
 현장실습 Ⅳ (Field Training IV)

6-0-18-0
9-0-27-0

12-0-36-0
전학년

1,2 전선 362999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인필
※ 현장실습 : 3학년 또는 4학년 대상 최소 1개 과목 적극 권장
※ 공학교육상담지도 : 최소 1회/학기 이상 + 총 6학기 이상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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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공학전공 교육목표

생물공학은 미생물의 공업적 이용을 다
루는 학문분야의 하나이며, 그동안 응용 
미생물학의 학문체계속에서 급속히 발전하
여 왔다.

현재에는 단순한 미생물의 응용뿐만이 
아니고  미생물이 갖는 새로운 기능을 탐
색 개발하여 공업화하고, 나아가 생화학적 
신공정의 개발 또는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첨단 학문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생물기술
의 핵심학문으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금세기 최후의 신기술중의 하나로서, 생물
체 및 생물체가 갖는 물질, 에너지 및 정보 
변환 능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종합학문적 성격의 실용학
문이다.

따라서, 생물공학 전공에서는 효소, 아미
노산, 유기산, 항생물질, 다당류, 발효식품 
단백질 및 의약품 등 미생물의 각종 대사
산물 생산을 비롯하여 새로운 미생물 자원
의 개발, 폐수처리 등 미생물에 의한 각종
의 공학적 해석영구 등 고도의 생물기술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상기의 학문특성을 충족
하기 위하여 미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등 생물과학의 기초학문 및 물리화학, 수학
등 공학 기초와 공학응용이론 등에 대한 
폭넓은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사회
가 요구하는 생명산업의 주역이 될 훌륭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강의와 실험을 통한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물공학기초실험Ⅰ        (1-0-3-0)

생물공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각종 기초 
실험을 모듈식으로 실습한다. 

생물공학 창의설계 (3-0-0-3)

생물공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
여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나 적용 방법을 고안하

고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설계
된 결과를 토론 및 조사 분석을 통하여 연구한다.

생물공학기초실험Ⅱ          (1-0-3-0)

생물공학도로서의 실험․실습의 응용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해 바이오 공정, 화학, 에너지, 식품, 의
약 등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 실험을 모듈식
으로 실습한다. 

산업미생물학 (3-3-0-0)

미생물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그 이용 원리와 방법에 대
하여 강의한다. 

생물반응공학설계 (3-0-0-3)

생물화학반응의 일반적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
기 위하여 각종 반응계의 반응 속도식 및 반응기와 
생물공정 설계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강의한다.

단위조작설계 (3-0-0-3)

바이오 공정의 기본 조작이 되는 유체수송, 열 
및 물질조작의 각종 장치와 원리를 살펴보고, 이
의 바이오산업에의 응용을 강의한다. 

세포생물학 (3-3-0-0)

세포생물학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세포막, 세
포분열 그리고 세포성장조절 메커니즘에 대하여 
강의한다. 

생물공학전공실험Ⅰ (1-0-3-0)

생물공학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생물화학적 및 공학적 관련 기
초 실험을 실습한다.

생리활성천연물 (3-3-0-0)

천연화합물 중에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항생
물질, 효소 등의 각종 저분자 및 고분자 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과 이론을 강의한다. 

생물공정설계 (3-0-0-3)

생물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공정 및 그 윈
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공정들이 하나의 생물
공정 시스템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
식을 습득하도록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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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전공실험Ⅱ (1-0-3-0)

생물공학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실험․실습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 up stream 및 down stream 공정
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실험을 실습한다.

생물공학전공실험Ⅲ (1-0-3-0)

생물공학분야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실
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산업체에서의 scale-up
을 위한 공정 설계 및 down stream 공정 개발을 
위한 각종 실험을 실습한다.

화학양론 (3-3-0-0)

바이오산업의 각종 공학 계산에 필요한 단위와 
단위 환산 등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  물질 및 
에너지 수지와 이들의 바이오산업에서의 실제 응
용을 위한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연습시킨다. 

유기화학 (3-3-0-0)

유기화학 반응의 각종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해시키고, 바이오산업과 유기화학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유기화학 응용
에 관하여 강의한다.

생화학Ⅰ (3-3-0-0)

생체의 구성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시키
고, 이들 물질이 생체 내 또는 생체와 외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에너지 출입, 효소 
반응 등을 강의한다. 

기초미생물학 (3-3-0-0)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및 유전 등 
일반적인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하
여 농업, 식품 및 제약 등의 응용분야에의 적용을 
다룬다.

물리화학 (3-3-0-0)

물리화학은 역사적으로 18세기 경에 정립되기 
시작한 열역학, 화학평형, 반응속도론 등과 이로
부터 발전된 양자론, 분광학, 통계역학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물리화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초적
인 원리는 생물학, 의학, 약학, 농학, 환경학, 공학 
등 응용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응용되
고 있다. 결론적으로 물리화학에 대한 이해 없이 화
학이 기반이 되는 자연현상이나 공학적인 원리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물리
화학 강좌에ㅐ서는 물질전달, 열역학, 반응공학같은 
심화과목들을 바람직하게 수강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들을 제공하고 또한 전문응용분야의 전공과목
을 수강에 필요한 이론적 체계를 세워 준다.

생물전달현상 (3-3-0-0)

각종 생물 공정의 제반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반응조작을 포함한 단위조작의 기초로써 운동
량, 열 및 물질 전달현상 이론을 설명하고, 이의 
바이오 산업공정에의 응용을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생화학Ⅱ (3-3-0-0)

물질의 생체 내 흐름과 에너지 흐름 등, 생체 
구성 물질의 생체 내 대사 과정과 대사 조절 기
작을 강의한다. 

미생물 유전학 (3-3-0-0)

미생물의 유전 관계를 이용하여 발효 대사산물
의 생산과 유전공학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적 이론을 강의한다. 

생물화학공학 (3-3-0-0)

생물공학의 공학적 개념과 생물산업에서의 생
물공학의 중요성, 대량 배양 기술 및 산업화를 위
한 공장 설계의 기초적인 지식을 강의한다. 

발효공학설계 (3-0-0-3)

알코올 발효, 유기산 발효,  아미노산 발효, 핵
산 관련물질의 발효 및 기타 유용물질의 발효 이
론과 방법에 관해 강의한다.

발효식품학 (3-3-0-0)

지역 또는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발
효식품의 역사,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당발효, 
대두발효, 유제품발효, 침채류 발효별로 발효식품
의 제조공정과 품질평가 방법을 고찰하며, 나아가 
새로운 발효식품의 개발에 필요한 이론가 지식을 
강의한다.

유전공학 (3-3-0-0)

미생물 유전학을 기초로 하여 산업적 응용을 
위한 유전공학의 이론 및 기술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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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화학 (3-3-0-0)

분석기구와 기기의 취급법을 비롯한 화학평형, 
침전, 추출, 산과 염기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정
성/정량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발효의약품학 (3-3-0-0)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의 생산, 균주 개
량, 역가 검정 및 화학적 특성에 따른 종류와 기
능을 강의한다.

단백질공학 (3-3-0-0)

단백질의 구조, 돌연변이 단백질의 제조와 분
석, site directed mutagenesis의 기능 및 tailoring 
protein의 성질과 기능에 관하여 강의한다. 

생물기기분석 (3-3-0-0)

생물체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UV, IR, NMR, GC/Mass, AA, 형광/발광 분광법 
등 각종 기기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강의한다. 

면역학 (3-3-0-0)

생체의 면역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포함한 면
역반응의 기본원리와 이론, 항원-항체의 관계, 감
염에 의한 면역성 기작 및 과민성 반응 등을 강
의한다.

생물정보학 (3-3-0-0)

생물 자료의 수집, 관리, 저장 등 정보처리 및 
해석을 다루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본 개념과 
지식을 이해시키고, 이의 바이오산업에서의 응용
과 전망을 강의한다.  

현장실습I (3-0-9-0)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현
장 분위기를 익히며 여러 첨단장비운용 등의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지식과 이외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탐색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기초정보를 미리 습득 한다. 

현장실습II (6-0-18-0)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현
장 분위기를 익히며 여러 첨단장비운용 등의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지식과 이외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탐색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기초정보를 미리 습득 한다. 

대사공학  (3-3-0-0)

생체 내에서의 대사과정, metabolic, flux 
balance와 modification, metabolic nodes의 동정과 
특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세포계에서의 
대사공학 응용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생체열역학 (3-3-0-0)

열역학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살펴보고, 이의 
생명공학에서의 응용 및 생물학적 에너지 대사인 
광합성, 발효, 호흡을 포함한 생체에 있어서의 각
종 에너지 생성과 소비의 전환기구(에너지형태, 
이용기작)에 관하여 강의한다. 

게놈/단백질체학 (3-3-0-0)

Genome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genome 분석 및 연구 방법을 강의하며,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효소공학 (3-3-0-0)

효소공학의 탄생과 그 발전 및 효소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효소의 종류와 분류, 효소단백질
과 활성과의 관계, 효소의 정제 방법 등을 알아본
다. 또한 효소의 반응속도론, 생산과 유전공학, 효
소의 응용 등을 넓은 범위에 걸쳐 교수한다. 

공장설계 (3-0-0-3)

공장의 구성요소, 공장 설계의 절차와 과정, 공
장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방법, 경제성 분석 등, 
공장설계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강의한다.

바이오산업법규 (3-3-0-0)

바이오산업과 관련되는 각종 법규를 해설하고, 
이해시켜, 바이오산업 종사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 
규정을 습득시킨다.

생물공학전공연구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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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 분야의 생물소재 탐색, 미생물 등 생
물자원 응용, 바이오 공정 및 엔지니어링 등 생명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각종 생물공학적 접근법
에 대한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현장실습 Ⅲ (9-0-27-0)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현
장 분위기를 익히며 여러 첨단장비운용 등의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지식과 이외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탐색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기초정보를 미리 습득 한다. 

현장실습 Ⅳ (12-0-36-0)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현
장 분위기를 익히며 여러 첨단장비운용 등의 경
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지식과 이외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탐색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기초정보를 미리 습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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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공학부

식물자원응용공학 공

응용생물학 공

농업공학부

지역기반공학 공

생물산업공학 공

원예․자원생물환경학과군

원 학과

자원생물환경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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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공학부

(Division of Bio-resources Technology)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375001 바이오산업개론 (Introduction to Bioindustry) 3-3-0

1-2 전선 375002 바이오산업공학 (Bioindustry and Biotechnology) 3-3-0

2-1 전선
375003
375004
375005
375006

응용식물학 (Applied Botany) 
식물병리학 (Plant Pathology)
일반곤충학 (Entomology)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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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75007
375008
375009
375010

재배학원론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생화학 (Biochemistry)

A+B
A+B+C

C
A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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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Applied Plant Sciences Technology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376001

376002

376003

식물유전학 (Plant Genetics)

식물조직배양학 (Plant Tissue Culture)

생활과 한방 (Life & Oriental Medicine)

A

A+C

A

3-3-0

3-3-0

2-2-0

2-2

전필 376004 약용식물학 (Medicinal Plants)
전공기본,

A+C
3-3-0 부필

전선
376005

376006

376007

종자생산학 (Seed Science)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식물번식학 (Plant Propagation)

A+B

A

A

3-3-0

3-3-0

3-3-0

3-1

전필 376008

376009

식용작물학 I (Crop Science I)

식물형태학 및 실험 (Plant Morphology & Lab.)

A+B

A+B

3-3-0

3-2-3

부필
부필

전선

376010

376011

376012

376013

376014

376015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환경농업 (Environmental Agriculture)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 Chemistry)

식물유전공학 (Plant Genetic Engineering)

농업경영학 (Agriculture Management)

인턴쉽 I (Internship I)

A+B

A+B

A

A+B

A+B+C

A+C

3-3-0

3-3-0

3-3-0

3-3-0

3-3-0

1-0-2

3-2

전필
376016

376017

376018

식물육종학 (Plant Breeding)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식물성분분석학 (Plant Chemical Analysis)

A+B+C

A

A

3-3-0

3-2-3

3-2-3

부필
부필
부필

전선

376019

376020

376021

376022

376023

식물발생학 (Plant Embryology)

식용작물학 II (Crop Science II)

균이자원이용학 (Mushroom Science)

생약의학개론 (Introduction to Herbal Medicine)

인턴쉽 II (Internship II)

A

A+B

A

A

A+C

3-3-0

3-3-0

3-3-0

2-2-0

1-0-2

4-1 전선

376024

376025

376026

376027

376028

376029

376030

분자유전학 (Molecular Genetics)

잡초학 (Weed Science)

식물유전자원학 (Plant Genetic Resources)

생약자원이용학 (Utilization of Medicinal Plant)

미생물방제학 (Microbial Control)

기능성물질학 (Functional Bioactive Compounds)

인턴쉽 III (Internship III)

A

A

A

A

A

A

A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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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23027

346004

999001

999002

999005

999006

생화학I (Biochemistry I)

농업경영학 (Agriculture Management)

바이오산업개론 (Introduction to Bioindustry)

바이오산업공학(Bioindustryand Biotechnology)

 현장실습 (Field Training)

 바이오의학특론 (Advanced Course on           

 Biomedicine)                             

생화학전공
농업자원경제학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376031

376032

376033

376034

376035

376036

식물분자육종학 (Plant Molecular Breeding)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미생물공학 (Microbial Engineering) 

지피식물학 (Ground Cover Plants)

식물자원가공저장학 (Crop Processing & Preservation)

인턴쉽 IV (Internship IV)

A

A

A+B

A

A

A+C

3-3-0

3-3-0

3-3-0

3-3-0

3-3-0

1-0-2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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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공학부 교육목표

생물자원공학부는 21세기 응용생명과학
의 핵심분야로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다양
한 식물, 곤충, 미생물 자원을 대상으로 분
류, 생리, 생태, 유전 등과 같은 생명현상의 
기초이론과 원리를 교육하며, 나아가 이들 
생물자원을 이용한 생물자원생산, 새로운 
유용물질 발굴 및 생산, 유용생물자원 이
용, 희귀생물자원의 대량생산, 친환경생물
자원 이용, 생물자원간 상호작용, 유전공학
등의 응용과학분야에 대하여 교육․연구하
는 학문분야이다.

응용식물학(Applied Botany)           (3-3-0)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산업기술을 식물자원분야
에 접목한 전반적 이론을 강의하여 바이오소재로
서의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부가가치
소재화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식물병리학(Plant Pathology)       (3-3-0)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원균들을 알아보고 그들
의 특성, 생활사, 감염경로 등을 탐구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방제방법과 저항성 기작 등을 살펴본
다.

일반곤충학(Entomology)           (3-3-0)

곤충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습성, 행동, 환
경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해시킨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에 따른 유
기반응의 이론과 기본적인 유기대사산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각 유기화합물의 성질과 분류, 그
리고 명명법을 이해한다.

재배학원론                        (3-3-0)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재배되는 작물의 기원과 종류 및 특징을 이해
하고 각 작물의 재배기술을 탐구하기 위해 생리, 
생태 및 환경을 파악하여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
이고, 환경유전 및 육종분야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습득한다.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3-3-0)

식물의 발아, 휴면, 양․수분의 대사, 생장과 
개화 및 결실, 생리 등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에너지대사, 광합성, 호흡에 
이르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지식을 습득한다.

식물보호학(Plant Protection)       (3-3-0)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 중의 하나인 농업해
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절감하고 지력을 유지하며 
환경의 질을 보존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생화학(Biochemistry)            (3-3-0)

생명체의 성분과 반응의 화학적 현상을 제시하
고, 세포,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지방, 광합성의 
기본 이론 및 대사작용 및 핵산화학과 단백질의 
생합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교육목표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은 인간의 동반자인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21세기 생명산업의 선
두주자로 나가기 위해 기존의 식물과학에 
첨단 생물공학기술을 접목하여 well-being 
시대에 필요한 식물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전공분
야로는 유용물질의 대량생산과 기능성 물질 
고함유 유전자조작 식물체를 개발하기 위한 
식물생물공학분야, 식물과 미생물의 분자생
물학적 상호작용 등을 다루는 식물미생물분
야, 생물유래 천연성분을 이용하여 기능성 
물질을 연구․개발하는 활성천연물화학분
야, 식물자원의 수집, 분류, 이용, 보존에 대
한 식물형태․분류학분야, 식물생화학 및 분
자생물학을 응용한 식물분자육종학분야가 
있다.

식물유전학(Plant Genetics)        (3-3-0)

식물의 유전형질, DNA의 구조와 기능 등의 다
양한 유전현상에 대하여 고전유전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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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조직배양학                     (3-3-0)

(Plant Tissue Culture) 

각종 식물조직배양기술에 대한 기본원리 및 그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의 생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식물세포배양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생활과 한방(Life & Oriental Medicine) (2-2-0)

식물자원을 이용한 한약의 기원, 성상, 포제, 
성미, 효능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약용식물학
의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생약의 작용과 효능, 
유효성분에 대해 학습하여 생활속에 한방자원으
로서 식물자원의 가치를 인식시킨다.

약용식물학(Medicinal Plants)      (3-3-0)

약용식물의 분류, 번식, 육종, 형태 및 화아분
화, 개화조절등의 기초생산이론에 관해 학습하고 
이들의 성분, 이용, 가공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제
를 이해한다.

종자생산학(Seed Science)         (3-3-0)

식물체 생산의 최초 및 최종단위로 여겨지는 
종자의 형성과 발달에 관하여 학습하고 또한 종
자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적․생화학적 반응 
및 휴면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세포생물학(Cell Biology)            (3-3-0)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단위인 세포의 구
조, 세포학의 연구법, 에너지 대사, 세포분열, 분
자적인 구성, 기관의 형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
상을 학습한다.

식물번식학(Plant Propagation)     (3-3-0)

식물번식에 필요한 환경적․생태적․영양적 특
징에 관한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식물번식의 다양
한 방법과 최신 생물공학에 의한 번식기술에 대
해 학습한다.

식용작물학 Ⅰ(Crop Science Ⅰ)    (3-3-0)

벼에 관한 식물학적 성상, 재배, 생리, 유전 등
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분화과정, 기본적인 
생활 작용, 생산원리 및 재배체계를 이해하여 좋
은 품질을 생산하는 방법과 그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방법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학습한다.

식물형태학 및 실험                 (3-2-3)

(Plant Morphology & Lab.) 

식물조직기관인 세포, 유조직, 후각조직, 목
부․사부, 표피, 주피, 정단분열조직, 유관속형성
층, 뿌리, 줄기, 잎, 꽃과 구과, 종자와 과실 및 배
의 형태적 특징을 학습한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3-3-0)

DNA를 생명현상의 근원적 분자로 이해하고 
DNA에 내재된 생명의 1차원적 정보가 단백질의 
3차구조로 실체화 되는 현상을 분석하며 어떻게 
세포내의 유기적 생명현상이 발생, 유지, 조절되
는가를 분자학적 논리로 학습한다. 

환경농업                          (3-3-0)

(Environmental Agriculture)

농업의 생산성을 희생하지 않고 농업생산활동
이 우리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체계를 학습한다.

천연물화학                           (3-3-0)

(Natural Product Chemistry)  

식물산업에 필요한 생리활성물질의 탐색․분
리․이용분야의 기초지식을 배양하여 식물자원에 
존재하는 유용 천연화합물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
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식물유전공학                           (3-3-0)

(Plant Genetic Engineering) 

생물공학과 세포배양, 유전자조작, 유용물질생
산원리, 유전자원의 보존 등 생물산업과 생물공학
의 기본 이론과 실제 응용방법 및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농업경영학(Agricultural Management) (3-3-0)

농업경영의 기본이론과 농업, 농촌, 농민 등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과 장래, 농업관련 산업의 전
망에 대한 토의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농업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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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Ⅰ, Ⅱ(Internship Ⅰ, Ⅱ)    (1-0-2)

식물자원응용공학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 과
제를 학술지, 현지 보고서를 자료화하여 논의하
며, 실제 현장의 결과들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적
응력 강화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식물육종학(Plant Breeding)        (3-3-0)

식물육종학의 기초이론과 생식, 변이 및 육종
의 방법, 체계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식물개량의 기본원리와 자식성 식물, 타식성 식물 
및 영양 번식식물의 이용에 관해 학습한다.

농업미생물학                          (3-2-3)

(Agricultural Microbiology)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균, 방선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 전반에 대하여 형태, 구
조, 기능, 생리적 특징, 유전현상등을 학습하며 농
업환경, 병리, 유전공학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이론을 습득한다.

식물성분분석학                         (3-2-3)

(Plant Chemical Analysis)

분석화학의 기초가 되는 종래의 방법들과 
GLC, HPLC, 분광학에 대해 학습하며, 기초화학, 
유기화학 등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식물의 생명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분들을 
분석․동정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배양하
는데 중점을 둔다.

식물발생학(Plant Embryology)     (3-3-0)

식물품종육성의 기초가 되는 화분의 발생, 배
낭모세포의 발생, 꽃의 발생, 종자와 과실의 발생, 
그리고 배의 발생에 관하여 학습한다.

식용작물학 Ⅱ(Crop Science Ⅱ)    (3-3-0)

 재배되는 작물들 중 밭작물에 관한 식물학적 
성상, 재배, 생리, 유전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으로서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으로 크게 구분
하여 학습한다.

균이자원이용학                    (3-3-0)

(Mushroom Science) 

균이작물의 기초이론과 이용 및 응용분야에 관

해 학습하며 미래의 대체 식량자원으로서의 균이 
작물의 유용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생약의학개론                      (2-2-0)

(Introduction to Herbal Medicine) 

대체의학으로서 생약자원의 개념, 현황, 종류, 
약효성분, 품질과 아울러 생약자원별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3-3-0)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유용식물자원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분야에 관한 학문으로 미생물
학, 유전학, 식물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등의 
여러 가지 학문이 종합된 응용과학이다.

잡초학(Weed Science)               (3-3-0)

잡초의 생활사와 환경조건의 관계, 잡초와 유
용식물간의 경합기구, 제초제 작용기구, 선택성, 
잡초방제의 기초이론과 경제성, 잡초관리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해 학습하며, 나아가 작물에 유해한 
잡초의 생육을 억제하고 이를 농업적으로 유용하
게 이용하는 학문에 관해 연구한다.

식물유전자원학                    (3-3-0)

(Plant Genetics Resources)

신품종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으로 자
연상태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자원 중 유
용식물자원의 수집, 이용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유용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생약자원이용학                    (3-3-0)

(Utilization of Medicinal Plant) 

약용식물의 특성과 재배적 기초지식을 바탕으
로 약용자원의 약효, 생리활성물질의 종류와 기
능, 인체에 미치는 약리효과, 약용제품 개발 및 
이용 등에 대해 학습한다. 

미생물방제학(Microbial Control)   (3-3-0)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종류, 구조, 생장 
그리고 생리에 관하여 학습하고, 이에 대한 환경
적․물리적․화학적 방제법등 다양한 방제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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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물질학                         (3-3-0)

(Functional Bioactive Compounds) 

천연물로부터 얻은 유용 성분의 종류와 항암, 
동맥경화, 항산화, 항미생물등의 기능에 관해 학
습하며  또한 기능성물질의 유전학적 접근을 시
도하고 산업화에 이용 가능한 이론을 탐구한다.

인턴쉽 Ⅲ, Ⅳ (Internship Ⅲ, Ⅳ)  (1-0-2)

식물자원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식물 또는 바
이오산업 관련 업체에서 현장실무를 쌓으며 전공
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현장적응력을 함양한
다.

식물분자육종학                    (3-3-0)

(Plant Molecular Breeding) 

종래의 식물육종에 최신의 분자생물학적 방법
인 유전자 클로닝, 형질전환등의 기법을 이용해 
식물을 개량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환경생태학                        (3-3-0)

(Environmental Ecology) 

환경의 구성요소로서 식물의 역할, 식물 생태
계내의 양․수분의 순환 및 식물생육지의 환경변

화 등에 대해 학습하여 보존생태학 및 환경생태
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환경복원 및 식물
의 종 보존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한다.

미생물공학(Microbial Engineering)  (3-3-0)

미생물을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미
생물의 구조, 기능, 유전정보를 지닌 거대분자 등
을 분자생물학적, 분자유전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
하며 분자 미생물학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학습
한다.

지피식물학(Ground Cover Plant)   (3-3-0)

지피식물의 식물학적 성상, 재배, 생리, 생태 
및 유전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잔디와 같
은 조경식물의 개발 방향에 대해 학습한다.

식물자원가공저장학                (3-3-0)

(Crop Processing & Preservation)

 각종 식물자원의 가공 이론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되는 저장 방법의 원리 및 실제, 품질변화에 
관여하는 요인들에 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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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생물학전공 (Department of Applied Bi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77001

370003

곤충사육관리학 및 실습 (Insect Rearing and Lab.)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A+B

A+B

2-1-2

3-3-0

2-2 전선
377002

377004

377033

자원곤충학 (Insect Resource)

야외실습 (Field Work)

곤충행동학(Insect Behavior)

B+C

A+B

A

3-3-0

1-0-3

2-2-0

3-1

전필
377005

 

377006

377007

곤충진화 및 분류실험 
(Insect Evolution and Taxonomy Lab.)

세균학 및 실험 (Bacterial Plant Pathology and Lab.)

식물바이러스학 및 실험 (Plant Virology and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2-3

3-2-3

3-2-3

전선

377008

377009

377010

377011

377012

377013

유전학 (Genetics)

식물형태 및 분류학 (Plant Morphology and taxonomy)

위생곤충학 (Medical Entomology)

농약학 (Pesticide Science)

곤충병리학 (Insect Pathology)

수서곤충학 (Aquatic Insects)

A

A

B

B

A+B

A+B

3-3-0

3-3-0

2-2-0

3-3-0

3-3-0

3-3-0

3-2

전필
377014

377015

377016

곤충생리학 및 실험 (Insect Physiology and Lab.)

균학 및 실험 (Mycology and Lab.)

곤충생태학 및 실험 (Insect Ecology and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2-3

3-2-3

3-2-3

전선
377017

377018

377019

377020

유전자조작의 기초(Foundation of Gene Manipulation)

식물병진단 (Plant Disease Diagnosis)

유용미생물학 (Beneficial Microbiology)

선충학 (Nematology) 

B

B+C

B+C

A+B

2-2-0

3-3-0

2-2-0

2-2-0

4-1 전선

377021

377022

377023

377024

377025

377026

377027

377028

377999

생물학적 식물병 방제 
(Biological Control of Plant Pathogen)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식물과 병원균의 상호작용 
(Plant and Pathogen Interaction)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해충학 (Insect Pests)

잡초방제학 (Weed Control)

버섯이용학 (Utilization of Mushroom)

양봉학 (Apiculture)

전공세미나 Ⅰ (Tutorial Seminar Ⅰ)

B

A

A

A

B

B

B

B

A+B

2-2-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 252 －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377029

377030
377031
377032
377999

생물학적해충방제
(Biological Control of Insect Pests)
미생물유전자공학 (Microbial Genetic Technology)
식물검역학 (Plant Quarantine)
식물병역학 (Plant Disease Epidemiology)
전공세미나Ⅱ (Tutorial Seminar Ⅱ)

B

B
B
B

A+B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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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80024

환경오염 및 복원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자원생물환경학과
380010 비료․식물영양학 (Fertilizer and Plant Nutrition) 자원생물환경학과
999001 바이오산업개론 (Introduction to Bioindustry)

산학협력단
999002 바이오산업공학 (Bioindustry and Biotechnology)

999003 발효공정론 (Fermentation Process)

999004 바이오식품산업 (Biofood Industry)

999005 현장실습 (Field Training)

999006 바이오 의학특론 (Advanced  Course on Biomedicine)

대학원연계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999001 바이오 의학특론 (Advanced  Course on Biomedicine) 산학협력단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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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생물학전공 교육목표

응용생물학전공은 우리에게 유익한 식물
에 문제가 되는 병,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와 아울러 미생물과 곤충등 다양한 생
물자원을 탐색하고 이들의 이용성 개발에 
관하여 교육,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따
라서 우리 전공의 교육목표는 친환경적 식
물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곤충과 미생물로부
터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것
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해 우리 전공에는 식물보호학 분야와 응용
생물학의 두 가지 분야가 있다. 

 식물보호학 분야는 식물과 식물의 병과 
해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가를 연구하
여 환경친화적인 식물보호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이는 WELL-BEING의 주요부분인 
안전한 식품확보와 환경 보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는 응용생물학 분야로서 자
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생물인 미생물 
및 곤충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찾아내어 
다양한 유전자 조작 및 생명공학기법을 이
용하여 산업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동충
하초를 포함하는 버섯류, 세균, 바이러스 
및 곤충으로부터 식물을 친환경적으로 보
호하거나 건강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개발
이 가능한 신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집
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공분야로
서 바이러스학, 균학, 세균학, 곤충분류학, 
곤충생리학과 곤충생태학이 있다
곤충사육관리학 및 실습            (2-1-2)

곤충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에 유용하게 이용
되고 있다. 곤충의 먹이 먹는 습관, 생식활동, 휴
면 등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곤충을 보다 
쉽게 사육․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곤충학                        (3-3-0)

생물자원으로서의 곤충이용 즉 천적 및 해충매
개충으로의 이용, 산업적․약용․식용법의 곤충으
로서의 이용 등을 비롯하여 Gene Pool로서의 중
요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일반미생물학                      (3-3-0)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의 특징과 형태를 이해
시켜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지식을 고취시키고  
 미생물의 대사, 구조, 유전적 변이현상, 미생물의 
배양 및 취급방법을 습득시켜 미생물을 재료로 
하는 학문 기초 이론을 이해시킨다.

야외실습                          (1-0-3)

곤충, 식물바이러스, 곤충의 진화 및 분류, 균
학 등 생물응용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직접 야외
실습을 통하여 응용기술을 익힌다.

곤충행동학                        (2-2-0)

각각의 곤충 개체 또는 군집으로서의 곤충이 
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 즉 섭식행동, 성행동, 보육행동, 투쟁
행동, 집단행동, 사회적 행동 등을 통하여 곤충이 
환경에 대처해 가는 현상을 강의한다.

곤충진화 및 분류 실험             (3-3-0)

최근의 분류이론체계 및 각 곤충의 분류군별로 
분류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들의 진화 및 
생물다양성의 과제와 연계하여 학습하고, 야외에서 
채집한 병․해충의 표본을 정리하고 관찰 기록한다.

세균학 및 실험                      (3-3-0)

세균에 위한 병의 분류, 동정, 배양법, 병징 등
을 이해하고 방제방법 등의 이론 습득 및 실험을 
실시한다.

식물바이러스학 및 실험            (3-3-0)

식물바아러스학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바이
러스의 분류, 형태, 화학조성 및 유전학적 성질을 
배우며, 바이러스병의 증식, 감염, 전염, 병징 및 
환경과의 관계를 논하고 이를 기초로 방제에 대
한 개념을 이해시킨다.

유전학                           (3-3-0)

농업생물의 유전을 일으키는 돌연변이, 염색체
변이, 유전자전사, 전이 등 여러 가지 기작을 알  
 아보며, 그들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본다.

식물형태 및 분류학                (3-3-0)

식물의 기원, 진화, 분류학사 등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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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기관의 형태 및 명칭, 식별법, 명명법의 이   
론을 강의하며, 양치식물, 나자식물, 피자식물을 
계통 분류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위생곤충학                        (2-2-0)

인간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곤충 및 절지동물에 대한 분류, 생태 및 방제 법
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 모기, 파리등 주요 
위생해충의 유충, 성충을 분류/동정하고 일부 종
을 실내에서 사육한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방제하
기 위하여 이들의 행동적, 생활사적 특성 및 서식
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화학적, 생물학적 방제
법 및 이들의 주 서식처 관리에 의한 친환경적 
방제 법에 대해 알아보고, 일부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병행한다.

농약학                           (3-3-0)

농약의 분류, 기본적인 성질과 제제형태 및 사
용법 등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사용 목적별 주  
 요 농약을 설명하며 약제방제의 이론과 농약의 
작용기작의 기초원리를 이해한다.

곤충병리학                        (3-2-3)

곤충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생물의 분류, 생리, 
생태를 강의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병원생물에 
대한 해충방제 방안을 검토한다.

수서곤충학                        (3-3-0)

수서생태계 전반에 관한 소개와 수서곤충의 분
류 및 동정, 생리, 생활사. 섭식생태 및 그들의   
분포에 관하여 공부한다.

곤충생리학 및 실험                (3-2-3)

곤충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면과 소화, 순환, 
대사, 생식, 감각 등 제반 생리적 측면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균학 및 실험                      (3-2-3)

균류의 일반적인 특징과 분류체계를 해설하고 
각 분류체계에 따른 균류의 형태, 생태 및 생활   
사를 비롯하여 고등균류인 주요 버섯의 재배 및 
이용에 관한 방법 등을 논함으로써 균류와 식   
물, 균류와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초지식을 습득한다.

곤충생태학 및 실험                (3-2-3)

곤충이 자연 생태계 내에서 환경과 어떻게 상
호작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를 위하여 곤충의 물리적, 생물적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와   
곤충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이해한다.

유전자조작의 기초                 (2-2-0)

생명공학 내지 유전공학연구에 소요되는 유전
공학기법의 원리 및 실험적 응용범주에 대하여 
강의한다.

식물병진단                        (3-3-0)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대상으로 주요 
작물에서의 각종 병에 대한 진단, 생활사, 생리, 
생태 및 방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유용미생물학                      (2-2-0)

세균, 방선균,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 
전반에 대하여 형태, 구조, 기능, 생리적 성질, 유전
현상 등을 다루어 환경, 병리, 발효, 유전공학 등 제 
분야에 응용 할 수 있는 기본적 이론을 강의한다.

선충학                           (2-2-0)

선충의 종류와 형태, 분리방법 등을 논하고 주요 
선충병에 대한 생태 및 방제법 등을 이해시킨다.

생물학적식물병방제                (2-2-0)

식물병을 환경친화적인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잉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세포생물학                        (3-3-0)

세포의 구성물질, 구조와 기능, 성장과 분열, 
핵산과 단백질의 특성과 합성 등을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식물과 병원균의 상호작용          (3-3-0)

식물과 병원균간의 상호작용을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 수준에서 이해한다.

분자생물학                        (3-3-0)

핵산의 구조, 기능 및 대사과정에 대하여 광범
위하게 다루며 실험방법과 이론적 기초를 익힌다.

해충학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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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물별 가해 해충들의 분류와 생태들을 알
아보고 그들의 발생상태와 가해습성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방제대책을 강구하고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방제 측면과 각 해충들의 최신 방
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잡초방제학                        (3-3-0)

잡초에 대한 개념, 분류, 생태적 원리 그리고 
변이, 진화, 번식, 발아 및 생존 등의 생태적 원리
와 작물과의 생장과 간섭에 따른 상호간 경합으
로 발생하는 제한요인과 생리반응 등을 이해한다.

버섯이용학                        (3-3-0)

자연 상태에 산재해 있는 버섯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섯의 종류를 알아내고, 유용한 버섯에 
대한 자실체 형성 방법과 자실체 안에 들어 잇는 
물질을 알아보며, 그 자실체를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양봉학                            (3-3-0)

꿀벌 및 토종벌의 생리, 생태학적 특성을 보다 
효율적인 사양관리에 대해 공부하며 합리적 양봉
의 경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양한다.

전공세미나Ⅰ, Ⅱ                  (1-0-2)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전공분야를 담당교수에
게 지도를 받고 세미나를 통하여 강의를 통한이
론의 전달보다는 새로운 사실을 이해시킨다.

생물학적해충방제                  (2-2-0)

천적의 도입, 미생물의 이용 등 해충에 대한 
생물적 환경저항인자들의 합리적인 이용방안과 
그들의 종류 및 생활사 그리고 해충과의 상호관
계 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해충관리 방안을 모
색한다.

미생물유전자공학                  (3-3-0)

생명공학 지식을 이용하여 미생물 유래 유전자
를 탐색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식물검역학                        (2-2-0)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침입/정착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동정 및 진단방법 그리고 방제법에 관하여 
공부한다.

식물병역학                        (2-2-0)

집단 (Population) 또는 군집 (Community) 수준
에서의 식물과 병원균 간의 상호작용 및 식물병  
 방제에 대한 이론과 실용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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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학부 

(Division of Agricultural Engineering)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163003

163006

163007

컴퓨터 응용농업 및 실습
(Computer-Aided Agriculture and Practice)

구조의 세계 (World of Structures)

공업물리 (Engineering Physics)

A+B

A+B

A+B

3-3-0

3-3-0

3-3-0

2-1 전선 163004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A+B 3-3-0

2-2 전선 163005 농업정보처리 및 실습
(Agriculture Information Processing and Practice)

A+B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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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공학전공 (Region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61006
161007
161008
161009
161039

수리학 (Hydraulics)
응용역학 및 연습 I (Applied Mechanics and Practice I)
농림측량학 및 실습 (Land Surveying and Practice)
컴퓨터그래픽 및 연습(Computer Graphics and Practice)
환경토지이용학 (Environmental Land Uses)

A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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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161012
161013
161014
161015
161023

161033

응용역학 및 연습 II(Applied Mechanics and Practice II)
건설재료학 및 실험 (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
수리학 연습 (Hydraulics Practice)
응용측량학 및 실습 (Applied Surveying and Practice)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Water and Sewerage Engineering and Practice)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A+B
A

A+B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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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1

전필
161019
161021
161026

토질 및 기초실험 I (Soils and Foundations Lab. I)
구조역학 및 연습 (Structural Mechanics and Practice)
수문학 (Hydr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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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61020
161022

161048
161999

생산기반공학 (Farmland Construction Engineering)
철근콘크리트 공학 및 연습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and Practice)
지하수학 (Ground water)
전공세미나 I (Tutorial Seminar I)

A+B
A

B
A+B

3-3-0
3-2-2

3-3-0
1-0-2

3-2

전필
161018

161025
161028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and Lab.)
농촌계획학 (Rural Planning)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전공기본
A+B+C

전공기본
전공기본

3-2-3

3-3-0
3-3-0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61027
161030
161050

161999

토질 및 기초실험 II (Soils and Foundations Lab. II )
P.S. 콘크리트공학 (Prestressed Concrete Engineering)
농지정비보전학
(Farmland Reclamation and Conservation)
전공세미나 II (Tutorial Seminar II)

B
A+B
B+C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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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4-1 전선

161034
161036
161041
161051
161056

도로시스템 공학 (Highway System Engineering
농업시설학 (Agricultural Structures)
하해공학 (River and Coastal Engineering)
지역정보공학 (Regional Information Engineering)
농촌관광학 (Rural Tourism)

B
B+C

B
B

A+B+C

3-3-0
3-3-0
3-3-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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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161052

161053

161054

161057

수리구조공학 및 연습
(Hydraulic Structure Design and Practice)

건설품질관리학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지역토지자원학 (Regional Land Resources)

자연정화처리공법
(Natural Systems for Waste Treatment)

A

A+B

A+B

A+B

3-2-2

2-2-0

2-2-0

3-3-0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 농업공학부 교육목표

농업공학부는 다양한 공학적 기술을 생
명산업인 농업생산 및 지역 개발에 응용하
고, 생물생산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공학부는 지역기반공학전공과 생물
산업공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기반공학전공에서는 기반시설 및 수
자원 환경보전, 지역환경 정비 및 산업시설

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다룬다.
생물산업공학전공에서는 생물산업기계, 농

업동력 및 에너지, 농산․식품가공기계, 생
물산업 정보 및 제어, 식품공정, 생물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한다.

▶ 지역기반공학전공 교육목표

지역기반공학전공의 연구와 교육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개



－ 259 －

발에 필요한 건설재료의 개발과 응용, 도
로, 교량, 토목시공 등 건설기술전문가와 
국토의 효율적인 공간이용, 농촌관광, 관개
배수, 수자원, 유역과 수질환경관리, 비점오
염원 관리 등의 자원환경기술전문가를 양
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전공에서는 
토목공학, 환경공학, 자연자원의 보전, 공간
이용계획 등을 기능적으로 조합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54년 설립 이래 지역기반공학전공
에서는 토목직공무원을 비롯하여 토목건설
과 관련된 모든 회사와 연구기관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여 국가현대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학부 공통과목>

컴퓨터 응용농업 및 실습           (3-3-0)

컴퓨터의 기본구조 및 활용, 윈도우 시스템 및 
인터넷, 전공에 활용될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및 
실습을 수행한다.

구조의 세계                       (3-3-0)

각종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정역학적 기초 
개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시청각 자료로 상의
하고 토론함으로써 역학적 지식을 확장시킨다.

공업물리                          (3-3-0) 

공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개념
을 익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물리의 기초, 역
학의 세계, 전자기장의 세계 등을 배운다.

공업수학                          (3-3-0) 

주어진 조건에서 물리적 문제를 해당 수학적 
모델로 유도하는 미분방정식해법과 주기현상을 
sine, cosine 주기함수로 나타내는 Fourier급수 
Rourier 적분, Fourier 변환 문제와, 이를 공학적으
로 응용되고 있는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편미분
방정식해법과 수치해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
룬다.

농업정보처리 및 실습 (3-2-3)

C언어, HTML언어, GIS 소프트의 이해와 프로
그래밍, 인터넷을 이용한 양 방향 통신에 관한 기
초 및 실습을 수행한다

＜전공 필수＞

토질 및 기초실험 Ⅰ               (3-2-3)

건설구조물의 기초지반용 재료인 흙의 물리, 
화학 및 공학적 성질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구명
하고 토질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관리를 위해 필
요한 각종 흙의 역학적 이론에 관한 해석방법, 토
질조사 및 시험법 등의 기초편을 다룬다.

구조역학 및 연습                 (3-2-2)

응용역학에서 습득한 정정구조물의 기본해법을 
바탕으로 하여 라멘, 기둥, 보, 트러스 등 각종 토
목구조물의 처짐에 관한 이론과 부정정구조물에 
대한 해법을 다룬다.

수문학                            (3-3-0)

지구상의 모든 수문기상현상을 관측․분석하고 
강수후 유출량을 예측하여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기상과 강수, 증발과 증산, 유역과 
하천, 유출 수문곡선 해석, 홍수의 조절과 추적, 
수문통계 등을 다룬다.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3-2-3)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 토양 그리고 
작물과의 관계, 인위적인 관개 및 배수시설의 효
율적인 설계 및 운용방법,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수질과 자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다룬다.

농촌계획학                        (3-3-0)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정비를 통한 선진농
촌 건설을 위하여 농촌의 토지이용계획, 생산기반 
확충계획 및 농촌정비계획, 환경정비계획 및 농촌
계획 관련법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토목시공학                       (3-3-0)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원리, 공법, 사용장비를 
소개하고 물량 및 사용장비의 소요량 산출방법, 
경제적인 공사를 위한 인원 및 장비 운영방법, 건
설 경영기법에 의한 공사계획의 설정 및 분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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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다룬다.

＜전공 선택＞

수리학                            (3-3-0)

유체역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정지 또는 유동상
태에 있는 물의 공학적 특성, 즉 정수역학 및 동
수역학에 관한 기본이론을 관수로 및 개수로, 하
천, 지하수 등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공
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컴퓨터그래픽 및 연습              (2-1-2)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공에 필요
한 측량데이터의 취급과 GIS소프트웨어의 기본 
도구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공학적 관점
에서 다룬다.

응용역학 및 연습 Ⅰ                (3-2-2)

각종 건설산업용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에 필
요한 기초적인 역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
목으로 단면의 성질을 비롯하여 각종 보, 트러스, 
라멘 등 주로 정정구조물에 대한 해법을 다룬다.

농림측량학 및 실습                (3-2-3)

토지의 자원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개인
의 소유권 확립,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는 물론 조세제도의 기본이 되는 토지측
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량기술 
및 측지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습을 다룬다.

환경토지이용학                    (3-3-0)

안정된 농업경영 및 농촌지역의 자연환경보전
을 목적으로 제한된 토지를 농촌계획적 관점에서 
효율적,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토지이용체계 분석 및 평가, 토지이용계획기법 등
을 다룬다.

 
응용역학 및 연습 Ⅱ               (3-2-2)

각종 구조물의 재료적 특성 및 구조물용 부재
의 설계에 있어서 기본요소라 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과 형상 및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역학적 해
석방법을 다룬다.

건설재료학 및 실험                (3-2-3)

각종 건설 공사에서 많이 쓰이는 골재, 콘크리
트, 아스팔트 및 건설신소재의 근원 및 조성을 이
론을 통하여 이해하고, 재료의 물리․역학적 특성
을 KS 및 기타 시험방법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시
험․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수리학 연습                       (2-1-2)

유체역학의 원리를 응용한 물의 정수역학 및 
동수역학 이론을 적용하여 관수로 및 개수로의 
설계를 위한 이론과 하천 및 지하수를 공학적 관
점에서 다룬다.

응용측량학 및 실습                (3-2-3)

토지의 자원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개인
의 소유권 확보,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그리고 조세제도의 기본이 되는 토지측
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응용측량기
술 및 측지에 관한 응용분야를 다룬다.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2-1-2)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의 기본계획 및 수량
산정, 수질관리, 도수와 관망설계, 정수법, 배수관
망의 해석과 최적설계, 물처리기술 등을 공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농촌환경공학                      (3-3-0)

농업활동과 농촌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최
소화하면서 생산성을 유지키 위해 필요한 자연정
화작용의 원리, 토양유실과 방지대책,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농촌생활하수처리 방법, 영농활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축산폐수처리, 최적영농법 
등을 다룬다.

생산기반공학                      (3-3-0)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이용하지 
않던 산지, 황무지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개간, 
그리고 제방을 축조하여 수면의 차단을 통해 농
지로 조성하는 간척분야에 대한 방법론을 다룬다.

철근콘크리트 공학 및 연습            (3-2-2)

무근 콘크리트와 보강용 철근으로 구성되는 철
근콘크리트보, 슬래브, 기둥 등에 대한 기본이론, 
구조해석 및 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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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학                          (3-3-0)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지하수의 생성, 이동 및 이용방법, 지하수의 오염
경로 및 처리방법, 지하수와 지표수 수질과의 관
계, 지질과 지하수 수질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다
룬다.

전공세미나 Ⅰ, Ⅱ                  (1-0-2)

농업생산기반, 수자원, 농촌환경, 산업기반시설 
등 지역기반공학전공분야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현장적용에 필요한 실제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관련분야별로 나누어 현지조사 및 현
장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토질 및 기초실험 Ⅱ               (3-2-3)

건설구조물의 기초재료인 흙에 관한 물리, 화
학 및 공학적 성질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구명하
고, 토질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관리를 위해 필
요한 각종 흙의 역학적 이론과 해석방법, 토질조
사 및 시험법 등 현장에서 응용하는 분야를 다룬
다.

P.S 콘크리트공학                 (3-3-0)

철근 콘크리트를 발전시킨 P.S 콘크리트 구조
물에 대한 기본이론, 사용재료, 부재의 설계, 해석
방법 및 구조물로서의 응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을 다룬다.

농지정비보전학                    (3-3-0)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의 구획정리
를 중심으로 한 토지개량사업 등 토지기반의 종
합적 정비와 토양침식을 억제하기 위한 토양유실
개념, 농학적, 공학적 방지대책 등 농지보전의 방
법론을 다룬다.

도로시스템 공학                   (3-3-0)

국토의 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도로의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교통량 분
석, 노선계획, 포장 설계 및 시공법을 다룬다.

 
농업시설학                        (3-3-0)

농업생산의 필수적인 축산시설, 원예시설, 도작 
관련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이론과 시공법
을 다룬다.

하해공학                          (3-3-0)

수문학, 수리학, 토질역학 및 시공학을 바탕으
로 하천과 해양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량측정, 하천환경 측정방법, 기
본 계획수립방법, 개수방법, 구조물 설치 및 관리
방법, 자연형 하천의 조성방법 등을 다룬다.

지역정보공학                      (2-2-0)

첨단영농의 실현과 농촌사회의 정보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농촌, 농업분야의 종합정보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및 응용기법을 다룬다.

농촌관광학   (2-2-0)

쾌적한 자연환경, 신선한 농산물생산 등 농촌
이 가진 특성을 살린 농촌관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촌관광의 여건 및 현
황, 해결과제를 구명하여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다
룬다.

수리구조공학 및 연습              (3-2-2)

수리학, 수문학, 재료역학, 토질역학 등에서 배
운 지식을 실제로 수리구조물인 저수지, 댐, 수로 
해면간척 구조물 등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이론과 
시공법을 다룬다.

건설품질관리학                    (2-2-0)

각종 건설공사에 널리 쓰이는 재료의 품질관리
를 위해 확륙의 기초를 배우고 이를 이용한 통계
적 품질관리기법으로 표본조사관리도, 검사특성곡
선을 다룬다.

지역토지자원학                    (2-2-0)

농업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의 일체적정비를 통해 
지역자원을 보전 및 이용하는 기법과, 쾌적한 농
촌공간형성을 위한 개발 및 계획기법을 다룬다.

자연정화처리공법 (3-3-0)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자연정화처리 이론을 농
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염물질에 적용하여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과 생활하수 및 농
업배수의 처리기술을 교육한다. 토양처리공법, 라
군공법, 인공습지, 토양유실 방지공법, 비점오염원 
관리기법, 부숙기술, 오염 지하수 처리기술 등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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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공학전공 (Biological Systems Engineering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62001
162003
162067
162052
162068

162063

 재배학원론 (Principles of Crop Production)
 공업역학Ⅰ (Engineering MechanicsⅠ)
 기계제도 및 실습 (Mechanical Drawing and Practice)
 생물생산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Production Engineering)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actice) 
 기초미생물학 (Elementary Microbiology)

전공기본+C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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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2-2 전선

162006
162007
162008
162069
162062

 공업역학Ⅱ (Engineering MechanicsⅡ)
 열역학 (Thermodynamics)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CAD 및 실습 (CAD and Practice)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A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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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62021

162077

 농업기계학 및 실습 
 (Agriculture Machinery and Practice)
 기계설계Ⅰ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Ⅰ)

A+B+C
A

3-2-3
3-3-0

부필
부필

전선

162078
162070
162022
162079
162064

 기계설계Ⅱ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Ⅱ)
 생물 열․물질 전달 (Biological Heat and Mass Transfer)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식품의약화학 (Food Medicinal Chemistry)
 생화학 (Biochemistry)

A
A

전공기본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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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62071

162030
162080

 생물생산기계분석 및 실습 
 (Bio-Production Machinery Analysis and Practice)
 계측공학 및 실습 (Instrumentation and Practice)
 생물자원개발공학  
 (Bio-Resource Development Technology)

A

A
A

3-2-3

3-2-3
3-2-3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62013
162072

162057

 농업공작 및 실습 (Farm-shop and Practice)
 생물생산기계 설계 및 연습
 (Bio-Production Machinery Design and Practice)
 식품공정공학 (Food Process Engineering)

A
A

A

3-2-3
3-2-3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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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62032  농산가공공학 (Agricultural Process Engineering) A+B+C 3-3-0 부필

전선

162036
162074

162081
162045
162082
162083
162054

 기계진동학 (Mechanical Vibration)
 생물환경기계학 및 실습 
 (Biological Environmental Machinery and Practice)
 식품 저장공학 (Food Storage Engineering)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s)
 생물분석공학 (Bio-Analysis Technology)
 한약재가공학 (Oriental Medicine Processing)
 식품가공기계학 및 실습 
 (Food Processing Machinery and Practice)

A
A

A+C
A
A
A
A

3-3-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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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62044
162020
162058

162047
162076
162059
162084

 시설농업 및 실습 (Controlled Agriculture and Practice)
 농업동력학 및 실험 (Farm Power and Lab)
 생물산업 자동화시스템 
 (Bio-Industry Automation System)
 유압동력 및 실습 (Fluid Power and Practice)
 유체기계 (Fluid Machinery)
 생물공정공학 (Biological Process Engineering)
 생물신소재공학 (Bio-Materials Technology)

A+C
A+B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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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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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산업공학전공 교육목표

생물산업공학은 농림축산물 및 기타 생물
자원의 생산, 분석, 이용개발 및 생산 후 처
리,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시설
의 개발과 생산에 관한 학문으로서 주로 기
계 및 전기․전자 등의 공학지식을 생물산
업시스템에 적용하는 응용공학의 한 부분이
다. 현대의 생물산업은 단순한 생물의 생력
화 및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생물 신소재
개발시스템 및 생물산업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이에 따른 쾌적한 작업성을 확보해야 하
므로 전기, 전자, 컴퓨터, 재료 등과 같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술을 많이 응용해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첨단과학기술을 생물산업인 농림축산업에 
응용하여 고도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학과의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재배학원론

(Principlesof Crop Production) (2-2-0)

식량자원, 원예작물, 자원식물 등의 기본적인 
재배방법 및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

공업역학Ⅰ

(Engineering MechanicsⅠ) (3-3-0)

힘을 받는 정지상태의 물체를 다루는 역학원리
로서 농업공학부에 필수적인 힘계 평형구조물, 분
포력, 마찰, 가상일, 편적관성모멘트에 대한 이론
과 실제 공학에서 응용하고 있는 문제풀이

기계제도 및 실습(Mechanical Drawing and 

Practice) (2-1-2)

기계제도에 기본인 평면기하도법, 투상도법, 도
형표시방법, 치수기입법 등과 고정용 부품, 축, 기
어구동장치, 벨트, 로우프체인, 전동장치 등에 관
한 제도이론을 이용하여 도면작성연습

생물생산공학개론(Introduction to 

Bio-Production Engineering) (3-3-0)

농업, 임업, 축산업에서 생물을 생산하는데 필

요한 공학적인 지식 중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  
기술을 다루며 생물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점을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actice)(3-2-3)

농업공학에 응용되는 전기, 전자 전자공학의 
기초, 회로망 분석, 전력, 반도체의 원리 및 사용, 
디지털 논리회로

기초미생물학(Elementary Microbiology) (3-3-0)

미생물에 관한 기초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농
업식품, 산업, 제약업, 정밀화학 등 응용분야에의 
적용을 다루게 된다.

공업역학Ⅱ

(Engineering MechanicsⅡ) (3-3-0)

물체 운동의 변위, 속도, 가속도 및 운동량, 충
격량, 일 등을 학습

열역학(Thermodynamics) (3-3-0)

액체 및 기체의 상태량, 가역과정 및 비 가역
과정의 개념, 열역학 제 1법칙, 열역학 제 2법칙, 
엔탈피 및 엔트로피의 정의, 기체 및 증기 동력사
이클, 냉동사이클이론 등을 학습

고체역학(Solid Mechanics) (3-3-0)

강체와 가변형 고체에 관한 역학을 공학기초, 
과학적 측면에서 다루며 물리현상으로부터 이상
화 모형구성, 힘의 평형조건, 기하학적 적합성 및 
힘 변형관계를 통해 공학문제를 해결

CAD 및 실습(CAD and Practice) (2-1-2)

CAD software를 이용하여 KS제도 규격에 맞는 
기계도면 작성법을 배운다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에 따른 유
기반응의 이론과 기본적인 유기대사산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각 유기화합물의 성질과 분류, 그
리고 명명법을 용이하게 이해시킨다

농업기계학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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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Machinery and Practice)(3-2-3)

농업작업에 이용되는 원동기, 트랙터, 콤바인, 
펌프 등의 작업기계와 가공기계, 축산기계, 임업
기계 등의 구조이해와 이들의 실습

기계설계Ⅰ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Ⅰ) (3-3-0)

기계장치, 기계 구성품 등 기계적인 특성을 갖
는 물체와 시스템을 설계하며 수학, 금속공학 및 
기계역학의 기초지식이 요구됨

기계설계Ⅱ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Ⅱ) (3-3-0)

링크기구, 캠 및 기어의 변위, 속도, 가속도 분석.

생물 열․물질 전달(Biological Heat and 

Mass Transfer) (3-3-0)

동․식물체, 생물재료 및 식품가공공정, 바이오
환경 등에서 일어나는 열․물질 전달 해석능력 
배양을 위한 정상 및 비정상상태 전도 열전달, 자
연 및 강제대류 열전달, 복사 열전달, 물질 전달
의 개념 및 해법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3-0)

유체의 성질, 유체 정역학, 유동의 분류, 베르
누이 방정식, 운동량의 원리, 에너지 법칙, 차원해
석과 상사, 표면저항, 경계층 개념, 관로내의 유체
운동, 유체에 의한 저항의 기초이론.

식품의약화학

(Food Medicinal Chemistry) (3-3-0)

식품의약 제조에 필요한 기본 화합물에 대한 
이해와 응용기술을 학습함

생화학(Biochemistry) (3-3-0)

생체 주요 성분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을 비롯
하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질 대사의 생
합성 기구 및 생리작용, 대사에너지의 발생과 저
장, 효소반응의 속도론 및 반응 기수, 핵산과 유
전정보에 따른 단백질의 합성 등을 이해시킨다.

생물생산기계분석 및 실습(Bio-Production 

Machinery Analysis and Practice) (3-2-3)

농업기계에 이용되는 주요기계의 기구학적 운

동 분석 및 작동원리의 분석과 구조의 강도분석 
및 컴퓨터 분석연습

계측공학 및 실습

(Instrumentation and Practice) (3-2-3)

농업생산에 관련된 기계, 시설에 관계되는 아
날로그 및 디지털 계측이론 및 응용, 센서응용 및 
선정, 실습.

농업공작 및 실습

(Farm-shop and Practice) (3-2-3)

농업기계분야의 기계 및 부품을 가공, 제작, 정
비 및 수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측정기, 수기가
공, 금속의 절단, 연삭, 탭핑, 드릴링, 용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

생물생산기계 설계 및 연습(Bio-Production 

Machinery Design and Practice) (3-2-3)

생물생산기계에 이용되는 기본적인 링크기구, 
변속기, 펌프 등의 설계법과 작업기와 새로운 요
구에 따른 생물생산기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
계요소 설계시술 및 컴퓨터 설계연습.

식품공정공학

(Food Process Engineering) (3-3-0)

열 및 유체공학의 기초 이론을 응용한 식품의 
가열살균, 냉동, 건조, 흡착 및 추출, 기계적 분리 
및 막 분리공정 등의 식품 가공공정에 이용되는 
여러 단위조작의 원리 및 분석.

생물자원개발공학(Bio-Resource 

Development Technology) (3-3-0)

각종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용도개발 및 
공정기술을 학습하고 생물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함

농산가공공학

(Agricultural Process Engineering) (3-2-3)

농산가공기계 및 저장시설에 관련된 농산물의 
열 및 물리적 특성, 가공, 저장방법, 수확 후 농산
물처리기술.

기계진동학(Mechanical Vibration) (3-3-0)

1자유도, 2자유도의 자유진동, 강제진동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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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진동의 분석원리.

생물환경기계학 및 실습(Biological Environmental 

Machinery and Practice) (3-2-3)

생물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폐기물을 처
리하는 장치 및 기계의 원리.

식품저장공학

(Food Storage Engineering) (3-3-0)

각종 농산식품의 저장 방법, 기술 및 원리, 식
품저장 중에 발생하는 품질변화의 요인분석, 농산
식품 저장시설 환경 및 장치에 대한 공학적 해석
능력을 배양.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s) (3-3-0)

기초제어이론, 순차제어, 피드백제어, 생물산업
공학시스템에의 응용.

생물분석공학

(Bio-Analysis Technology) (3-3-0)

생물의 성분, 효능 및 품질 분석에 필요한 기
초 이론과 검정 및 측정에 필요한 기술 및 기기
를 학습함

한약재가공학

(Oriental Medicine Processing) (3-3-0)

한약재의 종류별 가공 특성, 이용방법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이론과 한약재가공 및 이용 기술과 
기기를 학습함

식품가공기계학 및 실습(Food Processing 

Machinery and Practice) (3-3-0)

식품공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단위조작의 이론 
및 장치를 중심으로 식품가공 기계 및 장치의 설
비와 기초 원리와 응용.

시설농업 및 실습(Controlled Agriculture 

and Practice) (3-2-3)

온실의 냉난방,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환경요

인, 온실의 구조 및 자재, 온실 환경의 계측 및 
자동제어, 재배관리 작업의 자동화 이론과 실습.

농업동력학 및 실험

(Farm Power and Lab) (3-2-3)

농업기계의 동력원으로서 전동기 및 내연기관
의 작동원리, 구조, 성능, 작동실험.

생물산업자동화시스템(Bio-Industry

Automation System) (3-3-0)

생물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센서, 
엑추에이터의 동작원리 및 응용, 생물 산업용 로
봇의 동작제어와 프로그램 방식 및 응용, 산업 논
리제어의 기본 개념과 PLC 프로그래밍 및 응용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유압동력 및 실습

(Fluid Power and Practice) (3-2-3)

유압동력은 유체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거
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다루며 작동유체는 액체
이다.

유체기계(Fluid Machinery) (3-3-0)

공기압축기, 송풍기 등의 공기기계 및 원심펌
프, 축류펌프, 왕복펌프, 터빈(수차)등의 수력기계
에 작용하는 원리 및 설계.

생물공정공학

(Biological Process Engineering) (3-3-0)

생물공정에 이용되는 여러 단위공정의 기초 원
리를 습득하고 각종 생물공정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응용능력을 배양.

생물신소재공학

(Bio-Materials Technology) (3-3-0)

생물공학적 기법에 의해 생산되는 특수한 기능
의 신소재를 생산, 이용하기 위한 생물화학기술을 
학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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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 자원생물환경학과군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and Biological Environment) 

학과군 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78001 원예․자원생물환경학 개론
(Introduction to Horticulture and Biological Environment) 

A 2-2-0

1-2 전선
378002

378003

원예학 입문 (Introductory Horticulture Science)

자원생물환경과학 입문 
(Introductory Biological Environment) 

A

A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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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학과 (Department of Horticultural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79001 화훼학 총론 (Principles of Floriculture) A+B 3-3-0 부필

전선

379002
379003
379004

379005
379006
379007

원예작물 번식학 (Propagation of Horticultural Crops)
식물 생장 조절론 (Growth Regulation of Plant)
원예장식론 및 실습Ⅰ

(Horticultural Arrangement & Practice Ⅰ)
작물 생태학 (Crop Ecology)
원예치료 (Horticultural Therapy)
식물세포생리학 (Plant Cell Physiology)

A
A

A+B

A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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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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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79008
379009
379010

원예작물 생리학 (Horticultural Crop Physiology)
작물 유전학 (Crop Genetic)
과수학총론 (Principles of Pomology)

A+B
A+B
A+B

3-3-0
3-3-0
3-3-0 부필

전선
379011
379012
379013
379014

사회원예학 (Social Horticulture)
원예장식론 및 실습 Ⅱ (Horticultural Arrangement & 
Practice Ⅱ)
환경제어기술론 (Facilities & Environment Control)

A+B
A+B

A

3-3-0
3-1-4

3-3-0

3-1

전필 379015
379016

채소학총론 (Principles of Vegetable Crop)
시설원예학 및 실습 (Protected Horticulture & Practice)

A+B
A+B

3-3-0
3-2-2

부필
부필

전선
379017
379018
379019
379020

원예작물 육종학 (Breeding of Horticultural Crop) 
과수재배기술 (Pomology Production Technique)
작물영양학 (Crop Nutrition)
원예 실습 Ⅰ (Horticultural PracticeⅠ)

A+B
A+B+C

A+B
A

3-3-0
3-3-0
3-3-0
2-0-6

3-2 전선

379021
379022
379023
379024
379025
379026
379027
379028
379029

식물조직배양학 (Plant Tissue Culture)
종묘생산학 (Seed & Seedling Production)
원예산물품질관리론 (Horticultural Crops Management)
화훼재배기술 (Floriculture Production Technique)
채소재배기술 (Vegetable Crop Production Technique)
원예실습Ⅱ (Horticultural PracticeⅡ)
원예작물유전공학 (Biotechnology of Horticultural Crop)
원예학세미나Ⅰ(Seminar in Horticulture Ⅰ)
유기농업 (Sustainable Organic Agriculture)

A
A+B

A+B+C
A+C
A+C

A
A
A

A+B+C

3-3-0
3-3-0
2-2-0
3-3-0
3-3-0
2-0-6
3-3-0
2-2-0
2-2-0

4-1 전선

379030
379031

379032
379033
379034
379035

원예 GAP생산론 (GAP of Horticultural Crop)
작물생육예측진단론 (Prospect and Diagnosis of Crop 
Grow)
농산물마케팅 (Agricultural Marketing)
협동조합론 (Theory of Cooperative)
원예작물 수확 후 생리 (Post Harvest Physiology)
원예학세미나Ⅱ (Seminar in Horticulture Ⅱ)

A+B
A

B
B

A+B
A

3-3-0
3-3-0

3-3-0
2-2-0
3-3-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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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379036

379037
379038
379039
379040

원예작물 생식생리학 
(Horticultural Crop Regulation Physiology)
재배학 원론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농업경영학 (Agricultural Management)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원예산물과 영양 (Horticultural Crops & Nutrient)

A

A+B+C
B+C
A+B
A+B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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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46004

346043

농업경영학
협동조합론

농업자원경제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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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과목

원예․자원생물환경학 개론         (2-2-0)

원예․자원생물환경학과군의 1학년생들이 학과
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있도록 원예학과와 자
원생물환경학과의 교과목 및 학문영역을 간략히 
소개하는 교과목임. 특히 2개학과의 모든 교수들
이 참여하여 각 학문의 현재와 미래의 동향을 소
개하기에 2개 학과의 학문영역을 이해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원예학입문                        (2-2-0)

원예학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소개하며, 
다양한 원예작물의 성장과 발달과정 그리고 환경
조건상태의 따른 성장관계 등을 알아본다. 

자원생물환경과학 입문             (2-2-0)

자원생물환경학과의 주된 학문 분야를 폭넓게 
소개하는 교과목으로 토양학 분야, 농업환경 분
야, 생물제어 분야, 천연물 소재 분야의 기초 지
식을 강의한다.

▶ 원예학과 교육목표

급변하는 원예산업 주변 여건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원예식물의 전문기
술, 과학적인 관리와 생산, 생활공간의 미
적 합리적 계획 관리를 목적으로 과수, 채
소 및 화훼 및 관상식물에 대한 생리, 생
태, 재배, 유전, 육종을 교수 및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유
전공학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원예학의 기초적인 기술을 토대로 원예학
과 내 분재반, 그린 인테리어, 꽃꽂이반 등
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 응용력과 미적, 
정서적인 면을 원예 학도에게 교육한다. 이
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원예분야에 대
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훌
륭한 원예기술자, 지도자, 경영자 및 연구
가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
바지하고자 한다.

화훼학 총론                       (3-3-0)

화훼학은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범
위가 넓다. 각종 화훼군별로 중요화훼류의 종류와 
품종특성, 생리생태, 재배관리, 육종, 저장 이용등
을 공부하여 현장에의 적응 능력 배양을 목적으
로 한다.

원예작물번식학                    (3-3-0)

원예작물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유전
번식과 무성번식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하
여 각종 번식방법을 익힌다. 

식물 생장 조절론                  (3-3-0)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호르몬의 
중요성과 역할을 공부한다.

원예장식론 및 실습 Ⅰ             (3-1-4)

분재, 꽃꽂이, dishgardening, hanging basket등 
실내 및 공공 건물등의 장식에 필요한 소재 및 
방법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작물 생태학                       (3-3-0)

생태계의 구성요소로써 식물의 역할, 식물의 
생태계 내의 양․수분의 순환 및 식물 생육지의 
환경변화 등을 학습하여 농업 생태계의 특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식물생육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원예치료                          (3-3-0)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원예의 역할을 생
가해보고, 사회적, 생리적, 심리적 효과 등을 포함
하여 원예가 가지는 치유가능 영역에 대하여 학
습한다.   

식물세포생리학                    (3-3-0)

식물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와 세포 소기관의 
구조, 기능,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생명을 유지하
는 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원예작물 생리학                   (3-3-0)

식물의 발아, 후면, 양․수분의 대사, 생장과 개
화 및 결실 생리 등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세
포의 구조와 기능, 에너지 대사, 광합성과 호흡에 
이르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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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유전학                       (3-3-0)

생물의 유전형질, DNA의 구조와 기능 등의 다
양한 유전현상의 대하여 고전유전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측면에서 학습한다.

과수학총론                        (3-3-0)

과수원예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이해시키며 
과수의 생리생태, 번식, 환경, 재배기술 및 이용업
을 강의한다.

사회원예학                        (3-3-0)

사회원예학이란 원예할동이 인간과 사회환경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하여 공부하고 실제 그
러한 이론을 적용시키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예장식론 및 실습 Ⅱ             (3-1-4)

분재, 꽃꽂이, dishgardening, hanging basket등 
실내 및 공공 건물등의 장식에 필요한 소재 및 
방법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환경제어기술론                    (3-3-0)

광, 온도, 수분, 공기등의 환경요인이 작물에 
미치는 스트레스 및 내성생리를 공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환경오염과 원예작물의 청정재
배와의 관계를 논한다.

채소학총론                        (3-3-0)

채소원예 전반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채소원예
의 뜻과 작물의 종류 및 생리적 특성, 육묘, 시비, 
시설물 이용, 생장조절제 이용, 병충해 방제, 저
장, 육종등에 대해 강의한다.

시설원예학 및 실습                (3-2-2)

원예작물의 시설내 재배의 이론과 문제점을 터
득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종류, 설치방법, 시설
내의 환경조절, 시설내에서의 재배요령, 생리장애, 
작부체계 및 경영분석등을 강의한다.

원예작물 육종학                   (3-3-0)

식물의 생식, 변이, 및 육종의 역사와 성과 등
을 학습하고, 작물의 품종개량에 이용되는 과거 
및 현재의 육종방법의 검토를 토대로 미래의 더

욱 효과적인 육종방법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과수재배기술                      (3-3-0)

사과, 배, 포도, 봉숭아등 주요 온대 과수류의 
재배환경, 품종특성, 번식, 정지, 전정, 토양관리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작물영양학                        (3-3-0)

토양특성에 관하여 연구하고 식물체의 영양성
분의 생리대사, 활성작용의 학습 및 토양구조, 토
양의 이화학적조성 및 성질 토양수 토양공기, 토
양유기물과 미생물 토양의 보존과 운영에 대하여 
학습한다.

원예 실습 Ⅰ,Ⅱ                    (2-0-6)

화훼, 채소, 과수 및 육종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터득과 문제점의 발견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실험 실습을 수행
한다.

식물조직배양학                    (3-3-0)

식물의 세포, 원형질 및 조직배양의 실험방법
등을 강의 및 실습을 하며 식물조직배양에 관한 
최신자료 및 정보를 전달한다. 

종묘생산학                        (3-3-0)

원예작물의 종묘생산에 관한 기초이론을 습득
하고 생리적, 유전적 원리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원예산물품질관리론                (2-2-0)

원예산물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최상으로 공급
하기 위하여 원예작물의 생산, 저장, 운반중에 발
생하는 품질저하 요인의 원인과 이의 대처방안을 
학습한다. 

화훼재배기술                      (3-3-0)

화훼식물의 종류별, 부류별로 재배기술, 생태, 
번식, 생리, 육종에 대하여 현장감각을 지닐 수 있
도록 훈련하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원예학, Horticultural Therapy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채소재배기술                      (3-3-0)

채소의 각 종류별로 재배역사, 재배법, 병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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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특수재배, 경영분석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원예작물유전공학                  (3-3-0)

생물의 유전형질, DNA의 구조와 기능 등의 다
양한 유전현상에 대하여 고정 유전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측면과 응용면에서 학습한다.

원예학세미나 Ⅰ,Ⅱ (2-2-0)

졸업논문작성에 필요한 실험설계, 관련논문 탐
구, 실험의 중간 및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졸업논문을 완성시키며 실험설계부터 
실험 수행 및 논문을 완성 발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농업                          (2-2-0)

지속적으로 환경친화형 농법을 추구, 자연생태
계의 물질순환계의 균형을 유지시키며 인간과 자
연속의 생물이 공생․공존하도록 하는 자연 농법
을 학습한다.

원예 GAP생산론                  (3-3-0)

원예작물에 대한 우수농산물관리제(GAP)의 실
무와 원칙을 강의한다.

작물생육예측진단론               (3-3-0)

각종 생육과 환경센서를 응용하여 작물의 생육
을 시뮬레이션화하여 생육을 예측 진단하는 기술
을 강의한다.

농산물마케팅                     (3-3-0)

최근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생산성과 품
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
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경영과 마케팅
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룸으로서 현실적 대처
방안과 해결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협동조합론                       (2-2-0)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

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협동조
합의 생성과 그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강
의, 토의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현 위치를 조명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원예작물 수확 후 생리             (3-3-0)

수확한 원예산물의 성숙, 후숙 및 노화와 관련
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에 관하여 학습한다.

원예작물 생식생리학               (3-3-0)

식물의 생식기관인 암술, 수술의 형성과정, 수
분, 화분관신장, 불화합성의원리, 수정, 배발생, 배
의퇴화, 결과에 이르기까지 생식과정과 관련된 일
련의 생리와 기작을 탐구한다.

재배학원론                        (3-3-0)

작물생산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중, 일반
적인 개념과 작물수량을 재고시키기 위한 작물의 
유전성, 육종방법 및 환경조건에 관한 종합적인 
원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농업경영학                        (3-3-0)

무역질서의 개혁에 대응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분과 의사결정의 체
계를 주지시키고, 농업 경영관리의 이론과 기법을 
교수하고자 함.

식물보호학                       (3-3-0)

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저해하는 생물적 요소
인 병충해 및 잡초의 생리․생태와 비생물학적 
요소인 기상재해 및 환경오염물질의 영향을 파악
하여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불량
환경을 예방 개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원예산물과 영양                   (3-3-0)

웰빙산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양적 가치 이외
의 가능성과 이용성을 폭넓게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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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물환경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Environment)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80001

380002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토양학 (Soil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C

3-3-0

3-3-0

전선
380003

380004

380005

기초화학 및 실험 (Applied Chemistry and Lab.)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재배학 원론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A

A

B

3-2-3

3-3-0

3-3-0

2-2

전필
380006

380007

생화학 (Biochemistry)

생물제어학 (Biological Regulation)

전공기본
전공기본

B+C

3-3-0

3-3-0

전선
380008

380009

380010

380011

분석화학 실험 (Analytical Chemistry Lab.)

토양환경보전 (Soil Conservation)

비료․식물영양학 (Fertilizer and Plant Nutrition)

토양학 실험 (Soil Science Lab.)

A

A

A+B+C

A

1-0-3

3-3-0

3-3-0

1-0-3

3-1

전필
380012

380013

농업환경 (Agriculture and Environment)

식물생리생화학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

전공기본
B+C

B

3-3-0

3-3-0

전선

380014

380015

380016

380017

380018

380019

기기분석학 (Instrumental Analysis)

유기화학실험 (Organic Chemistry Lab.)

생물제어 및 독성학 (Bioregulation and Toxicology)

토양미생물생태학 (Soil Microbiology and Ecology)

경제작물학 (Crop Science)

비료․식물영양학 실험 (Fertilizer and Plant Nutrition Lab.)

A

A

A

A

B

A

3-3-0

1-0-3

3-3-0

3-3-0

3-3-0

1-0-3

3-2 전선

380020

380021

380022

380023

380024

380025

380026

380027

380028

잡초방제 및 이용 (Weed Science)

유해생물관리 (Integrated Pest Management)

기능성생물소재 (Functional Bio materials)

토양생화학 (Soil Biochemistry)

환경오염 및 복원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Remediation)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생물제어학 실험 (Bioregulation Lab.)

인턴쉽 (Internship)

핵심취업전략 I (Career Development Skills I)

A+B+C

A+B

A+C

A

A+B

A

A

B

B

3-3-0

3-3-0

3-3-0

3-3-0

3-3-0

3-3-0

1-0-3

2-0-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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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80029

380030

380031

380032

380033

380034

380035

잔류농약오염 및 관리 (Pesticide Residues and Safety)

환경정보와 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농생명 생물공학 (Biotechnology in Agriculture)

식물환경스트레스 
(Environmental Stress and Plant Response)

생물환경경영 (Economics in Biological Environment)

유기자원에너지시스템 (Renewable Energy Systems)

핵심취업전략 II (Career Development Skills II)

A+B

A

A

A

A

A

B

3-3-0

2-2-0

3-3-0

3-3-0

3-3-0

3-3-0

2-2-0

4-2 전선

380036

380037

380038

380039

380040

380041

농업경영학 (Agricultural Management)

환경기상학 (Environmental Meteorology)

천연물 화학 (Natural Products)

유기농업 (Sustainable Organic Agriculture)

농생명이슈 (Current Topics in Agriculture)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B

A

A

B

B

A

3-3-0

3-3-0

3-3-0

2-2-0

2-2-0

3-3-0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75004
375005

식물병리학 (Plant Pathology)
곤충학 (Entomology)

생물자원공학부
생물자원공학부

377003
377009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식물형태 및 분류학 
(Plant Morphology and taxonomy)

응용생물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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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물환경학과 교육목표

자원생물환경학과의 교육목표는 식물을 
포함한 생물자원 환경의 관리, 유해생물의 
제어와 관리, 생물자원으로부터 생리활성물
질의 개발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와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중견/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자원생물환경학과의 전공
은 토양환경의 관리 및 생산소재를 연구하
는 토양환경학/식물영양학 분야, 생물자원 
전반에 관련된 환경의 문제를 연구하는 환
경화학 분야, 유해생물의 효과적 제어와 저
독성 신물질 개발을 위한 생물제어화학 분
야, 환경 내 물질순환과 유용미생물을 탐색
하는 환경생화학 분야, 자원생물의 고부가
가치 활성물질을 탐색 및 개발하는 천연물
소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생물환경학과의 교육과정은 자원생
물-유해생물-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와 자
원생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물질의 
개발에 관련된 전공과목과 이를 뒷받침하
는 다양한 실험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 후에는 농업관련 국가 연구소인 농
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보건
환경연구원, 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등의 연구직 공무원과 전공 관련 
출연연구소, 환경관련 산업체, 비료 및 농
약회사, 식품관련 기업 연구소의 전문 연구
원으로 진출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통해 학문의 길로 진출 
할 수 있다.

     
분석화학                         (3-3-0)

무기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과 함께 화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시료의 성분, 순도 및 조성을 결정하는 원
리를 연구하며 모든 화학의 기본이 되는 화학반
응을 예측하고 이해시킨다.

토양학                            (3-3-0)

토양학의 기초적인 일반 내용을 다루며, 토양
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농업생산성에 응용한다. 또한 토양의 생성, 토양
의 이화학적 조성 및 성질, 토양구조, 토양수, 토
양공기, 토양유기물과 토양미생물의 보전과 운영
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생화학                            (3-3-0)

생체 주요 성분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을 비롯
하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질의 대사와 
생합성의 기구 및 생리작용, 대사에너지의 발생과 
저장, 효소반응의 속도론 및 반응기수, 핵산과 유
전정보에 따른 단백질의 합성 등을 이해시킨다.

생물제어학                        (3-3-0)

유해생물의 기능을 제어하는 농약의 분류, 특
성과 제제 및 작용메카니즘 등의 기초이론을 습
득시키고, 사용 목적별 주요 농약을 설명하며 약
제방제의 이론과 안전성을 이해시킨다.

농업환경                          (3-3-0)

환경 생태계의 구성요소, 기능 및 상호작용, 인
간과 환경, 식량문제, 자원과 에너지, 환경과 경
제, 환경이슈, 환경오염과 관리방안, 종 다양성, 
다원적 기능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농업환경
의 개념과 중요성 및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지
식을 배우게 됨.

식물생리생화학                    (3-3-0)

식물생리생화학 교과목에서는 특히 식물체내에
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생화학 반응과 연계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루는데,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증산작용, 광합성작용, 호흡작용, 식물호르
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다양
한 환경조건이 식물의 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서도 배운다.

기초화학 및 실험                  (3-2-3)

물질의 기본단위인 원자, 분자, 이온의 구조와 
반응, 물질의 상태 및 다양한 화학적 변화 등 화
학의 기본개념을 배우고, 학습한 기본개념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고 과학적 사고와 탐구능력을 배
양하고자 한다.

유기화학                         (3-3-0)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화학적 성질에 따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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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응의 이론과 기본적인 유기대사산물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각 유기화합물의 성질과 분류, 그
리고 명명법을 용이하게 이해시킨다.

재배학 원론                       (3-3-0)

유전적인 기술을 도입한 농작물의 재배기술을 
탐구하고 작물전반에 걸쳐 각 작물의 특성인 생
리 및 생태를 이해하고, 각 작물에 알맞은 환경을 
파악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고 노력절감
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환경유전 및 육종분야를 
연관시켜 합리적인 작부체계를 확립하는 응용적
인 면에 대해서 알아본다.

분석화학 실험                     (1-0-3)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 대해 충분한 기초지식
을 갖출 수 있도록 중량분석과 용량분석 및 기기
분석 등의 분야에 걸쳐 기본실험과 응용실험을 
병행 실시한다.

토양환경보전                      (3-3-0)

식물생육을 위한 배지로서 토양에 관한 화학
적, 물리적 및 미생물학적 모든 지식의 체계와 식
물체 구성에 필요한 수분을 보유하는 곳으로서의 
토양에 대한 제반 성질을 이해시킨다.

비료ㆍ식물영양학                  (3-3-0)

토양에서 성장하는 녹색식물의 영양소 급원인 
비료와 토양에서 식물이 영양소를 흡수하여 영양
을 유지하는 원리를 통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녹
색식물의 필수영양소, 흡수형태, 기능, 흡수원리, 
전달, 동화작용, 비료의 종류, 특성, 시용방법, 효
과, 작물생산원리, 관리방안, 환경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게 된다.

토양학 실험                       (1-0-3)

토양시료의 채취, 토성의 분류와 pH, CEC, 유
기물함량 등 일반적인 특성을 실험하며 토양중의 
필수성분을 비롯하여 중금속을 포함한 미량원소
의 분석을 통하여 토양연구의 기초를 익힌다. 

기기분석학 (3-3-0)

농업과학의 여러 분야 실험에서 이용되는 분석
기기들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응용범위 등을 다루
고 또 분석기기 이외의 측정기구 및 부대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케하여 실험의 수준
과 합리성을 향상시킨다.

유기화학실험                      (1-0-3)

유기용매의 물리적 특성 및 유기화학 반응과 
이론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것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제어 및 독성학                (3-3-0)

농약의 화학구조, 물리 화학적 성질, 화학반응 
합성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농약의 생화학적 독성
작용기작을 이해하고, 새로운 분자설계의 기초이론
과 농약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한다.

토양미생물 생태학                 (3-3-0)

토양미생물의 종류와 그 생리 및 화학, 생태, 
환경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비롯하여 토양중의 
물질 변화와 미생물과의 관계, 작물과 근권 미생
물과의 상호관계 등을 이해시킨다. 

경제작물학                        (3-3-0)

경제성이 뛰어난 식용, 약용, 초지용, 유지용, 
향료 및 향신료용 작물의 기원, 식물학적 특성, 
생리 및 생태, 재배법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비료ㆍ식물영양학 실험             (1-0-3)

비료ㆍ식물영양학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
으로 비료의 분석과 식물재배를 통해 실용적이며 
현장 중심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비료의 성분, 
비료의 효과, 시비 처방, 생육상황과 수량, 영양소 
결핍현상, 보고서 작성 기법 등을 익히게 된다.

잡초방제 및 이용                  (3-3-0)

잡초의 다양한 생리생태학적 특성 및 분포, 작
물-잡초간 상호관계를 이해한 후 다양한 경종적, 
물리적, 화학적, 종합적 방제법을 소개한다. 방제
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서 잡초의 이용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알아본다.

유해생물관리                      (3-3-0)

천적의 도입, 미생물의 이용 등 병ㆍ해충에 대
한 생물적 환경저항인자들의 합리적인 이용방안
과 그들의 종류 및 생활사 그리고 병ㆍ해충과의 
상호관계 등을 이해하고 종합적인 유해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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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한다.

기능성생물소재                    (3-3-0)

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생리활성물질 중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소재물질을 소개하고, 
이들의 생합성 과정 및 조절기작을 이해한다. 그
리고 기능성 생물소재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토양생화학                        (3-3-0)

토양권내에서의 유기, 무기 물질의 변화와 생
화학적 작용기작, 비료성분, 특히 질소의 생화학
적 변환, 식물성장과의 관계 그리고 부식물
(Humus)의 토양에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환경오염 및 복원                  (3-3-0)

환경, 오염물질의 종류와 특성, 폐기물 특성 및 
관리방안, 오염원의 이동과 동태, 토양-물-대기 오
염현상, 국내외 환경오염의 사례, 환경오염 감시, 
오염된 토양과 물의 복원기술 및 적용, 환경위해
성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배우게 된다. 

환경화학                          (3-3-0)

토양, 지표수, 지하수 및 대기 오염 현상에 대
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원리, 즉 환경에서 
무기-유기 오염물질의 이동과 분해원리, 수질 및 
평가항목, 토양 질 및 평가항목, 화학평형, 산화환
원반응, 흡착, 확산, 산성비, 산성광산배수, 유류이
동, 중금속 독성, 미생물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된다.

생물제어학 실험                   (1-0-3)

농약의 주성분 및 관련물질의 합성, 정제, 동정
과 주요농약의 제제분석, 독성작용, 각종분석기기
에 의한 정밀 잔류농약 분석법을 습득한다.

인턴쉽                            (2-0-2)

전공과 관련 있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실
무에 종사하며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접
목하는 실무형 교과목으로 3학년생 및 4학년생이 
대상이다. 3학년의 여름, 겨울방학과 4학년의 여
름방학기간 중 4주 동안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가
에게 직접 배우고 학점을 취득한다.

핵심취업전략 Ⅰ                   (2-2-0)

전공 관련 기업의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에 필요한 자료를 교수-학생이 1:1로 수집, 정리, 
분석 후 전략을 만드는 맞춤형 교과목이다.

잔류농약오염 및 관리               (3-3-0)

농약의 환경 중 동태와 비표적 생물에의 영향을 
탐구하며, 잔류 농약에 의한 농산물, 수질, 토양 
등의 오염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환경정보와 정밀농업 (2-2-0)

자원생물환경학과와 연관된 전공분야의 정보나 
자료를 수입하기 위한 각종 전산망 활용방법을 
습득하고, 이 방법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
한 최신 정보를 얻는다.

농생명 생물공학                   (3-3-0)

세포 및 조직배양기술, 유전자조작, 그리고 분
자조작 기법을 통하여 식물체의 유전적인 기술향
상을 위한 생물공학을 다룬다.

식물환경스트레스                  (3-3-0)

온도, 광, 염류, 수분, 토양 및 대기오염원 등이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환경스트레
스에 대한 식물의 내성기작을 이해한다.

생물환경경영                      (3-3-0)

환경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자연과 인간
에 미치는 유익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제, 공공 정책, 인류복지, 환경오염, 비용
효율성 분석 등에 관한 이론과 분석기법등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유기자원에너지시스템              (3-3-0)

농업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유
기성 폐기물 및 부산물이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
을 재활용할 경우 유기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발생현황과 양, 종류와 성상, 재활용기술, 
현장 적용기술, 환경에서의 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배우게 된다.

핵심취업전략 Ⅱ                   (2-2-0)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실
무형 자료정리 및 발표를 위한 최신의 기법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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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서 
및 발표물 작성, 발표요령을 습득하여 취업을 위
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농업경영학                        (3-3-0)

무역질서의 개혁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시
키기 위한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분과 의사결정
의 체계를 주지시키고, 경영관리의 이론과 기법을 
강의 한다.

환경기상학                        (3-3-0)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강
우, 기온, 온도, 일조와 일사, 바람 등 기상 인자
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상재해에 대하여 이해시
킨다.

천연물 화학                       (3-3-0)

동식물 및 미생물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의 
대사과정 및 대사조절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생리
활성물질의 특성과 산업적 용도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다룬다. 천연물화학에서 다루는 생리활성물
질은 phenolics, terpenoids, alkaloids, flavonoids로서 

대부분 동식물 및 미생물이 생산하는 2차대사산
물로 알려져 있다.

유기농업                          (2-2-0)

유기농업의 개념, 현황, 실천을 위한 국제규격, 
실천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농자재의 특성을 소
개한다. 

농생명이슈                        (2-2-0)

전공영역 중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학생이 1:1로 
심도있게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발표, 평가하
는 맞춤형 교과목이다.

환경생태학                        (3-3-0)

자연, 농업, 도시 생태계의 구조, 기능 및 특성, 
생태계구성 요소와 이에 미치는 환경요인 들 (빛, 
토양, 물, 미생물 등), 생태계 시스템에서의 생물
적-물리적-화학적 상호작용, 자연생태계와 농업생
태계의 상관관계, 생태계의 지속성 유지 및 전환 
방안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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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원경제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필 346003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전공기본+C 3-3-0

2-1 전선
346005

346011

346006

346027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농업경제사 (History of Agricultural Economics)

A+B

A+B

A+B

A+B

3-3-0

3-3-0

3-3-0

3-3-0

2-2 전선
346004

346007

346008

346048

농업경영학 (Farm Management)

농산물시장론 (Agricultural Marketing)

농업회계학 (Farm Accounting)

경제통계학 (Statistics for Economics)

A+C

A+C

A

A+B

3-3-0

3-3-0

3-3-0

3-3-0

3-1 전선

346009

346012

346014

346015

346040

346013

농업금융론 (Agricultural Finance)

토지경제학 (Land Economics)

농촌조사 및 실습 (Rural Survey and Practices)

생산경제학 (Production Economics)

농산물가격분석론 (Agricultural Price Analysis)

자원경제학 (Natural Resource Economics)

A+B

A+B

A+B

A+B

B

A+B

3-3-0

3-3-0

3-2-2

3-3-0

3-3-0

3-3-0

3-2 전선

346018

346050

346043

346047

346019

농업정책학 (Agricultural Policy)

자원정책(Resource Policy)

협동조합론 (Theory of Cooperative)

식품경제학 (Food Economics)

농촌사회학 (Rural Sociology)

A

A

B

B

A+B

3-3-0

3-3-0

3-3-0

3-3-0

3-3-0

4-1 전선
346042

346044

346045

346035

계량분석론 (Econometrics)

지역계획론 (Regional Planning)

농기업론 (Agribusiness)

농업투자분석론(Agricultural Investment Analysis)

A+B

B

A+C

A+B

3-3-0

3-3-0

3-3-0

3-3-0

4-2 전선

346024

346020

346039

346041

346051

농업발전론 (Agricultural Development)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cs)

농업경영분석론(Agricultural Management Analysis)

한국근대농업사 (Modern History of  Korean Agriculture)

소비경제학 (Consumer's Economics)

A+B

A+B

A+C

A+B

A

3-3-0

3-3-0

3-3-0

3-3-0

3-3-0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농생대 ‘농업전문경영전공’으로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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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16001
116002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경제․무역학부
경제․무역학부

111038
111024

수리경제학(Mathematical Economics)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경제학전공

376014 농업경영학(Agricultural  Management)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379038
379033

농업경영학(Agricultural  Management)
협동조합론(Theory of Cooperative)

원예학과

359018 협동조합론(Theory of Cooperative) 산림경영학전공

• 트랙B와 관련된 취업관련 권장과목

학(부)과 과    목    명

공통과목  헌법(행정학과), 행정법총론(행정학과), 행정학개론(사회대), 경제학개론
 (행정학과), 경제학원론(경영대)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재배학원론, 식용작물학Ⅰ․Ⅱ, 식물육종학, 식물생리학
응용생물학전공  식물병리학, 식물보호학, 해충학
분자생명공학  생화학, 분자생물학Ⅰ․Ⅱ

식물생명공학  종자공학, 식물생리학, 유전학
지역기반공학  농림측량학 및 실습, 토목시공학, 응용역학 및 연습 1

생물산업공학  농업동력학 및 실험, 농업기계학 및 실습
원예학과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작물영양학

자원생물환경학과  토양학, 생물제어학, 농업환경
농업자원경제학과  협동조합론, 농산물가격분석론

▶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육목표

본 학과는 국제화ㆍ정보화ㆍ지방화시대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 공급의 산실의 역
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21세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사회과학 분야로
서 일반 경영학, 경제학은 물론 통계학, 수
학, 컴퓨터를 통한 통계분석능력의 함양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현장실습이 
접목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
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과내에 통계 자
료실 및 전산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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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다 폭 넓고 고도의 실습과 분석이 가
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다양한 학문탐구를 통하여 강원도지역의 
농촌경제 및 사회분야, 자원활용 분야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지역 자연과 
자원을 보존,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본 학과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
업시 경제학사를 부여받고, 재학시 경영, 
경제, 통계 및 전산처리에 대한 공부를 폭
넓게 하기 때문에 행정 및 지역의 유관기
관, 생산자단체, 금융기관, 연구분야와 관련
업체, 고소득시대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및 해외유학 등 농업과 지역자원관련 인문
ㆍ자연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게 된다. 지
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역개발 및 행정
분야에서 조사연구, 기획, 분석, 능력을 발
휘하여 정책담당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농업경제학(Agricultural Economics)  (3-3-0)

농업경제학의 기본이론 강의와 농업, 농촌, 농
민문제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토의, 필요한 부분
에 대한 견학 및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농업 관
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와 함께 농업계 
고급인력의 사명의식을 고양시켜 한국농업의 발
전에 기여토록 한다.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3-3-0)

모든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미시경제이론
의 중급수준을 흥미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함. 이를 위해 현실세계의 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의식의 함양을 도모하고자 한다.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3-3-0)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기초개념과 경쟁력 일반
균형 속에서의 시장간의 관련성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경기변동
과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파악하여 실물부문과 금
융부문의 연계관계 속에서 개별산업의 발전방향
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리경제학(Mathematical Economics) (3-3-0)

경제학을 위한 수학적 방법론과 적용에 관한 
기초적인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제현
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한다.

농업경제사                          (3-3-0)

(History of Agricultural Economics)

농업경제사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학사적
인 의미를 조명함과 동시에 농업경제사를 통한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특성에 따른 농업경제학의 
위치와 그 역할을 연구함으로서 역사관과 철학에 
대한 시야를 갖게 된다.

농업경영학(Farm Management)    (3-3-0)

무역질서의 개혁에 대응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배분과 의사결정의 체
계를 주지시키고, 경영관리의 이론과 기법을 배우
고자한다.

농산물시장론(Agricultural Marketing) (3-3-0)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이것을 소비
하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흐름을 촉진하고, 
여기에 부수하는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서, 적품, 적소, 적시를 찾아 실현하는 것을 본질
적인 과제로 하여 이것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
게 절감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농업회계학(Farm Accounting)      (3-3-0)

농업경영에 있어 순수이익의 계산은 농업부기
의 기장결과에서 얻어지며, 이를 기초로 하여 농
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가능해진다. 이에 
본 강좌는 농업부기와 관련된 이론과 실습에 그 
목적을 둔다.

 
경제통계학(Statistics for Economics) (3-3-0)

각종 경제관계 기초통계 자료를 작성․가공하
고 분석하여 경제현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인구, 물가, 산
업, 무역, 국민소득 등의 실물경제에 관한 통계분
석 방법에 대해서도 실례예시와 조사 실습, 토의
를 통해 학습한다. 

농업금융론(Agricultural Finance)   (3-3-0)

농업금융론은 사회과학의 분야로서 일반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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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농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을 대상으로 하
는 학문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금융의 이론, 제도, 
역사,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토지경제학(Land Economics)       (3-3-0)

토지의 경제성 분석, 토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
향과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통해서 역사
적 변화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인 개념을 배우고
자한다.

농촌조사 및 실습                    (3-2-2)

(Rural Survey and Practices)

농가조사를 통한 농가경영실태, 농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농촌과의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농촌현실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생산경제학(Production Economics) (3-3-0)

생산경제론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
본, 노동력, 토지 및 관련자원의 사용에 선택원리
를 적용하는 경제학 분야의 일부분이라고 여겨지
면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본 
생산경제론은 경영자, 기업, 소비자들의 목표가 
어떠한 조건에서 최대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
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이것을 문제화하여 강의
한다.

농산물가격분석론                   (3-3-0)

(Agricultural Price Analysis)

농업의 성격이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상품 생산
적 영농성향을 짙게 나타내고 있어 거의 모든 농
산물의 상품화율도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본 강좌는 농산물가격에 대한 이론과 분석
기법을 강의하고자 한다.

자원경제학                        (3-3-0)

(Natural Resource Economics)

 희소한 자연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접근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이
론을 숙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정책학(Agricultural Policy)    (3-3-0)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농업

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 농업정책의 발상 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
업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농업정책의 기본
적인 이론은 물론 현재의 농업정책에 대한 고찰 
또는 전망 등을 광범위하게 습득하도록 한다.

자원정책(Resource Policy)      (3-3-0)

 자연자원, 에너지자원, 재생가능자원 및 폐기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시점간, 
세대간, 지역간 관점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효율성, 합리성 및 공평성을 추구하
는 정책 도출을 조명하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협동조합론(Theory of Cooperative) (3-3-0)

 WTO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 생산자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협동조합의 생성과 
그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강의, 토의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현 위치를 조명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식품경제학(Food Economics)      (3-3-0)

식품의 소비형태, 소비자의 행동, 소비의 변화
에 대한 경제적인 이론을 탐구하며 가격과 소비, 
선호와 소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계를 연구함
으로서 미래의 소비성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사회학(Rural Sociology)       (3-3-0)

동족집단 그리고 자연촌 등을 가축으로 한 농
촌사회학체계 등을 분석하여 촌락구조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하여 이촌락의 제유형, 신분계층
제, 촌락공동체론,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민
충의 분해, 기능집단과 농민의식 동향, 그리고 농
촌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농민생활의 파악을 주
된 과제로 한다.

계량분석론(Econometrics)         (3-3-0)

경제 분석에 있어 계량경제방법을 응용하는 기
초이론과 방법을 습득하는 사고의 틀과 실습을 
주된 내용하며 개별산업의 변동과 수요와 공급의 
분석에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는 의사결정의 시
초이론을 습득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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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론(Regional Planning)     (3-3-0)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중요
성이 증대됨으로써 본 강좌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이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농기업론(Agribusiness)            (3-3-0)

농기업론은 농업(Agriculture)과 비즈니스(Business)
의 합성어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전, 후방산업을 
하나의 틀로 보면서 각각의 부문이 공존하면서 발
전할 수 있는 개념과 실천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농업투자분석론                        (3-3-0)

(Agricultural Investment Analysis)

최근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하여 생산성
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과제
에 직면함에 따라 농축산경영의 투자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룸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
처하고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농업발전론(Agricultural Development) (3-3-0)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
고, 그 역할은 어떠하였으며, 현재 농업의 모습과 
미래의 농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3-3-0)

환경경제학은 자원의 이용, 발전 그리고 자연

의 보호를 위한 경제이론으로 기존의 자연과 환
경자원, 그리고 자연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에 이용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강의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농업경영분석론                    (3-3-0)

(Agricultural Management Analysis)

세계무역질서의 개혁에 대응하여 농업의 합리
적 경영을 교수함과 동시에 경영분석계획을 위한 
경영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
집과 분석 및 응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강의한다.

 
한국근대농업사                    (3-3-0)

(Modern History of Korean Agriculture) 

1945년 이후의 한국농업 역사를 연구하고, 도
시와 농촌사이에서 농업의 발전관계를 재조명하
고 농업사적으로 현 농업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소비경제학(Consumer's Economics)(3-3-0)

근년 생활자가 직면하고 있는 소비는 국내외적
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소
비경제학이란 재화의 직접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활자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인 사항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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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 공

동물생명시스템 공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동물식품응용과학과

동물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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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과학대학은 맞춤형 교육과정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대학 내 타 학과(전공)의 전

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가. 대학 공통교과목 (Track제로 운영)

  ◎ 동물생명과학대학은 진로계획에 따라 교과목 이수가 가능 하도록 트랙제로 공통교과목을 운영함.

  ◎ 각 학과(전공) 학생들은 “현장 창업형, 기업․취업형, 전문형”중에서 1개 트랙을 선택하여 3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함

□ Track제 교과목

  1) 현장 창업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 고

3-2 전선 340161
현장트랙 1(대가축)
(Field Track 1(Large Animal Practice))

B 3-0-6

3-2 전선 340162
현장트랙 2(중소가축)
(Field Track 2(Small Animal Practice))

B 3-0-6

3-2 전선 340163
현장트랙 3(특용가축)
(Field Track 3(Specialty Animal Practice))

B 3-0-6

4-1 전선 340164
현장트랙 4(축산식품)(Field Track 4(Animal 
Products Processing Practice))

B 3-0-6

4-1 전선 340152 벤처창업(Venture Establishment) B 3-0-6

현장트랙 1(대가축)

(Field Track 1(Large Animal Practice))(3-0-6)
한우, 젖소의 관련기관 및 현장실습을 통해 맞

춤형 인재양성에 적합한 실무기술을 습득한다. 

현장트랙 2(중소가축)

(Field Track 2(Small Animal Practice))(3-0-6)
양돈, 가금관련기관 및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

형 인재양성에 적합한 실무기술을 습득한다. 

현장트랙 3(특용가축)

(Field Track 3(Specialty Animal Practice))(3-0-6)

산양, 사슴, 양봉관련기관 및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에 적합한 실무기술을 습득한다. 

현장트랙 4(축산식품)

(Field Track 4(Animal Products Processing 
Practice))(3-0-6)

축산식품관련기관 및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에 적합한 실무기술을 습득한다. 

벤처창업(Venture Establishment) (3-2-2)

동물산업 벤처에 현장실습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합한 실무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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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 ․ 취업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 고

3-2 전선 340156
취업외국어(영어,일어 택1){Business Language
(1 Selective from English or Japanese)}

B 3-3-0

3-2 전선 340158
취업트랙 1(자격증)
(Industrial Track 1(Licence Acquisition))

B 3-3-0

4-1 전선 340064 축산경영학(Animal Business Management) B 3-3-0

4-1 전선 340159
취업트랙 2(선도능력)
(Industrial Track 2(Leadership))

B 3-3-0

4-1 전선 340160
취업트랙 3(산업연수)
(Industrial Track 3(Industry Practice))

B 3-0-6

4-2 전선 340157
취업준비(인턴, 입사, 해외연수 준비)
(Job Preparation(Intern, Oversea Experiences)

B 3-0-6

취업외국어(영어, 일어 택 1)(Business Language 

(1 Selective from English or Japanese))(3-3-0)

취업현장에서 사용하게 될 실무영어 및 실무일
본어를 관련 전공서적 및 저널을 통해 학습하며, 
기초회화능력을 배양한다.

취업트랙 1(자격증)

(Industrial Track 1(Licence Acquisition))(3-3-0)
동물산업관련분야에서 취득가능한 자격증별로 과

목별 준비를 위한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학습한다.

축산경영학

(Animal Business Management) (3-3-0)

농가컨설팅에 필요한 수준의 경영기법을 학습
하며, 사례중심으로 문제해결식으로 학습한다. 

취업트랙 2(선도능력)

(Industrial Track 2(Leadership)) (3-3-0)

동물산업 관련기관에서 요구되는 관리자수준의 
현장실무와 컨설턴트 수준의 능력을 배양한다.

취업트랙 3(산업연수)(Industrial Track 3 

(Industry Practice)) (3-0-6)

동물산업체에 인턴연수를 통해 실무를 체득함
으로써 현장요구형 능력을 배양한다.

취업준비(인턴, 입사, 해외연수 준비)

(Job Preparation(Intern, Oversea 

Experiences) (3-0-6)

개인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을 통
해 인턴제, 취업 및 해외연수에 대비한다.

  3) 전문형(대학원, 연구소)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 고

3-2 전선 340154 전문기기분석(Special Instrument Analysis) A 3-0-6

4-1 전선 340151 동물실험법(Animal Experimentation Methodology) A 3-3-0

4-1 전선 340153
자료분석연습(SAS, Excel 분석 등)
(Data Analysis Practice)

A 3-0-6

4-2 전선 340155 전문외국어(Scientific English) A 3-3-0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 (대학원 진학 등)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 ․ 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 (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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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기분석

(Special Instrument Analysis) (3-0-6)

국가 공인기관 인증제에 대비하여 분석요원수
준의 기기취급 및 분석능력을 학습한다.

동물실험법(Animal Experimentation 

Methodology) (3-3-0)

동물취급법 및 국제윤리규정에 준한 동물실험
법을 습득한다.

자료분석연습(SAS, Excel 분석 등)

(Data Analysis Practice) (3-0-6)

각종 동물실험결과의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학
습하여, 객관적인 논문자료구성 능력을 배양한다.

전문외국어(Scientific English) (3-3-0)

전문연구기관에서 사용하게 될 실무영어를 관
련 전공서적 및 저널을 통해 학습하며, 고급회화
를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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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자원학부(Division of Animal Life and Resources Science)

동물자원과학전공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40174 동물영양학(Animal Nutrition)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019
340181
340183

낙농학(Dairy Science)
생체평가학(Animal Evaluation)
유용동물학(Specific Animal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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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40169 동물사양학(Animal Feeding)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165
340166
340179
340024
340180

가금학(Poultry Science)
가축품종심사학(Animal Judgement)
반추영양학(Ruminant Nutrition Science)
비유학(Lactation Science)
사료자원학(Feed Resource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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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40168 동물번식학(Animal Reproduction)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170

340172
340173
340184

동물산업정보학
(Animal Industry Information Science)
동물생명과학실험(Animal Life Science and Lab)
동물생산학(Animal Production)
육우학(Beef Cattle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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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과

3-2

전필 340175 동물육종학(Animal Breeding)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167
340178
340182

동물관리학(Animal Management)
마학(Horse Science)
양돈학(Swine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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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40171
340176
340185

340187

동물산업종합실습(Animal Industry Practice)
동물종합실험 I(Animal Experiment I)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학
(Artificial Insemination and Embryo Transfer)
현장기초실습(Basic Major Field Practi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0-9
3-0-9
3-3-0

2-0-4

4-2 전선 340177
340186

동물종합실험 II(Animal Experiment II)
자료전산처리(Data Analysis)

전공기본
전공기본

3-0-9
3-2-2

※ 동물생명과학대학내의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 비고란에 타과로 표시된 교과목은 타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전공) 

학생은 수강할 수 없음 (다만, 교직과목이수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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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원과학전공 교육목표

동물자원과학전공의 교육목표는 동물자
원의 효과적인 생산에 응용되는 생명과학
과 관련된 학문을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하는 분야로서 동물육종, 번식, 영양, 
사양관리 및 유용동물학 등 응용과목의 교
수와 연구를 담당한다.

본 학과는 21세기 동물산업분야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산업현장에
서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자원과학전공 
분야를 졸업한 후에는 관련분야인 대학교
수, 공무원, 정부출연 및 대학/병원연구소의 
연구원 그리고 축산현장, 사료업계, 동물의
약품업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런 
분야의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수요가 창출
되고 있다 
동물영양학(Animal Nutrition) (3-3-0)

가축의 몸 구성성분에 따른 영양소요구량과 사
양표준에 대해 이해를 한 후 각종 가축에 있어서
의 차이점을 이해함

낙농학(Dairy Science) (3-3-0)

 낙농학의 학문영역과 낙농업의 산업적 구조를 
파악하고 전문용어의 습득과 이해에 필요한 수련
과 현장견학을 실시함

생체평가학(Animal Evaluation) (3-3-0)

성장 중인 동물의 산육특성을 정확히 평가하여 
적절한 사양관리에 응용하기 위한 최신기기의 적
용을 강의함

유용동물학

(Specific Animal Science) (3-3-0)

모피동물, 약용동물 및 애완동물 등의 경제성 
및 특징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유용한 동물을 연
구하고 이용하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강의함

동물사양학(Animal Feeding) (3-3-0)

각종 영양소의 종류, 소화 대사작용을 이해하
고 중요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사양원리의 이

해를 통하여 가축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
제 사양기술을 강의함

가금학(Poultry Science) (3-3-0)

가금 사육현황과 전망, 품종 및 선택, 부화 및 
육추요령, 사양 기준 및 기별 사양관리법, 특수 
관리 및 일반 관리, 가금사 및 부속 시설 등에 관
한 이론과 실제 기술을 강의함

가축품종심사학(Animal Judgement) (3-3-0)

가축에 대한 우량개체 선발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기술을 연마하여 가축개량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함

반추영양학

(Ruminant Nutrition Science) (3-3-0)

반추동물(소, 염소, 면양)의 영양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제1위의 미생물생리 및 대사과정을 
강의함 

비유학(Lactation Science) (3-3-0)

우유를 합성하고 분비시키는 유선조직의 성장
과 우유합성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유의 영양
적 가치를 높이고 산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
초방안을 학습, 토의함

사료자원학(Feed Resource Science)(3-3-0)

가축의 영양소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
적인 방법, 원료의 영양소함량, 영양가, 독성분 등
을 설명하고, 사료첨가제 및 기능성사료도 포함됨

동물번식학(Animal Reproduction) (3-3-0)

동물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현상의 하나인 번
식에 대하여 성의 본질에 관한 설명과 가축의 번
식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수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이해시킴 

동물산업정보학(Animal Industry Information 

Science) (3-3-0)

동물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
기위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법, 데이터관리방법 
및 분석방법에 관해 학습함

동물생명과학실험(Animal Life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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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2-0-4)

동물의 생체구조 및 대사를 이해하고 이에 대
한 응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강의함 

동물생산학(Animal Production) (3-3-0)

가축의 기원과 가축화의 역사 및 각종 가축의 
품종적 특징을 소개하며, 육용우, 유용우, 돼지 및 
가금의 번식․육종 그리고 비육의 과정에 있어서 
현상과 산육능력에 관해 강의함

육우학(Beef Cattle Science) (3-3-0)

고능력 육우를 생산하기 위한 유전․육종 및 영
양․사양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생산성이 우수한 
비육우를 생산하기 위한 송아지 관리, 육성우 관
리, 비육우 관리, 축사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전
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강의함

동물육종학(Animal Breeding) (3-3-0)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육종․개발의 의의를 설명
하고, 경제형질의 변이, 집단유전학의 기초, 축종
의 선발과 교배의 기초이론을 이해시킴

동물관리학(Animal Management) (3-3-0)

가축사양, 관리기술과 시스템, 각종 축사시설․
설비에 대해 가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가축의 행동과 스트레스, 생리와 면역기능, 생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마학(Horse Science) (3-3-0)

말의 품종, 개량, 육성, 사양, 관리, 경영 및 질
병 등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
도록 이론과 토의를 병행하며 강의함

양돈학(Swine Science) (3-3-0)

돼지의 품종, 개량, 육성, 사양, 관리, 경영 및 
질병에 대한 것을 이해한 후 양돈의 생산기술의 

영양개선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론과 실기
를 강의함

동물산업종합실습

(Animal Industry Practice) (3-0-9)

동물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실습을 통하여 습
득하도록 하게 함

동물종합실험I(Animal Experiment I) (3-0-9)

졸업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습득을 위
하여 논문 실험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지도 
실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학(Artificial 

Insemination and Embryo Transfer) (3-3-0)

가축정자의 생리 및 정액의 이화학적 성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가축정액의 채
취, 검사, 취급, 보존(액상보존 및 동결보존) 및 
정액주입 등의 기술과정의 이론 등을 강의함

현장기초실습

(Basic Major Field Practice) (2-0-4)

가축 및 포장의 작업을 체험시켜, 동물생산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킴

동물종합실험 II

(Animal Experiment II) (3-0-9)

졸업 논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습득을 위
하여 논문 실험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지도 
실시

자료전산처리(Data Analysis) (3-2-2)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의 이론과 실제를 생물
학에 적용하고 실험자료의 기초통계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인 실험설계와 분석방법을 실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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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시스템전공(Department of Animal Life Syste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40192
 동물생태환경과학
 (Animal Ec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094
340026
340197

 목축 문화론 (Pastoralism)
 반려동물학 (Companion Animal Science)
 사료 작물학 (Forage Crop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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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40199  생산체계학 (Animal Production System)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017
340196
340200
340202

 동물행동학 (Animal Behaviour)
 사료 분석학 및 실험 (Feed Analysis and Lab)
 야생동물학 (Wild Animal Science)
 초지학 (Grassland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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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40193  동물위생과 건강(Animal Hygiene and Health)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189

340194
340195
340100

 동물생명시스템의 이해 
 (Understanding of Animal Life System) 
 동물환경미생물학 (Animal Environmental Microbiology)
 사료 가공학 (Feed Processing Technology)
 수산동물 양식학 (Aquatic Animal Cultur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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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과

3-2

전필 340205  친환경 유기 축산 (Organic Animal Farming)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201
340204
340206

 초지 및 조사료 실습 (Grassland and Forage Practice)
 축산환경공학 (Livestock Environmental Engineering)
 폐자원이용학(Utilization of Waste Resource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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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40188

340190

340203

 동물레저학 및 실습
 (Animal Business Leisure and Practice) 
 동물생명시스템 종합실습 I
 (Lab and Practice I of Animal Life System)
 축산 법규 및 정책 (Animal and Feed Law)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3-0-9

3-3-0

4-2 전선
340207
340191

340198

 Agroforestry의 이해 (Understanding of Agroforestry)
 동물생명시스템 종합실습 II
 (Lab and Practice II of Animal Life System)
 산업체 실습 (Industrial Practi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0-9

2-0-4

※ 동물생명과학대학내의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 비고란에 타과로 표시된 교과목은 타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전공) 학

생은 수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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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생명시스템전공 교육목표

21세기 동물산업의 최대 목표는 동물, 환
경, 인간의 3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생명환경을 공하고 안전하고 건강
하게 동물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전공
은 동물자원과 그 생태계를 인간과 지구환
경을 위한 필연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속가능 미래학의 한 
영역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퓨전(fusion)
시대를 열어가는 학문으로서, 앞으로 사회
적 수요가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 목
표를 두고 있다. 특히 현장,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졸업 후 
농협, 축협, 시군농업기술센터, 국가 및 지
방공무원, 농수축산관련 연구소, 사료회사, 
유가공공장, 축산관련단체, 환경관련직종, 
축산컨설턴트, 축산코디네이터 등의 다양한 
길로 진출할 수 있다.

동물생태환경과학(Animal Ec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3-3-0)

동물생태환경과학은 복합학문으로서 대기․물․토
양․생물 등 자연생태환경과 동물과의 관계를 과학
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본 교과목은 모든 유
형의 생태환경 이슈를 탐구하고 동․생물체와 관련
된 환경현상을 다루며 복합생태환경체계의 실질
적 개념을 연구하는 강좌로서 동물과 관련된 생
물환경의 다양성, 환경 상호작용, 생태계의 기능,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 흐름, 자연생태 형성 및 변
화원리, 생물적․비생물적 환경인자에 대한 동물적
응,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성 분석 등
을 학습한다.

목축 문화론 (Pastoralism) (3-3-0)

축산을 우리 민족의 문화로 인식하고, 목축(축
산)의 이해를 도모한다. 우리 목축(축산)에 대한 
문화적인 뿌리를 문화(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고, 목축문화의 원류, 목축(축산)과 한민족
의 기원 및 기마민족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 축산을 단순히 자연과학이라는 기술적 관점
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적(설화, 풍속, 

역사, 지리 등) 관점에서 다양하게 교수한다.  또
한 이러한 문화적인 자료를 과학화하며, 목축의 
현대적 의미의 해석, 외국의 목축문화와 비교, 검
토하게 된다.

반려동물학

(Companion Animal Science) (3-3-0)

애견의 기원과 역사, 품종, 반려동물로서의 특
성을 이해하고, 영양소요구량, 소화생리학, 사료의 
종류별 특성, 사양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사료 작물학(Forage Crop Science) (3-3-0)

사료 작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
료작물의 재배, 관리 및 이용방법을 터득함으로써 
가축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생산체계학

(Animal Production System) (3-3-0)

물을 사육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자원, 
영양생리 및 환경조건 등을 동물의 ecosystem이라
는 측면에서 강의한다.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ur) (3-3-0)

동물의 일상에 있어서 각종 개체 행동의 의미, 
동물의 본질과 능력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과
학적인 동물의 심리를 추정할 수 있다.

사료 분석학 및 실험(Feed Analysis and 

Lab) (3-2-2)

사료의 영양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성
분, 미량물질 및 유기산 분석방법을 강의하며, 이
를 통해 사료적 가치를 검토하게 된다.

야생동물학(Wild Animal Science) (3-3-0)

야생동물의 생태, 관리 및 경제적 가치를 인지
하고 종의 유지 및 보호 차원에서의 환경학적 방
안에 대해 학습한다.

초지학(Grassland Science) (3-3-0)

목초류의 생리적, 사료적 특성을 이해하고, 초
지의 사료로서의 기능 및 공익적 기능을 파악하
여 초지조성 및 관리법 및 초지의 이용법을 습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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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과 건강

(Animal Hygiene and Health) (3-3-0)

동물위생과 건강학은 동물자체의 질병예방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의 관점에서 예방위생, 관리위
생, 환경위생, 방역, HACCP, 가축전염병, 인수공
통전염병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동물생명시스템의 이해(Understanding of 

Animal Life System) (3-3-0)

동물체의 발생에서부터 진화 그리고 축화에 이
르는 생태환경적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둠. 생명의 탄생, 물질의 순환, 동물의 사육에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강의한다.

동물환경미생물학(Animal Environmental 

Microbiology) (3-3-0)

본 과목은 환경의 균형유지, 오염자, 처리자로
서의 미생물의 역할과 기능 및 미생물의 활용 등
에 관한 학문으로서 미생물학적 제어를 통한 환
경오염의 복원과 예방, 미생물의 오염물질 분해현
상과 각각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과 이
러한 미생물의 성장특성, 영향인자와 상호연계성, 
폐기물․폐수 처리에 있어서 효소 및 미생물의 활
용 등을 학습한다.

사료 가공학

(Feed Processing Technology) (3-3-0)

사료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가공 방법의 개
요, 사료 공장에서 실제 시행 되는 사료 제조 공
정별, 개요, 주요 가공 시설, 가공의 효과에 대하
여 강의한다.

수산동물 양식학

(Aquatic Animal Culture) (3-3-0)

어류 (담수어, 해수어, 기수어), 갑각류 (새우), 
패류 (전복) 및 파충류 (자라, 개구리)의 생태, 사
육조건 및 양식기술을 이해하고 환경친화형 양식
방법을 탐구한다.

친환경․유기 축산

(Organic Animal Farming) (3-3-0)

동물자원의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성, 친 자연
성, 친 가축복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축산이나 유

기축산에 대하여 그 개념, 생산 방식, 기능과 목
표 품질평가와 인증에 대하여 강의한다.

초지 및 조사료 실습(Grassland and Forage 

Practice) (2-0-4)

목초류와 사료작물의 종류와 품종의 구분법 및 
재배방법을 실습하고, 목초류와 사료작물의 이용
방법을 실습 및 견학한다. 또한 목초류와 사료작
물의 견본 포장 조성을 실습한다. 

축산환경공학(Livestock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

축산환경공학은 동물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
을 위한 내 ․ 외부 환경제어 기술과 동물산업 유래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기술, 환경오염 방지기술, 환
경진단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본 
강좌에서는 환기 등의 축사환경제어 기술과 오염
물질 관리 기술, 악취제어 기술, 오․폐수 처리기
술, 폐기물 처리기술,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환경 바이오모니터링 기술, 생산성 향상 및 오염
물질발생 최소화와 오염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기술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폐자원이용학

(Utilization of Waste Resources) (3-3-0)

물질순환형(자원순환형) 동물산업체계 구축에 
기본이 되는 다양한 소스의 부산물 및 무․유기성 
폐자원의 이용기술과 재활용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본 강좌에서는 가축분뇨 등의 폐자원
으로부터의 유용자원 회수 및 이용기술과 차세대 
에너지인 hydrogen 가스 및 기타 biogas 생산기술, 
고단백 사료단백자원 생산기술, 완효성 유기비료
화 기술 및 물질순환형 처리기술 등에 관하여 학
습한다.

동물 레저학 및 실습(Animal Business 

Leisure and Practice) (3-2-2)

축산 amenity와 green tourism의 기능을 이해하
고 그 향상기술을 익히며, 가축(소/말)의 다양한 
기능과 잔디초지의 기능에 관하여 학습한다.

동물생명시스템 종합실습Ⅰ(Lab and 

Practice I of Animal Life System)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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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태계(지형, 토양, 기후, 공기, 식물, 미생
물, 강, 바다 등)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동
물(가축)사육에 따른 물질순환체계를 이해한다.   

축산 법규 및 정책

(Animal and Feed Law) (3-3-0)

축산행정 조직과 축산법 통칙, 축산 진흥법, 동
물 보호법, 가축위생, 축산물 검사, 초지법, 사료
관리법, 축산물 위생처리법 등을 강의한다.

Agroforestry의 이해

(Understanding of Agroforestry) (3-3-0)

Agroforestry(AG)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파악하
고 AG와 동물가축사육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친
환경 농림축산 연계의 AG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
며, AG에 관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자연 

환경(지역, 지형, 기후 등)에 적합한 AG 향상기술
에 관하여 학습한다. 

동물생명시스템 종합실습 Ⅱ(Lab and 

Practice II of Animal Life System) (3-0-9)

분뇨관리 및 방법, 악취방지 및 제거, 공기순환 
및 환기, 오․폐수 처리기술, 축사환경조절, 물리적․
화학적․생물학적 환경관리 등 동물환경관리 기술
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한다.

산업체 실습(Industrial Practice) (2-0-4)

동물 및 사료 관련 산업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
술에 대하여 pilot plant 및 산업현장에서의 실습 
및 견학, 산업체 전문인사의 특강을 통하여 산업
에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와 실제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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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식품 ․ 동물생명공학과군

(Recruiting Cluster for Dept of Animal Product and Food Science, Animal Biotechnology)

동물식품응용과학과(Department of Animal Product & Food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40108
340212

근육화학 (Muscle Chemistry) 
동물식품미생물학 (Microbiology in Animal Food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340113
340213
340118

근육화학실험 (Muscle Chemistry Lab)
동물식품미생물학실험(Microbiology Lab in Animal Foods)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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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40223 유화학 (Dairy Chemistry) 전공기본 3-3-0 부 필

전선
340117
340221
340222
340224

식육과학 (Meat Science)
식품부산물학 (Food By-products Science)
식품부산물학실험 (Food By-products Science Lab)
유화학실험 (Dairy Chemistry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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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40123 육가공학 (Meat Processing) 전공기본 3-3-0 부 필

전선

340217
340218

340125
340124

동물식품학 (Animal Foods)
생리활성물질학
(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 Science)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유가공학 (Dairy Techn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타학과

3-2 전선

340208
340216
340219

340135

가금식품학 (Egg and Poultry Food Science)
동물식품저장학 (Animal Food Preservation)
생리활성물질학실험 
(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 Science Lab)
육가공학실험 (Meat Processing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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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4-1 전선

340209
340210
340211
340214

340138

기능성동물식품학 (Functional Animal Food)
동물식품과산업 (Animal Food and Industry)
동물식품기계학 (Animal Food Machinery)
동물식품응용과학 종합실험 Ⅰ
(Animal Product & Food Science Lab Ⅰ)
수산식품학 (Aquatic Food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0-9

3-3-0

4-2 전선
340215

340220

동물식품응용과학 종합실험 Ⅱ
(Animal Product & Food Science Lab Ⅱ)
식품기능성검증학 (Bioactivity Validation Functional Foods)

전공기본

전공기본

3-0-9

3-3-0

※ 동물생명과학대학내의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 비고란에 타과로 표시된 교과목은 타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전공) 학

생은 수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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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식품응용과학과 교육목표

동물식품응용과학과는 우유, 고기, 동물
부산물과 같은 동물 자원을 이용하여 동물
성 식품의 생산․가공 기술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천연소재․생리활성물질과 기능성 식품
소재의 탐색과 응용 등 21세기 식품 분야
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
다. 동물성 식품 및 발효식품, 기능성 식품, 
생리활성물질 등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
로 동물성 식품 생산 현장 및 가공 현장실
습을 통한 실제 경험을 발판으로 산업현장
에서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변화된 식생
활 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물소재를 
통한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물질, 생리활성
물질, 천연소재 등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
력한다. 동물성 식품 분야에 이용 가능한 
생물자원의 개발, 산업적 가치가 높은 생리
활성물질 개발, 이를 토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 활
용 가능한 살아있는 학문 연구 활동의 토
대를 구축한다. 동물성 식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른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
촌 환경 보존을 위해  깨끗한 동물성 식품
산업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에 
유해한 동물성 식품폐기물과 기타 이용 후 
폐기되는 기능성 물질 및 생리활성물질 등
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철저히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힘쓴다.

근육화학(Muscle Chemistry) (3-3-0)

근육세포의 분화와 성장, 근원섬유단백질의 구
조와 기능, 근소포체 및 결합조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동물식품미생물학 

(Microbiology in Animal Foods) (3-3-0)

일반위생학을 기초로 하여 동물성 식품, 즉 우
유, 고기, 달걀과 관련된 위생학을 중점으로 다루
며, 부패 및 식중독, 폐수처리 미생물과 생균제 
제조 등을 강의 한다.

근육화학실험

(Muscle Chemistry Lab) (2-0-4)

근육의 일반성분, 근원섬유의 단백질의 분리, 
내인성 단백질분해 효소의 분리, 동정 및 형태 관
찰을 통해 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동물식품미생물학실험(Microbiology Lab in 

Animal Foods) (2-0-4)

동물식품미생물학 강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실
험을 행한다.

젖산균, 일반 부패균, 식중독균 등의 분리와 동
정, 순수배양법, 균수산정법 등을 실험한다.

식품화학(Food Chemistry) (3-3-0)

식품의 구성성분(수분, 탄수화물, 지질 및 단백
질 )의 종류 및 특성을 학습하며, 이러한 식품 성
분의 가공 및 저장 중의 변화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유화학(Dairy Chemistry) (3-3-0)

우유를 구성하고 있는 각 유성분에 대한 이화
학적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고 유제품 제조 및 각 
유성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식을 습득한다. 

식육과학 (Meat Science) (3-3-0)

근육이 식육으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대사적, 
구조적 변화와 도살 후의 환경적 조건과 취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식품부산물학

(Food By-products Science) (3-3-0)

가축을 도축 후, 고기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
하고 남는 나머지 부산물의 영양학적 가치는 물
론 식품으로 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의 이용
에 대하여 강의한다.

식품부산물학실험(Food By-products 

Science Lab)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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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산물 소재의 분리, 정제 및 생화학적 특
성 분석법을 실험한다. 

유화학실험(Dairy Chemistry Lab) (2-0-4)

우유와 유제품의 성분분석과 유성분의 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실험을 통하여 우유 및 유제품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증대시킨다.

육가공학(Meat Processing) (3-3-0)

소, 돼지, 닭 등 축육 동물의 도축 후 원료육을 
처리하여 여러 가지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기초적
인 지식에서 실제 가공 응용하는 지식까지 망라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용 원료의 기능성 파
악과 가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다.

동물식품학(Animal Foods) (3-3-0)

우유와 유제품, 식육과 육제품, 계란과 난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동물식품에 대한  종합
지식을 습득한다. 

생리활성물질학(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 Science) (3-3-0)

식품성분에 의한 생체조절기능을 이해하며, 생
리활성물질들이 어떤 생체조절 메카니즘으로 질
병의 예방과 억제활성을 가지는지 이해한다.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3-3-0)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그의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건
강 장해요인을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원리와 기술을 익힌다.

유가공학(Dairy Technology) (3-3-0)

시유, 크림, 버터, 아이스크림, 발효유, 치즈, 농
축유제품 및 건조유제품 등 모든 유제품의 특성
과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을 습득한다.

가금식품학

(Egg and Poultry Food Science) (3-3-0)

닭, 칠면조와 같은 가금육과 그들이 생산하는 
알을 포함한 가금식품에 대한 생산과정에서 처리 
및 가공, 유통과정에 이르기 까지 기초적인 이론
과 공정별 응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산업체와 
관계된 산지식을 습득.

동물식품저장학

(Animal Food Preservation) (3-3-0)

동물성 식품을 신선한 상태로 최종 소비단계에 
까지 저장하는데 있어서 식품의 품질변화에 미치
는 여러가지 화학적, 물리적 요인의 이해를 통해 
동물성 식품의 효율적인 저장 방법에 대하여 습
득한다.

생리활성물질학실험(Biologically Active 

Natural Products Science Lab) (2-0-4)

식품소재에 의한 생체조절기능을 이해하며, 이
러한 식품소재들의 기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분
석방법에 대하여 실험 ․ 실습한다.

육가공학실험

(Meat Processing Lab) (2-0-4)

식육의 이화학적 기본적인 특성과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등 가공제품의 제조 기술을 실제로 
실습을 통해 익히고 그 원리를 파악한다. 

기능성동물식품학

(Functional Animal Food) (3-3-0)

동물성식품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특성과 식품
성분에 대한 생체방어, 신체리듬의 조절, 질병 방
지와 회복 등과 관련 있는 동물성 식품 소재 및 
관련 소재에 대하여 이해한다.

동물식품과산업

(Animal Food and Industry) (3-3-0)

졸업 후 진로선택을 돕고자 축산식품 관련 분
야의 전문가나 종사 중인 동문을 초빙하여 강의
를 듣는다. 분야는 육가공, 유가공, 유통, 기능성
식품, 축산관련 바이오 산업분야, 외식업체  분야 
등을 포함한다.

동물식품기계학

(Animal Food Machinery) (3-3-0)

식품의 가공에 필요한 기계의 원리와 구조, 냉
동, 냉장, 농축, 건조, 균질, 분리 및 혼합 등의 기
초적인 공학개념에 대하여 습득한다.

동물식품응용과학 종합실험 Ⅰ(Animal 

Product & Food Science Lab Ⅰ)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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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분야의 각 주제별 실험
설계에서부터 실제 실험 및 결과의 도출 등 일련
의 과정을 교육한다.

수산식품학(Aquatic Foods) (3-3-0)

어육, 갑각류, 해조류 등 수산자원을 원료로 이
를 보존하고 유통, 가공하여 소비지까지 다루는 
학문으로 원료의 특성, 신선도 유지, 위생과 저장
성 증진, 가공기술 습득한다.

동물식품응용과학 종합실험 Ⅱ(Animal 

Product & Food Science Lab Ⅱ) (3-0-9)

동물성 식품과 관련된 분야의 각 주제별 실험
설계에서부터 실제 실험 및 결과의 도출 등 일련
의 과정을 교육한다.

식품기능성검증학(Bioactivity Validation 

Functional Foods) (3-3-0)

생리활성을 가지는 식품 소재들의 기능성을 검
증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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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공학과(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40225 기초게놈학 (Fundamental DNA Science)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226
340231
340232
340005

동물기초의학(Introduction of Animal Medicine)
동물세포공학(Animal Cell Biotechnology)
동물소재공학(Animal Material Engineering)
동물유전학(Animal Genetic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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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40243 실험동물의학(Laboratory Animal Medicine)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234
340235
340089
340238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사료생물공학(Feed Biotechnology)
생명정보실험(Experimental Molecular Marker)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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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40025 동물내분비학(Animal Endocrinology)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227
340239
340241
340242

동물생명공학개론(Introduction of Animal Biotechnology)
생물공정실험(Experiments of Biological Processing)
생물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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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학과

3-2

전필 340233 발생공학(Developmental Biotechnology)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340230

340245
340246

동물생체활성물질학
(Science of Animal Bioactive Substances)
의생명실험실습(Life-Medicine Lab and Practice)
초자원바이오공학(Forage Biotechn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2-0-4
3-3-0

4-1 전선
340228

340237
340244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Ⅰ
(Animal Biotechnology Basic Science Lab Ⅰ)
생명단백질공학(Protein Biotechnology)
유전 및 발생공학실험
(Experimental Genetics and Embryotechn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0-9

3-3-0
2-0-4

4-2 전선
340229

340236
340240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Ⅱ
(Animal Biotechnology Basic Science Lab Ⅱ)
분자 진화학(Molecular Evolution)
생물산업체실습(Practice in Bio-Indu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0-9

3-3-0
2-0-4

※ 동물생명과학대학내의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 비고란에 타과로 표시된 교과목은 타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본 학과(전공) 학

생은 수강할 수 없음.

▶ 동물생명공학과 교육목표

동물생명공학과는 동물자원에 기반을 둔 
산업분야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추구하
는 생명과학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것으
로 예측되므로 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학과는 동물자원을 비롯한 생명

자원의 기능개발 및 이용성 증대, 그리고 
생명공학의 첨단기법을 이용한 물질생산기
술의 개발 등을 통하여 동물생명공학의 기
초분야와 유전공학, 동물소재공학, 동물복
제, 형질전환동물의 생산, 이종간 장기이식
동물생산 기술, 줄기세포이용기술등의 첨단
학문과 신기술을 융합시켜 고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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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교육, 양성하고
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재 개설된 교과목의 운영은 기초 및 응용 
양면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실
험실습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능력의 함
양과 실질적인 응용능력의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초게놈학

(Fundamental DNA Science) (3-3-0)

DNA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능을 규명하여 
생명의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문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동물기초의학

(Introduction of Animal Medicine) (3-3-0)

동물에 관련된 질병과 치료방법을 이해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 및 의학에 활용하
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동물세포공학

(Animal Cell Biotechnology) (3-3-0)

동물세포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습득
하고, 세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체의 동물생산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동물소재공학

(Animal Material Engineering) (3-3-0)

동물성 소재를 인용하여 이들 구성단백질의 특
성 및 이용 방안, 그리고 식물로부터 추출 가능한 
유용성분의 축산관련 이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동물유전학(Animal Genetics) (3-3-0)

동물의 유전원리를 이해하고 유전현상과 그 특
징을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유전 물질의 
실체, 그 유전자의 작용, 같은 형질의 유전양식, 
유전현상의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실험동물의학

(Laboratory Animal Medicine) (3-3-0)

생의학(biomedical) 연구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쓰이는 특수동물인 실험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동물실험과 실험동물, 동
물자원의 새로운 활용, 동물실험 윤리 및 법률, 
실험동물의 생물학적 특징, 취급방법, 질병, 영양
과 실험 결과, 실험 절차, 안락사 등을 강의한다.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3-3-0)

동물세포의 중요분자물질의 기능과 유전자 발
현작용, DNA복제 작용 및 호르몬, 수용체 작용에 
의한 세포성장 분화작용의 원리를 강의한다.

분자유전학(Molecular Genetics) (3-3-0)

동물생명공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주요 분자 
현상을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 이해하고 그 분자
적 기작을 새로운 유전현상의 설계 및 창출에 응
용하고자 한다.

사료생물공학(Feed Biotechnology) (3-3-0)

사료생물공학관련 학문을 바탕으로 한 사료 신
물질의 규명, 추출, 신생산과 사료내 물질을 이용
한 동물생산, 생명현상의 이해, 기능성유용동물자
원의 제어와 생산등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한다.

생명정보실험

(Experimental Molecular Marker) (2-0-4)

실험을 통하여 직접 DNA 및 RNA등을 관찰하
고 생물체에 따른 게놈의 차이를 이해하고 강의
한다.

동물내분비학

(Animal Endocrinology) (3-3-0)

동물내분비학은 호르몬, 성장인자, 근접 또는 
자가 분비 작용인자들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다루
며, 호르몬의 생합성, 각 호르몬의 역할 및 호르
몬 수용체에 의한 생리조절 작용의 원리 등을 중
심으로 강의한다.

동물생명공학개론(Introduction of Animal 

Biotechnology) (3-3-0)

동물생명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
히고 생명원리와 기능을 파악하여 추후 관련된 
동물생명공학 과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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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정실험(Experiments of Biological 

Processing) (2-0-4)

생물재료의 생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생물 의약
품과 건강 기능성 의료식품 소재 생산을 위한 생
물공정에 대한 이론 및 실험을 실시한다.

생물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3-3-0)

유용외래유전자를 이용한 동,식물의 품종개량 
및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로운 동,식물 생산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한다.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3-3-0)

생물체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서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분석방법
을 학습한다.

발생공학

(Developmental Biotechnology) (3-3-0)

발생과정의 메카니즘을 이용한 응용기술로서 
성판별, 복제개체생산, 형질전환동물생산등의 발
생공학적기법에 관하여 강의한다.

동물생체활성물질학(Science of Animal 

Bioactive Substances) (3-3-0)

동물의 생체활성에 관계하는 물질의 중요성과 
생체활성물질의 종류, 기능, 실험동물을 이용한 
생체 활성물질의 탐색 및 응용방법에 관하여 학
습한다.

의생명실험실습(Life-Medicine Lab and 

Practice) (2-0-4)

실험적 연구방법론으로 동물실험에 관계되는 
기본지식을 다룬다. 또한 질병의 발생,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과 실험동물의 조작법과 
가축으로의 응용을 위한 실험방법의 원리를 강의 
한다.

초자원바이오공학

(Forage Biotechnology) (3-3-0)

동물생명과 관련된 초자원의 생물공학적인 이
용법을 강의하고, 유전자 이식등 바이오공학과 관
련된 기술과 이론을 습득한다.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I(Animal Biotechnology 

Basic Science Lab I) (3-0-9)

동물생명공학에 관련된 실험을 통하여 이론수
업에서 습득된 지식을 연결함으로서 동물생명공
학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생명단백질공학

(Protein Biotechnology) (3-3-0)

생명단백질공학은 유전자를 계획적으로 변화시
킴으로써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 및 
관련 물리학적 요소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의 기능을 산업적수요 혹은 생명의학
과 관련된 분야에 부합토록 개선 또는 향상시키
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단백질의 분자적 설계에 
이르게 하는 학문이다.

유전 및 발생공학 실험(Experimental 

Genetics and Biotechnology) (2-0-4)

동물의 유전현상과 발생공학에 관련된 기본개
념의 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유전인자의 성공적인 
cloning을 위한 실험전략 및 유전자의 확인, 분리, 
검색방법과 문제점 등을 직접 실험을 통하여 실
습한다.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II(Animal Biotechnology 

Basic Science Lab II) (3-0-9)

동물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이해하
고 실험을 통하여 터득함으로써 기업이나 연구현
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
록 한다.

분자진화학(Molecular Evolution) (3-3-0)

생물체의 진화를 DNA, RNA 및 단백질 등의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종의 계통발생에 대해 강의한다.

생물산업체실습

(Practice in Bio-Industry) (2-0-4)

첨단 생명산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실습
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지식에 대한 현장 
적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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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대학

디자인학과
비주얼디자인 공

인더스트리얼디자인 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공

미술학과
한국화 공

서양화 공

조소 공

공 공

음악학과
성악 공

피아노 공

악 공

작곡 공

무용학과
한국무용 공

발 공

무용 공

영상문화학과

스토리텔링학과



－ 304 －

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Design)

비주얼디자인전공(Visual Communication Desig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251001
251033

디자인드로잉 Ⅰ(Design Drawing Ⅰ)
평면조형 Ⅰ(Two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3
2-0-3

부선
부선

전선 251037
251035

도형기하학(Descriptive Geometry & Drawing)
입체조형 Ⅰ(Three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0-3

1-2

전필 251030 디자인드로잉 Ⅱ(Design Drawing Ⅱ) 전공기본 2-0-3 부선

전선
251038
251034
251036

디자인개론(Introduction to Design)
평면조형 Ⅱ(Two Dimensional Practice Ⅱ)
입체조형 Ⅱ(Three Dimensional Practice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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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52045
251039

비쥬얼 디자인 Ⅰ(Visual Design Ⅰ) 
디자인 잉글리쉬 Ⅰ(Design English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1
251031
251043
251025
252046
252047

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발상과 표현(Conception & Expression)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디자인 색채학(Color of Design)
캐릭터 디자인(Character Design) 
프린팅 프로세스(Printing Process)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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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52048
251040

비쥬얼 디자인 Ⅱ(Visual Design Ⅱ) 
디자인 잉글리쉬 Ⅱ(Design English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4
251042
251016
251013
252049
252050

포토그래피(Photography)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컴퓨터디자인 Ⅰ(Computer Design Ⅰ)
디지털 편집 디자인 Ⅰ(Digital Editorial Design Ⅰ)
기초 일러스트레이션(Fundamental of Illustration)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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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252060 아이덴티티디자인 Ⅰ(Identity Design Ⅰ)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5
251045
252051
252052
252027
252053

컴퓨터디자인 Ⅱ(Computer Design Ⅱ)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
일러스트레이션 Ⅰ(Illustration Ⅰ)
패키지 디자인 Ⅰ(Package Design Ⅰ)
환경그래픽 Ⅰ(Environmental Design Ⅰ)
디지털 편집 디자인 Ⅱ(Digital Editorial Design Ⅱ)

전공기본
A

전공기본
A
A
A

2-1-2
2-2-0
2-1-2
2-1-2
2-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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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52054 아이덴티티디자인 Ⅱ(Identity Design Ⅱ)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8
251046
252035
252055
252031
252056
252057

소비자 행동론(Theory of Consumer Behavior)
정보 컨텐츠 기획(Information Contents Planning)
환경그래픽 Ⅱ(Environmental Design Ⅱ)
패키지디자인 Ⅱ(Package Design Ⅱ)
광고디자인 Ⅰ(Advertising Design Ⅰ)
일러스트레이션 Ⅱ(Illustration Ⅱ)
유니버셜 시각 디자인(Universal Design)

A
A
A
A
A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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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51019
251047
252058
252039
252059

졸업연구 Ⅰ(Study of Graduation Ⅰ)
포트폴리오(Portfolio)
커뮤니케이션디자인 Ⅰ(Communication Design Ⅰ)
광고디자인 Ⅱ(Advertising Design Ⅱ)
영상 광고디자인(Film Advertising Design)

전공기본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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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선

4-2 전선
251021
251048
251060

졸업연구 Ⅱ(Study of Graduation Ⅱ)
현장실습(Internship)
커뮤니케이션디자인 Ⅱ(Communication Design Ⅱ)

전공기본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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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선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디자인학과 교육목표

비주얼디자인전공

산업구조의 다양한 확산은 디자인이라는 
문화의 과학적인 발전으로 본래의 목적이 
마무리 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
며, 이것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 필연적인 
현상으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디자인은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을 조형
적이며 과학적이고 기능주의적으로 디자인
하고 이를 조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
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발전적 행위가 이
루어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은 이제 빠르게 발전되
어 가고 있는 생활 문화적 시각에서 과학
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문화
적 행위이다. 이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디
자인의 기초적 활용과 조형연습에 큰 비중
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응용디자인 실

기와 이론적 학습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눈앞으로 다가온 컴퓨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 디자인 교육에도 열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산/학 연계성
을 위해 현장학습을 중요시하며 디자인 현
장의 실무관리자들을 통한 초빙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
이 졸업후 각 기업체의 광고, 홍보 부서, 
전문 광고 회사, 디자인 연구소 등의 현장
에서 각자가 독자적 활동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
자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디
자이너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디자인드로잉 Ⅰ                   (2-0-3)

(Design Drawing Ⅰ) 

소묘의 간계적인 기법을 통해 관찰, 제작하여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내는 능력을 개발하고 디
자인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표현능력을 기른
다.



－ 306 －

평면조형Ⅰ                        (2-0-3)

(Two Dimensional Practice Ⅰ) 

평면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
고, 여러 가지 평면적인 재료들을 이해하고 평면 
공간 안에서 조화를 찾는다. 평면의 종이 안에 여
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평면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운다.

도형기하학                        (2-1-2)

(Descriptive Geometry & Drawing) 

새로운 대상을 상대로 다양한 조형과 기능을 
창출하는 산업디자이너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평면 또는 3차원의 입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위한 
평면도법 및 입체도학을 숙지하는데 교육의 목표
를 두고 있다.

입체조형 Ⅰ                       (2-0-3)

(Three Dimensional Practice Ⅰ)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형
의 문제와 조형을 통한 인간의 형태 심리학적 반
응을 실제적인 실기를 통하여 접근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할 조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형식원리를 이해하는데 있다.

디자인드로잉 Ⅱ                   (2-0-3)

(Design Drawing Ⅱ) 

정밀묘사와 단계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객관적
이고 사실적인 묘사력의 technique을 기르고  재
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디자인 활용에 필요로 하
는 기초적인 기법을 개발 습득하도록 연구한다.

디자인개론                        (2-2-0)

(Introduction to Design) 

산업혁명 이후의 디자인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며, 미학적인 개념의 발전과정과 사회,  정치적 
변수와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평면조형 Ⅱ                       (2-0-3)

(Two Dimensional Practice Ⅱ) 

각종 조형 장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조
형개념과 2차원적의 조형(평명조형)에 있어 기본
적인 능력을 효율적으로 익히는데 목표를 둔다.

입체조형 Ⅱ                       (2-0-3)

(Three Dimensional Practice Ⅱ) 

현대예술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담지하고 있
는 가 등의 현대미술 및 현대문화와 동의어인 이
미지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제반 문제를 주로 미
술형식을 중심으로 살피며 조형의 생상과 수용의 
일반적 원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디자인 잉글리쉬 Ⅰ,Ⅱ             (2-2-0)

(Design English Ⅰ,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한 영어능력 배양
  - 영문 Webpage,서적등을 통한 최신 정보 수

용능력 향상
  - 디자인 용어는 대부분이 영어, 정확한 이해

력으로 디자인 개념정립
  - 각종 Software 사용시 영문메뉴와 매뉴얼에 

대한 자신감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 (2-2-0)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디자인 경영의 중요
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디자인 경영은 디자
인 경영은 디자이너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자인의경영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
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디자인색채학(Color of Design)     (2-2-0)

디자인의 색채 응용에 있어서 색채는 보다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색채간의 상호 작용을 
시각적으로 인식시키므로 색의 세계에서 색채의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색에 대한 체계적 기능을 배우고자 한다.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2-2-0)

산업혁명 이후의 디자인의 발전과정을 고찰하
여 미학적 개념의 발전과정과 사회 정치적 변수
와의 사오간성을 파악한다.

포토그래피 (Photography)         (2-1-2)

사진의 역사 및 카메라의 구조 및 악세사리 장
비의 주조 및 원리를 이해하고 사진기술 이론 및 
촬영기법을 습득함을 돕고자 한다.

소비자 행동론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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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Consumer Behavior)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
대방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
이션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강의는 복잡 
다 난 한 소비자 행동 론의 이론을 나열 식으로 
소개하기보다는 Visual Communication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본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실증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실습(Internship)               (3-0-3)

디자인과정을 현장위주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과 습득과 사회의 실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와 활용, 방법론 숙지로 실무 수
행 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
적이 있다.

졸업연구 Ⅰ,Ⅱ                    (3-1-3)

(Study of Graduation Ⅰ,Ⅱ)

전학년도까지 습득한 디자인 매체별 창작력과 
표현방법을 종합함으로서 디자인의 실제 응용력
을 배양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디자이너로 
양성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기를 고수함.

포트폴리오(Portfolio)              (2-2-0)

프리젠테이션의 개념파악과 프리젠테이션 하는 
방법의 숙지를 목표로 하여 Case study를 실시하
도록 한다.

정보 컨텐츠 기획                  (2-2-0)

(Information Contents Planning)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컴퓨터 기반 전자 
기기나 통신 장비들의 디자인은 외부 형태의 결
정에 있어서 인간공학에 기초한 기능성의 강조만
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무형의 정보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게 되었다. 제품에 담기게 될 정보
를 기획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체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이나 
제품 디자인의 개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쥬얼디자인 Ⅰ(Visual Design Ⅰ) (2-1-2)

시각정보화 시대에 보다 효과적이고 기능적이 
시각전달의 본질을 이해시킨다. 다양한 시각 디자
인의 자료 수집을 통하여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
로 시각화 하고 접근하고 능력을 기르는데 본 교

과목의 목표를 둔다..

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2-1-2)

한글의 모음과 자음의 기본구조를 좀더 깊게 
파악하고 글자 하나하나의 형태감각을 훈련함으
로써 시각언어로서의 문자표현 능력을 습득하게
끔 한다.

발상과표현                        (2-1-2)

(Conception & Expression)

Brainstorming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생각을 종
이위에 표현하고,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
되고, 체계화되어진 작품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배
운다.

컴퓨터 그래픽스                   (2-1-2)

(Computer Graphics)

컴퓨터 그랙픽스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
하며 자유로운 이미지의 편집을 목표로 한다. 편
집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종류
와 색상표현을 이해함과 동시에 드로잉을 겸한 
이미지 제작과 합성과정을 익혀 웹광고 및 디자
인의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캐릭터 디자인(Character Design)   (2-1-2)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캐릭터 사업이다.

캐릭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인기캐릭터들
의 성향과 상품화 되어진 것들을 비교해보며, 또
한 직접 캐릭터를 제작해 봄으로써 상품화되기까
지의 과정을 경험한다.

프린팅 프로세스(Printing Process) (2-1-2)

인쇄의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
쇄원고제작기법을 고수함으로써 시각디자인의 복
제를 위한 실제적 Final Artwork를 갖게 된다.

비쥬얼디자인 Ⅱ(Visual Design Ⅱ) (2-1-2)

시각디자인의 응용 편으로서 신문광고디자인의 
기초를 습득하며 포스터 매체 디자인에 있어 표
현의 컨셉과 기법을 상호적으로 이해하도록 고수
한다.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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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디자인이나, 영상에 있어서 Type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성에 맞는 폰트의 선택
과 제작에 관하여 심도 학습을 한다.

컴퓨터디자인 Ⅰ                   (2-1-2)

(Computer Design Ⅰ) 

2D프로그램을 통한 2차원 그래픽과 3D프로그
램을 통한 3차원 그래픽의 이해 및 이를 응용한 
멀티미디어의 이해 및 응용력을 습득하고자 함.

디지털 편집 디자인 Ⅰ             (2-1-2)

(Digital Editorial Design Ⅰ)

편집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자료
수집에 따른 기초적 지식을 습득 후 간단한 편집
디자인을 연구함으로서 제작과정의 공정 및 인쇄
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기초 일러스트레이션               (2-1-2)

(Fundamental of Illustration)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주된 Motive가 되는 일러
스트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기법과 재료를 
연구하여 실제효용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발전시
켜 봄으로써 개인의 감각과 Technique을 향상시키
도록 한다.

아이덴티티디자인 Ⅰ               (2-1-2)

(Identity Design Ⅰ) 

BI(Brand ldentity)의 개념, 과정, 조직, 방법론 
등을 이론강의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며, 실제 사
례의 연구를 통하여 BI의 창조적이고도 합리적 
표현을 위한 접근방법을 터득하도록 한다.

컴퓨터디자인 Ⅱ                   (2-1-2)

(Computer Design Ⅱ)

2D프로그램을 통한 2차원 그래픽과 3D프로그
램을 통한 3차원 그래픽의 이해 및 이를 응용한 
멀티미디어의 이해 및 응용력을 습득하고자 함.

일러스트레이션 Ⅰ(Illustration Ⅰ)  (2-1-2)

디자인적 개념과 회화적요소를 바탕으로 한 현
대적인 일러스레이션의 기법과 창의적인 표현력
을 기른다.

패키지디자인Ⅰ(Package DesignⅠ) (2-1-2)

포장의 기능을 기본으로 한 포장디자인을 구조
적으로 인식시키고 이의 표면디자인을 마케팅과 
관련지어 학습시킨다.

환경그래픽 Ⅰ                     (2-1-2)

(Environmental Design Ⅰ)

색채가 인간정서에 미치는 심리적, 감성적 측
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색채와 형태를 분석
하고 인간생활에 쾌적한 시간적 만족을 주는 디
자인 능력을 기른다

디지털 편집 디자인 Ⅱ             (2-1-2)

(Digital Editorial Design Ⅱ) 

편집 및 인쇄과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편집디자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Illust, Lay-out, 
Photo 등 다양한 디자인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

아이덴티티디자인 Ⅱ               (2-1-2)

(Identity Design Ⅱ) 

인쇄매체의 광고표현에 관한 제작방법 및 기술
을 습득케 하여 Process를 정확히 인지시키도록 
한다

환경그래픽 Ⅱ                     (2-1-2)

(Environmental Design Ⅱ)

색채가 인간정서에 미치는 심리적, 감성적 측
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색채와 형태를 분석
하고 인간생활에 쾌적한 시간적 만족을 주는 디
자인 능력을 기른다.

패키지디자인 Ⅱ                   (2-1-2)

(Package Design Ⅱ)

단순개념의 포장이 아닌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
시키고 일상생활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장 소재, 포장기능, 포장 형태를 중심으로 
마케팅 측면에서의 포장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 시킨다

광고디자인 Ⅰ                     (2-1-2)

(Advertising Design Ⅰ)

광고디자인을 Media별로 분석 Group Study형식
으로 이론과 표현실기를 학습하여 광고디자인 분
야의 사회적 적응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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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Ⅱ(Illustration Ⅱ)  (2-1-2)

디자인과 회화의 요소가 Motive가 되어 장르시
대에 요구되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발상과 표
현기법을 개발하고 창조적 구상과 의미전달을 위
한 표현상의 사상을 기르고 재료를 연구하며 개
개인의 감각과 Technique을 향상시켜 작품으로 발
전시킨다.

유니버셜 시각 디자인              (2-1-2)

(Universal Design) 

유니버셜 디자인의 이해와 앞으로의 노령화 사
회에 대비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시각적 측면에서 
연구하여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 Ⅰ             (3-1-2)

(Communication Design 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다
양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자료 수집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범주를 실습하여 
기초능력을 기르는데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광고디자인 Ⅱ                     (2-1-2)

(Advertising Design Ⅱ)

광고디자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현장과의 
연관성 있는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영상 광고디자인                  (2-1-2)

(Film Advertising Design) 

영상디자인에 대한 이론 정립과 영상작품의 실 
제작을 통해 사회 및 직장에서의 적용능력과 경
쟁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 Ⅱ             (3-1-2)

(Communication Design Ⅱ)

인쇄매체의 광고표현에 관한 제작방법 및 기술
을 습득케 하여  Process를 정확히 숙지시킨 후 
보다 넓은 응용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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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Industrial Desig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251001

251035

디자인드로잉 Ⅰ(Design Drawing Ⅰ)

입체조형 Ⅰ(Three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3

2-0-3

부선
부선

전선 251037

251033

도형기하학(Descriptive Geometry & Drawing)

평면조형 Ⅰ(Two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0-3

1-2

전필 251030 디자인드로잉 Ⅱ(Design Drawing Ⅱ) 전공기본 2-0-3 부선

전선
251038

251034

251036

디자인개론(Introduction to Design)

평면조형 Ⅱ(Two Dimensional Practice Ⅱ)

입체조형 Ⅱ(Three Dimensional Practice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2-2-0

2-0-3

2-0-3 부선

2-1

전필 253045

251039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디자인 잉글리쉬 Ⅰ(Design English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1

251031

251043

251025

253046

253047

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발상과 표현(Conception & Expression)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디자인 색채학(Color of Design)

디자인과 재료(Design & Material) 

스케치 렌더링(Sketch Rendering)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2-1-2

2-1-2

2-1-2

2-2-0

2-1-2

2-1-2

2-2

전필 253032

251040

구조디자인(Structure & Design)

디자인 잉글리쉬 Ⅱ(Design English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4

251042

251016

251013

253048

253027

포토그래피(Photography)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컴퓨터디자인 Ⅰ(Computer Design Ⅰ)

제품 렌더링(Product Rendering Technique)

디자인 제도(Technical Drawing)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2-1-2

2-1-2

2-2-0

2-1-2

2-1-2

2-1-2

3-1

전필 253057 제품 의미 디자인(Product Semantics)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5

251045

253025

253024

253015

253049

컴퓨터디자인 Ⅱ(Computer Design Ⅱ)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

응용렌더링(Product Rendering Technique)

운송기기 디자인 Ⅰ(Transportation Design Ⅰ)

실내디자인 Ⅰ(Interior Design Ⅰ)

제품디자인 방법론(Theory of Design Method)

전공기본
A

전공기본
A

A

전공기본

2-1-2

2-2-0

2-1-2

2-1-2

2-1-2

2-1-2



－ 311 －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53050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8

251046

253051

253039

253034

253016

253052

소비자 행동론(Theory of Consumer Behavior)

정보 컨텐츠 기획(Information Contents Planning)

환경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실내디자인 Ⅱ(Interior Design Ⅱ)

운송기기 디자인 Ⅱ(Transportation Design Ⅱ)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

유니버셜 제품 디자인 Ⅰ(Universal Product Design Ⅰ)

A

A

A

A

A

A

A

2-2-0

2-2-0

2-1-2

2-1-2

2-1-2

2-1-2

3-1-2

4-1 전선

251019

251047

253053

253054

253055

졸업연구 Ⅰ(Study of Graduation Ⅰ)

포트폴리오(Portfolio)

유니버셜 제품디자인 Ⅱ(Universal Product Design Ⅱ)

전시디자인(Display Design)

인터페이스디자인 Ⅰ(Interface Design Ⅰ)

전공기본
A

A

A

A

3-1-3

2-2-0

3-1-2

2-1-2

2-1-2

부선

4-2 전선
251021

251048

253056

졸업연구 Ⅱ(Study of Graduation Ⅱ)

현장실습(Internship)

인터페이스디자인 Ⅱ(Interface Design Ⅱ)

전공기본
A

A

3-1-3

3-0-3

2-1-2

부선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디자인학과 교육목표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현대인의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에 견인
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업 디자인 분야
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처
해있는 환경과 문화의 재정립을 근간으로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인 다양한 욕구에 새
롭고 바람직한 해결점의 끊임없는 모색을 
추구하는 진지함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생산이념을 기본으
로 물질문명과 인간과의 재 관계에 충실한 
교감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구하여 국제적 
상품전쟁 속에서 우리의 상품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능
을 토대로 시장 니드(needs)파악을 통한 굿 
디자인 창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공업디자인 교육의 합리적인 좌표로는 
철저한 디자인 관계이론과 기초 조형실습
을 토대로 공학적 측면(재료, 메커니즘, 다
량생산 등)에서의 합리적 해결능력과 예술, 
과학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
여 실현 가능하도록 학교와 기업간의 산학
연계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인류문화 창출에 보다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
성하는데 있다.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2-1-2)

인간의 생활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
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능을 이해하여 새로운 
제품의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인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찰과 생활전반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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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2-1-2)

한글의 모음과 자음의 기본구조를 좀더 깊게 
파악하고 글자 하나하나의 형태감각을 훈련함으
로써 시각언어로서의 문자표현 능력을 습득하게
끔 한다.

발상과 표현                        (2-1-2)

(Conception & Expression)

Brainstorming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생각을 종
이위에 표현하고,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
되고, 체계화되어진 작품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배
운다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2-1-2)

컴퓨터그래픽스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컴퓨터그래픽스의 역사,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과 원리,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 래스터그래픽스
와 벡터그래픽스의 원리, 컴퓨터 컬러의 이해, 아
스키(ASCII)코드와 서체, 파일포맷 등 가장 기본
적인 컴퓨터그래픽스의 제반 원리를 이해한다.

디자인과 재료(Design & Material)   (2-1-2)

디자인분야에서 활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특성
을 이해하고 재료의 특성을 조형인자로 파악하여 
형태와  구조와의 상관성을 탐구한다.

스케치 렌더링(Sketch Rendering)   (2-1-2)

제품 디자인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매우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서 초기단계의 스케치 과정에서부터 
Final Rendering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법을 숙
지하도록 한다.

구조 디자인(Structure & Design)  (2-1-2)

구조 디자인 학습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외부 형태 디자인의 
도출을 구조체의 조직적인 조형미에 초점을 맞추
어 제안하는 방법과 둘째, 인간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조물의 역학적 원리를 새롭게 
제안하는 수업으로서 형태 디자인에 있어서 구조
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2-1-2)

현대의 디자인이나, 영상에 있어서 Type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성에 맞는 폰트의 선택
과 제작에 관하여 심도 학습을 한다.

컴퓨터디자인 Ⅰ                  (2-1-2)

(Computer Design Ⅰ)

2차원 컴퓨터 그랙픽스의 기초적인 개념인 래
스터그래픽스와 벡터그래픽스의 원리와 응용 프
로그램의 사용법을 학습한다. 가장 대표적인 포토
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툴 메뉴와 기능을 파악하
고, 드로잉을 겸한 이미지 제작과 합성과정을 익
힌다. 편집 프로그램인 쿽엑스프레스을 사용하여 
전자출판 시스템의 원리를 파악한다.

제품렌더링                        (2-1-2)

(Product Rendering Technique)

산업디자인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매우 중요한 표현
기법으로서 초기단계의 스케치 과정에서부터 
Final Rendering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법을 숙
지하도록 한다.

디자인 제도(Technical Drawing)    (2-1-2)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객수적으로 요구되는 2D, 
3D 작도법을 이해하고, 양산을 위한 제작도를 숙
지하도록 한다. 

제품 의미 디자인(Product Semantics) (2-1-2)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제품의 컨셉과 형태의 
제안을 상징적인 메타포(Metaphor)를 통해서 제안
함으로서 제품의 정서적 기능과 감성적 호소력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이해한다. 

컴퓨터디자인Ⅱ(Computer Design Ⅱ) (2-1-2)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기법을 학습한다. 제품 
디자인의 다양한 3차원 모델링 기법, 모델링 데이
터의 이미지 매핑과 프러시저럴 텍스춰링 기법, 
패쓰 애니메이션과 키프레임의 원리, 다양한 시뮬
레이션 기법 그리고 이를 응용한 멀티미디어의 
이해 및 프리젠테이션 응용력을 학습한다.

응용 렌더링                       (2-1-2)

(Product Rendering Technique) 

창의력 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며, 
여러 단계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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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기법들을 빠르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운송기기 디자인 Ⅰ               (2-1-2)

(Transportation Design Ⅰ) 

운송기기디자인에 관련된 기초 전문지식을 익
히게 하며, 다양한 제품계획의 개념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발방법과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이
고 개성 있는 디자인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내 디자인 Ⅰ(Interior Design Ⅰ)  (2-1-2)

실내디자인 및 전시공간의 문제점을 설정하여 
공간구성, 기초설계, Presentation능력 및 방법을 
익히고, 실기를 통해서 각 Project의 성격, 기능 , 
Concept에 따라 실제적인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품 디자인 방법론               (2-1-2)

(Theory of Design Methods)

제품 디자인 방법론은 철학적 개념의 배경과 
실무적 방법론의 학습에 중점을 둔다. 디자인의 
철학적 개념의 학습은 창조성의 원리에 대한 이
해에서부터 디자인의 컨셉 추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탐구한다. 실무적 방법론에서는 일반적
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학습과 시장 중심의 디자
인 전개 방법으로 시장분석(Marketing Research), 
사용자 요구 분석(Uesr Needs), 제품의 포지셔닝
(positioning)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학
습한다.

그린 디자인(Green Design)        (2-1-2)

자연환경과 연계한 친환경 디자인의 프로세스
를 숙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제품의 Life Cycle
과 연계된 Reusing design등의 방법론을 이해한다.

환경 디자인(Environmental Design) (2-1-2)

입체조형으로부터 확대하여 공간조형으로 발전
시켜 입체조형과 공간조형의 상관성을 연구하고 
기존의 모델공간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인간과 사
용환경과의 제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디자인적 차원에서
의 새로운 모색을 실시하여 적용토록 유도한다.

실내 디자인 Ⅱ(Interior Design Ⅱ)  (2-1-2)

실내디자인은 건축의 내부공간을 사용목적에 
따라 가능적 심미적으로 실내공간에 계획하는 것
과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전시기법 및 연출
계획을 전시공간에 계획하는 것으로 각자 설정한 
공간에 따라 공간구성, 기초설계, Presentation능력 
및 방법을 익히고 실기를 통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갖도록 유도한다.

운송기기 디자인 Ⅱ               (2-1-2)

(Transportation Design Ⅱ) 

운송기기 디자인에 관련된 기초 전문지식을 익
히게 하며, 다양한 제품계획의 개념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개발방법과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이
고 개성 있는 디자인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      (2-1-2)

사용자(User)의 Human Scale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사용물(Product)과 사용자 사이의 
제반 관계를 탐구하여, 제품 디자인의 물리적 특
성을 인간공학의 측면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태 
컨셉을 제안하도록 한다.

유니버셜 제품 디자인 Ⅰ          (3-1-2)

(Universal Product Design Ⅰ)

초세대적 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성에 대한 분석을 제품
은 물론 환경전반과 연계하여 연구토록 한다. 사
용자와 인공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용성에 입각
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

유니버셜 제품디자인 Ⅱ           (3-1-2)

(Universal Product Design Ⅱ) 

초세대적 디자인 개념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용성에 대한 분석을 제품
은 물론 환경전반과 연계하여 연구토록 한다. 사
용자와 인공물과의 유니버설 디자인과의 상관성
을 깊이 있게 연구토록 하여 전략(戰略)상품 개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사고(思考)를 확장하도록 한다.

전시 디자인(Display Design)      (2-1-2)

전시 디자인의 기본 요소를 이해하고 전시 공
간과 전시 내용물의 상관성 및 관람자와 Mak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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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Desplay 
방법론을 숙지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Ⅰ              (2-1-2)

(Interface Design Ⅰ)

정보의 집약화와 네트웍화가 가속화되는 정보
화 사회에 있어서 단일 제품의 독립적인 물리적
인 기능은 갈수록 비중이 약해지고, 제품이 갖는 
정보 콘텐츠의 구조와 효율적인 사용성, 사용자와
의 인터렉티비티(interactivity), 정보의 조작성이 반
영된 제품의 외부 형태 디자인 등이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하며, 본 강좌는 이에 대해서 인지 심리학
과 GUI에 입각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인터페이
스 디자인의 실제를 탐구한다.

현장실습(Internship)               (3-0-3)

디자인과정을 현장위주의 연구 및 실습과정을 

통해 실무 감각과 습득과 사회의 실무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구와 활용, 방법론 숙지로 실무 수
행 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목
적이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Ⅱ              (2-1-2)

(Interface Design Ⅱ)

정보의 집약화와 네트웍화가 가속화되는 정보
화 사회에 있어서 단일 제품의 독립적인 물리적
인 기능은 갈수록 비중이 약해지고, 제품이 갖는 
정보 콘텐츠의 구조와 효율적인 사용성, 사용자와
의 인터렉티비티(interactivity), 정보의 조작성이 반
영된 제품의 외부 형태 디자인 등이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한다. 본 강좌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정
보를 구조화하는 방법론과 사용자의 조작성에 중
점을 두고 정보와 제품 형태의 상관성을 파악하
여 디자인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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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Digital Desig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251001

251033

디자인드로잉 Ⅰ(Design Drawing Ⅰ)

평면조형 Ⅰ(Two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3

2-0-3

부선
부선

전선 251037

251035

도형기하학(Descriptive Geometry & Drawing)

입체조형 Ⅰ(Three Dimensional Practic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0-3

1-2

전필 251030 디자인드로잉 Ⅱ(Design Drawing Ⅱ) 전공기본 2-0-3 부선

전선
251038

251034

251036

디자인개론(Introduction to Design)

평면조형 Ⅱ(Two Dimensional Practice Ⅱ)

입체조형 Ⅱ(Three Dimensional Practice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2-2-0

2-0-3

2-0-3

부선

2-1

전필 254019

251039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Digital Interface Design)

디자인 잉글리쉬 Ⅰ(Design English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1

251031

251043

251025

254020

254021

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발상과 표현(Conception & Expression)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디자인 색채학(Color of Design)

기초 시각 디자인(Fundamental of Visual Design) 

영상표현(Motion Pictures Expression)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2-1-2

2-1-2

2-1-2

2-2-0

2-1-2

2-1-2

2-2

전필 254022

251040

디지털 영상디자인(Digital Motion Graphic Design)

디자인 잉글리쉬 Ⅱ(Design English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1-2

2-2-0

부선

전선

251044

251042

251016

251013

254023

254024

포토그래피(Photography)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디자인사(History of Design)

컴퓨터디자인 Ⅰ(Computer Design Ⅰ)

인터렉티브 디자인 Ⅰ(Interactive Design Ⅰ)

시각디자인(Visual Design for Computer Art)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2-1-2

2-1-2

2-2-0

2-1-2

2-1-2

2-1-2

3-1

전필 254025 모션 그래픽스 Ⅰ(Motion Graphics Ⅰ)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5

251045

254026

254027

254028

254029

컴퓨터디자인 Ⅱ(Computer Design Ⅱ)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

인터렉티브 디자인 Ⅱ(Interactive Design Ⅱ)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Digital Illustration)

3D 모델링 Ⅰ(3D Modeling Ⅰ)

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

전공기본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2-1-2

2-2-0

2-1-2

2-1-2

2-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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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54030 모션그래픽스 Ⅱ(Motion Graphics Ⅱ) 전공기본 2-1-2 부선

전선

251018

251046

254031

254032

254033

254034

254035

소비자 행동론(Theory of Consumer Behavior)

정보 컨텐츠 기획(Information Contents Planning)

3D 모델링 Ⅱ(3D Modeling Ⅱ)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Interactive Animation)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Digital Media Design)

캐릭터 애니메이션 (Character Animation)

미디어 아트(Media Art)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2-2-0

2-2-0

2-1-2

2-1-2

2-1-2

2-1-2

2-1-2

4-1 전선

251019

251047

254036

254037

254038

졸업연구 Ⅰ(Study of Graduation Ⅰ)

포트폴리오(Portfolio)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Ⅰ(Animation Project Ⅰ)

비쥬얼 이펙트(Visual FX)

TV 프로젝트(TV Project)

전공기본
A

A

A

A

3-1-3

2-2-0

3-1-2

2-1-2

2-1-2

부선

4-2 전선
251021

251048

254039

졸업연구 Ⅱ(Study of Graduation Ⅱ)

현장실습(Internship)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Ⅱ(Animation Project Ⅱ)

전공기본
A

A

3-1-3

3-0-3

3-1-2

부선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디자인학과 교육목표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어질 정
도로 우리의 현대 사회는 급격한 구조변화
를 겪고 있다. 기존의 포괄적인 ‘디자인’이
라는 용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세분화 
되어지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
지털에도 디자인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핸드폰에서 영화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무
수한 디지털 영상과 인터랙티브 디자인 속
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정지
되어진 시각적인 요소에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함으로서 영상디자인이 태동하기 시작
하였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속도가 가속되어가
는 시점에서 디지털 디자인 분야는 가장 
중요한 미래의 사회적 수요층을 형성해 갈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전공은 영상 디자인
과 3D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디자인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디자이너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무와 기획능력을 겸
비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 (2-1-2)

(Digital Interface Design)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매체의 인터페이스에 대
한 중요성이 확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상호 교감(Interaction)을 위한 효율적인 
인터페이스의 디자인과 제작에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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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 그래피 Ⅰ(Typography Ⅰ)   (2-1-2)

기초적인 타이포 그라피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
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타이포 그라피에 대해 
개념의 창출과 제작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미디어
에 어울리는 타이포 그라피를 창출해낸다.
 

발상과 표현                       (2-1-2)

(Conception & Expression) 

Brainstorming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생각을 종
이위에 표현하고,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
되고, 체계화되어진 작품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배
운다.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2-1-2)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하고, 
포토샾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그래픽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표현방법을 배운다.

기초시각디자인                    (2-1-2)

(Fundamental of Visual Design)

기술에만 의존하기 간과되기 쉬운 디자인 기초
적인 시각디자인 이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제적
인 실습을 통해 시각 디자인의 기초에 관해서 배
운다.

영상표현(Motion Pictures Expression) (2-1-2)

자신이 생각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상
을 통하여 표현하는 수업이다.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화 하여 다시 재창조하는 수업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표현물을 완성하는 능력 배양한다. 영상
을 어떻게 표현하여야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습득한다.

디지털 영상디자인                  (2-1-2)

(Digital Motion Graphic Design) 

영상디자인에 대한 이론 정립과 영상작품의 실
제제작을 통해 영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용
능력과 영상미학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이포그래피 Ⅱ(Typography Ⅱ)  (2-1-2)

현대의 디자인이나, 영상에 있어서 Type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성에 맞는 폰트의 선택
과 제작에 관하여 심도 학습을 한다.

컴퓨터디자인Ⅰ(Computer Design Ⅰ) (2-1-2)

Flash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제작과 
HTML과의 상호 연동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터렉티브 디자인 Ⅰ              (2-1-2)

(Interactive Design Ⅰ) 

Web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분
석 능력을 배양하고, 제작을 통하여 Web에 대한 
실무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시각디자인                         (2-1-2)

(Visual Design for Computer Art)

기초적인 시각 디자인에서 벗어나 영상디자인
을 위한 화면 구성 능력을 심화된 시각디자인을 
통해서 실습한다.

모션 그래픽스 Ⅰ                   (2-1-2)

(Motion Graphics Ⅰ)

2D Design의 정적인 개념에 시간에 따른 공간
의 움직임과 사운드를 응용한 모션그래픽의 정의
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한다.

컴퓨터디자인Ⅱ(Computer Design Ⅱ) (2-1-2)

Flash의 고급사용법에 대한 이해와 제작 능력
을 갖추고,Internet상에서 HTML과의 연동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한다. 

인터렉티브 디자인 Ⅱ               (2-1-2)

(Interactive Design Ⅱ)

HCI(Human Computer Interactive)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컨셉의 방향설정에 대해 배우고, 
Web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배
운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2-1-2)

(Digital Illustration)

수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지털 후반작업을 통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3D 모델링 Ⅰ(3D Modeling Ⅰ)     (2-1-2)

3D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고,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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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디자인(Sound Design)       (2-1-2)

영상과 사운드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비디오
의 싱크로합성, 효과음의 삽입 등 영상사운드의 
프리덕션과 음향 디지털 포스트 프리덕션의 기술 
같은 특수음향기법등을 습득한다.

모션그래픽스 Ⅱ(Motion Graphics Ⅱ) (2-1-2)

모션그래픽스 I 에서배운 기초에서 벗어나 응
용의 범위를 넓히고, 실무의 예제와 과제를 통한 
실습을 통하여 실무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정보 컨텐츠 기획                   (2-2-0)

(Information Contents Planning)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
에 있어서 기획능력을 배양한다.

3D 모델링 Ⅱ(3D Modeling Ⅱ)     (2-1-2)

3D 모델링 1에서 배운 기초 모델링에서 벗어
나 자신이 디자인한 캐릭터를 3D 캐릭터로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인터렉티브 애니메이션              (2-1-2)

(Interactive Animation)

One Way 적인 전달방식의 애니메이션에서 사
용자와 교감할 수 있는 응용애니메이션의 기획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한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2-1-2)

(Digital Media Design)

미디어로써 표현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디어의 종류 및 표현 방법에 대
하여 이해한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Ⅰ               (2-1-2)

(Character Animation Ⅰ)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
고, 3D 프로그램을 사용한 Keyframe에 대한 이해
와 상호 보간 방법을 통한 동작의 움직임을 이해 
및 제작한다. 

미디어 아트(Media Art)             (2-1-2)

현대사회의 문화, 어떻게 보면 차가운 디지털
의 세계를 인간적인 따뜻한 예술의 세계로 승화 
시키는 예술가적 정신 육성 및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Ⅰ             (3-1-2)

(Animation Project Ⅰ) 

팀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프리 프로덕션과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서 애니메이션의 제
작과정의 기초에 대하여 실습한다.

비쥬얼 이펙트(Visual FX)           (2-1-2)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에서 쓰이는 특수효과
의 구현 원리 및 효과적인 사용에 대하여 이해하
고 제작을 통하여 응용함으로서 실무능력을 배양
한다. 

TV 프로젝트(TV Project)           (2-1-2)

팀 프로젝트 위주의 제작실습 수업으로서 방송
사에서 제작되어지는 방송의 과정에 대하여 이해
하고,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Ⅱ             (3-1-2)

(Animation Project Ⅱ) 

애니메이션 프로젝트1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지
는 수업으로 프로덕션과정과 포스트 프로덕션 과
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제작함으로서 전반적인 애
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작 능력
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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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

한국화전공(Korean Paint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262001
261041
261046
261034
261999

기초한국화 Ⅰ(Basic Korean Painting Ⅰ)
드로잉 Ⅰ(Drawing Ⅰ)
캐릭터디자인 Ⅰ(Character Design Ⅰ)
미학개론(Introduction to Aesthetics)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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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1-2 전선

262006
261047
261042
261035
263061
261999

기초한국화 Ⅱ(Basic Korean Painting Ⅱ)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미술해부학(Anatomy for Art)
색채학(Theory of color)
소묘(Dessin)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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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1 전선

262011
262061

261008
261043
261999

한국화실기 Ⅰ(Korean Painting Ⅰ)
현대문인화
(Modern Painting in the literary artist's style)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드로잉 Ⅱ(Drawing Ⅱ)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2-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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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262018 한국화실기 Ⅱ(Korean Painting Ⅱ) 전공기본 2-1-2 부필

전선

262056
261037
261013
261014
261048

261999

채색화기법(Korean Color Painting Technique)
컴퓨터드로잉(Computer Drawing)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미술재료학(Learning Art Material)
환경미술연구 평면
(Study of Environment Art in Plane)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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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3-1

전필
262024
262062

한국화실기 Ⅲ(Korean Painting Ⅲ)
현대한국화연구 Ⅰ
(Study of Modern Korean Painting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2027
262068
261017
261049
262063
261018
261999

한국화기법 Ⅰ(Korean Painting Technique Ⅰ)
한국화사생(Korean Painting Sketching)
현대미술론(Theory of Modern Art)
특수표현기법(Technique of Special Expression)
서예(Calligraphy)
판화Ⅰ(Printing Ⅰ)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A

2-0-4
2-1-2
2-2-0
2-0-4
2-1-2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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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62033

262064

한국화실기 Ⅳ(Korean Painting Ⅳ)

현대한국화연구Ⅱ
(Study of Modern Korean Painting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2034

262065

262057

261026

261050

261999

한국화기법Ⅱ(Korean Painting Technique Ⅱ)

전각(Study of Sealing)

동양미술사(History of Oriental Art)

원서강독(Reading Foreign Texts)

창작워크숍 Ⅰ(Workshop for art Creation Ⅰ)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2-0-4

2-1-2

2-2-0

2-2-0

2-0-4

1-0-2

4-1

전필
262042

262066

한국화실기 Ⅴ(Korean Painting Ⅴ)

한국화졸업연구Ⅰ
(Study of Korean Painting for Graduation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2046

262060

261038

261051

261999

한국화기법 Ⅲ(Korean Painting Technique Ⅲ)

동양화론(Theory of Oriental Painting)

조형예술론(Theory of Form and Plastic)

창작워크숍 Ⅱ(Workshop for art Creation Ⅱ)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2-0-4

2-2-0

3-3-0

2-0-4

1-0-2

4-2

전필
262048

262067

한국화실기Ⅵ(Korean Painting Ⅵ)

한국화졸업연구Ⅱ
(Study 0f Korean Painting Graduation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2052

261039

261045

261999

한국화기법 Ⅳ(Korean Painting Technique Ⅳ)

감상 및 비평연습
(Seminar in Appreciation and Criticism)

예술행정(Art Administration)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2-0-4

3-3-0

3-3-0

1-0-2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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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263001

263006

263057

263055

263028

263035

263047

263053

264001

264006

264011

264060

261053

264061

264028

264035

264047

264053

264059

264057

264058

265001

265006

261054

265063

261052

265057

265011

265027

265034

265046

265052

265058

265056

기초서양화Ⅰ
기초서양화Ⅱ

수채화
모델링 기법
서양화기법Ⅰ
서양화기법Ⅱ
서양화기법Ⅲ
서양화기법Ⅳ
기초조소Ⅰ
기초조소Ⅱ
조소실기Ⅰ
조형기법Ⅰ

환경미술연구입체
조형기법Ⅱ
조소기법Ⅰ
조소기법Ⅱ
조소기법Ⅲ
조소기법Ⅳ

조소론
조형Ⅰ
조형Ⅱ

기초공예Ⅰ
기초공예Ⅱ

캐릭터디자인Ⅱ
입체조형기법
클레이모델링

염색
공예실기Ⅰ
공예기법Ⅰ
공예기법Ⅱ
공예기법Ⅲ
공예기법Ⅳ

공예론
도자기

미술학과

251044 포토그래픽스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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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전공(Western Painting)

학년학기 구분 교과목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구  분 비고

1-1 전선

263001
261041
261046
261034
261999

기초서양화 Ⅰ(Basic Western Painting Ⅰ)
드로잉 Ⅰ(Drawing Ⅰ)
캐릭터디자인 Ⅰ(Character Design Ⅰ)
미학개론(Introduction to Aesthetics)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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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1-2 전선

263006
261047
261042
261035
263061
261999

기초서양화 Ⅱ(Basic Western Painting Ⅱ)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미술해부학(Anatomy for Art)
색채학(Theory of color)
소묘 (Dessin)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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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1 전선

263011
263057
261008
261043
261999

서양화실기 Ⅰ(Western Painting Ⅰ)
수채화(Water Color Painting)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드로잉 Ⅱ(Drawing Ⅱ)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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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263018 서양화실기Ⅱ(Western Painting Ⅱ) 전공기본 2-1-2 부필

전선

263055
261037
261013
261014
261048

261052
261999

모델링기법 (Modeling Technique)
컴퓨터드로잉(Computer Drawing)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미술재료학(Learning Art Material)
환경미술연구 평면
(Study of Environment Art in Plane)
클레이모델링(Clay Modeling)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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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1-0-2

3-1

전필
263025
263062

서양화실기 Ⅲ(Western Painting Ⅲ)
현대서양화연구Ⅰ
(Study of Modern Western Painting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3028
261017
261049
261018
261999

서양화기법 Ⅰ(Western Painting Technique Ⅰ)
현대미술론(Theory of Modern Art)
특수표현기법(Technique of Special Expression)
판화Ⅰ(Printing Ⅰ)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2-0-4
2-2-0
2-0-4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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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63034
263063

서양화실기 Ⅳ(Western Painting Ⅳ)
현대서양화연구Ⅱ
(Study of Modern Western Painting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3035
261022
261026
261050
262057
261999

서양화기법Ⅱ(Western Painting Technique Ⅱ)
판화Ⅱ(Printing Ⅱ)
원서강독(Reading Foreign Texts)
창작워크숍 Ⅰ(Workshop for art Creation Ⅰ)
동양미술사(History of Oriental Art)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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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63043
263064

서양화실기 Ⅴ(Western Painting Ⅴ)
서양화졸업연구Ⅰ
(Study of Western Painting for Graduation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3047
263059
263038
263058
261051
261999

서양화기법 Ⅲ(Western Painting Technique Ⅲ)
서양화론(Theory of Western Painting)
조형예술론(Theory of Plastic)
판화 Ⅲ(Printing Ⅲ)
창작워크숍Ⅱ(Workshop for art Creation Ⅱ)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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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263049
263065

서양화실기Ⅵ(Western Painting Ⅵ)
서양화졸업연구Ⅱ
(Study of Western Painting for Graduation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3053
261039

261045
263060
261999

서양화기법 Ⅳ(Western Painting Technique Ⅳ)
감상 및 비평연습
(Seminar in Appreciation and Criticism)
예술행정(Art Administration)
판화 Ⅳ(Printing Ⅳ)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2-0-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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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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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262001
262006
262011
262061
262056
262063
262060
262027
262034
262046
262052
261053
262065
264001
264006
264001
264060
264061
264028
264035
264047
264053
264059
264057
264058
265001
265006
265011
261054
265063
261052
265057
265011
265027
265034
265046
265052
265058
265056
262068

기초한국화Ⅰ
기초한국화Ⅱ
한국화실기Ⅰ
현대문인화 
채색화기법

서예
동양화론

한국화기법Ⅰ
한국화기법Ⅱ
한국화기법Ⅲ
한국화기법Ⅳ

환경미술연구 입체
전각

기초조소Ⅰ
기초조소Ⅱ
조소실기Ⅰ
조형기법Ⅰ
조형기법Ⅱ
조소기법Ⅰ
조소기법Ⅱ
조소기법Ⅲ
조소기법Ⅳ

조소론
조형Ⅰ
조형Ⅱ

기초공예Ⅰ
기초공예Ⅱ
공예실기Ⅰ

캐릭터디자인Ⅱ
입체조형기법
클레이모델링

염색
공예실기Ⅰ
공예기법Ⅰ
공예기법Ⅱ
공예기법Ⅲ
공예기법Ⅳ

공예론
도자기

한국화사생

미술학과

251044 포토그래픽스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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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전공(Sculp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264001
261041
261046
261034
261999

기초조소 Ⅰ(Basic Sculpture Ⅰ)
드로잉 Ⅰ(Drawing Ⅰ)
캐릭터디자인 Ⅰ(Character Design Ⅰ)
미학개론(Introduction to Aesthetics)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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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1-2 전선

264006
261047
261042
261035
263061
261999

기초조소 Ⅱ(Basic Sculpture Ⅱ)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미술해부학(Anatomy for Art)
색채학(Theory of color)
소묘(Dessin)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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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1 전선

264011
264060
261008
261043
261053

261999

조소실기 Ⅰ(Sculpture Ⅰ)
조형기법 Ⅰ(Plastic Technique Ⅰ)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드로잉 Ⅱ(Drawing Ⅱ)
환경미술연구 입체
(Study of Environment Art in space)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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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부필

2-2

전필 264018 조소실기 Ⅱ(Sculpture Ⅱ) 전공기본 2-1-2 부필

전선

264061
261037
261013
261014
261052
261999

조형기법 Ⅱ(Plastic Technique Ⅰ) 
컴퓨터드로잉(Computer Drawing)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미술재료학(Learning Art Material)
클레이모델링(Clay Modeling)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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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264025
264062

조소실기 Ⅲ(Sculpture Ⅲ)
현대조각연구 Ⅰ(Study of Modern Sculpture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4028
261017
261049
261018
264057
261999

조소기법 Ⅰ(Sculpture Technique Ⅰ)
현대미술론(Theory of Modern Art)
특수표현기법(Technique of Special Expression)
판화Ⅰ(Printing Ⅰ)
조형Ⅰ(Plastic Ⅰ)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2-0-4
2-2-0
2-0-4
2-1-2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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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64034
264063

조소실기 Ⅳ(Sculpture Ⅳ)
현대조각연구Ⅱ(Study of Modern Sculpture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4035
261022
264058
261026
261050
261999

조소기법Ⅱ(Sculpture Technique Ⅱ)
판화Ⅱ(Printing Ⅱ)
조형Ⅱ(Plastic Ⅱ)
원서강독(Reading Foreign Texts)
창작워크숍 Ⅰ(Workshop for art Creation Ⅰ)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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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64043
264064

조소실기 Ⅴ(Sculpture Ⅴ)
조소졸업연구 Ⅰ(Study of Sculpture for Graduation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4047
264059
261038
261051
261999

조소기법 Ⅲ(Sculpture Technique Ⅲ)
조소론(Theory of Sculpture)
조형예술론(Theory of Plastic Art)
창작워크숍 Ⅱ(Workshop for art Creation Ⅱ)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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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264049
264065

조소실기Ⅵ(Sculpture Ⅵ)
조소졸업연구Ⅱ(Study of Sculpture for Graduation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4053
261039

261045
261999

조소기법 Ⅳ(Sculpture Technique Ⅳ)
감상 및 비평연습
(Seminar in Appreciation and Criticism)
예술행정(Art Administration)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2-0-4
3-3-0

3-3-0
1-0-2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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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263001
263006
263011
263057
263055
263028
263035
263047
263053
262001
261048
262006
262061
262011
262056
262068
262027
262034
262046
262052
262065
262060
262063
265001
265006
261054
265063
265027
265034
265046
265052
265056
265057
265058
263058
263060

기초서양화Ⅰ
기초서양화Ⅱ
서양화실기Ⅰ

수채화
모델링 기법
서양화기법Ⅰ
서양화기법Ⅱ
서양화기법Ⅲ
서양화기법Ⅳ
기초한국화Ⅰ

환경미술연구평면
기초한국화Ⅱ
현대문인화

한국화실기Ⅰ
채색화기법
한국화사생

한국화기법Ⅰ
한국화기법Ⅱ
한국화기법Ⅲ
한국화기법Ⅳ

전각
동양화론

서예
기초공예Ⅰ
기초공예Ⅱ

캐릭터디자인Ⅱ
입체조형기법
공예기법Ⅰ
공예기법Ⅱ
공예기법Ⅲ
공예기법Ⅳ

도자기
염색

공예론
판화Ⅲ
판화Ⅳ

미술학과

251044 포토그래픽스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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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전공(Craft)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265001
261041
261046
261034
261999

기초공예 Ⅰ(Basic Craft Ⅰ)
드로잉 Ⅰ(Drawing Ⅰ)
캐릭터디자인 Ⅰ(Character Design Ⅰ)
미학개론(Introduction to Aesthetics)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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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1-2 전선

265006
261047
261042
261035
263061
261999

기초공예 Ⅱ(Basic Craft Ⅱ)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미술해부학(Anatomy for Art)
색채학(Theory of color)
소묘(Dessin)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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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1 전선

265011
261054
261008
261043
261053

261999

공예실기 Ⅰ(Craft Ⅰ)
캐릭터디자인 Ⅱ(Character Design Ⅱ)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드로잉 Ⅱ(Drawing Ⅱ)
환경미술연구입체(Study of Environment Art 
in space)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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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부필

2-2

전필 265018 공예실기 Ⅱ(Craft Ⅱ) 전공기본 2-1-2 부필

전선

265063
261037
261013
261014
261052
261999

입체조형기법(Technique of Cubic Modeling)
컴퓨터드로잉(Computer Drawing)
서양미술사(History of Western Art)
미술재료학(Learning Art Material)
클레이모델링(Clay Modeling)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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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265024
265060

공예실기 Ⅲ(Craft Ⅲ)
현대공예연구 Ⅰ(Study of Modern Craft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5027
261017
261049

261018
265056
261999

공예기법 Ⅰ(Craft Technique Ⅰ)
현대미술론(Theory of Modern Art)
특수표현기법
(Technique of Special Expression)
판화Ⅰ(Printing Ⅰ)
도자기(Ceramic)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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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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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265033
265060

공예실기 Ⅳ(Craft Ⅳ)
현대공예연구Ⅱ(Study of Modern Craft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5034
261022
265057
261026
261050
261999

공예기법Ⅱ(Craft Technique Ⅱ)
판화Ⅱ(Printing Ⅱ)
염색(Dyeing) 
원서강독(Reading foreign Texts)
창작워크숍 Ⅰ(Workshop for art Creation Ⅰ)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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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65042
265061

공예실기 Ⅴ(Craft Ⅴ)
공예졸업연구Ⅰ(Study of Craft for Graduation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5046
265058
261038
261051
261999

공예기법 Ⅲ(Craft Technique Ⅲ)
공예론(Theory of Craft)
조형예술론(Theory of Plastic Art)
창작워크숍Ⅱ(Workshop for art Creation Ⅱ)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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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265048
265062

공예실기Ⅵ(Craft Ⅵ)
공예졸업연구Ⅱ(Study of Craft Graduation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2-0-4
2-0-4

부필

전선

265052
261039

261045
261999

공예기법 Ⅳ(Craft Technique Ⅳ)
감상 및 비평연습
(Seminar in Appreciation and Criticism)
예술행정(Art Administration)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A
A

A
A

2-0-4
3-3-0

3-3-0
1-0-2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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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7개설학과
263001
263006
262061
262056
262068
262063
262027
261048
262034
262046
262052
262065
262060
263001
263006
263057
263055
263028
263035
263047
263053
264001
264006
264011
264060
264061
264028
264035
264047
264053
264059
264057
264058
261038
263058
263060

기초한국화Ⅰ
기초한국화Ⅱ
현대문인화
채색화기법
한국화사생

서예
한국화기법Ⅰ

환경미술연구평면
한국화기법Ⅱ
한국화기법Ⅲ
한국화기법Ⅳ

전각
동양화론

기초서양화Ⅰ
기초서양화Ⅱ

수채화
모델링기법

서양화기법Ⅰ
서양화기법Ⅱ
서양화기법Ⅲ
서양화기법Ⅳ
기초조소Ⅰ
기초조소Ⅱ
조소실기Ⅰ
조형기법Ⅰ
조형기법Ⅱ
조소기법Ⅰ
조소기법Ⅱ
조소기법Ⅲ
조소기법Ⅳ

조소론
조형Ⅰ
조형Ⅱ

조형예술론
판화Ⅲ
판화Ⅳ

미술학과

251044 포토그래픽스 산업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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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학과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74년 사범대학 미술교육학
과로 출발하여 1994학년도부터 예술대학 
미술학과로 확대 개편되어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고, 1999학년도에는 일반대학원이 창
설되어 보다 전문적인 미술인력을 양성하
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그 동안 많은 졸업
생들이 배출되어 전국에서 미술교사 및 작
가, 이론가,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
역의 미술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학과는 4개의 전공분야(한국화, 서양
화, 조소, 공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
분의 교수님과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초빙
된 우수한 강사들의 지도 아래 전문적인 
실기학습과 충실한 이론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본 학과는 이러한 폭넓고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하여 전통미술의 계승 및 구현, 
현대미술의 이해와 다양한 표현 역량을 갖
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작가를 양성하고, 
인류문화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인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
표를 둔다.

본 학과는 전문 작가로서의 진출뿐 아니
라 교육현장에서 미술교육자로서의 사회기
여를 위해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다
양한 교과과정을 통해 졸업 후 언론, 방송, 
출판, 홍보, 영상 등의 커뮤니케이션 매체
문화 분야, 벽화제작, 고미술복원 사업과 
고미술보존, 미술치료, 미술관, 화랑 등의 
미술행정과 경영, 그리고 미술비평 및 평론
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자기성취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본 학과는 특히 2004년 중반기부터 교육
부의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인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
업에 선정되어 대다수 재학생에게 장학금
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미술교육

기관과 조형예술 관련기관들에서의 연수와 
현장교육 실시를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역
량을 함양시키고 조형예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창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각종 문
화단체와 산업체에서의 실제적 종사를 통
해 예술문화 증진에 보다 폭넓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다.

1. 한국화 (Korean Painting)

한국화 전공은 전통을 기초로 하나 현대미
술의 수용과 더불어 이를 발전시켜 한국적 정
신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면서 기
초부터 전문과정까지 단계별 학습을 실시한다. 
1, 2학년에서는 전통 한국화에 대한 이해와 기
초적인 표현 기법을 습득하고, 3, 4학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갖추어 
예술가로서의 소양을 연마하여 민족 미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한
다.

2. 서양화 (Western Painting)

서양화 전공은 다양한 실기수업과 체계적인 
이론학습을 병행하여 현대 미술의 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
표를 둔다. 1, 2학년에는 창의력과 표현력 증진
을 위해 전공의 기초적인 실기교육에 주안점을 
두며, 3, 4학년에는 현대회화와 미술이론에 관
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조형능력과 
작가의식을 함양시킨다.

3. 조소 (Sculpture)

조소 전공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고, 전통조각과 현대 
조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창달하는 조각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새로 마련된 넓은 야외 조각장에서 각종 
재료에 관한 연구와 표현방법을 다각적으로 실
습 및 학습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조각가가 
배출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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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예 (Craft)

공예 전공은 염색공예, 금속공예, 도자기 공
예, 유리공예, 가죽공예 등 각종 공예분야를 폭
넓게 다루며, 전통적 공예기법뿐 아니라 최신 
디지털 기법을 도입해 공예의 표현영역을 확장
하여 보다 창의적인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다. 
지역의 공예연구소와 연계 아래 각종 최신 설
비물의 이용과 국내 전문 공예인들로부터의 직
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공예문화의 혁신적 발전
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화실기ⅠㆍⅡ (2-1-2)

전통적 미의식을 바탕으로 현대적 시각으로 조
명하고, 작품 제작을 통하여 전통산수와 실경산수
의 원류를 이해하고 표현기법을 익힘으로서 작가
의 표현영역을 구축해 간다. 

한국화실기 ⅢㆍⅣㆍⅤㆍⅥ (2-0-4)

사의적 전통화와 실사에 입각한 인물, 실경산
수의 기법을 습득하고 한국화의 새로운 조 형성
을 통한 현대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양화실기ⅠㆍⅡ (2-1-2)

다양한 재료의 선택으로 순수 회화가 갖는 표
현의 자유로움을 실기 실습을 통해 구상적인 표
현작업의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한다. 

서양화실기 ⅢㆍⅣㆍⅤㆍⅥ (2-0-4)

실기를 통하여 참신하고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연구하며 스스로 독자적
인 회화세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작품제작 
경험을 쌓는다. 

조소실기ⅠㆍⅡ (2-1-2)

인체를 대상으로 입체적 표현을 조소로 제작함
으로서 공간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인체의 
구조를 해부적으로 분석하여 조형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조소실기 ⅢㆍⅣㆍⅤㆍⅥ (2-0-4)

인체의 기초몰딩과정을 벗어나 인체의 특징을 
살리며 미적 표현능력을 키운다. 또한 인체의 유

기적인 형성과 작품의 특성을 위한 개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공예실기ⅠㆍⅡ (2-1-2)

재료에 관한 이해, 입체적 사고의 상징, 표현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공예실기ⅢㆍⅣㆍⅤㆍⅥ (2-0-4)

심도 높은 공예학습을 통하여 미적인 감각을 
생활에 도입함으로써 공예의 특징 및 변화 됨을 
몸소 익힌다.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포함한다. 

미학개론 (3-3-0)

예술의 상위개념인 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고, 예술개념의 발전과 그 의미를 다룬다. 

소묘 (2-1-2)

사물에 관한 관찰력과 소묘의 개념 정립을 통
하여 개성적 표현능력을 키운다. 

기초한국화ⅠㆍⅡ (2-1-2)

남북종화론에 의한 원류의 이해와 더불어 기법
상의 차이를 습득하고 자기의 특성있는 작품 제
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초서양화ⅠㆍⅡ (2-1-2)

풍경화와 정물화 제작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유
화의 기법을 익힌다. 

기초조소ⅠㆍⅡ (2-1-2)

두상을 소재로 얼굴의 특징과 부분적인 비례를 
정확히 표현하고 미적조화를 시킬 수 있는 표현
능력을 키운다. 

기초공예ⅠㆍⅡ (2-1-2)

공예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문양연습, 조형연습, 
형태연습 단계를 익히는 과정이다. 기본적인 판작
업, 코일링 과정을 트레이닝한다. 

미술해부학ⅠㆍⅡ (2-1-2)

인체의 골격과 근육구조에 대해 이해를 통해 
작품제작에 응용 할 수 있다. 

한국미술사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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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의 본질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한국미
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는데 목 적이 
있다. 

서양미술사 (2-2-0)

인류 미술의 서원에서 현대미술의 동향까지 서
양사의 문화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 한다. 

수채화 (2-1-2)

수채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의 실습을 통하여 독
창적이고 자유로운 작품제작 능력을 기른다. 

현대문인화 (2-1-2)

전통문인화의 의의 및 기법을 연구하여 현대문
인화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해함
으로서 작품제작에 활용할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드로잉 Ⅰ, Ⅱ (2-1-2)

드로잉의 개념정립을 통해 다양한 개성적 표현
능력을 키운다. 

캐릭터 디자인 Ⅰ                 (2-1-2)

지역문화 창출의 일환으로 전래동화나 창작동
화의 캐릭터를 우리의 고유한 기법과 조형이념으
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조형
의식과 조형적 표현능력 일반을 갖추게 한다. 

캐릭터디자인Ⅱ (2-1-2)

캐릭터에 관한 배양된 조형의식과 형상화 능력
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실습과 실무를 통해 캐릭
터 디자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창출하고 실제화 
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컴퓨터드로잉 (2-1-2)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이용해 기초적인 그래
픽 기능을 익히고 다양한 조형적 표현을 실습한다. 

미술재료학 (2-1-2)

재료와 구조, 재료와 제작기법 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한다. 

채색화기법 (2-1-2)

채색화의 표현기법과 기초지식을 익혀 자유로

운 개성의 표현세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
는다. 

모델링기법 (2-1-2)

서양화의 기초가 되는 데상력을 키우기 위한 
모사, 임화, 모델링을 실습한다. 다양한 작업을 통
하여 응용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부조 (2-1-2)

조소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인 입체감을 키우
는 수업으로 반입체를 다루는 저부조, 중 부조, 고
부조를 실습함으로써 완전입체-환조를 다루기 전
에 요구되는 공간지각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현대미술론 (2-2-0)

현대 미술 상황 속에 내재하는 시각적, 경험적 
구조를 고찰 논의한다. 

동양미술사 (2-2-0)

동양미술의 사적고찰 및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양미술의 조형적 특성과 구조
적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소양을 배운다. 

판화ⅠㆍⅡㆍⅢㆍⅣ (2-1-2)

복제적 특성을 지닌 판화의 현대적 의의를 이
해하고, 표현을 위한 이미지와 그 과정에서 예술
과 과학의 일체감을 인식하여 이론적 기초와 표
현능혁을 기른다. 

원서강독 (2-2-0)

미술에 관련된 원서읽기를 통해 해석상 오류를 
피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여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서예 (2-1-2)

서예의 기초이론, 서풍을 해득하고 감상력을 
기르며 작품제작의 능력을 기른다. 

전각 (2-1-2)

전각의 기본적 이론 및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
을 통해 감상력을 기르고 작품을 제작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도자기 (2-1-2)

전통도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형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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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법을 채득하여 조형능력을 기른다. 산업체에
서의 현장실습을 체험한다. 

조형ⅠㆍⅡ (2-1-2)

조형원리를 바탕으로 자연의 사물이나 인체 등
을 응용하여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미적 감각을 
키운다. 

염색 (2-1-2)

염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
인 조형능력을 갖추어 작품제작의 역량을 기른다. 

입체조형기법                (2-1-2)

다양한 조형요소를 바탕으로 자연물이나 인체
등을 응용한 공간 구성능력을 기른다.

창작워크숍Ⅰ (2-0-4)

평면 및 입체미술 분야를 총괄하며, 순수 조형
이념을 다양한 재료와 방법의 실험과 실습을 통
해 실제 창작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
양시킨다.

창작워크숍 Ⅱ (2-0-4)

평면 및 입체미술 분야를 총괄하며, 조형이념
을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통해 실제 창작에 적용
하여 순수 창작 예술품뿐 아니라 영상 및 시각예
술을 토대로 한 문화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조형
물들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게 한다.

동양화론 (2-2-0)

동양화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동양화에 대한 역
사적 고찰과 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제작
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소양을 기른다. 

서양화론 (2-2-0)

서양화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서양화에 대한 역
사적 고찰과 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제작
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소양을 기른다. 

조소론 (2-2-0)

조소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조소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미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작품제 작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소양을 기른다. 

공예론 (2-2-0)

공예의 개념 목적을 이해시키며 전통공예에 대
한 역사적 고찰과 공예미의 본질을 이해함 으로
써 작품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소양을 기
른다. 

한국화기법ⅠㆍⅡㆍⅢㆍⅣ (2-0-4)

실험적인 작업전개와 표현의 다양성을 실기를 
통하여 한국화의 기법과 방법의 문제를 작업 경
험으로 터득하고 구상적 회화세계와 추상적 회화
작업에 폭넓은 작업 실습을 목적으로한다. 

서양화기법ⅠㆍⅡㆍⅢㆍⅣ (2-0-4)

실험적 직업전개와 표현의 다양성을 실기를 통
하여 회화의 기법과 방법의 문제를 작업경 험으
로 터득하고 구상적 회화세계와 추상적 회화작업
에 폭넓은 작업실습을 목적으로 한다. 

조소기법ⅠㆍⅡㆍⅢㆍⅣ (2-0-4)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례, 균형, 양감, 질
감 등 조소의 표현요소를 체득하고 개성과 창의
적인 공간개념을 확립한다. 

공예기법Ⅰ (2-0-4)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공예품 제작능력을 기르
게 하고, 이를 기초로 영상매체와 관련된 문화상
품 개발과 제품기획, 생산능력을 배양을 시킨다.

공예기법ⅡㆍⅢㆍⅣ (2-0-4)

새로운 공예관에 입각하여 조형의 원리에서 파
생되는 가능성과 응용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한다.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체험
한다.

현대 한국화 연구Ⅰ               (2-0-4)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특성을 기초로 하여 보
다 현대적인 감각에 따른 작품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현대 한국화 연구Ⅱ               (2-0-4)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겸비하여 현대적 
감각과 표현을 통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실제
적 역량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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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서양화 연구Ⅰ               (2-0-4)

서양화의 기법과 특성을 기초로 하여 보다 현
대적인 감각에 따른 작품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
를 형성한다.

현대 서양화 연구Ⅱ               (2-0-4)

현대회화재료 및 기법을 기초로 하여 현대적 
감각과 표현을 통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실제
적 역량을 기른다.

현대 조각연구Ⅰ                  (2-0-4)

재료 및 표현영역이 확장된 현대조각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초소양을 기른다.

현대 조각연구Ⅱ                  (2-0-4)

현대조각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익히고 실험성
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창적 작품을 제작한다.

현대 공예연구Ⅰ                  (2-0-4)

전통적인 공예의 기법과 특성을 기초로 하여 
보다 현대적인 감각에 따른 작품과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현대 공예연구Ⅱ                  (2-0-4)

전통성과 현대성을 겸비하여 현대적 감각과 수
요를 위한 독창적인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실
제적 역량을 기른다.

졸업연구Ⅰ                      (2-0-4)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과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작품제작에 임하여 숙련도와 완성도가 높은 졸업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졸업연구Ⅱ                       (2-0-4)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작가로서의 자신감과 
창의적 소양을 바탕으로 졸업후 창작활동 및 전
문인력으로서의 실제적 역량을 기른다.

환경미술연구 평면 (2-1-2)

 환경미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옥
외 및 실내에 설치될 수 있는 환경관련 작품을 

제작한다. 

환경미술연구 입체 (2-1-2)

실생활과 관련된 조형작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
를 통해 환경미술의 가치와 특성을 알고 이를 이
해한다.

조형예술론 (3-3-0)

공간예술로서의 미술의 기본요소들인 점, 선, 
면, 형, 색, 공간 등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조형예술의 특성들을 이해하여 창조적인 
미술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한다.

감상 및 비평연습 (3-3-0)

미술사조, 양식, 역사 및 심리적 맥락 등 다양
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작품을 이해하고, 
이와 동시에 작품의 미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궁구하여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치와 
향방을 탐색한다.

예술행정 (3-3-0)

미술 창작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
적 절차와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운용하
는 방법을 배운다. 미술관/박물관 경영 및 교육제
도, 전시기획, 작품보존, 관리 및 매매 등을 총괄
적으로 다룬다.

일러스트레이션 (2-1-2)

문학작품과 애니메이션, 기타 영상물에 필수적
인 삽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능력과 이를 구
체화하는 드로잉과 조형능력을 함양시킨다. 

 클레이 모델링 (2-1-2)

21C의 주요 산업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애니메
이션을 비롯한 영상 및 시각 예술문화의 컨텐츠 
개발과 더불어 점토를 이용한 클레이 모델링 제
작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관련 문화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 및 국가의 문화예술에 봉
사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 역군을 길러낸다.

 특수 표현기법 (2-0-4)

조형예술 분야에 가능한 각각의 특수한 재료들
의 사용과 표현 기법을 습득하게 하여 전공분야 
제반에서와 각종 문화산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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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시킨다.

 한국화 사생 (2-1-2): 집중수업

한국화에서 오랫동안 다루어 왔으며 매우 소중
한 소재인 풍경을 현장에서 사생하고 평가하는 
수업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관찰하

여 사물에 대한 심미안과 사생력을 기르게 한다. 
일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한 곳에 머물면서 다양
한 자연 풍광을 그리는 집중수업을 통해 실내에
서 불가능한 직접적인 자연 체험과 더불어 풍경
화 제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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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성악전공 (Vocal Music)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271001 전공실기Ⅰ(Individual Major Practice Ⅰ) 2-0-1

전선

271055
271002
271003
272003
273061
271058

시창․청음Ⅰ(Sight Singing & ListeningⅠ)
합창Ⅰ(ChorusⅠ)
클래스피아노연습Ⅰ(Class Piano PracticeⅠ)
이태리딕션Ⅰ(Italian DictionⅠ)
음악이론 Ⅰ(Theory of Music Ⅰ)
연주Ⅰ(Performanc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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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271005 전공실기Ⅱ(Individual Major Practice Ⅱ) 2-0-1

전선

271056
271006
271008
272008
273062
271059

시창․청음Ⅱ(Sight Singing & ListeningⅡ)
합창Ⅱ(ChorusⅡ)
클래스피아노연습Ⅱ(Class Piano PracticeⅡ)
이태리딕션Ⅱ(Italian DictionⅡ)
음악이론 Ⅱ(Theory of Music Ⅱ)
연주Ⅱ(Performanc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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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71009 전공실기Ⅲ(Individual Major Practice Ⅲ) 2-0-1

전선

271011
271012
272063
272064
272015
271060

화성학Ⅰ(HarmonyⅠ)
서양음악사Ⅰ(History of Western MusicⅠ)
시창․청음Ⅲ(Sight Singing & ListeningⅢ)
합창Ⅲ(ChorusⅢ)
독어딕션Ⅰ(German DictionⅠ)
연주Ⅲ (Performanc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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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71015 전공실기Ⅳ(Individual Major Practice Ⅳ) 2-0-1

전선

271017
271018
272066
272067
272023
271061

화성학Ⅱ(HarmonyⅡ)
서양음악사Ⅱ(History of Western MusicⅡ)
시창․청음Ⅳ(Sight Singing & ListeningⅣ)
합창Ⅳ(ChorusⅣ)
독어딕션Ⅱ(German DictionⅡ)
연주Ⅳ(PerformanceⅣ)

2-2-0
2-2-0
2-2-0
2-0-2
2-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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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3-1

전필 271022 전공실기Ⅴ(Individual Major Practice Ⅴ) 2-0-1

전선

272083
272070
271062
272032
272033
272072
273067
271066

피아노조율Ⅰ(Piano Tuning)
합창Ⅴ(ChorusⅤ)
연주Ⅴ(PerformanceⅤ)
성악문헌Ⅰ(Vocal LiteratureⅠ)
불어딕션 Ⅰ(French Diction)
합창지휘법Ⅰ(Choral ConductingⅠ)
서양음악사 Ⅲ(History of Western Music Ⅲ)
음향실습 Ⅰ(Sound Engineering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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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271028 전공실기Ⅵ(Individual Major Practice Ⅵ) 2-0-1

전선

272084
272074
271063
272040
272041
272076
273071
271067

피아노조율Ⅱ(Piano TuningⅡ)
합창Ⅵ(ChorusⅥ)
연주Ⅵ(PerformanceⅥ)
성악문헌Ⅱ(Vocal LiteratureⅡ)
불어딕션 Ⅱ(French Diction)
합창지휘법Ⅱ(Choral ConductingⅡ)
서양음악사 Ⅳ(History of Western Music Ⅳ)
음향실습 Ⅱ(Sound Engineering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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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71035 전공실기Ⅶ(Individual Major Practice Ⅶ) 2-0-1

전선

272077
271064
272051
272079
272050
271068

합창Ⅶ(ChorusⅦ)
연주Ⅶ(PerformanceⅦ)
오페라워크샵Ⅰ(Opera WorkshopⅠ)
오라토리오(Oratorio)
영어딕션 Ⅰ(English DictionⅠ)
음향실습 Ⅲ(Sound Engineering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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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271043 전공실기Ⅷ(Individual Major Practice Ⅷ) 2-0-1

전선

272080
271065
272061
272082
272060
271069

합창Ⅷ(ChorusⅧ)
연주Ⅷ(PerformanceⅧ)
오페라워크샵Ⅱ(Opera WorkshopⅡ)
한국가곡론(Theory of Korean Art Song)
영어딕션 Ⅱ(English DictionⅡ)
음향실습 Ⅳ(Sound Engineering Ⅳ)

2-0-2
1-0-2
2-2-0
2-2-0
2-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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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전공(Piano)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1-1

전필 271001 전공실기Ⅰ(Individual Major Practice Ⅰ) 2-0-1

전선

271055

271002

271003

273061

271058

시창․청음Ⅰ(Sight Singing & ListeningⅠ)

합창Ⅰ(ChorusⅠ)

클래스피아노연습Ⅰ(Class Piano PracticeⅠ)

음악이론Ⅰ(Theory of MusicⅠ)

연주Ⅰ( PerformanceⅠ)

2-2-0

2-0-2

1-0-3

2-2-0

1-0-2

1-2

전필 271005 전공실기Ⅱ(Individual Major Practice Ⅱ) 2-0-1

전선

271056

271006

271008

273062

271059

시창․청음Ⅱ(Sight Singing & ListeningⅡ)

합창Ⅱ(ChorusⅡ)

클래스피아노연습Ⅱ(Class Piano PracticeⅡ)

음악이론Ⅱ(Theory of MusicⅡ)

연주Ⅱ(PerformanceⅡ)

2-2-0

2-0-2

1-0-3

2-2-0

1-0-2

2-1

전필 271009 전공실기Ⅲ(Individual Major Practice Ⅲ) 2-0-1

전선

271011

271012

273063

271060

273013

273014

271070

271071

화성학Ⅰ(HarmonyⅠ)

서양음악사Ⅰ(History of Western MusicⅠ)

가창Ⅰ(SingingⅠ)

연주Ⅲ(PerformanceⅢ)

피아노듀오Ⅰ(Piano DuoⅠ)

피아노반주Ⅰ(AccompanyingⅠ)

현실내악Ⅰ(String Chamber MusicⅠ) ┒택 1관실내악Ⅰ(Wind Chamber MusicⅠ)  ┙

2-2-0

2-2-0

1-0-2

1-0-2

2-2-0

2-1-2

2-0-2

2-0-2

2-2

전필 271015 전공실기Ⅳ(Individual Major Practice Ⅳ) 2-0-1

전선

271017

271018

273065

271061

273021

273022

271072

271073

화성학Ⅱ(HarmonyⅡ)

서양음악사Ⅱ(History of Western MusicⅡ)

가창Ⅱ(SingingⅡ)

연주Ⅳ(PerformanceⅣ)

피아노듀오Ⅱ(Piano DuoⅡ)

피아노반주Ⅱ(AccompanyingⅡ)

현실내악Ⅱ(String Chamber MusicⅡ) ┒택 1관실내악Ⅱ(Wind Chamber MusicⅡ)  ┙

2-2-0

2-2-0

1-0-2

1-0-2

2-2-0

2-1-2

2-0-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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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3-1

전필 271028 전공실기Ⅴ(Individual Major Practice Ⅴ) 2-0-1

전선

273067

271062

273030

273069

273070

271074

271075

271014

271066

서양음악사Ⅲ(History of Western MusicⅢ)

연주Ⅴ(PerformanceⅤ)

피아노문헌Ⅰ(Piano LiteratureⅠ)

한국음악론Ⅰ(Theory of Korean MusicⅠ)

악식론Ⅰ(Form in MusicⅠ)

현실내악Ⅲ(String Chamber MusicⅢ) ┒택 1관실내악Ⅲ(Wind Chamber MusicⅢ)  ┙
클래스피아노연습Ⅲ(Class Piano PracticeⅢ)

음향실습 Ⅰ(Sound Engineering Ⅰ)

2-2-0

1-0-2

2-2-0

2-2-0

2-2-0

2-0-2

2-0-2

1-0-2

1-0-2

3-2

전필 271028 전공실기Ⅵ(Individual Major Practice Ⅵ) 2-0-1

전선

273071

271063

273038

273073

273074

271076

271077

271020

271067

서양음악사Ⅳ(History of Western MusicⅣ)

연주Ⅵ(PerformanceⅥ)

피아노문헌Ⅱ(Piano LiteratureⅡ)

한국음악론Ⅱ(Theory of Korean MusicⅡ)

악식론Ⅱ(Form in MusicⅡ)

현실내악 Ⅳ(String Chamber MusicⅣ) ┒택 1관실내악 Ⅳ(Wind Chamber MusicⅣ)  ┙
클래스피아노연습Ⅱ(Class Piano PracticeⅡ)

음향실습 Ⅱ(Sound Engineering Ⅱ)

2-2-0

1-0-2

2-2-0

2-2-0

2-2-0

2-0-2

2-0-2

1-0-2

1-0-2

4-1

전필 271035 전공실기 Ⅶ(Individual Major Practice Ⅶ) 2-0-1

전선

271064

273046

273076

271037

273077

273083

271068

연주 Ⅶ(PerformanceⅦ)

피아노교수법(Piano Pedagogy)

관현악법(Orchestration)

지휘법Ⅰ(ConductingⅠ)

음악감상Ⅰ(Music AppreciationⅠ)

피아노조율 Ⅲ(Piano Tuning Ⅲ)

음향실습 Ⅲ(Sound Engineering Ⅲ)

1-0-2

2-2-0

2-2-0

2-2-0

2-2-0

1-0-2

1-0-2

4-2

전필 271043 전공실기 Ⅷ(Individual Major Practice Ⅷ) 2-0-1

전선

271065

273056

273079

271045

273080

273084

271069

연주 Ⅷ(PerformanceⅧ)

현대피아노음악(Modern Piano Music)

작곡법(Music Composition)

지휘법Ⅱ(ConductingⅡ)

음악감상Ⅱ(Music AppreciationⅡ)

피아노조율 Ⅳ( Piano Tuning Ⅳ)

음향실습 Ⅳ(Sound Engineering Ⅳ)

1-0-2

2-2-0

2-2-0

2-2-0

2-2-0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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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전공(Orchestra)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1-1

전필 271001 전공실기Ⅰ(Individual Major Practice Ⅰ) 2-0-1

전선

271004
274004
274003
271003
271055
274081
273061
271058

합주Ⅰ(OrchestraⅠ)
현악합주Ⅰ(String EnsembleⅠ) ┑

                      택 1관악합주Ⅰ(Wind EnsembleⅠ)  ┙
클래스피아노연습Ⅰ(Class Piano PracticeⅠ)
시창․청음Ⅰ(Sight Singing & ListeningⅠ)
비올라 연습Ⅰ(Viola PracticeⅠ)
음악이론Ⅰ(Theory of MusicⅠ)
연주Ⅰ(Performanc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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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271005 전공실기Ⅱ(Individual Major Practice Ⅱ) 2-0-1

전선

271007
274010
274009
271008
271056
274082
273062
271059

합주Ⅱ(OrchestraⅡ)
현악합주Ⅱ(String EnsembleⅡ) ┑

                      택 1관악합주Ⅱ(Wind EnsembleⅡ) ┙
클래스피아노연습Ⅱ(Class Piano PracticeⅡ)
시창․청음Ⅱ(Sight Singing & ListeningⅡ)
비올라 연습Ⅱ(Viola PracticeⅡ)
음악이론Ⅱ(Theory of MusicⅡ)
연주Ⅱ(Performance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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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71009 전공실기Ⅲ(Individual Major Practice Ⅲ) 2-0-1

전선

274069
274020
274019
271070
271071
271060
271011
271012

합주Ⅲ(OrchestraⅢ)
현악합주Ⅲ(String EnsembleⅢ) ┑

                      택 1관악합주Ⅲ(Wind EnsembleⅢ)  ┙
현실내악Ⅰ(String Chamber MusicⅠ) ┒

                                 택 1관실내악Ⅰ(Wind Chamber MusicⅠ) ┙
연주Ⅲ(PerformanceⅢ)
화성학Ⅰ(HarmonyⅠ)
서양음악사Ⅰ(History of Western Music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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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71015 전공실기Ⅳ(Individual Major Practice Ⅳ) 2-0-1

전선

274071
274028
274027
271072
271073
271061
271017
271018

합주Ⅳ(OrchestraⅣ)
현악합주Ⅳ(String EnsembleⅣ) ┑

                      택 1관악합주Ⅳ(Wind EnsembleⅣ) ┙
현실내악Ⅱ(String Chamber MusicⅡ) ┒

                                 택 1관실내악Ⅱ(Wind Chamber MusicⅡ)  ┙
연주Ⅳ(PerformanceⅣ)
화성학Ⅱ(HarmonyⅡ)
서양음악사Ⅱ(History of Western MusicⅡ)

2-0-4
2-0-4
2-0-4
2-0-2
2-0-2
1-0-2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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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3-1

전필 271022 전공실기Ⅴ(Individual Major Practice Ⅴ) 2-0-1

전선

274073
274035
274034
271074
271075
271062
274083
271066
273067

합주Ⅴ(OrchestraⅤ)
현악합주Ⅴ(String EnsembleⅤ) ┑

                  택 1관악합주Ⅴ(Wind EnsembleⅤ)  ┙
현실내악Ⅲ(String Chamber MusicⅢ) ┒

                             택 1관실내악Ⅲ(Wind Chamber MusicⅢ) ┙
연주Ⅴ(Performance Ⅴ)
악기제작 및 관리 Ⅰ(Instrument Making & CaringⅠ)
음향실습 Ⅰ(Sound Engineering Ⅰ)
서양음악사Ⅲ(History of Western Music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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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271028 전공실기Ⅵ(Individual Major Practice Ⅵ) 2-0-1

전선

274075
274044
274043
271076
271077
271063
274084
271067
273071

합주Ⅵ(OrchestraⅥ)
현악합주Ⅵ(String EnsembleⅥ) ┑

                  택 1관악합주Ⅵ(Wind EnsembleⅥ) ┙
현실내악Ⅳ(String Chamber MusicⅣ) ┒

                             택 1관실내악Ⅳ(Wind Chamber MusicⅣ) ┙
연주Ⅵ(PerformanceⅥ)
악기제작 및 관리 Ⅱ(Instrument Making & CaringⅡ)
음향실습 Ⅱ(Sound Engineering Ⅱ)
서양음악사Ⅵ(History of Western Music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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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71035 전공실기Ⅶ(Individual Major Practice Ⅶ) 2-0-1

전선

274077
274056
274055
271064
271037
274052
271068

합주Ⅶ(OrchestraⅦ)
현악합주Ⅶ(String EnsembleⅦ) ┑

                   택 1관악합주Ⅶ(Wind Ensemble Ⅶ) ┙
연주Ⅶ(Performance Ⅶ)
지휘법Ⅰ(ConductingⅠ)
관현악문헌Ⅰ(Orchestra Literature Ⅰ)
음향실습 Ⅲ(Sound Engineering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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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필 271043 전공실기 Ⅷ(Individual Major Practice Ⅷ) 2-0-1

전선

274079
274067
274066
271065
271045
274063
271069

합주Ⅷ(OrchestraⅧ)
현악합주Ⅷ(String EnsembleⅧ) ┑

                  택 1관악합주Ⅷ(Wind EnsembleⅧ) ┙
연주 Ⅷ(Performance Ⅷ)
지휘법Ⅱ(ConductingⅡ)
관현악문헌Ⅱ(Orchestra LiteratureⅡ)
음향실습 Ⅳ(Sound Engineering Ⅳ)

2-0-4
2-0-4
2-0-4
1-0-2
2-2-0
2-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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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전공(Composi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1-1

전필 271001 전공실기Ⅰ(Individual Major Practice Ⅰ) 2-0-1

전선

271055

271002

271004

275101

275069

271058

시창․청음Ⅰ(Sight Singing & ListeningⅠ)

합창Ⅰ(ChorusⅠ)   ┑
                     택 1합주Ⅰ(OrchestraⅠ) ┙
기악연습 Ⅰ(Instrument PerformanceⅠ)

음악이론 및 악식론Ⅰ(Theory & Form of MusicⅠ)

연주Ⅰ(PerformanceⅠ)

2-2-0

2-0-2

2-0-4

1-0-2

2-2-0

1-0-2

1-2

전필 271005 전공실기Ⅱ(Individual Major Practice Ⅱ) 2-0-1

전선

271056

271006

271007

275102

275070

271059

시창․청음Ⅱ(Sight Singing & ListeningⅡ)

합창 Ⅱ(ChorusⅡ)   ┑
                      택 1합주Ⅰ (OrchestraⅠ) ┙
기악연습 Ⅱ(Instrument PerformanceⅡ)

음악이론 및 악식론 Ⅱ(Theory & Form of MusicⅡ)

연주Ⅱ(Performance Ⅱ)

2-2-0

2-0-2

2-0-4

1-0-2

2-2-0

1-0-2

2-1

전필 271009 전공실기Ⅲ(Individual Major Practice Ⅲ) 2-0-1

전선

271012

275016

275072

275035

275103

271060

서양음악사Ⅰ(History of Western MusicⅠ)

전통음악기법Ⅰ(Traditional Music TechnicⅠ)

대위법Ⅰ(CounterpointⅠ)

악기론Ⅰ(InstrumentⅠ)

기악연습Ⅲ(Instrument PerformanceⅢ)

연주Ⅲ(PerformanceⅢ)

2-2-0

2-2-0

2-2-0

2-2-0

1-0-2

1-0-2

2-2

전필 271015 전공실기Ⅳ(Individual Major Practice Ⅳ) 2-0-1

전선

271018

275025

275044

275075

275104

271061

서양음악사Ⅱ(History of Western MusicⅡ)

전통음악기법Ⅱ(Traditional Music TechnicⅡ)

악기론Ⅱ(InstrumentⅡ)

대위법Ⅱ(CounterpointⅡ)

기악연습Ⅳ(Instrument PerformanceⅣ)

연주Ⅳ(PerformanceⅣ)

2-2-0

2-2-0

2-2-0

2-2-0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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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비고

3-1

전필 271022 전공실기Ⅴ(Individual Major Practice Ⅴ) 2-0-1

전선

271062

275078

275079

275105

275082

275081

275083

273067

271066

연주Ⅴ(PerformanceⅤ)

건반화성Ⅰ(Keyboard HarmonyⅠ)

음악분석Ⅰ(Musical AnalysisⅠ)

현대화성Ⅰ(Modern HarmonyⅠ)

관현악기법연구Ⅰ(Techniques of OrchestrationⅠ)

컴퓨터음악Ⅰ(Computer MusicⅠ)

현대음악기법Ⅰ(Modern Music TheoryⅠ)

서양음악사Ⅲ(History of Western MusicⅢ)

음향실습Ⅰ(Sound EngineeringⅠ)

1-0-2

2-2-0

2-2-0

2-2-0

2-2-0

2-1-2

2-2-0

2-2-0

1-0-2

3-2

전필 271028 전공실기Ⅵ(Individual Major Practice Ⅵ) 2-0-1

전선

271063

275085

275086

275106

275089

275088

275090

273071

271067

연주Ⅵ(PerformanceⅥ)

건반화성Ⅱ(Keyboard HarmonyⅡ)

음악분석Ⅱ(Musical AnalysisⅡ)

현대화성Ⅱ(Modern HarmonyⅡ)

관현악기법연구Ⅱ(Techniques of OrchestrationⅡ)

컴퓨터음악Ⅱ(Computer MusicⅡ)

현대음악기법Ⅱ(Modern Music TheoryⅡ)

서양음악사Ⅳ(History of Western MusicⅣ)

음향실습Ⅱ(Sound EngineeringⅡ)

1-0-2

2-2-0

2-2-0

2-2-0

2-2-0

2-1-2

2-2-0

2-2-0

1-0-2

4-1

전필 271035 전공실기Ⅶ(Individual Major Practice Ⅶ) 2-0-1

전선

271064

275107

275094

275108

275092

271068

연주Ⅶ(PerformanceⅦ)

국악악기론Ⅰ(Korean InstrumentⅠ)

국악작곡법Ⅰ(Korean Music CompositionⅠ)

대위법Ⅲ(Counter PointⅢ)

컴퓨터음악Ⅲ(Computer MusicⅢ)

음향실습Ⅲ(Sound EngineeringⅢ)

1-0-2

2-2-0

2-2-0

2-2-0

2-1-2

1-0-2

4-2

전필 271043 전공실기Ⅷ(Individual Major Practice Ⅷ) 2-0-1

전선

271065

275109

275098

275110

275096

271069

연주Ⅷ(Composition PerformanceⅧ)

국악기론Ⅱ(Korean InstrumentⅡ)

국악작곡법Ⅱ(Korean Music CompositionⅡ)

대위법Ⅳ(Counter PointⅣ)

컴퓨터음악Ⅳ(Computer MusicⅣ)

음향실습Ⅳ(Sound EngineeringⅣ)

1-0-2

2-2-0

2-2-0

2-2-0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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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학과 교육목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음악인 
양성과 예술가로서의 소양과 자질 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는 성악, 피아노, 관현
악, 작곡전공으로 구분한다. 창조적이고 전
인적인 교육을 통하여 명철한 이론과 확고
한 실기가 균형 있게 조화된 음악가 및 음
악교육과를 배출함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음악에 관한 학문적 탐구와 기술개발로 연
구자의 자세를 익히고, 또한 음악 제 분야
에 걸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지식
과 기술을 사회생활 속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1) 성악전공 교육목표
성악 전공 실기를 중심으로 딕션(영어, 

불어, 이태리어, 독어), 합창, 성악 앙상블, 
오페라 워크숍, 연주 등의 광범위한 학구적 
연구와 실기 연마를 하며 정기연주회, 성악
연주회, 합창 연주회를 통해 직접 연주를 
체험케 함으로써 기량과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음악가를 배출 시키고자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재학 4년간 주 1회의 레슨과 시
창 ․청음, 서양음악사, 클래스 피아노 연습, 
대위법, 화성법, 음악이론, 음악 감상 등의 
이론 수업으로 연주자로서의 음악적 재능
을 최대한 개발 시킨다.

(1-2) 피아노 전공 교육목표
 독주 ,반주, 실내악 등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주가로서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개인별 전공 실기 수업을 중
심으로 피아노 듀오, 피아노 반주, 실내악 
등의 실기 및 합주 수업이 행하여지며 학
내 연주, 신입생 연주회, 정기 연주회, 졸업 
연주회 등을 통해 직접연주를 체험케 함으
로써 기량과 능력을 배양하고 피아노 교수
법, 피아노 문헌, 현대 피아노 음악, 시창․청
음, 서양음악사와 음악이론, 화성법, 대위

법, 음악감상 등의 이론 수업도 행하여 진
다.

(1-3) 관현악 전공 교육목표
주 1회의 실기 개인 지도로 각 전공악기

의 구조와 발달과정을 익혀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고 오케스트라 시간을 통하여 역사적
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해 온 관현악곡을 실
제 연주하며 악곡의 해석과 표현 능력을 향
상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관현
악에 대한 음악적이고 학구적인 이해를 높
임과 동시에 협동심도 길러 인격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습득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전
문가로서의 독자성에는 물론 각급학교, 연
주 단체 등 정서교육에 이바지 하게 된다.

(1-4) 작곡 전공 교육 목표
작곡 전공 실기를 통하여 음악을 창작하

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개발시키는데 역
점을 둔다. 특히 기초적인 창작 이론과 기
법, 음악사 및 음악이론의 지식을 습득시키
며 작곡 실기의 실습을 통하여 음악 예술
가로서의 자기완성을 이룩하게 된다. 그 밖
에 작곡 이론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작곡
과 관련된 음악학적 지식을  깊이 이해시
키며 개인 및 합동 연주회와 연구 발표회, 
졸업 연주회 등을 통하여 연주 능력을 향
상 시킨다.

<전공필수>

전공실기 (2-0-1)

학생 각 개인이 음악계에서의 다양한 활동. 즉 
창작, 독주, 실내악 반주 및 후진 양성 등에서 활
약할 수 있도록, 주 1회의 개인 교수를 통해 테크
닉의 연마는 물론 악곡의 해석표현 등 음악성의 
기반을 확립하도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선택>

합창 (2-0-2)

합창을 통하여 조정신의 신장과 더불어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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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음악을 이루며 실제연주를 통하여 합창음악의 
이상향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둠.

합주 (2-0-4)

합주는 여러 가지 악기가 한데 어울려 화음을 
이루어 즐거움을 느끼며 합주의 경험을 얻어 연
주자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특히 곡의 
구조와 연주자로서의 자세와 주제의 구성을 느끼
는데 중점을 두었다.

화성학 (2-2-0)

 음악의 문법의 화성학을 다룸으로서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 분석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서 총괄
적인 음악 학습에 도움을 준다.

서양음악사 (2-2-0)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실제 음악과 악보를 
접함으로 음악적 언어를 익히며 사용하는 용어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태리 딕션 (2-2-0)

이태리 딕션을 통하여 이태리 가곡 또는 아리
아를 정확하게 발음하며 노래부르는데 도움을 준
다.

관악합주 (2-0-4)

관악기 편성인 관악 합주는 목관, 금관, 타악기
로 구성된 합주로 관악 합주의 웅장하고 화려한  
연주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악기들
이 많으므로 실내악 적인 연주 형태로 수업을 해
야 할 것이다

현악합주 (2-0-4)

현악기를 중심으로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곡
들의 합주 경험을 쌓음으로서 음정의 조성, 음식, 
음량의 균형을 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클래스피아노             (1-0-3)(1-0-2)

 건반악기를 다루는 방법을 익혀서 반주능력과 
화음, 음정을 증진시켜 주기 위한 교과임.

독어딕션 (2-2-0)

 독어권의 성악곡 연주를 위한 발음 연습을 실

제 곡을 중심으로 연구함.

피아노 반주 (2-1-2)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나 성악 등의 반주를 통
하여 서로간의 음악적 이해를 돕는다.

피아노 듀오 (2-2-0)

Piano Duo는 서로가 상대방의 Piano소리를 들으
면서 한 곡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Duet.Duo 곡 형태로 공부해 나간다.

가창 (1-0-2)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태리와 독일 예술
가곡의 양식상의 특징을 연구하며 이상적인 연주
를 위한 기초를 이루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둠.

악식론 (2-2-0)

음악의 틀을 학습하여 음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음악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불어 딕션 (2-2-0)

불어 발음을 정확히 익혀 가곡을 부를 때 도움
을 주도록 함.

성악 문헌 (2-2-0)

성악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곡의 배경, 해석을 이해하여 실기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한다.

피아노 문헌                       (2-2-0)

피아노 작품에서 당시의 배경, 작곡가의 의도, 
비평 또는 연주가 감상 등에 관한 것을 보고 실
제로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현대화성 (2-2-0)

온음계적 화성의 수식화음과 대용화음으로서 
사용되는 반음계적 화음을 다룬다. 효과적인 전조
의 수단으로서 형식과 분석상의 학습에 이와 같
은 점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다루게 한다.

현실내악 (2-0-2)

현악의 소규모 편성으로 각 악기의 고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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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능력과 감상력을 익힌다.

관실내악 (2-0-2)

 관악의 소규모 편성으로 각 악기의 고도의 연
주 능력과 감상력을 익힌다.

한국음악론 (2-2-0)

한국 음악의 역사 이론이나 기보 등을 배우고 
국악 감상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
록 함. 

건반화성 (2-2-0)

 건반을 통해서 화성악의 이론과 실기를 실습
함으로서 창작은 물론 반주 등을 자유자제로 만
들고 연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임.

음악감상 (2-2-0)

 주요 음악들을 대표하는 곡들을 폭넓게 선택
하여 주제와 형식을 분석, 해석하고 관련된 사실
들을 종합해 보려고 한다.

피아노 교수법 (2-2-0)

 피아노의 구조, 역시,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기법 등을 익히고 피아노 교수에 대해 알아본다.

지휘법 (2-2-0)

지휘의 기초적인 면을 습득하여 현악, 관악 합
주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여 지휘 할 
수 있는 기초를 학습한다. 

작곡법 (2-2-0)

선율과 화성의 관계를 연구하여 전형적 음악 
작품으로 창작을 시도해 나가는 수업.

대위법 (2-2-0)

음악 창작을 위한 이론과 기교를 대위법 적인 
기법을 통하여 습득시키는 수업.

영어 딕션 (2-2-0)

영어의 정확한 발음과 뜻의 이해로 영어 가곡
의 특성을 잘 살려 노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오페라 워크샾 (2-2-0)

오페라의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오페라에 필
요한 실기교육을 학습함.

시창․청음 (2-2-0)

음악인의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기보법, 음정, 
화성 및 기초적인 악식론과 음악사를 고찰한다.

전통음악기법 (2-2-0)

전기 바로크 시대에서 초기 고전까지의 음악을 
살펴보고 작곡 기법 및 악식, 음악사를 고찰, 감
상 한다.

현대 피아노음악 (2-2-0)

 음악의 역사를 흐름과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영향받아 생긴 변화를 토대로 현대 주요 작곡가
들의 피아노 음악을 연구한다. 

관현악법 (2-2-0)

고전부터 현대에까지 많은 악기의 다양한 음색
과 그 배합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며 작곡가들의 
특징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실제 작곡 할 수 있
는 능력을 터득하게 한다.

관현악문헌 (2-2-0)

바로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악곡을 
총괄하여 시대, 작곡가, 작품별로 음악적 특징과 
올바른 해석과 연주법을 고찰한다.

합창지휘법 (2-2-0)

합창 지휘법을 통해 합창단 활동이나 합창 지
휘 또는 교회음악 지휘를 할 때에 도움이 되며 
매시간 지휘 연습을 통하여 실습을 한다. 지휘하
는 법을 교정하여 주고 다른 사람이 지휘하는 것
을 통하여 서로 토론한다.

오라토리오 (2-2-0)

오라토리오의 발생 배경과 역사 그리고 오라토
리오를 연주하기 위한 연주 기법에 대하여 연구
하며 연주기술의 습득에 목적을 둔다. 또한 성악 
장르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오라토리오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한국가곡론 (2-2-0)

 한국 가곡의 역사를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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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연구하여 파악하며 이를 이상적으로 재현
하기 위한 개인별 연주 기술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음악이론 (2-2-0)

음악 학습에 기초가 되는 음악적 소재와 구조
적 요소(조성, 선율, 화성, 형식)들을 학습함으로
써 음악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연주 (1-0-2)

음악을 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의 일단의 최대 
목표는 좋은 음악가가 되는데 있다.

연주 수업을 통하여 무대 매너, 자세, 실제 청
중 앞에서 연주하는 연습에 주목적이 있다.

무대를 자주 설 수 없는 학생들에게 청중 앞에
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주 능력을 보일 수 있도
록 실제 연주 수업을 통해 익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 연주가를 지향하는 관현악 전
공자들에게 무대 위에서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함
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연주가의 기본적 
자세와 청중과의 교감을 갖는 방법을 터득함으로
써 예술인으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음악 이론 및 악식론 (2-2-0)

음악의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하여 음악적 
소재와 구조를 이해 할 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악기론 (2-2-0)

목관 악기, 금관 악기, 현악기, 타악기, 건반 악
기, 특수 악기의 구조와 연주 기법, 음색과 특성, 
그리고 이조와 표기 등에 대하여 연구 한다.

컴퓨터음악 (2-1-2)

컴퓨터음악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관현악 기법 연구 (2-2-0)

 현악, 목관, 금관, 타악기의 편성 및 편곡 기
법을 이들 악기의 특수성과 표현의 가능성 고려
와 함께 악곡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연마한다.

음악분석 (2-2-0)

르네상스로부터 고전까지의 작품을 통해 화성
과 대위에 의한 음 기능과 진행, 그리고 이의 결
과 되는 형식구조를 이해하고 음악적 요소와 이의 
변형, 그리고 발전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현대 음악 기법 (2-2-0)

 고전, 낭만 시대 이후 바그너를 정점으로한 
이 시대까지의 모든 기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이 시대에 걸 맞는 창작품을 작곡하
게 한다.  

국악 악기론 (2-2-0)

 한국의 전통악기를 시대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한국 악기의 구조, 음색, 음역, 연주 형태 등을 분
석, 연구한다.

 
국악 작곡법 (2-2-0)

 우리의 음악인 한국음악을 연구하여 전형적인 
음악 작품으로 창작을 시도해 나가는 과목이다.

악기제작 및 관리 (1-0-2)

악기를 다룸에 있어서 연주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 및 관리한다.

음향실습 (1-0-2)

음향에 대해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보다 나은 
좋은 소리를 내도록 한다.

피아노 조율 (2-2-0)

피아노 조율을 직접 해 봄으로써 피아노의 구
조에 대해 좀더 잘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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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학과

(Department of Dance)

한국무용전공(Korean Da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 고

1-1

전필
281064
281065
281066

한국무용기초Ⅰ(Practice Korean DanceⅠ)
발레기초Ⅰ(Practice Ballet DanceⅠ)
현대무용기초Ⅰ(Practice Modern Danc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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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2032
281007
282071
281067
281035

한국무용Ⅰ(Korean DanceⅠ)
분장실기(Training on Make-up)
타악실기(Practice on Percussion Instruments)
무용개론(Introduction to Art Dance)
무용감상(Dancing Contemp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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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281068
281069
281070

한국무용기초Ⅱ(Practice Korean DanceⅡ)
발레기초Ⅱ(Practice BalletⅡ)
현대무용기초Ⅱ(Practice Modern Dance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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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2034
282086
281071
282064
281016

한국무용Ⅱ(Korean DanceⅡ)
한국민속무용(Korean Folk Dance)
동작과 색채(Movement & Color)
한국무용사(History of Korean Dance)
동계스포츠(Winter Sports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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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81072
281073
281074

한국무용기초Ⅲ(Practice Korean DanceⅢ)
발레기초Ⅲ(Practice BalletⅢ)
현대무용기초Ⅲ(Practice Modern Danc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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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2044
282072
281022
281075
281030

한국무용Ⅲ(Korean DanceⅢ)
궁중음악(Courtly Music)
무용연기법(Method of Dance Acting)
바디콘디셔닝(Body Conditioning)
무용심리학(Psychology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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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81076
281077
281073

한국무용기초Ⅳ(Practice Korean DanceⅣ)
발레기초Ⅳ(Practice BalletⅣ)
현대무용기초Ⅳ(Practice Modern Dance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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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2053
282073
281015
281079
281034
282087

한국무용Ⅳ(Korean DanceⅣ)
전통무용Ⅰ(Traditional DanceⅠ)
무대의상(Stage Costume)
민속학(Folklore)
안무론(Theory of Dance Composition)
무용학습과 제어(Dance Control and Learning)

1-0-2
1-0-2
1-0-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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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 고

3-1

전필 282075 한국무용레파토리Ⅰ(Korean Dance RepertoryⅠ) 2-0-4

전선

281080
282076
282077

282069
281032
281081

가면극(Mask Drama)
전통무용Ⅱ(Traditional Dance Ⅱ)
한국무용 창작실기Ⅰ
(Practice for Creative Korean DanceⅠ)
정재연구(Study for Traditional Korean Court Dance)
무용미학(Dancing Aesthetics)
무대제작법(Produce fo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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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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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282078
281059
281042

한국무용레파토리Ⅱ(Korean Dance Repertory Ⅱ)
부전공실기 발레Ⅰ(Submajor practice Ballet Ⅰ) ┓ 
부전공실기 현대무용 Ⅰ ┃택 1
(Submajor practice Modern DanceⅠ) ┛

3-0-6
1-0-2
1-0-2

전선

281094
282079

282080
281083
282074

라틴댄스스포츠(Latin Dance Sports)
한국무용 창작실기Ⅱ
(Practice for Creative Korean Dance Ⅱ)
한국무용 교수법(Teaching of Korean Dance)
무용예술론(History of Art)
무용역학(Mechanics for Dance)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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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82081
282082

281095
281057
281049

282083
281086

한국무용 워크샵 Ⅰ(Workshop for Korean Dance Ⅰ)
한국무용 졸업작품실습 Ⅰ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Korean Dance Ⅰ)
모던댄스스포츠(Modern Dance Sports)
부전공실기 발레 Ⅱ(Submajor practice BalletⅡ) ┓
부전공실기 현대무용Ⅱ ┃택 1
(Submajor practice Modern DanceⅡ) ┛
특수무용(Special Dance)
무대연출론(Production Management)

2-0-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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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3-3-0

4-2 전선

282084
282085

281054
281087

한국무용 워크샵 Ⅱ(Workshop for Korean Dance Ⅱ)
한국무용 졸업작품실습 Ⅱ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Korean Dance Ⅱ)
무용비교론(Theory of Comparative Dance)
특수무용지도(Study on Special Dance)

2-0-4
1-0-2

3-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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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전공(Ballet Da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  고

1-1

전필
281064
281065
281066

한국무용기초Ⅰ(Practice Korean Dance Ⅰ)
발레기초Ⅰ(Practice Ballet Dance Ⅰ)
현대무용기초Ⅰ(Practice Modern Danc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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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3032
281007
281005
281067
281035

발레Ⅰ(Ballet Ⅰ)
분장실기(Training on Make-up)
피아노실기(Practice on Piano)
무용개론(Introduction to Art Dance)
무용감상(Dancing Contemp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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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281068
281069
281070

한국무용기초Ⅱ(Practice Korean Dance Ⅱ)
발레기초Ⅱ(Practice Ballet Dance Ⅱ)
현대무용기초Ⅱ(Practice Modern Danc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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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3034
281088
281071
281089
281016

발레Ⅱ(Ballet Ⅱ)
캐릭터댄스(Character Dance)
동작과 색채(Movement & Color)
서양무용사(History of Western Dance)
동계스포츠(Winter Sports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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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81072
281073
281074

한국무용기초Ⅲ(Practice Korean Dance Ⅲ)
발레기초Ⅲ(Practice Ballet Dance Ⅲ)
현대무용기초Ⅲ(Practice Modern Dance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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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3044
281090
281022
281075
281030

발레Ⅲ(Ballet Ⅲ)
컴퓨터음악(Computer Music)
무용연기법(Method of Dance Acting)
바디콘디셔닝(Body Conditioning)
무용심리학(Psychology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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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81076
281077
281078

한국무용기초Ⅳ(Practice Korean Dance Ⅳ)
발레기초Ⅳ(Practice Ballet Dance Ⅳ)
현대무용기초Ⅳ(Practice Modern Danc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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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3053
281091
281015
281079
281034
281096

발레Ⅳ(Ballet Ⅳ)
클래식발레Ⅰ(Classic Ballet Ⅰ)
무대의상(Stage Costume)
민속학(Folklore)
안무론(Theory of Dance Composition)
무용의해부생리학(Anatomical Physiology of Dance)

1-0-2
1-0-2
1-0-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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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  고

3-1

전필 283064 발레레파토리Ⅰ(Ballet Repertory Ⅰ) 2-0-4

전선

281080

281092

283065

281097

281032

281081

가면극(Mask Drama)

클래식발레Ⅱ(Classic Ballet Ⅱ)

발레 창작실기Ⅰ(Practice for Creative Ballet Ⅰ)

무용동작분석 및 표현
(Dance Movement  Analysis & Practice)

무용미학(Dancing Aesthetics)

무대제작법(Produce for Stage)

1-0-2

1-0-2

1-0-2

3-3-0

3-3-0

3-1-2

3-2

전필
283066

281060

발레레파토리Ⅱ(Ballet Repertory Ⅱ)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Ⅰ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Ⅰ)

3-0-6

1-0-2

전선

281094

283067

283068

281083

282074

라틴댄스스포츠(Latin Dance Sports)

발레 창작실기Ⅱ(Practice for Creative Ballet Ⅱ)

발레 교수법(Teaching of Ballet)

무용예술론(History of Art)

무용역학(Mechanics for Dance)

1-0-2

1-0-2

2-2-0

3-3-0

3-3-0

4-1 전선

283069

283070

281095

281058

281093

281086

발레 워크샵Ⅰ(Workshop for Ballet Ⅰ)

발레 졸업작품실습Ⅰ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Ballet Ⅰ)

모던댄스스포츠(Modern Dance Sports)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Ⅱ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 Ⅱ) 

무용교육론(Theories of Dance Education)

무대연출론(Production Management)

2-0-4

2-0-4

1-0-2

1-0-2

2-2-0

3-3-0

4-2 전선

283071

283072

281054

281087

발레 워크샵 Ⅱ(Workshop for Ballet Ⅱ)

발레 졸업작품실습Ⅱ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Ballet Ⅱ)

무용비교론(Theory of Comparative Dance)

특수무용지도(Study on Special Dance)

2-0-4

1-0-2

3-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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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전공(Modern Da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  고

1-1

전필
281064
281065
281066

한국무용기초Ⅰ(Practice Korean DanceⅠ)
발레기초Ⅰ(Practice Ballet DanceⅠ)
현대무용기초Ⅰ(Practice Modern Danc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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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4001
281007
281005
281067
281035

현대무용Ⅰ(Modern DanceⅠ)
분장실기(Training on Make-up)
피아노실기(practice on Piano)
무용개론(Introduction to Art Dance)
무용감상(Dancing Contemp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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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281068
281069
281070

한국무용기초Ⅱ(Practice Korean DanceⅡ)
발레기초Ⅱ(Practice Ballet DanceⅡ)
현대무용기초Ⅱ(Practice Modern Dance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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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4002
281088
281071
281089
281016

현대무용Ⅱ(Modern DanceⅡ)
캐릭터댄스(Character Dance)
동작과 색채(Movement & Color)
서양무용사(History of Western Dance)
동계스포츠(Winter Sports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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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281072
281073
281074

한국무용기초Ⅲ(Practice Korean DanceⅢ)
발레기초Ⅲ(Practice Ballet DanceⅢ)
현대무용기초Ⅲ(Practice Modern Dance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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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4003
281090
281022
281075
281030

현대무용Ⅲ(Modern DanceⅢ)
컴퓨터음악(Computer Music)
무용연기법(Method of Dance Acting)
바디콘디셔닝(Body Conditioning)
무용심리학(Psychology of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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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81076
281077
281078

한국무용기초Ⅳ(Practice Korean DanceⅣ)
발레기초Ⅳ(Practice Ballet DanceⅣ)
현대무용기초Ⅳ(Practice Modern Dance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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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84053
281091
281015
281079
281034
281096

현대무용Ⅳ(Modern DanceⅣ)
클래식발레Ⅰ(Classic BalletⅠ)
무대의상(Stage Costume)
민속학(Folklore)
안무론(Theory of Dance Composition)
무용의해부생리학(Anatomical Physiology of Dance)

1-0-2
1-0-2
1-0-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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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비고

3-1

전필 284064 현대무용레파토리Ⅰ(Modern Dance RepertoryⅠ) 2-0-4

전선

281080

281092

284065

281097

281032

281081

가면극(Mask Drama)

클래식발레Ⅱ(Classic BalletⅡ)

현대무용 창작실기Ⅰ
(Practice for Creative Modern DanceⅠ)

무용동작분석 및 표현
(Dance Movement  Analysis & Practice)

무용미학(Dancing Aesthetics)

무대제작법(Produce for Stage)

1-0-2

1-0-2

1-0-2

3-3-0

3-3-0

3-1-2

3-2

전필
284066

281060

현대무용레파토리Ⅱ(Modern Dance RepertoryⅡ)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Ⅰ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Ⅰ)

3-0-6

1-0-2

전선

281094

284067

284068

281083

282074

라틴댄스스포츠(Latin Dance Sports)

현대무용 창작실기Ⅱ
(Practice for Creative Modern DanceⅡ)

현대무용 교수법(Teaching of Modern Dance)

무용예술론(History of Art)

무용역학(Mechanics for Dance)

1-0-2

1-0-2

2-2-0

3-3-0

3-3-0

4-1 전선

284069

284070

281095

281058

281093

281086

현대무용 워크샵Ⅰ(Workshop for Modern DanceⅠ)

현대무용 졸업작품실습Ⅰ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Modern DanceⅠ)

모던댄스스포츠(Modern Dance Sports)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Ⅱ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Ⅱ) 

무용교육론(Theories of Dance Education)

무대연출론(Production Management)

2-0-4

2-0-4

1-0-2

1-0-2

2-2-0

3-3-0

4-2 전선

284071

284072

281054

281087

현대무용 워크샵 Ⅱ(Workshop for Modern DanceⅡ)

현대무용 졸업작품실습 Ⅱ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Modern DanceⅡ)

무용비교론(Theory of Comparative Dance)

특수무용지도(Study on Special Dance)

2-0-4

1-0-2

3-3-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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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용기초Ⅰ (1-0-2)

한국무용의 기초적인 동작연습을 통해 한국무
용의 기본과 작품에 임할 수 있는 기본기를 철저
히 지도함으로써 무용인으로써의 실기에 부족함
이 없도록 한다.

발레기초Ⅰ (1-0-2)

발레의 정확한 기본 자세와 기술을 습득케하
며, 발레의 예술성을 발전케 하고, 창작 능력과 
지도 능력을 기른다.

현대무용기초Ⅰ (1-0-2)

현대무용의 기본동작 습득, 표현력 향상과 즉
흥의 이해

한국무용Ⅰ (1-0-2)

한국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동작을 익힘
으로서 우리무용의 전통적 춤사위를 정립시키고 
춤사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발레Ⅰ (1-0-2)

유럽의 발레 기법인 Cecchetti Method와 러시아
적 발레 기법인 Vaganova Method를 중심으로 발
레의 Technique과 예술적 표현력을 중점적으로 지
도한다.

현대무용Ⅰ (1-0-2)

호세리몽 테크닉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무용의 
초기 단계. 테크닉 훈련을 통하여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며, 창작의 과정에서 현대무용 실기는 표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며, 기본 테크닉
의 연마가 발전, 확대되어 무용어휘의 풍부성으로 
인하여 이념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분장실기 (1-0-2)

분장의 원리, 분장의 방법, 분장술에 대한 제기
술을 익히게 한다.

타악실기 (1-0-2)

장고, 소고, 북, 꽹과리 등 주로 한국민속 타악
기의 타법과 기능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이다. 

피아노실기 (1-0-2)

음악의 리듬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감수성
이 풍부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
이 있다. 또한 테크닉 위주의 재래식 교육방법 보
다 음악의 근본을 가르치는 개념학습에 기본을 
둔 포괄적인 피아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무용개론 (3-3-0)

무용의 본질, 구성요소와 특색 공간예술, 시간
예술, 인체예술, 무대예술, 순간예술로서의 기능 
그리고 각 분야의 특질과 체제 등을 객관적으로 
다룬다.

무용감상 (1-1-1)

무용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작품개요 
및 안무의도를 연구하고 그 안무자의 작품제작에 
따른 역사를 이해하여 작품을 통한 무용사적인 
정립과 작품을 통한 예술인의 자질향상과 그 인
품을 기르고 감상법의 지도를 통하여 지도자 소
양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학년 2학기

한국무용기초Ⅱ (1-0-2)

한국무용의 기본 및 기본운동에 관한 대학과정
에서의 기초적인 실기를 다룬다.

발레기초Ⅱ (1-0-2)

발레의 정확한 기본 자세와 기술을 습득케하
며, 발레의 예술성을 발전케하고 창작능력과 지도
능력을 기른다.

현대무용기초Ⅱ (1-0-2)

테크닉 훈련을 통하여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
며, 창작의 과정에서 현대무용 실기는 표현 소통
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며, 기본 테크닉의 연
마가 발전, 확대되어 무용어휘의 풍부성으로 인하
여 이념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국무용Ⅱ (1-0-2

한국무용의 기초적인 동작을 습득시킴으로서 
전통무용의 춤사위와 창작무용의 춤사위를 익히
는데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발레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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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의 정확한 기본자세와 테크닉을 습득하여 
다양한 표현력과 예술성으로 발전시킨다.

현대무용Ⅱ (1-0-2)

마사그라함, 도리스 험프리, 호세리몽 등의 여
러종류의 테크닉을 경험하도록 하며, Bar, Center, 
Locomotion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동작의 정확
성, 숙련도, 민첩성, 리듬감등을 중시하며 바리에
이션에서의 변화있는 실기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력, 즉흥력도 연구한다.

한국민속무용 (1-0-2)

소고춤은 농악놀이의 설장고와 쌍벽을 이루는 
것으로 법고춤이라고도 한다. 농악대 중 소고대형
에서 제일 앞에 있는 소고잡이를 수법고라고 하
고, 혼자 출땐 수법고춤, 수법고놀이라한다. 소고
춤은 연풍대 가락이 농악멋의 극치이며 단체놀이
에서는 농사짓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우리나
라 농악이 지역마다 다르듯이 소고춤도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캐릭터댄스 (1-0-2)

캐릭터댄스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실
제 방법을 습득하여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응에 필요한 건전하고 유용한 여가활용의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지구촌 시대에 
알맞는 미래의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한다.

동작과 색채 (3-1-2)

색(Color)의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고 조형활동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배색능력을 키운다. 

한국무용사 (3-3-0)

한국무용의 생성과 그 발달과정을 더듬어, 선
현들이 이룩해좋은 창조적 결실을 통해 그 위업
을 거울삼아, 오늘날 한국무용계가 안고있는 미래
지향적 과제를 도출해 보는 것으로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무용예술가로서의 이념적, 
철학절 정신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서양무용사 (3-3-0)

무용이 생성하고 발전하여 오늘로 이어온 역사
적 과정을 범 세계적 규모와 영역을 대상으로 인
류가 이룩해 놓은 창조적 결실과 그 성과를 가치

적 측면에서 접근, 분석, 고찰해가는 동안 단순함
에 그치지 않으면서 오늘날 무용이 안고 있는 미
래에의 과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념적 정신
기반을 추구한다. 

동계스포츠 (1-0-2)

겨울방학 동안 집중강의로써 초보자들이 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

▶2학년 1학기

한국무용기초Ⅲ (1-0-2)

한국무용의 기초에 따른 응용을 통하여 창작능
력 및 작품구성법 및 소품응용능력을 길러 예술
가로서의 기초기능 능력과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
도록 한다.

발레기초Ⅲ (1-0-2)

클래식 발레에서 요구하는 바른 자세와 정확한 
신체의 사용을 익히고, 나아가 테크닉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현대무용기초Ⅲ (1-0-2)

현대무용에 있어서 움직임의 원리, 기본운동, 
테크닉 그리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현대무용 창작실습에 기초단계로 
기초훈련과 구 훈련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다양
한 테크닉을 익히게 한다.

한국무용Ⅲ (1-0-2)

한국무용의 기본동작(굿거리 기본동작, 자진모
리 기본동작)의 기초적인 기법을 더욱 발전시키
는 단계로 한국무용의 종류 가운데 전통무용, 민
속무용, 의식무용 등의 대표 적인 춤사위를 익힘
으로써, 한국무용 동작의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춤사위의 다양함 을 접하게 한다.

발레Ⅲ (1-0-2)

발레의 정확한 기본자세와 기술을 습득케하며 
발레의 예술성을 발전케하고 창작능력과 지도 능
력을 기른다.

현대무용Ⅲ (1-0-2)

여러 종류의 무용기법을 Beginner에서 
Intermediate의 수준으로 마사그라함, 도리스 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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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몽 등 여러종류의 테크닉을 경험하도록 하
며, Bar Center, Floor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동작
의 정확성, 숙련도, 리듬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궁중음악 (3-3-0)

우리나라 지배계층이 향유했던 음악, 좀더 구
체적으로 말하면 지배층에서 했던 국가적행사때 
쓰였던 음악과 연회를 하였을 때 연주되었던 음
악 즉 궁중음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다.

컴퓨터음악 (3-3-0)

무용에 필요한 리듬감에 필요한 훈련 및 컴퓨
터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반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체득시킨다

무용연기법 (3-1-2)

기초적인 현상학적 관점에서 무용 예술 전반에 
대해 토론하며 이러한 인식론적 토대가 실천 작
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탐색한다. 실천작업
을 위한 대본으로는 기형도의 시를 중심으로 하
여 즉흥연기를 해나간다.

바디컨디셔닝 (1-0-2)

필라티즈 메소드를 통해 몸과 마음의 통합을 
배우고 신체 사용방식을 이해함으로 상해예방과 
무용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접근방식을 배운다.

무용심리학 (3-3-0)

무용의 운동 과학적 연구를 통한 체계적 학문
으로의 정립이 필요하고 예술론적으로 미의 표현
과 창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고자 
함이다.

▶2학년 2학기

한국무용기초Ⅳ (1-0-2)

한국무용의 기초동작에 따른 응용을 통하여 창
작 능력 및 작품구성법 및 소품 응용능력을 길러 
예술가로서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발레기초Ⅳ (1-0-2)

클래식 발레에서 요구하는 바른 자세와 정확한 
신체의 사용을 익히고, 나아가 테크닉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다.

현대무용기초Ⅳ (1-0-2)

현대무용에 있어서 움직임의 원리, 기본운동, 
테크닉 그리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현대무용 창작실습에 기초단계로 
기초훈련과 그 훈련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다양
한 테크닉을 익히게 한다. 

한국무용Ⅳ (1-0-2)

현장 경험에서 얻어진 세밀한 방법론에 의한 
움직임을 훈련시키고 표현예술로서의 춤을 연구
한다.

발레Ⅳ (1-0-2)

대학과정 4년의 기초적 신체육성과 레파토리의 
기초적 Enchainement를 지도함으로써 개성적 표현
과 창작작품에 필요한 단계적 지도를 목표로 한다. 

현대무용Ⅳ (1-0-2)

본 수업은 그동안 익힌 무용전반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작품 창작을 위해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무대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실기수업 뿐만이 아닌 보다 폭 넓은 
작업(음악, 미술, 시, 의상)등을 통하여 우수한 작
품을 구성할 수 있는 안무력을 키우고 나아가 종
합예술로서의 무용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한다.

전통무용Ⅰ (1-0-2)

한국 전통무용을 습득케 함으로써 우리춤의 정
수를 알게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을 안출
해낼 수 있도록 하며, 전통무용의 계승발전을 도
모시킨다.

클래식 발레Ⅰ (1-0-2)

발레에서의 Barre의 기본동작과 Center의 응용
스텝을 통하여 클래식 발레의 형식과 기교를 배
운다.

무대의상 (1-0-2)

무대의상의 기초 디자인 및 제작과 응용학습

민속학 (3-3-0)

한국민속의 전반적인 분야 곧 민속사회, 민속
신앙, 민속예능, 민속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
여 우리 만족의 잠재적인 사고를 확인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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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중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민속에
는 민중의 삶의 자취, 숨결, 의식 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민속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안무론 (3-3-0)

오늘날 일반적으로 안무로 통용되고 있는 예술
적 형태영역 등을 예거해 보면서 안무의 명확한 
이상의 개념을 파악하고 진정한 안무의 본명을 
밝힌다. 

무용학습과 제어 (3-3-0)

무용학습이 이루어지는 신경심리학 연구와 과
학적인 연습과정, 학습방법 등을 배운다.

무용의 해부생리학 (3-3-0)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과학적인 훈련방법 
및 상해방지, 물리치료 등을 연구하며, 무용인으
로서의 체격, 체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3학년 1학기

한국무용레파토리Ⅱ (2-0-4)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발레레파토리Ⅱ (2-0-4)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현대무용레파토리Ⅱ (2-0-4)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가면극 (1-0-2)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의 실
현과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인식과 전공분야에 접
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창작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둔다.

전통무용Ⅱ (1-0-2)

한국 전통무용을 습득케 함으로써 우리춤의 정
수를 알게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을 안출
해낼 수 있도록 하며, 전통무용의 계승발전을 도
모시킨다.

클래식 발레Ⅱ (1-0-2)

발레에서의 Barre의 기본동작과 Center의 응용
스텝을 통하여 클래식 발레의 형식과 기교를 배
운다. 

한국무용 창작실기Ⅰ (1-0-2)

무용과 같은 현장예술의 경우는 창작과 공연이 
불가분리한 유대관계를 지닌다. 본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안배, 운용하면서 창작기반에서 시
작해서 작품현상과 공연활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 체험을 통하여 터득시킴으로서 창작무용
가로서의 자질축적을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발레 창작실기Ⅰ (1-0-2)

무용과 같은 현장예술의 경우는 창작과 공연이 
불가분리한 유대관계를 지닌다. 본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안배, 운용하면서 창작기반에서 시
작해서 작품현상과 공연활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 체험을 통하여 터득시킴으로서 창작무용
가로서의 자질축적을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현대무용 창작실기Ⅰ (1-0-2)

무용과 같은 현장예술의 경우는 창작과 공연이 
불가분리한 유대관계를 지닌다. 본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적절히 안배, 운용하면서 창작기반에서 시
작해서 작품현상과 공연활동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 체험을 통하여 터득시킴으로서 창작무용
가로서의 자질축적을 목적으로 개선되었다.

정재연구 (3-3-0)

정재의 무용사적 고찰과 함께 고려사악지, 악
학궤범, 정재무도홀기 등 문헌에 보이는 정재의 
시대적 변천과 특징을 이해하고 정재중의 백미로 
꼽는 춘앵전을 중심으로 홀기 해독과 실기를 병
행학습하여 정재전반의 이해를 돕는다.

무용동작분석 및 표현 (3-3-0)

무용동작을 분석하는 목적과 방법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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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연을 관람하며 과학적 분석에 의한 가치, 
평가, 인식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며 중요한 작품들
의 동작을 비교․분석하여 작품을 객관적인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무용미학 (3-3-0)

미학의 주요 개념들과 이해를 바탕으로, 무용
미의 유형에 관한 이해를 향상 시킨다.

무대제작법 (3-1-2)

무용 창작의 선제적 기반이 되는 무대공간의 
본질, 구조 그리고 표면매체로서의 기능 등등을 
연기공간, 배후공간, 전환공간, 배경공간 등으로 
나누어 이에 포함되어진 각종 무대기구가 간직하
는 표현적, 상징적, 효율성과 함께 이에 이르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시대 사조의 흐름등과 
견주어가며 고찰하는 것으로서의 작품창작을 위
한 공간활용의 원리를 이해 시킨다.

▶3학년 2학기

한국무용레파토리Ⅱ (3-0-6)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발레레파토리Ⅱ (3-0-6)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현대무용레파토리Ⅱ (3-0-6)

시대적 배경, 특징, 줄거리와 해설, 안무가, 음
악가, 무용수의 특징을 연구하며 작품감상을 통해 
무용예술의 이해와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
적을 둔다.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Ⅰ(1-0-2)

한국무용을 위한 과목으로 한국무용전반적인 
테크닉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기본습득, 작품을 통
한 창의력 및 무용인으로써의 자질을 향상시킴.

부전공실기 발레Ⅰ (1-0-2)

Barre Work, 바리에이션을 통한 기본적 신체육
성과 무용인으로서의 기초를 교육한다.

부전공실기 현대무용Ⅰ (1-0-2)

현대무용의 기본동작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창
의적인 수준에까지 무용을 실습, 연구하며 리듬훈
련 및 신체적 움직임을 습득한다.

라틴댄스스포츠 (1-0-2)

댄스스포츠의 정확한 명칭과 동작해설을 통해 
남미 민족 무용을 익히고자 한다.

한국무용 창작실기Ⅱ (1-0-2)

창작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의 개발 
및 무용적인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창작능력을 기
른다.

발레 창작실기Ⅱ (1-0-2)

창작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의 개발 
및 무용적인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창작능력을 기
른다.

현대무용 창작실기Ⅱ (1-0-2)

창작 동기유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의 개발 
및 무용적인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창작능력을 기
른다.

한국무용 교수법 (2-2-0)

무용 교수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무용교수의 계
획, 지도방법 및 평가 그리고 교수기능, 교수전략,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관한 내용을 학습교과
내용으로 한다.

발레 교수법 (2-2-0)

무용 교수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무용교수의 계
획, 지도방법 및 평가 그리고 교수기능, 교수전략,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관한 내용을 학습교과
내용으로 한다.

현대무용 교수법 (2-2-0)

무용 교수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무용교수의 계
획, 지도방법 및 평가 그리고 교수기능, 교수전략, 
교수효율성에 관한 연구에 관한 내용을 학습교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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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예술론 (3-3-0)

예술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예술의 표현행위 내
용과 형식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예술의 정의를 
정립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무용역학 (3-3-0)

움직이는 생체에 대한 역학적 법칙의 적용과 
인체의 이동 운동체제연구를 통하여 무용의 구조
와 기능을 알고, 무용기술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자 한다.

▶4학년 1학기

한국무용 워크샵Ⅰ (2-0-4)

한국무용의 기초에서부터 다양한 여러 춤사위
를 익혀 한국의 정서를 한국적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자세를 배양시켜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발레 워크샵Ⅰ (2-0-4)

발레의 아름답고 정확한 발레 테크닉을 표현․
습득하며 무대사용법, 신체 감각과 순발력 등 새
로운 무용언어를 구사할 수 능력과 발레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현대무용 워크샵Ⅰ (2-0-4)

현대무용실기를 통해 동작을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무용창조작업을 통해 사고력
발달 및 정서를 기르는데 고도의 기교를 복합적
으로 나타내는 예술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무용 졸업작품 실습Ⅰ (2-0-4)

무용제작법, 구성법, 즉흥 등 무대예술을 위한 
준비 과정을 무용분야에 적용시켜 통괄하여 안무
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즉 문화 ․ 음악 ․ 미술 등의 
면에서 작품 배경에 대해 연구하여 안무력을 향
상시킨다. 

발레 졸업작품 실습Ⅰ (2-0-4)

무용제작법, 구성법, 즉흥 등 무대예술을 위한 
준비 과정을 무용분야에 적용시켜 통괄하여 안무
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즉 문화 ․ 음악 ․ 미술 등의 
면에서 작품 배경에 대해 연구하여 안무력을 향

상시킨다. 

현대무용 졸업작품 실습Ⅰ (2-0-4)

무용제작법, 구성법, 즉흥 등 무대예술을 위한 
준비 과정을 무용분야에 적용시켜 통괄하여 안무
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 즉 문화․음악․미술 등의 
면에서 작품 배경에 대해 연구하여 안무력을 향
상시킨다. 

모던댄스스포츠 (1-0-2)

댄스스포츠는 사교적 목적보다 에어로빅성 신체
적성운동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생활무
용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다. 정상적 춤 문화의 보급
과 각 나라의 민족무용 특성을 익히고자 한다. 

부전공실기 한국무용Ⅱ (1-0-2)

여러종류의 무용기법과 테크닉을 경험하도록 
하며 기본 및 작품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정확
성, 숙련도, 민첩성, 리듬감 등 실기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창의력을 기르도록 연구한다. 

부전공실기 발레Ⅱ (1-0-2)

Barre Work, 바리에이션을 통한 기본적 신체육
성과 무용인으로서의 기초를 교육한다.

부전공실기 현대무용Ⅱ (1-0-2)

현대무용의 기본동작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창
의적인 수준에까지 무용을 실습, 연구하며 리듬훈
련 및 신체적 움직임을 습득한다.

특수무용 (2-2-0)

장애인을 위한 약물요법이 아닌 운동 요법의 
일원으로 두뇌개발과 정신을 맑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용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지
도를 위한 목적이 있다.

무용교육론 (2-2-0)

무용교육은 움직임 교육에 있어서 지도가 매우 
중요시된다. 

무용교육론에서는 무용요소를 중심으로 무용학
습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며, 창의적인 무용학습
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수업되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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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연출론 (3-3-0)

연출의 기본 개념과 원리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출작업의 과정과 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내용
을 연계하여 인체예술이자 현상예술로서 지녀야 
하는 무용연출의 특수성을 살펴보고 무용연출로
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4학년 2학기

한국무용 워크샵Ⅱ (2-0-4)

개인의 전공을 보다 전문성을 띄어 과학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하고, 숙련된 기교
의 향상과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발레 워크샵Ⅱ (2-0-4)

개인의 전공을 보다 전문성을 띄어 과학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하고, 숙련된 기교
의 향상과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현대무용 워크샵Ⅱ (2-0-4)

개인의 전공을 보다 전문성을 띄어 과학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연구하고, 숙련된 기교
의 향상과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한국무용 졸업작품 실습Ⅱ (1-0-2)

작품준비에 필요한 대본 및 음악, 안무과정, 의
상, 무대장치, 조명을 바탕으로 소재의 선택, 무용
구성요소 및 안무법을 통하여 졸업작품발표회를 
대비한 수업

발레 졸업작품 실습Ⅱ (1-0-2)

작품준비에 필요한 대본 및 음악, 안무과정, 의
상, 무대장치, 조명을 바탕으로 소재의 선택, 무용
구성요소 및 안무법을 통하여 졸업작품발표회를 
대비한 수업

현대무용 졸업작품 실습Ⅱ (1-0-2)

작품준비에 필요한 대본 및 음악, 안무과정, 의
상, 무대장치, 조명을 바탕으로 소재의 선택, 무용
구성요소 및 안무법을 통하여 졸업작품발표회를 
대비한 수업

무용비교론 (3-3-0)

무용예술은 다른 학문의 특징과는 달리 동서양
의 특징이 서로 다르고 나라별로도 독특한 개성
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민속, 오락 등 춤의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그 특성
이 다르며 이에 동서양의 비교는 물론 세계각국
의 발달과정, 춤동작의 특이서, 의상과 분장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상호 연관성과 차이점을 분
석한다.

특수무용지도 (3-2-1)

장애인을 위한 특수프로그램 개발과 시대에 부
흥하는 음악, 움직임을 통하여 집단, 개인 무용활
동(사회성, 지구력, 리듬감, 순발력, 민첩성) 향상, 
보다 정상적인 명랑한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구
성원으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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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학과

(Department of Visual Cul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285049
285002

문화와 상상력 (Culture & Imagination) 
이미지론 (Study of image)

3-3-0
3-3-0

1-2 전선 285001
285004

라이프 드로잉 (Life drawing)
색채학 (Color studies)

2-1-2
3-3-0

2-1 전선

285050

285051
285015
285008
285052
285040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
(Idea conception & expression) 
영상 콘텐츠 기획 (Visual contents planning)
게임기획 (Game planning)
영화이론 (Theories of film)
문화콘텐츠 기획 (Culture contents planning)
디지털 디자인 Ⅱ (Digital desig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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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285053
285054

285013
285014
285055
285042

영상콘텐츠 제작 (Visual contents production)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Ⅰ
(Animation production technique)
작가론 (Study of Authorship)
대중문화 연구 (Studies in Mass culture)
문화산업 정책론 (Culture industry policy studies)
영상 디자인 (Design of Mov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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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85017
285056

285007
285057
285058
285043
285044

서사이론 (Narrative Theory)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 Ⅱ
(Animation production technique Ⅱ)
예술철학 (Philosophy of Art)
타이포그라피 (Typography)
컨텐츠 계약 실무 (Contents Contract business)
게임심리학 (Psychology of game)
영상기획 워크샵 Ⅰ (Visual planning Workshop I)

A
B

A
B
B
A
B

3-3-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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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85030
285024
085033
285026
285045
285046
285047

영상 마케팅 (Marketing for Film and Multimedia) 
실험영상 (Avant-Garde Film)
영상음악 (Image and Music)
영상 기호학 (Semiotics of Visual Culture)
게임평론 (Game Evaluation)
모션 그래픽 (Motion Graphics)
영상기획 워크샵 Ⅱ (Visual planning Workshop Ⅱ)

B
A
B
A
A
B
B

2-1-2
2-1-2
2-1-2
3-3-0
3-3-0
2-1-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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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285018
285059
285025
285035
285020
285060
285061

인턴쉽 Ⅰ(Internship I)
졸업작품연구 Ⅰ (Graduation Work study I)
영상문화특강 Ⅰ (Seminar in Visual Culture l)
동양사상과 영상 (Oriental Thought and Image)
기록영상 (Documentary)
스토리보드 워크샵 (Storyboard Workshop)
시나리오 연구 (Study of Scenario)

B
A+B
A+B

A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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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85023
285062
285031
285032
285037
285048
285063

인턴쉽 Ⅱ (Internship Ⅱ)
졸업작품연구 Ⅱ (Graduation Work study Ⅱ)
영상문화특강 Ⅱ (Seminar in Visual Culture Ⅱ)
영상과 문학 (Film and Literature)
영상 인류학 (Visual Anthropology)
게임산업 (Gaming Industry)
기획 프리젠테이션론 (Planning of Presentation study)

B
A+B
A+B

A
A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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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영상문화학과 교육목표

 문화산업의 창작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 육
성을 위해 영상문화학과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구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
업은 현재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지원 육
성되는 산업이다. 영상문화학과는 21세기 
뉴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이미지 창출
을 주도할 영상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문화와 상상력                     (3-3-0)

상상력과 사회와의 연관관계를 통해 문화란 무
엇인지 살펴본다.

이미지론 (3-3-0)

이미지와 이미지화의 개념은 무엇이며 끊임없
이 생성되는 이미지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분석, 연구 해본다.

라이프 드로잉 (2-1-2)

다양한 인체 모델을 통해 대상을 정확히 파악
하고 그려내는 능력을 키워낸다

색채학 (3-3-0)

색채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지식과 색채의 표현 
방법 및 색의 심리 효과, 색채의 조화를 체계적으
로 학습하여 작품 활동에 응용 해 본다.

아이디어 발상과 표현 (2-1-2)

입체적인 사고기법을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콘
텐츠 기획에 필요한 상상력을 학습하고 표현한다.

영상 콘텐츠 기획 (2-1-2)

하나의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 해 본다.

게임기획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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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획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학습과 기획실
습을 통해 전문 기획능력을 키운다.

영화이론 (3-3-0)

영화의 역사와 다양한 화법, 기술 등 영화의 
이론을 미학, 철학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학
습 해 본다.

문화콘텐츠 기획 (3-3-0)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콘
텐츠를 기획해보고 OSMU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 
해 본다.

디지털 디자인 Ⅱ (2-1-2)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디자인해
보고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상용화 할 수 있는 방
법을 연구 해 본다. 

영상콘텐츠 제작 (2-1-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 등 영상 콘텐츠 기획과 연계하여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고 그 활용 범위에 
대해 논의 해 본다.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Ⅰ, Ⅱ (2-1-2)

2D, 3D, Stop Motion 등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제작기법을 알아보고 각 제작 기법에 따른 다양
한 표현을 직접 실습을 통해 알아본다.

작가론 (3-3-0)

영상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을 이
해함으로써 영상 가독성을 높인다. 

대중문화연구 (3-3-0)

영화, TV 드라마, 뮤지컬, 광고등 대중문화의 
경향과 대중의 심리를 탐구하여 새로운 문화 트
렌드를 분석해본다.

문화산업 정책론 (3-3-0)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애니메이
션, 게임, 영화, 방송,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등 문
화산업 정책의 전반적 특징과 그 변화추이를 소
개한다. 나아가 개별 문화산업의 구체적 내용과 
특성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영상 디자인 (2-1-2)

독창적인 영상 디자인 방법을 실습을 통해 학
습해보고 이를 통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개발
을 꾀한다. 

서사이론 (3-3-0)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즉 
서사구조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학습한다. 

예술철학 (2-1-2)

다양한 예술 분야와 사조에 스며들어 있는 철
학적 기반을 미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고 

예술철학의 의미를 심도있게 탐구한다.

타이포그라피 (2-1-2)

타이포그라피의 정의를 살펴보고, 요소나 원리 
속성에 의해 진행되는 타이포그라피 커뮤니케이
션을 연구한다.

컨텐츠 계약 실무 (3-3-0)

계약실무, 지적 소유권법 등 컨텐츠 계약에 필
요한 실무를 배운다.

게임심리학 (3-3-0)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분석을 통해 게임을 
통한 학습 능력, 심리 변화 등 관계를 분석하고 
게임이 주는 다양한 효과를 알아본다. 

영상기획 워크샵 Ⅰ, Ⅱ (2-1-2)

PBT, PBL 방식을 통해 영상기획에 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영상마케팅 (2-1-2)

영상 컨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마케팅 방
법과 실제 마케팅 시장에 대해 분석 한다.

실험영상 (2-1-2)

영상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표
현주의, 전위 영화 등 실험적 영상을 추구한 예술 
사조에 대해 학습한다.

영상음악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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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의 음악의 의미를 알아보고 음악이 주는 
효과와 영상과의 배치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

영상기호학 (3-3-0)

미디어, 영상, 영상과 텍스트, 만화, 사진, 영화, 
광고 등 포스트모던 사회를 각인하는 다양한 코
드들을 기호학을 통해 진단 해 본다.

게임평론 (3-3-0)

현재 발매되고 있는 다양한 포맷의 게임들을 
평가 해 보고 토론을 통한 궁극적인 게임의 방향
을 잡아본다.

모션그래픽 (2-1-2)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영상제작에 다양하게 활
용한다. 

인턴쉽 Ⅰ,Ⅱ (2-0-4)

직접 전문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학습 해 본다.

졸업작품연구 Ⅰ, Ⅱ (2-1-2)

영상 미학, 애니메이션, 게임, 그래픽, 스토리텔
링, 문화산업 등 문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중 한 분
야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영상문화특강 Ⅰ,Ⅱ (3-3-0)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방송, 에듀테인먼트 콘
텐츠 등 영상문화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권
위있는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 심도있는 학습을 
한다.

동양사상과 영상 (3-3-0)

동양사상과 영상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학
습하고 영상콘텐츠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
소를 알아본다.

기록 영상 (2-1-2)

다양한 기록영상(다큐멘터리)을 감상해보고 기
록영상이 가지는 특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
본다.

스토리보드 워크샵 (2-1-2)

애니메이션, 게임 및 다양한 영상 제작물의 제

작에 앞서 필요한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구한다

시나리오 연구 (2-1-2)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나리오들을 통해 게임 시
나리오 및 일반 영상 시나리오(영화, 드라마, 애
니메이션 등) 창작에 필요한 요소들과 그 시스템
을 연구하고 창작하여 본다

영상과 문학 (3-3-0)

문학의 영상적 요소를 탐구 해 보고 문학에서 
영상콘텐츠로의 전개를 통해 문화콘텐츠간의 

연계방법에 대해 연구 해 본다.

영상인류학 (3-3-0)

현대의 발전된 영상기기들이 인류학적인 조사·
연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영상인류학의 실천적인 방법들을 학
습한다. 또한 영상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문화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게임산업 (3-3-0)

영화와 게임의 접목,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접
목, 게임캐릭터의 캐릭터 상품화, 게임음악의 음
반화, 시나리오의 소설화 및 극화, 환자치료용 게
임, 각종업무 분야의 시뮬레이션게임의 개발로 해
당분야의 교육 및 시행착오 감소로 원가절감의 
효과 등 타산업과의 연계발전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연구해 본다. 

기획 프리젠테이션론 (2-0-2)

문화산업의 기획에 있어 뛰어난 의사 전달력을 
키우기 위하여 연구 및 사업계획서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용적 방법을 다룬다. 특히 대인설득 커뮤니케이
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기법, 프
리젠테이션 심리 등을 다룬다.

대학별교양

영상문화의 기초 (3-3-0)

멀티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영상과 그 표현 방
법을 소개하는 기초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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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2)

카메라 메카니즘, 필름, 노출, 현상, 구도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애니매이션의 역사 (2-2-0)

그림이나 이미지의 움직임에 대한 시도에서부
터 움직임을 나타내는 제작 기법에 이르기까지를 
강의한다.

디지털 디자인 Ⅰ (2-1-2)

컴퓨터 툴(Tool)을 이용하여 회화적인 방법, 디
자인적인 방법, 이미지 프로세시에 의한 방법 등
으로 대상을 주제에 맞게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영화사 (3-3-0)

최초의 영화에서부터 최근의 작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요한 작품을 선정하여 그의 의미와 
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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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학과

(Department of storytell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286001
286002
286003

286004

286005

정서법 (Orthography of Hangul)
영상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Visual Culture)
구비전승과 스토리텔링
(Oral Tradition and Storytelling) 
지역 문화 체험 Ⅰ
(Cultural Experience of a Region Ⅰ)
웹 디자인의 이해 (Understanding of Web-design)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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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3-3-0

2-2 전선
286006
286007
286008
286009
286010

역사와 스토리텔링 (History and Storytelling)
문화예술기행 Ⅰ (Travel of Cultural Arts Ⅰ)
신화와 스토리텔링 Ⅰ (Storytelling of Myth Ⅰ)
만화와 애니메이션 (Cartoon and Animation)
웹디자인 실습 (Training of Web-design)

A
전공기본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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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86011
286012

286013

286014
286015

286016

캐릭터와 시놉시스 (Character and Synopsis)
축제와 전통문화
(A Festival and Traditional Culture)
시나리오 창작 연습Ⅰ
(Training of Scenario WritingⅠ)
신화와 스토리텔링 Ⅱ (Storytelling of Myth Ⅱ)
에듀테인먼트와 스토리텔링 
(Edutainment and Storytelling)
게임과 스토리텔링 (A Game and Storytelling)

A
A

B

A
A+B

A

3-3-0
3-3-0

3-2-2

3-3-0
3-2-2

3-3-0

3-2 전선

286017

286018
286019

286020

286021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Manufacture Technique of Animation)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Storytelling and Marketing)
시나리오 창작 연습 Ⅱ
(Training of Scenario Writing Ⅱ)
게임콘텐츠개발
(Development of a Game Contents)
지역 문화 체험 Ⅱ
(Cultural Experience of a Region Ⅱ)

B

A
B

B

전공기본

3-2-2

3-3-0
3-2-2

3-2-2

3-2-2

4-1 전선
286022
286023
286024
286025

매체서사론 (Media Narrative) 
테마파크 사례연구 (Case study of Theme Park)
문화예술기행 Ⅱ (Travel of Cultural Arts Ⅱ)
지역문화컨설팅 (Consulting of a Region Culture)

A
A+B

전공기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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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86026

286027

286028

저작권과 편집실무
(Copyright and Practice of Editing)
공연예술기획론
(A Theory Planning of a Public Performance Arts)
문화산업현장실습 (Field Work of Cultural Industry)

A+B

A+B

A+B

3-3-0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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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학과 교육목표

21세기 문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첨단 인문학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과 
아울러 현대의 지식기반산업인 영화, 애니
메이션(영상만화), 방송, 광고, 캐릭터, 모바
일, 인터넷,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
과 공연 등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서법 (3-3-0)

한국어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원리 및 사례들을 학습하여 올바른 
언어생활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기초를 기른다.

영상문화의 이해 (3-3-0)

영상문화의 변동 양상을 파악하고, 영상 연구
의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영상문화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한다. 

구비전승과 스토리텔링(Oral Tradition and 

Storytelling) (3-3-0)

구비전승의 다양한 유형인 전설, 민요, 판소리, 
민속극 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예술적 
의의를 체득하여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방법을 
모색한다.

지역 문화 체험 Ⅰ․Ⅱ (3-2-2)

춘천을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에 분포하는 다
양한 문화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이들 지역문화
유산을 스토리텔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한다.

웹디자인의 이해 (3-3-0)

웹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을 습득하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과정을 익힌다.

역사와 스토리텔링 (3-3-0)

훌륭한 문화콘텐츠인 우리 역사와 세계 역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콘텐츠소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성공사례를 분석한다.

문화예술기행Ⅰ․Ⅱ (3-2-2)

문화권별로 다양한 여행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
고, 문화예술 기행의 기법과 실제를 살펴본다. 이
러한 분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기행 상
품 개발을 위한 실습을 한다.

신화와 스토리텔링Ⅰ․Ⅱ (3-3-0)

인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신화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스토리텔링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3-3-0)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역사, 미학 등 만
화와 애니메이션 세계가 지니는 특성에 대한 학
습을 토대로 구체적 작품 분석 능력을 기른다.

웹디자인의 실습 (3-2-2)

‘웹디자인의 이해’와 연계해서 실제업무에 사
용할 수 있도록, 제작 실습을 통하여 웹에 대한 
실무 제작능력을 기른다.

캐릭터와 시놉시스 (3-3-0)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서 캐릭터의 설정, 특성부여, 운영 및 캐릭터와 
플롯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한다.

축제와 전통문화 (3-3-0)

축제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실시하는 한편, 축
제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실무 작업을 통해 축
제 기획가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시나리오 창작 연습Ⅰ․Ⅱ (3-2-2)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용어, 세부 작성스킬 습
득, 구성안 짜기 등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전반적
인 지식을 습득한다.

에듀테인먼트와 스토리텔링 (3-2-2)

아동출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작품 
감상을 통해 스토리 전개에 따른 재미 유발 방법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에듀테인먼트용 출판 
기획능력을 기른다.

게임과 스토리텔링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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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
와 게임에서 사용되는 이야기 양식을 분석한다.

애니메이션 제작기법 (3-2-2)

고전적인 셀 방식 기법에서부터 컴퓨터 그래픽
을 이용한 3차원 애니메이션 기법까지, 애니메이
션의 모든 제작방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스토리텔링과 마케팅 (3-3-0)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 · 포장하여 광고와 
판촉 등에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분석한다.

게임콘텐츠개발 (3-2-2)

게임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
하고, 기획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게임콘텐츠 개발 
능력을 기른다.

매체서사론 (3-3-0)

개별 매체의 특성에 따른 서사적 자질을 이해
하고 매체환경에 맞는 서사 창조능력을 기른다.

지역문화컨설팅 (3-3-0)

지역문화 창달 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검
토하고, 구체적 컨설팅 과정에서 지역문화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테마파크 사례연구 (3-2-2)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사례 연구를 통해 새
로운 테마파크의 발굴과 기존 테마파크의 업그레
이드를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기른다.

저작권과 편집실무 (3-3-0)

편집 실무에 필요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는 한편,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규, 시
행령, 시행규칙을 학습한다.

공연예술기획론 (3-3-0)

공연예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공
연예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갖
춘다.

문화산업현장실습 (2-0-4)

문화산업 현장에 대한 현장답사 및 조사연구를 
실행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창출의 실제적인 아이
디어와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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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  대  학

법 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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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Division of Law)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171001
171048

민법총칙 Ⅱ (Civil Law Ⅱ)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3-3-0
3-3-0

부 필

2-1

전필
171003
171004
171006

국제법 Ⅰ (International Law Ⅰ)
물권법 (Property Law)
헌법 Ⅱ (Constitutional Law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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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전선
171005
171007
171008

형법총론 Ⅱ (Criminal Law Ⅱ)
법제사 (Legal History Law)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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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2-2

전필
171009
171011
171013
171060

행정법총론 Ⅰ (Administrative Law Ⅰ)
채권총론 (Contracts Law)
국제법 Ⅱ (International Law Ⅱ)
회사법 Ⅰ (Corporational Law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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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전선
171012
171014
171065

형법각론 (Criminal Activities Law)
담보물권법 (Real Security Law)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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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71061
171019
171016
171020

회사법 Ⅱ (Corporational Law Ⅱ) 
경제법 (Economic Law)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계약법 (Contrac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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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71017
171018
171022
171076

행정법총론 Ⅱ (Administrative Law Ⅱ)
유가증권법 (Checks and Bills Law)
형사정책 (Criminal Justice Policy)
비교법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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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71026
171027
171068

노동법Ⅰ (Labour Law Ⅰ)
행정법각론 (Administrative Activities Law)
민사소송법 Ⅰ (Civil Procedure Law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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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71028
171077
171078
171030
171075
171050
171079

법철학 (Philosophy Law)
증권거래법 (Securities Law)
국제관계법 (International Relations Law)
불법행위법 (Torts Law)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소년법 (Juvenile Law)
세법 (Tax Law)

3-3-0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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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171035
171037
171039
171041
171054
171042
171044
171069
171023

가족법 (Family Law)
노동법 Ⅱ (Labour Law Ⅱ)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nsactions Law)
헌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Constitutional Law)
상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Commercial Law)
행정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국제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International Law)
민사소송법 Ⅱ (Civil Procedure Law Ⅱ)
환경법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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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71043
171053
171080
171081
171082 

형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Law)
민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Civil Law)
사회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Social Law)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법률전산실습 (Legal Practice b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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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54023 환경법규 환경공학전공

헌법Ⅱ (3-3-0)

－ 헌법Ⅱ에서는 헌법Ⅰ에서 배운 기본권일반이
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지
표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
권, 그리고 인신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교육을 받
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
권의 보장,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보
건에 관한 권리와 환경권 등의 기본권의 내용
과 법적 성격, 그리고 제한과 그 한계를 구체
적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 현행 헌법질서에서 개별기본권이 가지는 헌법
적 의미와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헌법질서에서 정당

화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정당화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판례 
내지 개별사안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추상
적인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실제의 구
체적 현실에서 기본권이 어떻게 실현․보장되
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 사법과정에서 그리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해
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헌법소송법 (3-3-0)

－ 헌법재판의 의의와 이념적 근거, 본질, 한계 
등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와 
이원적 사법체계를 규정하고 현행 헌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등과 관련된 헌법
재판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강의와 헌법재
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 헌
법소원심판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 탄핵심판
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등의 구체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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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건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헌법재판
소의 결정과 더불어 강의한다.

－ 헌법재판론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 국회와 정부, 법원의 권한행사를 통제함에 있
어서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정부 특히 법원의 
관계를 권력분립원칙과 헌법재판의 기능적 과
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다.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범위를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인식하게 된다. 

－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공권력의 행사와 불
행사로 인하여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
우 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하는 방
법론을 습득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연구검토 함으로써 헌
법재판소의 구체적 결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형성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사례연구 (3-3-0)

－ 국민주권원리, 법치주의, 자유민주주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통치구조의 기본원
리, 그리고 헌법소송법적 논점을 내포하고 있
는, 다양한 헌법사례들을 해결하는 과정과 중
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룬다. 

－ 헌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습득하게 된다.
－ 추상적인 헌법이론을 구체화하여 헌법이론을 

현실의 구체적인 헌법적 사안에 적용하고 응
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발생하는 국민 개
개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구제방법을 
습득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보좌관으로서의 가져
야 할 실무능력 내지 헌법적 문제에 대한 가
치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행정법총론Ⅰ (3-3-0)

－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탐구한다. 
－ 행정법통칙, 행정작용(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작용),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행
정절차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행정법총론Ⅱ (3-3-0)

－ 행정법의 일반이론 중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
을 탐구한다.

－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행정법각론 (3-3-0)

－ 행정법의 일반이론이 개별적 행정영역에서 어
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질서(경찰)행정법, 복
리행정법, 토지행정법, 공용부담법 등으로 구
분하여 연구한다.

세법 (3-3-0)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에 대
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 각종 조세의 부과․징수, 체납처분절차, 위법․부
당한 조세부과처분으로 인한 권리침해시의 구
제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행정법사례연구 (3-3-0)

－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관계 법규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관
련 판례를 탐구한다.

－ 행정법 총론의 중요부분과 행정법 각론의 중
요부분에 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환경법 (3-3-0)

－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환경분쟁에 
대한 해결, 환경오염으로 인한 권리침해시의 
구제방법 등을 연구한다.

－ 환경법 일반이론,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환경
피해의 법적 구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
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
물관리법 등으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민법총칙Ⅱ (3-3-0)

－ 민법총칙Ⅱ는 「법률행위론」을 이론적으로 탐
구한다.

－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의 법률요건에는 법률
행위 이외에 법률의 규정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률요건은 
「법률행위」임을 이해한다.

－ 법률행위론의 도입부분을 살펴본 후,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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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의 개
념을 이해한다.

－ 법률행위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학습 및 평
가를 통해서,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다.

물권법 (3-3-0)

－ 물권법의 내용이 서론, 물권변동, 기본물권, 용
익물권, 담보물권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이
해한다.

－ 물권변동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이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채권총론 (3-3-0)

－ 채권법은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채권총론은 채권의 효력과 소멸을 근간으로 
하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채권과 물권의 구별과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
는 이론과 판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탐구한
다.

담보물권법 (2-2-0)

－ 담보물권법은 물권법의 내용 중 특히 물적담
보제도 부분을 보다 깊게 이해한다.

－ 물적담보제도의 법리를 이론적, 유형적으로 이
해한다.

－ 제한물권으로서의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제도
와 소유권이전에 속하는 매도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제도 등의 물적담보제도의 법리를 
이해한다.

－ 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계약법 (3-3-0)

－ 계약법은 계약총론과 계약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계약총론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에 
대해 이해한다.

－ 계약각론에서는 전형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대
해 이해한다.

－ 전형계약의 원리와 이론을 자본주의의 시장경
제 속에서 비전형계약의 체결에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민사소송법Ⅰ (3-3-0)

－ 민사소송법은 민법 및 상법 등 사법체계에 의
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체계임을 이해한다. 

－ 민사소송물에 대한 이론들을 연혁적, 체계적으
로 이해한다.

－ 소송상 당사자, 소송요건 및 소송절차 특히 판
결절차, 특별절차, 부수절차 등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불법행위법 (3-3-0)

－ 불법행위법은 채권발생원인 중 법률행위(계약) 
이외의 것을 탐구함을 이해한다.

－ 법정채권발생원인 중 가장 중요하고 발생빈도
가 높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규들의 내용
을 이해한다.

－ 불법행위 이외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등에 관한 이론을 탐구한다. 

가족법 (3-3-0)

－ 가족법은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임을 이해한다.

－ 친족법에서는 호주ㆍ가족관계ㆍ혼인 및 이혼
ㆍ친자관계ㆍ부양관계 등에 관한 규율내용을 
호적법과 더불어 상세히 이해한다. 

－ 상속법에서는 상속인 및 상속순위, 유언, 유류
분 등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다.

민사소송법Ⅱ (3-3-0)

－ 판결절차를 통하여 관념적으로 확정된 채무명
의를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채권자에게는 최종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법
체계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이해한다.

－ 강제집행절차는 최종적인 만족을 얻기 원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이냐 여부에 따라 그 상호관
계를 밝혀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절
차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민법사례연구 (3-3-0)

－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사례
유형들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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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론이 어떻게 실제사건에 적용되는지 이
해한다.

－ 이를 통하여 민사사건을 민법적 관점에서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회사법Ⅰ (2-2-0)

－ 회사는 공동기업의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오늘 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회사제도를 규율하는 회사법은 학문
적으로는 물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과목은 회사제도 
및 그 규율규범인 회사법에 대한 이론수업을 
중심으로 판례와 사례에 의한 학습을 통하여 
회사법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력은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회사법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사제도 및 그 규율법규의 개요를 학습한다.
－ 주식회사의 특성과 그 설립에 따른 법적 문제

에 대하여 학습한다.
－ 주식회사의 주주 및 주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기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회사법Ⅱ (2-2-0)

－ 회사는 공동기업의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오늘 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회사제도를 규율하는 회사법은 학문
적으로는 물론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과목은 회사제도 
및 그 규율규범인 회사법에 대한 이론수업을 
중심으로 판례와 사례에 의한 학습을 통하여 
회사법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력은 
물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회사법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식회사의 자본과 계산에 대하여 학습한다.
－ 주식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에 대하여 학습

한다.
－ 주식회사의 해산과 정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하여 학

습한다.

경제법 (3-3-0) 

－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요성을 더해가는 경제규
제법규들의 개념과 일반이론을 학습하고 시장

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경제법의 내용과 우리의 경제
현실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이상적 입
법방향 등을 모색한다. 

－ 독과점에 관한 경제분석과 독과점 형성과정 
및 독점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등 독과점과 
관련된 법이론을 학습한다. 

－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실테 등을 학
습 한다 

－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결례와 판례 등을 학습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이외에도 약관규제법, 소
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을 학
습한다.

유가증권법 (3-3-0)

－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한 증권
으로서 권리의 원활한 유통과 권리행사의 편
의를 위하여 발생한 기술적 제도이다. 특히 
어음과 수표는 상거래상의 필요에서 신용 또
는 지급수단으로서 발전한 것으로 오늘 날 기
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제생활관계에 있어
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를 
제도를 규율하는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되고 이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 유가증권에 대한 공통적인 법적 문제를 학습
한다.

－ 어음(법)과 수표(법)의 의의를 학습한다.
－ 어음 및 수표의 발행, 배서, 지급 등 그 실현

과정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험해상법 (3-3-0)

－ 본 과목은 보험법과 해상법이 결합된 과목으
로 상법전 제4편 보험편을 중심으로 보험법통
칙규정, 손해보험 및 인보험에 대하여 학습하
고, 제5편 해상편을 중심으로 해상법의 의의 
및 해상기업의 주체, 해상법의 핵심내용인 해
상운송사업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습
한다.

－ 보험법통칙규정, 손해보험 및 인보험에 대하여 
학습한다.

－ 해상법의 의의 및 해상기업의 주체 및 보조자
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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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의 핵심내용인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법
적 문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증권거래법 (3-3-0)

－ 이 과목은 법전상의 증권거래법과 증권시장에 
관한 다양한 제도, 즉 간접투자업, 자산유동
화, 파생상품거래와 같이 넓은 의미의 증권거
래법을 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법과 증권시
장, 증권거래규제 전반에 관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 고찰대상은 증권시장과 증권거래법, 증
권거래법의 의의 및 목적, 증권거래법의 규제
수단 등의 총론적 문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
권의 개념, 증권발행시장의 규제, 증권유통시
장에 대한 규제, 기업인수(M&A)에 관한 규제, 
불공정거래의 규제, 증권매매에 관한 규제, 증
권예탁결제에 관한 규제, 간접투자에 관한 규
제, 파생상품거래 ․ 인터넷을 통한 증권거래 · 자
산유동화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새로운 분야, 
금융감독위원회 등 증권규제기관, 증권관련기
관에 관한 것이다. 

－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
한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 증권거래와 관련된 
사례해결의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러
한 지식의 습득은 증권거래의 일선에 서 있는 
증권회사,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 증권거래
소·증권예탁원·증권업협회 등의 증권관련단체 
등의 기관에서 증권거래의 실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국제거래법 (3-3-0)

－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여러 문
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
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 실체
법 분야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
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 국제사
법적 문제를 고찰대상으로 한다. 

－ 국제거래법에 관한 학습은 국제거래와 관련
된 실체법적 · 절차법적 이해를 통해 향후 실
제 국제적 상거래의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국제거래 
관련 분쟁과 해결의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상법사례연구 (3-3-0)

－ 이 과목은 저학년의 교과목들인 상법총칙, 회
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을 전반적으
로 이해한데 터 잡아 이를 기초로 넓은 의미
의 상법상 여러 유형의 사례들과 그 해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각종의 상법 관련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
재로 분석하여 상법상의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구체적 고찰대상으로 한다. 

－ 상법사례연구에 대한 학습은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상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
용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지적재산권법 (3-3-0)

－ 지적재산권법은 크게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과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
법, 부정경쟁방지법, 종자산업법 등의 산업재
산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양자를 나누어서 고찰한다. 

－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어문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산업저
작물도 다루고 의장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
해서 검토한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의 하나로
서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
과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저작권법 영역에서는 
산업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을 중시하면서 저작
물의 종류, 저작권의 범위와 제한 등을 검토
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그 목적인 학문과 문화
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
한다. 

－ 산업재산권법 영역에서는 저작권법과의 차이
점을 중시하면서 특허권 등록 등의 요건과 효
과를 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한다.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법 등 지적재
산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보호, 이와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한 개론적 연구는 점차 증대하
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적 분쟁해
결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장차 변리사 
등 지적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실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사회보장법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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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제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의 내용 및 법적 성격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
본권 조항들을 살펴본다.

－ 외국 및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가 형성된 
역사, 배경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숙
지하고, 사회보장법제가 국가의 경제적 기반
과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하에 형성되어 왔음
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제를 이루는 개별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법률들이 보호하고자 하
는 대상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 사회보장법제가 최저임금법 등 기타의 노동관
계법과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
해한다.

－ 개별 법률에 대한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그
에 대하여 규범적 판단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사회 현상과 비추어서 개별 법률들의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

노동법Ⅰ (3-3-0)

－ 노동법의 기본체계를 이해한다.
－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종속노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를 통하여 현시점에서 종
속노동이란 개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등의 제 ․ 개정 
경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
적 ․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별 법규에 대하여 문
언적 해석을 행할 수 있고, 법조항들의 구체
적 내용들을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제의 이해 및 현재 우
리 사회의 노동현실의 이해를 통하여 현행 법
규정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

노동법Ⅱ (3-3-0)

－ 종속노동자의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근로기준
법 등 개별적 노동보호법규가 생성되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중 근로기준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근로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생성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중심인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등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보호법의 
생성 배경과 각각의 개별 법규들이 보호하고
자 하는 대상들의 특성을 이해한다.

－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법조항들에 대하여 이해
하고, 그것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사
안들을 살펴본다.

－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이해를 통하여 현재 우
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평가
하고, 새로운 보호방법을 모색한다.

사회법사례연구 (3-3-0)

－ 사회보장법, 노동법 등 사회법의 일반적인 내
용을 숙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개념들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례 중 사회법 분야
와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주
요한 것들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행한다.

－ 구체적인 판결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
여 판결의 논리구조를 이해한다.

－ 노동법의 기본적인 학설, 개념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에 터 잡아 실제 판결의 내용을 비판
할 수 있다.

－ 자신의 입장에 기초하여 판결을 분석, 비판함
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독자적으
로 규범적 분석과 판단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사상사 (3-3-0)

－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법사상으로 구분하여 
탐구한다.

－ 역사적 관점에서 법질서의 형성, 진화 또는 소
멸에 영향을 미친 사상을 이해한다.

국제법Ⅰ (3-3-0)

－ 국제법의 연원과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기초지식을 연구한다.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조약과 관습으
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형법총론Ⅱ (3-3-0)

－ 형법상 범죄성립요건이 구성요건, 위법, 책임
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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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범죄성립요건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 각 범죄의 구조 및 형태를 이해한다. 
－ 죄수의 구별기준과 구별에 따른 실익을 이해

한다.
－ 형법상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한다. 

법제사 (3-3-0)

－ 역사적 관점에서 각 국가가 시대마다 지녔던 
법제도를 이해한다.

－ 로마법제사, 카논법제사, 프랑스법제사, 독일법
제사, 한국법제사를 연구한다.

국제법Ⅱ (3-3-0)

－ 국가, 지역공동체, 국제기구, 개인과 사법인 등 
국제법의 주체를 연구한다.

－ 국제경제 및 국제환경과 같은 문제들을 법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형법각론 (3-3-0)

－ 형법과 특별법에 규정된 개별범죄의 특성과 
성립요건을 이해한다.

－ 형법상 각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
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로 구성된 것을 이해한다.

－ 특정범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입법론을 탐구
한다.

형사소송법 (3-3-0)

－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하는 법률체계를 이해한다.

－ 공소제기의 전단계인 수사절차의 구조와 강제
수사 및 임의수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

－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절
차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구한다.

－ 소송주체와 공판절차의 특성을 이해한다.
－ 상소심의 구조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

안을 탐구한다.

형사정책 (3-3-0)

－ 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
적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
하는 분야가 형사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 범죄원인과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론적 ․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 우리나라의 범죄 및 형사사법의 실태를 이해
한다. 

－ 형사제재의 유형 및 형사사법의 절차를 이해
한다.

－ 행형의 목적과 행형시설․기관, 행형절차에서의 
수형자의 지위 등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비교법 (2-2-0)

－ 대륙법, 영미법, 이슬람법, 사회주의법 등의 특
징적인 제도를 고찰하고 상호간의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각 법체계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이
해한다.

－ 넓게는 동양과 서양의 법체계 비교로부터 좁
게는 개별적인 지역법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접근방법을 이해한다. 

법철학 (3-3-0)

－ 법의 본질과 법의 이상 또는 이념을 이해한다.
－ 법철학의 방법론을 이해한다.

국제관계법 (3-3-0)

－ 국제법의 주체들 간의 관계의 특성을 이해한
다.

－ 이들 주체들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조약 
및 각종 법규들의 내용을 이해한다.

소년법 (3-3-0)

－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를 이해한다.
－ 소년비행의 개념과 동향을 이해한다.
－ 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 및 처리절차를 이해

한다.

국제법사례연구 (3-3-0)

－ 국제중재재판, 상설국제사법법원, 국제사법법
원과 관련한 국제판례를 분석한다.

－ 이를 통하여 국제법 이론이 실제 사건에 어떻
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한다.

형법사례연구 (3-3-0)

－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유형
들을 이해한다.

－ 형법이론이 어떻게 실제사건에 적용되는지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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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하여 형사사건을 형법적 관점에서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법률전산실습 (1-0-2)

－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법학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최신판례, 문헌검색 및 각종 법률검색 등을 위
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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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범  대  학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공

화학교육 공

생물교육 공

지구과학교육 공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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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공통 전공과목

학년
학기 구 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80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2-2-0

2-2 전필 180004 교육과정 (Curriculum) 2-2-0

3-1 전필 180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s and Technology)

2-2-0

3-2 전필 180007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2-2-0

4-1 전필 180008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3-1-5(주)

이수학점 1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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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과(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181001 국어학개설(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 부 필

1-2 전선
181002
181040

181048

국문학개설(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향토문화조사방법론 및 실습 
(Research Methodology and  Practice of the Local Culture)
읽기와 글쓰기 입문(Introduction to Reading and Writing)

3-3-0
1-0-2

3-3-0

부 필

2-1

전필 181004 한국문학사 Ⅰ(History of Korean Literature Ⅰ) 3-3-0

전선

181003
181009
181005
181045
181006
181018

문학교육론(Theory of Literary Education)
작문교육론(Theory of Composition Education)
국어음운교육론(Korean Phonology for Teachers)
희곡작품 감상론(Application of Korean Drama)
고전소설교육론(Theory of Classic Novels for Teachers)
국어어휘교육론(Korean Lexcology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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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81008 한국문학사 Ⅱ(History of Korean Literature Ⅱ) 3-3-0 부 필

전선

181012
181011
181007
181010

181038

국어화용론(Korean Pragmatics)
언어교육강독(Readings in Language Education)
국어정서법(Korean Orthography)
고전산문교육론
(Theory of Korean Classic Prose for Teachers)
현대시교재강독(Readings in Modern Poetry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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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1

전필 181013 국어교육론(Theory of Education on Korean Language Arts) 3-3-0 부 필

전선

181014
181015
181023
181016
181017
181999

국어문법론(Korean Grammar)
고전시가교육론(Theory of Classic Poetry for Teachers)
한국문학배경론(Backgrounds of Korean Literature)
현대시교육론(Theory of Modern Poetry for Teachers)
현대소설교육론(Theory of Modern Novels for Teachers)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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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3-2

전필 181046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eminar in Korean Teaching Materials)

3-3-0 부 필

전선

181021
181028
181022
181024
181027
181025
181026
181999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문제연구(Seminar in Korean Linguistics)
한국문학원전강독(Readings in Sino-Korean Classic Works)
고전문학강독(Readings in Classic Literature)
희곡교육론(Theory of Drama for Teachers)
문학감상론(Literary Criticism for Teachers)
현대소설강독(Theories in Modern Novels)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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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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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181047
181031

181042

181033

181044

181999

국어교육논문강독(Readings in Korean Education Essays)
국어사교재강독
(Readings in Historical Materials of Korean Language)
구비문학교육론
(Theory of Korean Oral Literature for Teachers)
현대국어문화자료강독 
(Readings in Current Korean Cultural Writings)
작가론과 문학교육 
(Studies on Korean Writers and Literary Education)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3-3-0
3-3-0

3-3-0

3-3-0

3-3-0

1-0-2

4-2 전선

181032
181043
181037
181036
181999

독서교육론(Theory of Reading Education)
화법교육론(Speech Education)
고전문법교육론(Grammar of Middle Korean for Teachers)
국어학사(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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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교육과의 교육목표

국어교육과는 ‘실사구시’ 라는 강원대학
교의 교육이념과 ‘학술이론과 그 실제의 탐
구,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
간 양성,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 발
전에 이바지’ 라는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 
그리고 ‘지성과 덕성을 갖춘 교사 양성’ 이
라는 사범대학의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세우고 있다.

본 학과는 풍부한 교양과 교사다운 인격, 
국어교사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실제 언
어능력을 갖춘 중등학교 국어교사를 양성
함을 목표로 한다. 

(1) 덕성을 갖춘 국어교사 양성
  ① 모국어에 대한 긍지와 국어교사로

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국어교
사 양성

  ②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
조에 이바지하는 국어교사 양성

(2) 전문지식과 실제 언어 능력을 갖춘 
국어교사 양성

  ①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국어교사 양성

  ②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을 갖춘 국어교사 양성

  ③ 문학의 이해와 문학작품 감상 능력
을 갖춘 국어교사 양성

 
<교과목 개요>

국어학개설                        (3-3-0)

국어학 전반에 대하여  그 대체적인 윤곽과 기
본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
어 연구의 제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
하고 국어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 그리
고 중등학교 국어과의 ‘언어’영역을 지도할 수 있
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읽기와 글쓰기 입문                (3-3-0)

국어교육 전공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텍
스트의 읽기 능력과 여러 가지 형식의 글쓰기의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좌이다. 이론보다
는 읽기와 쓰기의 방법과 실제에 중점을 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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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앞으로 국어교육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서적을 읽고, 설명적인 글과 창조적 글을 아우르
는 여러 가지 글쓰기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데 강의의 주안점을 두
고 있다.

국문학개설                        (3-3-0)

국문학의 개념, 장르와 특징들에 관한 기초지
식을 익히고 실제 한국문학 작품의 전체적 양상
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문학 연구의 방향
과 과제를 알게 하며, 중등학교 국문학 교육을 지
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른다.

향토문화조사방법론 및 실습        (1-0-2)

지역사회의 국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익히고 실제 유형, 무형
의 문화유산 현장답사와 조사를 통하여 이들 국
어문화 자료를 채록, 수집, 발굴함으로써 지역 사
회 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국어문화
를 조사 연구하는 안목과 방법을 갖추게 하고 조
사 자료를 학계에 보고하여 지역사회 문화 연구
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문학사Ⅰ                      (3-3-0)

한국문학의 모태가 되는 상고문학에서 조선조 
후기문학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사의 발전과 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힘으로써 고전문학사를 
통사적으로 이해하고, 한국고전문학사 연구의 중요
한 논점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문학교육론                        (3-3-0)

문학교육은 문학적 문화의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한 형식․비형식적인 계획․실천․평가의 과정
이다. 문학교육론은 이들 문학적 문화의 문법을 
익히기 위한 방법 탐구에 그 주안점을 둔다. 중등
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과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문학’의 교수․학습을 충실하
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작문교육론                        (3-3-0)

학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작
문 및 수사학의 기본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글쓰기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독
창적이고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을 갖추게 한다.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과 고등
학교 국어과 선택과목인 ‘작문’의 교수-학습을 보
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국어음운교육론                    (3-3-0)

한국어의 음성, 음소, 운율적 요소, 운소를 바
르게 이해한다. 음소 체계와 음운 변동을 안다. 
국어음운학의 지식을 국어과 교육에 활용하여 한
글맞춤법, 표준어, 표준발음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게 한다.

국어화용론                        (3-3-0)

국어화용론의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실질
적인 언어 자료를 통하여 화용론의 여러 개념을 
익힌다. 국어화용론이 국어교육에 바탕이 됨을 알
고 화용론적 지식을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

고전소설교육론                    (3-3-0)

고전소설의 특성과 그 변천사를 작품론, 주제
론, 형식론, 구성론 등의 입장에서 고찰한다. 고전
소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아울러 중등교육현장에서의 고전소설 교육의 내
용과 구성체계를 문학 교육적 입장에서 검토․연
구하여, 고전소설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한국문학사Ⅱ                      (3-3-0)

개화기 이후 한국 현대 문학사의 역사적, 문화
적 배경, 각 시대 문학의 전반적 특징, 장르별 주
요 작가, 시인들의 문학 세계를 개관함으로써 한
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과 고등
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인 ‘문학’의 교수-학습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식과 능
력을 갖추게 한다.

언어교육강독                      (3-3-0)

중등학교 국어 교육 중에서 ‘언어’ 교육에 해
당되는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강독 중심  으
로 학습한다. 중등학교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하고 심화 확장시킨다. 학교 문법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국어정서법                        (3-3-0)



－ 386 －

국어문장의 올바른 작법(자음, 모음, 철자법 
등), 구두점 찍기, 표준 발음법 등을 학습한다.

고전산문교육론                    (3-3-0)

한국 고전문학 중 산문문학의 기본이 되는 설
화의 특성과 종류, 사적 발달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문학 이해의 기틀을 마련한다. 시대별 주요 
작품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과 평가 등을 통해 작
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고, 현대문학의 
원형성을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산문의 교육
적 가치를 탐구하며 중등교육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현대시교재강독                    (3-3-0)

현대 한국의 주요 시인들의 대표적인 시작품을 
강독함으로써, 시인들의 서로 다른 개성과 현대시
의 다양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강좌이다. 김소
월에서 신세대 시인에 이르는 20세기의 주요 시
인들의 작품을 다루며, 학생들의 현대시에 대한 
이해력과 시 읽기 능력을 제고하는데 강의의 주
안점을 두고 있다.

희곡작품강독                      (3-3-0)

우리 전통극에서 현대 희곡에 이르기까지 주요 
작품들을 다룬다. 나아가 서양 희곡 작품 가운데 
문제작들도 선택하여 읽는다. 이를 토대로 희곡 
작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상, 비평안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국어교육론                        (3-3-0)

국어과 교육에 대하여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지
식을 기른다. 교육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국어과에 
적용한다. 국어교육의 영역을 알고 각 영역별 내
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영역별 교육
내용과 교육방법을 탐구한다.

국어문법론                        (3-3-0)

국어의 품사분류의 실제와 품사 체계, 굴곡법, 
단어형성의 원리, 그리고 문장성분과 그 됨됨이, 
문법요소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 문장의 짜임새 
등 국어의 형태 구조와 통사 구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그리고 중등학교 
국어과의 ‘언어’ 영역과 ‘문 법’을 체계적으로 지
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국어어휘교육론                    (3-3-0)

어휘론의 기본적 개념, 어휘 연구의 대상과 영
역, 연구 방법 등 어휘론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룬다.

고전시가교육론                    (3-3-0)

한국문학사상의 고시가가 형성된 역사․사상적 
기반과 그 장르적 원리를 탐구하고, 고시가 작품
을 두루 읽고 분석함으로써 한국고시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 국어교
육에서 고시가 교육의 의의와 원리, 내용, 구성과 
체계, 실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한국문학배경론                    (3-3-0)

한국고전문학의 기반을 이루는 민간신앙, 유교, 
불교, 도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고
전문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한국민속문화론                    (3-3-0)

이 교과에서는 전통 민속 문화․민속현상의 사
회문화사적 의미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 국 민
족 생활사를 폭넓게 탐구하고, 특히 민속 문화를 
국문학과 연결 지어 고찰함으써 한국문학의 이해
를 높인다.

현대시교육론                      (3-3-0)

현대시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중등학교 ‘국어’ 및 ‘문학’ 과목의 현대시 단원 
수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한 강좌이다. 문학교육 일반보다는 시의 
장르적 특성과 현대시의 다양한 형식을 고려한 
시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며, 현행 교
과서의 현대시 단원에 대한 연구도 강의 내용에 
포함 시킨다.

현대소설교육론                    (3-3-0)

현대소설에 관한 주요 이론 및 개념들을 이해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소설 텍스트를 해석, 비
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중학교 국어과 교
육과정의 ‘문학’ 영역과 고등학교 국 어과 선택과
목인 ‘문학’에서 특히 소설의 교수-학습을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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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게 한다.

국어교재연구                      (3-3-0)

국어 교재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 이론과 개념
들을 습득하고,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와
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중등학교 국어과의 각
종 교재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국어 교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교재에 대한 분석 능력과 비판
적 안목을 길러 준다.

국어사                            (3-3-0)

국어의 역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이해
를 한다.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운, 형태, 문법에 걸쳐 국어의 역사적
인 변천을 탐구한다. 현대국어의 이해에 국어의 
역사적인 연구가 바탕이 됨을 이해한다.

국어문제연구                      (3-3-0)

변형 생성 문법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개괄적
인 이해를 하고, 국어 문법 연구의 전반에 걸쳐 
주요 문제를 분석, 검토하여, 정리, 체계화한다. 
그리고 중등학교 국어과의 ‘언어’영역과 ‘문법’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한국문학원전강독                  (3-3-0)

한국고전문학사상 중요한 작품 원전, 특히 한
문학 원전을 강독함으로써 이론에 앞선 한국문학
원전에 대한 해독력을 신장하고, 한국문학의 사상
과 원류에 대하여 이해한다.

고전문학강독                      (3-3-0)

여러 장르의 중요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
의 고유한 의미와 현대적 의의, 교육적 가치 등을 
평가함으로써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신
장시킨다. 고전문학 작품의 실제 강독과 해석, 감
상 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둔다.

희곡교육론                        (3-3-0)

희곡의 문학적 특질과 기능을 안다. 이를 바탕
으로 희곡작품을 올바르게 이해, 감상한다. 나아
가 한국의 전통극에 현대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을 살펴보고 이를 문학교육과정에 연결, 효과적인 
희곡교육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문학감상론                        (3-3-0)

문학작품을 이해, 감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름으로써 교단에서 원만한 문학 작품 감
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좌이다. 문학 
감상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제 
작품 감상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소설강독                      (3-3-0)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정선된 한국 현대 주요 
작가들의 대표적 소설 작품들을 읽음으로써, 소설 
텍스트에 해석․평가능력 및 비평적 글쓰기 능력
을 함양함.

국어지도법                        (3-3-0)

국어과 교수-학습의 최신 이론을 배우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
로써 교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교육론                        (3-3-0)

독서의 본질과 기능,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독
서교육에 연결, 독서교육의 이론 및 교수․학습의 
방법․평가 등으로 확대하여 독서능력의 신장을 
꾀하도록 한다. 중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읽
기 영역’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독서’의 교수․

학습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국어사교재강독                    (3-3-0)

옛말의 표기법 및 문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훈민정음의 체계와 특성을 강독을 통해 탐구한다. 
국어교육의 교재에 나오는 옛말 자료를 강독을 
통하여 탐구하고 이해하여 국어의 역사적인 지식
을 넓힌다. 국어사 지식을 국어교육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구비문학교육론                    (3-3-0)

구비문학의 구연 양상 고찰과 작품 해석을 통
하여 작품 속에 담긴 문예정신을 살피고, 그 담당
층인 민중의 역사의식과 정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국문학으로서의 구비문학의 위상과 기능
을 확인하고, 문학 교육적 입장에서 구비문학 교
육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한다.

현대국어문화자료강독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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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로 씌여진 다양한 현대 문화 관련 논문, 
에세이를 강독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변화하는 
국어 교육 문화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강좌이다. 언어문화와 영상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문화 현상을 폭넓게 이해하
고, 문화 변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쌓아, 국어 문화의 전수자-창조자
로서의 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현대문화에 대한 
안목과 능동적 대응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화법교육론                        (3-3-0)

화법의 기본 개념, 화법의 원리를 학습한다. 화
법의 기본 개념과 화법의 원리를 화법의 실제 상
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중등학교의 
화법 과목 교육을 능률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고전문법교육론 (3-3-0)

현대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옛말의 
문법의 음운, 형태, 문법, 어휘의 특성을 이해한
다. 그것이 현대국어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탐구하
고 현대국어의 이해에 고전문법 지식이 바탕이 
됨을 이해한다. 국어의 고전 자료를 고전 문법 지
식을 활용하여 바르게 이해한다.

국어학사                          (3-3-0)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국어연구의 
발달 과정을 시대와 사조에 따라 정리한다.

작가론과 문학교육                 (3-3-0)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된 것임을 전제로, 작가의 생애와 문학 작
품을 연관시켜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돕
게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작가의 생애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작품
과 연관시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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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182060
182061
182062

영어교육문법(English Grammar)
영어어휘론과 지도(English Vocabulary)
영어청해와 회화연습
(English Listening and Convers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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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1-2

전필 182002 영문학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3-0 부 필

전선
182063

182064

영어음성론과 발음지도
(English Phonetics and Pronunciation Teaching)
영어작문과 회화연습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Practice)

3-3-0
1-0-3

부 필

2-1 전선

182051
182054
182065

182066

182067

멀티미디어 영어교육(Multi-media for English Teaching)
영어발표 연습(English Speech)
영미희곡 감상과 지도
(Reading English Drama and Performance Guidance)
시사․방송영어(Current English and Teaching English through 
Broadcasting System)
영어 독해론과 지도(Teaching English Read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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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2-2

전필 182001 영어학입문(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

전선

182068

182069
182070
182071
182010
182083

교실영어와 회화연습
(Classroom English and Conversation Practice)
영어청해론과 지도(Teaching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영어작문론과 지도(Teaching English Composition)
영어교육연극 연습(Drama Performance for English Education)
영산문강독(Readings in English Prose)
영미소설 감상과 지도(Reading and Teaching English Novel)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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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82013

182015

영어교육론
(Theories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aching)
영국문학개관(Survey of British Literature)

3-3-0

3-3-0

부 필

전선
182055
182056
182072
182017

영어응용음운론(Phonology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영어구문론(English Syntax)
영미시 감상과 지도(Reading & Teaching English Poetry)
생활영어연습(Living English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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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82073

182021

영어지도 방법론
(Methods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미국문학개관(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3-3-0

3-3-0

전선

182022
182023
182035
182074

182999

영문법지도(Teaching English Grammar)
현대영미시(Modern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세익스피어 강독(Reading and Shakespeare)
영어과 평가론과 교육과정 연구(Evaluation and Curriculum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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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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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82075
영어과 교재론과 수업연구(Materials and Demonstration in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3-3-0

전선

182030
182076
182077
182078

영문학비평(English Literary Criticism)
영어의 의미론과 화용론(English Meaning and Context)
영미소설 강독(Reading English Novels)
영미문화의 이해와 지도
(Understanding and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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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82036

182079
182080
182081
182082

영어의 기원과 발달
(Origins &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영어교육특강(Topics in English Education)
영상문학과 영어교육(Film Literature and English Education)
영미시 특강(Topics in British and American Poetry)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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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교육과 교육목표

본 학과는 탄탄한 일반영어 실력을 바탕
으로 영문학과 영어학 및 영어교수법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하여 중등 영어교육의 발전
에 기여할 영어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교육과 
교과내용 및 심화과정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제고시키면서 전공지식
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응용 및 전
달기능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실용영어, 영
어학, 영문학 및 영어교수법과 관련된 과목
들을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학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global village) 시대에 
가장 널리 쓰이는 세계어로서의 영어를 원
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시소통능력의 신
장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
외의 활동으로서 매년 ‘생활영어연습’과 ‘영
어 연극 및 말하기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학과를 졸업한 영어교사들은 현재 강
원도 및 전국 중등 교육기관에서 헌신적으

로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에 힘쓰는 본 학과 
출신의 교수들을 포함하여 많은 졸업생들
이 언론, 방송, 금융계 그리고 다양한 분야
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어교육문법                   (3-3-0)

문법범주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와의 상관관계 
및 사용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영어문법지식을 
향상시키고, 문맥에 기초한 다양한 언어학습활동
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영어어휘론과 지도              (3-3-0)

영어 어휘의 형성과 역사적인 발달, 어원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중등학교에서의 영어어휘의 
학습 및 지도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영어청해와 회화연습            (1-0-3)

교실영어 및 생활영어 전반에 걸친 의사소통능
력을 기른다. 정상적인 속도의 말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원어민의 발음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소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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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런 발화가 되도록 
지도한다.

영문학입문                        (3-3-0)

영문학의 발전사와 영문학 각 장르에 대한 기
초적이며 개괄적인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 스스로
가 문학작품을 직접 분석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게 그 기초가 되는 문학 이론을 습득케 함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 수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방
법을 연구케 한다. 

영어 작문과 회화 연습          (1-0-3)

교실 영어 및 생활영어 전반에 걸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상적인 속도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영어 음성론과 발음지도         (3-3-0)

올바른 영어 발음을 습득하도록 분절음부터 억
양 및 리듬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그 발
음 규칙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시킨다. 이를 통하여 학생 자신의 발음의 정확성
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조음방법과 음의 식별력, 목표언어의 구어
적 특성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3-3-0)

시청각 교육자료와 기자재를 이용하여 영어의 
네 가지 기능 특히 듣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
다. 교육 실제에 공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복합적
이고 통합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며 시청
각 기자재를 이용한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을 목표로 한다. 예비 교사들의 영어구사능
력과 유창성을 길러 주어, 중등학교 영어회화의 
능률적인 학습지도와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효
과적인 영어지도 방법을 알게 한다. 

시사․방송 영어                  (3-3-0)

신문과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시사에 관한 영
어의 특징 및 관용어구 등을 연구하고 방송을 통
한 영어지도에 관하여 논의한다. 

영어 발표 연습                  (1-0-3)

주제와 상황에 알맞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중학교에서 말하
기 및 촌극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고등학교에
서 영어회화Ⅰ,Ⅱ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
킨다.

영어 독해론과 지도              (3-3-0)

영어 독해에 관한 제반이론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리내어 읽기, 묵독, 속독, 훑어 읽기 등 다양한 
읽기유형을 연습하며 중등학교에서의 영어독해지
도법을 논의한다.

영미희곡 감상과 지도            (3-3-0)

영어연극을 통해 중등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제
고함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영어연극의 주요
작품을 선정하여 이론에 바탕을 둔 대본작성과 
공연연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강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실제적인 공식공연을 준비케 한다.

영어학 입문                     (3-3-0)

영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적 특성을 개
괄하고, 인간과 언어, 언어의 변화 및 습득의 문
제 등을 다룸으로써 영어를 포함한 일반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비영어교사로
서의 잠재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교실영어와 회화연습             (1-0-3)

주제와 상황에 알맞게 대화하면서 대화의 내용
을 종합하여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또한 중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을 운
영하고 영어회화 및 영어 말하기․촌극 대회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영어청해론과 지도               (3-3-0)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듣기 훈련을 해보고, 또 실제 standardized test를 
모의 실시하여 각자의 실력을 측정해 봄으로써 
영어 학습에 자극을 줌과 아울러 자신감을 기르
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실제로 지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법들을 익히도록 한다.

영어작문론과 지도               (3-3-0)

학생들의 학업, 진로지도 및 관심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읽기, 토론 등을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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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한 중등 학생들의 영
작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 평가방법, 다양
한 쓰기 활동에 관한 이론을 주지시키고 함께 토
론해 봄으로써 쓰기 지도에 관한 자신감을 갖도
록 한다.

영산문 강독                     (3-3-0)

시대별로 다양한 영미작가와 수필가의 문장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영어 문체에 대한 감각과 산문
의 비평적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영미소설 감상과 지도            (3-3-0)

영미소설의 주류를 개관하고 주요작가의 작품
을 현대의 비평적 관점인 여성주의 비평, 신역사
주의 비평, 신심리주의 비평, 문화비평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비평적 이해를 향상시켜 중
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영문학과 영어교육의 효과
적인 접목을 시도한다.

영어교육연극 연습               (1-0-3)

‘영미희곡 감상과 지도’ 강의에서 다룬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대본을 작성하고 각각의 배역을 
맡아 실제적인 공연연습을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하여 매년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식공
연을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한다. 특히 토론과정에
서 중등학교에서의 영어연극연습을 몸소 체험해
보는 경험을 통한 교육방법의 모색을 중시한다.

영어교육론                      (3-3-0)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교수에 관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다양한 영어교수법의 배경, 특
징, 장․단점 등을 논의하여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적합한 영어교수법을 모색한다. 

영국문학개관                    (3-3-0)

중세문학인 쵸오서부터 르네상스시대문학, 17
세기 문학, 왕정복고와 18세기문학, 낭만주의 문
학, 19세기 빅토리아조 문학, 20세기 문학을 시대
별로 시대적 배경과 문학사적 의의, 그리고 현대
적 의미를 조명해 봄으로써 영문학 형성 과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영어응용음운론                  (3-3-0)

소리의 특성과 자질, 음운 현상 및 법칙 등을 

연습문제 등을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 예비 중
등 교사로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어의 제
반 음운 현상들을 살펴보며 이들 현상에 관한 다
양한 이론을 습득하도록 한다. 국어의 음운 현상
도 함께 다루어 영어와의 차이점에 주목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발음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영어구문론                      (3-3-0)

영어구문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언어단
위의 특성을 살피고, 이들 단위를 결합시키는 규
칙들을 알아본다. 나아가 영어구문의 구조적 특성
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적 장치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언어에 대한 이
해를 높인다.

영미시 감상과 지도              (3-3-0)

영문학의 형이상학파시에서부터 현대 영미시까
지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주요작품을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시를 분석하고 감상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중심으
로 수업을 발표케 하고 소그룹별 토론식 수업으
로 진행하며 중등학교에서의 영시의 효과적인 지
도방법을 연구하게 한다. 

생활 영어 연습                  (1-0-3)

3박 4일간 영어로만 말하며 생활하는 영어캠프
를 통해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주제발표, 토론, 원어민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어구사력을 집중
적으로 함양한다.

영어지도 방법론                 (3-3-0)

영어교육론 교과목에서 논의된 영어의 학습과 
지도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중
등학교 영어교육에서 적합한 교수기법을 논의하
며 영어를 통한 영어지도 방법을 연구한다. 

미국문학개관                    (3-3-0)

각 시대의 정치적, 문화적, 문학적 특징을 분석
한다. 각 시대의 문학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시대별 주요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토론한다. 고등학교 영어독해Ⅰ,Ⅱ 및 영미
문화Ⅰ,Ⅱ와 관련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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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지도                      (3-3-0)

예비영어교사로서 갖춰야 될 영문법지식의 내
용을 검토하면서 영문법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논의들을 살핀다. 나아가 문법지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영문법지도 방안을 찾아본다.

영어과 평가론과 교육과정 연구   (3-3-0)

영어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에 대한 다양한 평
가방법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중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의 편성, 변천과정, 목표, 내용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대 영미시                     (3-3-0)

현대 영미시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중요작품을 
선독하며, 현대 영미시의 흐름과 특성을 알게 하
고,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문학비평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실제 작품을 분석․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등학교에서의 
영시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영시지도법을 연
구하게 한다. 

셰익스피어 강독                 (3-3-0)

르네상스 정신을 구현한 셰익스피어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서구 영문학의 심미적 영감의 원
천을 이루고 있는 그의 문학적 언어세계를 조명
한다. 특별히 그가 구가하고 있는 삶의 본질과 삶
의 근원적인 가치, 그리고 새로운 문명세계 건설
에 필요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관념의 모
험을 우리의 시각에서 새로이 천착하여 장차 중
등학생들에게 심미적 우주관과 질서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한다.

전공세미나                      (1-0-2)

영어의 읽기 말하기 쓰기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독서토론을 통해 지적 
수준을 제고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으로서 필독해야 할 도서를 본 대학에서 선정한  
졸업인증제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14권을 선정해 
읽고 영어로 토론한다.

영어과 교재론과 수업연구        (3-3-0)

영어교재의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논의하
고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한

다. 또한 중등학교 영어수업방법을 연구하고 수업
실기를 통하여 수업기법을 연마한다. 

영어의 의미론과 화용론          (3-3-0)

영어라는 언어에서 의미를 결정짓는 데 개입되
는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문맥적 
상황과 언어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능숙한 언어사
용자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

영미소설 강독                   (3-3-0)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들 및 작가와의 관
계를 고찰한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비평문을 읽
고 토론한다. 고등학교 영어독해Ⅰ, Ⅱ와 관련하
여 지도한다.

영문학비평                     (3-3-0)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현대의 비평이론까지를 역
사적 안목으로 살펴본다. 

영미문화의 이해와 지도          (3-3-0)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로의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
도록 하기 위하여 언어학습의 제 5영역으로서 문
화 학습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강좌를 통하여 영미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
를 학습함으로써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
르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 지도에 대비
하도록 한다.

영어의 기원과 발달              (3-3-0)

영어의 역사적 배경 및 발달과정에 관한 통시
적인 연구를 통하여 현대영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응용언어학                      (3-3-0)

언어학이 순수 이론적 측면을 벗어나 인접 학
문과 연계된 분야(심리언어학, 사회언어학, 언어
정책학, 텍스트 언어학, 전산언어학 등)에서 실제
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각 분야
에서 다루는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되, 주로 중등
학교에서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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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 특강                  (3-3-0)

영어통사론, 영어음운론, 영문학 관련 교과목에
서 학습한 내용을 중등학교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바람
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영미시 특강                     (3-3-0)

주요 영미시인들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로
서 문학을 비평하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시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학생들 자신이 선택한 작품이나 
작가 또는 주제를 연구 발표하고 소그룹별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발표내용과 영시지
도 방법에 대한 수업평가를 통해 중등학교 현장
에서 영시에 관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문학과 영어교육             (3-3-0)

영문학 작품 중 영화화 된 것을 선정해 텍스트
의 확장으로서의 영화를 감상시키며 문학과 영화
의 미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영상 속에 숨겨 
있는 코드와 기호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 장차 
중등학생들의 보는 문화와 읽는 문화를 동시에 
고양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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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교육과(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간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183001 기초한문 Ⅰ(Basic of Chinese Classics Ⅰ) 3-3-0

1-2
전필 183003 기초한문 Ⅱ(Basic of Chinese Classics Ⅱ) 3-3-0

전선 183005 한국사서강독(Studies in Korean Historical Chinese Classics) 3-3-0

2-1

전필 183007
183008

문자학개론(Introduction to Chinese Characters)
한문학개론(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Literature)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83009
183004
183010
183011

중국사서강독(Studies in Chinese Historical Classics)
한문산문(Chinese Classics Prose) 
한국한문소설강독(Studies in Korean-Chinese Novel)
중국문학사 Ⅰ(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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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83014
183013

한문문법(Chinese Classics Grammar)
경서강독 Ⅰ(Studies in Confucian Classics Ⅰ)

3-3-0
3-3-0

부 필

전선
183015
183016
183017

중국문언소설 강독(Studies in Chinese Literary Novel)
서발선독(Selected Reading in Prologue and Epilogue)
중국문학사 Ⅱ(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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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83020
183019

183021

한문교육론(Theory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한문해석법지도(Methodology of Korea Chinese Classics 
Interpretation)
경서강독 Ⅱ(Studies in Confusion Classics Ⅱ)

3-3-0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83023
183022
183024
183026

한국한문학사Ⅰ(History of Chinese Classics Literature Ⅰ)
한국한시강독(Studies in Korean-Chinese Poetics)
금석서예(Epigraphy and Calligraphy)
중국현대문강독Ⅰ(Studies in Chinese Morden Literatur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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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83028
183029

한문지도법(Methodology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한문작문(Composition in Chinese Classics)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83032

183030
183031
183033
183034

한국한문학사 Ⅱ
(History of Korean Chinese Classics Literature Ⅱ)
한국유학사(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고문진보강독(Studies in Archaic True Treasure)
중국시가선독(Selected Reading in Chinese Poetics)
중국현대문강독 Ⅱ(Studies in Chinese Morden Literature Ⅱ)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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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간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83036
한문교재연구(Studies in Chinese Classics Teaching 
Material)

3-3-0 부 필

전선

183037

183038
183039
183040
183025
183999

제자선독(Selected Reading in the Treasury of Chinese 
Masters)
한문소설론(Theory of Chinese Novel)
한시론(Theory of Chinese Poetics)
한문학비평(Criticism of Chinese Classics Literature)
시화선독(Selected Readings in Poetic Essay)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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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83042
183043
183044
183045
183999

삼경선독(Selected Reading of Three Classics)
한문소설특강(Topics in Chinese Novel)
한시특강(Topics in Chinese Poetics)
잡록강해(Studies in Miscellany)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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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교육과 교육목표

본 학과는 智․德․體를 겸한 유능한 자질의 
中等漢文敎師를 양성하며 한문고전에 나타
난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한문교육이론과 방법에 
관한 기본 교과목과 한문문법 및 해석, 작
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문
학 전반의 文․史․哲을 두루 공부한다. 또한 
지적영역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
른 가치관의 정립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유
지와 같은 인성교육을 중시한다. 

서예, 탁본 등의 다양한 실습활동을 통하
여 중등학교 특별활동 지도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전국 각지의 
유적지를 답사를 통해 선현들의 얼과 정신
을 체득하고 견문을 넓히기도 한다. 

졸업생들은 모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도
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한문교사로 봉
직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대학원 진학을 통

해 학문연마에 힘쓰고 있다. 

기초한문Ⅰ (3-3-0)

한문의 기본문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고등학
교 심화과정으로서의 고전교육에 대비하도록 한
다. 한자의 다양한 의미에 따라 끊어 읽기가 달라
질 수 있는 한문의 문형, 한자의 위치에 따라 달
라지는 문장의 차이를 각자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 받는 과정을 통해 한문 독해의 
능력을 서서히 기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초한문Ⅱ (3-3-0)

기초한문Ⅱ는 전 학기 기초한문Ⅰ의 연속적인 
내용으로, 기초적 문장을 중심으로 해석에 초점을 
맞춰 대학 4년 동안 한문전공수업과 평생 한문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확립을 튼튼히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사서강독 (3-3-0)

이 나라 최초의 正史인 『三國史記』부터 시작
된 것이다. 史文은 直筆이라고 하듯이, 군더더기
가 없는 글이 바로 역사의 기록인 것을 숙지시킨
다. 그 다음 『高麗史』,『王朝實錄』을 발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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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하고, 설화 문학의 보고인 『三國遺事』도 중
요 내용이 된다. 특히 교과서 소재 작품을 중심으
로 강독하며 역사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

문자학개론 (3-3-0)

한자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자의 구
성원리에 대한 인지과정을 통하여 한자의 변형과 
본래의 의미와 변천된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
도록 하고 그러한 구성원리를 통해서 밝혀진 한
자의 뜻을 실제의 교과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며 六義(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
借)에 대한 좋은 보기와 변천과정, 현재에 쓰이고 
있는 단어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자가 발달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한문학개론 (3-3-0)

중국과 한국의 한문학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
면서, 시대와 문화의 발전에 따른 한문학 양식의 
변천을 이해시키며, 전통적인 각 시대별 Genre에 
대한 구조와 기본적인 형식을 공부하고 현대문학
에 맞는 韓中-漢文學의 기본틀을 교재와 조사를 
통하여 강의하며, 주로 특징적인 표현과 형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의 개인적인 학습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사서강독 (3-3-0)

중국 역대 사서에 나타난 사관 및 역사 기술 
방법 등을 살피며 강독을 통하여 한문독해능력을 
신장하고 동시에 인간의 삶의 가치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게 한다.

한문산문 (3-3-0)

한․중의 역대 산문을 강독하며 문체에 따른 
문장의 특수성을 탐구케 하며 동시에 그 글의 문
학정신을 파악토록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한문교
과서 소재 산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수법과 
연계하도록 한다.

한국한문소설강독 (2-2-0)

교과서 소재 한문 소설 및 기타 한국 한문 소
설 중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별하여 강
독한다. 이를 통해 설화, 전, 가전 등의 장르와 소
설의 동이점을 살펴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숙지
시킨다.

중국문학사Ⅰ (2-2-0)

고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문학의 흐
름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현상과 본질의 관계성을 
탐구하며, 동시에 그것이 한국 한문학에 미친 영
향도 검토한다.

한문문법 (3-3-0)

중․고등학교 학교 문법을 표준으로 하여 품사
론을 거쳐 구문론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이론을 
검토하고, 학교 문법에서 문제되어지는 부분을 중
국 문법학자들의 견해에 비춰 해설한다. 따라서 
문장 구성의 기본 단위인 품사로부터 허자의 특
수한 용법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 대상이 된다. 

경서강독Ⅰ (3-3-0)

동양의 삼대사상인 유․불․도 사상 가운데, 
유교사상의 핵심을 알기 위하여 유교의 기본 경
전인 『논어』를 강독한다. 그를 통해 유교사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울러 한문의 해독력을 증진시
키며,  한문 중등교과의 경서 부분과 철학 부분 
가치의 판단자로서의 교사의 인성배양과, 논리적 
사고능력의 증진. 동양 전통사상의 이해에  도움
이 되고자한다.

중국문언소설강독 (2-2-0)

주로 당대 전기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문언으
로 쓰인 소설을 강독한다. 따라서 문언소설에 대
한 이론적 배경도 아울러 고찰한다.

서발선독 (2-2-0)

우리 선현들이 지은 사적 문집들의 서문과 발
문을 강독 고찰하여 사료적 가치를 찾고 문인들
의 문학적 관점과 가치와 문학관을 올바로 이해
한다.

중국문학사Ⅱ (3-3-0)

중국문학사Ⅰ의 속강으로, 송대부터 현대까지
의 중국 문학의 흐름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현상
과 본질과의 관계성을 탐구하며, 동시에 그것이 
한국 한문학에 미친 영향도 검토한다.

한문교육론 (3-3-0)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를 분석하
여 한문과 교육의 개념과 성격 및 방향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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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과정의 변천과 학습의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며 주로 학생의 발표식 수업을 통하여 
한문의 지도계획과 학습방법, 수업평가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학습지도
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한다.

한문해석법지도 (3-3-0)

문장의 실질적인 번역과 해석을 통한 한문 독
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고문관지』를 교재로 
하여 선진시대의 문장으로부터 당송시대의 명문
을 중심으로 강독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문장의 
구조 분석, 허자 사용의 실례, 사의 적용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해설하며 한문을 우리말로 옮기
는 작업이 주된 목적이므로 우리의 감정에 맞는 
번역 상의 기술을 중심 과제로 하여 연구한다.

경서강독Ⅱ (3-3-0)

사서(논어․대학․중용․맹자) 가운데 인간수
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중시되었던 
『대학』을 다룬다. 『대학』과 기타 경전의 내용
을 상호 비교하여 다른 경전을 공부하는 부수적
인 효과도 얻도록 한다.

한국한문학사Ⅰ (3-3-0)

한국 한문학의 형성 과정과 불교와 유학이 도
래한 이후 한문학사의 흐름과, 또한 자생적인 한
국 한문학의 본체를 실제의 문장을 통하여 파악
하게 한다. 한국한문학의 개념과 범위에서 대해서 
강의를 하며 그 갈래를 주제발표를 통해서 이해
시키며 한문학의 문체와 시대구분을 통하여 古代,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南北國時代, 高麗時代의 
한문학을 개략적으로 주지시킨다.

한국한시강독 (2-2-0)

한국 한사의 시대 구분으로 시대별 대표적 시
인의 작품을 통하여 시사적 전개를 이해한다. 특
히 중․고등학교 교과서 소재 한시를 중심으로 
강독하며 다양한 한시 교수법을 모색한다.

금석서예 (3-3-0)

한문 연구의 일차적 자료인 금석문을 올바로 
이해를 하고 선현들의 필적을 판독, 이해하기 위
한 소양을 기르기 위해 직접 서체를 익힌다.

중국현대문강독Ⅰ (3-3-0)

중국간화체 및 중국현대어를 익힘으로 해서 중
국에 대한 이해의 방안을 넓힌다.

한문지도법 (3-3-0)

중․고등학교용 한문교과서 및 지도서, 한문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실제의 학습
장인 중, 고교에서 한문 교육 방법, 학습 지도안 
작성법, 약안과 세안, 바람직한 교수방법 내지, 교
사로서의 자세 등 한문 과목의 전문인으로의 필
요 사항을 배우며 실지 수업도 실시한다. 뿐만 아
니라, 현직 교사 초빙을 통한 시범수업을 전개하
여 실제 수업상황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간다.

한문작문 (3-3-0)

이제까지 연마한 한문독해, 문법의 실력을 기
반으로 한문 문장을 직접 지어 보는 연습을 통해 
더욱 고상한 문장과 격 높은 결구로 한문 실력을 
배양하여 후대에 한문문장을 남기 위한 연습을 
한다.

한국한문학사Ⅱ (3-3-0)

한국한문학사Ⅰ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조선시대
의 한문학을 사적으로 살펴본다. 한문학사상 걸출
했던 작가(작가론)과 작품(작품론)을 중심으로 문
학사의 주요 쟁점을 집중 탐구한다.

한국유학사 (3-3-0)

한국유학사의 전제로서 중국유학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것과 한국유학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
지를 생각해본다. 일본유학사의 전개도 간략히 살
펴보고, 동아시아 3국에서 유학사상이 갖는 의미, 
한국유학사의 특징을 살펴, 우리의 전통사상을 정
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강의 내용을 분
배한다.

고문진보강독 (3-3-0)

고문진보강독을 통해, 산문의 문체별 특징을 
숙지하고, 한문 독해 능력을 신장하며, 각 작품에 
담긴 작가 의식과 문학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배
양한다.

중국시가선독 (3-3-0)

중국시가를 통해 한시의 문학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현장 교육에 반영시켜 중․고등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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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도록 한
다. 이태백의 시를 중심으로 두보, 왕유, 맹호연, 
유종원 등 당대 시인들의 시를 선택하여 감상한
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초
점을 맞춰 시를 이해시킨다. 

중국현대문강독Ⅱ (3-3-0)

중국간화체 및 중국현대어를 익힘으로 해서 중
국에 대한 이해의 방안을 넓힌다.

한문교재연구 (3-3-0)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교과목 내용의 분석
이 그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구조적 특
징을 통하여 한문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 삭
제하며, 동시에 각기 다른 이설을 통합한다.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한문․한문고전을 선택, 분석하
며 분석요령과 실례 해설을 하여 발표 및 토론을 
하고 교생실습을 통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의거한 분석할 수 있게 지도한다.

제자선독 (3-3-0)

노자의 『도덕경』의 중요부분과 『장자』의 
‘소요유’, ‘제물론’을 중심으로 노장사상의 전반을 
살펴 노장사상의 동양삼국의 문학과 사상, 예술 
그리고 의학에 끼친 영향도 검토하고 특히, 교과
서 소재 제자서를 발췌하여 중점적으로 강독한다.

한문소설론 (3-3-0)

소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중․고등
교과서에 나온 작가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본다.

한시론 (3-3-0)

한시의 형식과 내용 접근을 통해 한시 작시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한다.

한문학비평 (3-3-0)

한국의 신라, 고려, 조선조의 시화 비평류와 또
한 중국의 비평문 효시인 전론 등을 포함하며 고
등학교 교과서 소재 비평문을 선별 강독하고 교
수법을 개발한다.

시화선독 (3-3-0)

한․중 역대 시화류 중에서 한문학의 문학적인 
논의와 비평 양상들을 살펴본다. 

삼경선독 (3-3-0)

유가, 도가와 우리 생활 속에 스며있는 역경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탐구해봄으로써 우리
의 전통 사상과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한다. 『주역본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탐
구하고 교과서의 관련부분을 발췌하여 강독한다.

한국한문소설특강 (3-3-0)

주제별 작품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임용고시 
및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를 염두한다.

한시특강 (3-3-0)

저학년에서 시사는 통시적 강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몇몇 중후하고 심도 있는 작
품을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탐독하여 밀도 있는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대학원 수업과의 연계를 
이루도록 한다. 

잡록강해 (3-3-0)

한․중 고전에 실려있는 雜著, 雜錄類 등을 취
하여 강해 함으로써 선인들의 사상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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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Department of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184017

184040

선진국의 교육제도와 동향 
(Educational Movements in  Advanced Countries)

한국교육의 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Education)

3-3-0

3-3-0

1-2

전필 184007 인간발달과 교육(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3-3-0

전선
184001

184015

184058

교육역사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Education)

학교학습이론(Theories of School Learning)

교육법(Educational Law)

3-3-0

3-3-0

3-3-0

2-1

전필 184068 현대교육사상(Contemporary Thoughts of Education) 3-3-0

전선
184069

184059

184060

184061

교육통계 자료분석(Statistics and Data Analysis)

수업이론(Instructional Theories)

인성과 교육(Personality and Education)

평생교육론(Life-Long Education)

3-2-2

3-3-0

3-3-0

3-3-0

2-2

전필 184019 교육학교육론(Theories of Teaching Pedagogics) 3-3-0 부 필

전선

184004

184035

184020

184064

184065

지식과 교육(Knowledge and Education)

교사론(Teacher and Teaching Profession)

교육행정 자료 분석 및 실습(Data Analysis and Practice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평생교육경영학(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인간자원개발론(Human Resource Development)

3-3-0

3-3-0

3-2-2

2-2-0

2-2-0

3-1

전필 184009 교육과정 계획과 수업(Curriculum Planning and Instruction) 3-3-0

전선

184010

184026

184027

184011

184999

184066

학교상담방법론(Studies in School Counseling)

교육인류학(Educational Anthropology)

교육심리검사 및 실습 
(Psychological Testing and Practice in Education)

수업설계 및 수업행동분석(Instructional Design and

Analysis of Instructional Process)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평생교육방법론(Teaching Methods in Life-Long Education)

3-3-0

3-3-0

3-2-2

3-3-0

1-0-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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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184024

184029

교육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n Text and Teaching Methods of Education)

교육연구방법(Educational Research)

3-3-0

3-3-0

부 필

전선

184014

184062

184002

184999

184067

정보매체와 교육 및 실습 
(Information Media Education and Practice)

교육정책과 교육재정론
(Theories of Educational Policy and Finance)

학교사회와 학급사회(School and Class as a Society)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Program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3-2-2

3-3-0

3-3-0

1-0-2

2-2-0

4-1 전선

184043

184030

184025

184047

184049

184999

교육의 철학적 연구(Philosophical Inquiry of Education)

사회교육과 사회문제(Social Education and Social Issues)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연구(Inquiry of Curriculum)

매스컴교육론(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Education)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3-3-0

3-3-0

3-3-0

3-3-0

3-3-0

1-0-2

院연계
院연계

院연계

4-2 전선

184063

184051

184056

184070

184999

교육학론(Discourse on the Nature of Educational Theory)

중등교육론(Theories of Secondary Education)

한국교육문제세미나(Seminar for Korean Education)

특수교육론(Special Education)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2-2-0

3-3-0

3-3-0

3-3-0

1-0-2

〔대학원 교과목 중 연계교과목〕
대학원
학  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비 고

교육
학과 4-1 전공

141007

141096

141044

교육의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Enquiry of Education)

교육과정이론(Theories of Curriculum) 

평생교육론(Life-Long Education)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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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과 교육목표

본 학과는 교육일반 및 학교교육 현상에 
관한 이론과 실천방안을 탐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며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을 통하여 
교직소양을 계발하고, 관련기관과 단체에 
사회봉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79년에 설립되었다. 
전공영역은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교
육심리, 교육 사회학, 교육행정학 등이 있
으며 교육자 양성에 있어서 기초 영역인 
일반 행정, 교육방법, 중등교육론 등을 탐
구한다. 또한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실
시하여 학생들의 전공 영역의 확대를 도모
하며 졸업 후 교직 임용에 활용한다. 부전
공, 복수전공은 사범대 모든 전공이 가능하
며 이수 후 교원자격증을 획득하여 일선 
교사로 임용된다.  

선진국의 교육제도와 동향 (3-3-0)

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구현되고,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기반은 그 나라의 교육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국내의 교육제도와 관
련된 학문적 연구는 교육행정학의 다른 세부영역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본 강좌는 이
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
교육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현재의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과정
을 통해 수강자들로 하여금 교육제도에 대한 심
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
었다.

한국교육의 이해 (3-3-0)

한국 교육은 한국인들의 삶의 총체적인 과정에
서 이해되어진다. 한국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은 고대사회에서 형
성된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삼국시대 이후에 형성
된 제도권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그 족적이 크다. 
이러한 과거의 한국교육은 현재 한국교육의 현실
에 원형을 탐구하고, 교육활동의 일정한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한국의 
과거 교육현실은 우리 교육현실을 이해하는데 기
초가 된다. 한국교육의 이해는 교사교육의 과정에

서 현실교육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
는데 있다.

인간발달과 교육 (3-3-0)

인간발달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청소년의 발
달단계에 맞는 교육방법을 찾는다. 발달단계에 따
른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교육역사의 이해 (3-3-0)

한국의 교육은 세계의 보편적 교육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육의 역사는 그 영향을 준 
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서
구의 교육사상, 교육제도의 발생원인과 발전과정
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구의 교육사상과 교육제도
의 원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현상이 한국 교
육현실에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행의 각국의 교육개혁
의 동향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강좌
는 교사교육에서 현행교육의 사상적인 근원과 그 
활용의 기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학습이론 (3-3-0)

교과목의 개요 : 학습은 교육의 가장 핵심적 
문제의 하나이다. 학생들의 학습 양태를 이해하면 
교수는 그만큼 효율적이 된다. 학습을 보는 관점
에 따라 다양한 학습이론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
습에서의 심리적 요인도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
른 교수법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학생들의 특성
과 학습 내용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교수법이 활
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이론의 이해는 교사의 필
수 덕목이다. 교과과정과의 연계 : 1. 이 과목은 
교과과정의 토대가 되는 교육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토대의 한 축을 이루는 학습의 심리문제
를 다룬다. 2. 학습이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
지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측정 및 평가를 
통해 과목에 대한 성취정도는 물론 자신의 교수
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다.

교육법 (3-3-0)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학생,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관계의 주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
는 갈등과 충돌을 법의 체계 안에서 조정하고, 교
육에 있어서의 정의의 실현과 교육이념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이 공교육법의 이상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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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중립성 등
이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
안 교육이 지나치게 권력적으로 국가에 집중되었
는가하면, 일선 교사들은 교육법에 대한 낮은 인
지도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갈등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법에 과한 관심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밖에 있어 이렇다 할 전문서 하나 제대로 갖
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본 강좌는 교육법
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현대교육사상 (3-3-0)

교육은 인류 역사의 변천에 따라 그 모습을 달
리한다. 특히 교육의 이념은 역사의 반영이며 이
념의 변모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진
다. 이 것은 교육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일 뿐
만 아니라, 특수한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교육학
을 연구하거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을 
이해할 때 교육의 이념과 내용이 인류 사상의 변
화에 따라 어떻게 그 모습이 바뀌는지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 강좌는 교육이 인류가 추구하
는 사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
는가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이 강좌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사적 변천
이 동서양의 교육 목적, 내용, 방법에 어떻게 반
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학도와 예비
교사들에게 교육의 사상사적 측면을 바르게 보여
주고자 한다. 

교육통계자료분석 (3-2-2)

이 과목은 교육현상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
고, 조직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원
리 및 통계적 기법을 고찰한다. 교육활동은 이론
과 더불어 이를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수업이론 (3-3-0)

수업이론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원리와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수업모형을 이론
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실습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등학교의 어느 과
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목표별 수업방법
과, 그것이 효율적이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함
으로서 이 교과는 교사에게 필수적인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과 교육 (3-3-0)

교과목의 개요 : 근래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인지이론이다. 인간의 
지적 발달과 인지기능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
해 학습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제반
인지이론을 습득하는 일은 현장교육에서의 효율
성을 높이게 된다. 인지구조, 인지발달, 인지 발달
에서의 개인차, 인지발달과 학습 등을 다루게 된
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 이 과목은 인지발달단계
와 인지발달의 양상, 그에 따른 학습이론의 제시
를 통해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교
사의 자질향상 : 인지발달에 따른 적절한 학습방
법의 제시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임으로써 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한다.

평생교육론 (3-3-0)

본 강좌가 추구하는 목표는 1) 평생교육에 대
한 철학적․사회학적․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이
해를 통해, 2) 교육체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넓
히고, 3) ‘사회변화에의 적응 전략’(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이 강좌
는 예비교사들이 ‘삶’과 ‘교육’의 종합적이고 다
차원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사회’에 대한 인식범위를 넓히는데 주
안점을 둔다.

교육학교육론 (3-3-0)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의 성격을 규명한다. 고교
선택 교과로서의 교육학의 지도 내용을 점검한다. 
고교생 수준에 맞는 교육학 교과의 지도 방법을 
탐구한다 

지식과 교육 (3-3-0)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핵심에 자리하는 것은 마
음의 발달이다. 마음은 지식, 신념, 태도, 정서, 지
각, 등 수많은 인간 능력(virtures)들로 형성된다. 
이 가운데 지식은 전통적으로 교육이 추구해온 
인간 발달의 요체로 인식되어 왔다. 지적 발달은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발달을 촉
진하는 근본 요인이다. 지식의 발달은 물론 심리
학적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강좌는 
지식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의 생성과 분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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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타당성을 철학적 안목에서 고찰함으로써 앞으
로 중등학교 교사가 될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지
식이 무엇이며 교육과정에서의 지식은 어떤 원리
에 의해서 어떻게 분류되고 그것은 또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
적을 둔다. 

교사론 (3-3-0)

교사론은 교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일의 성격
과 교사가 갖추어야할 소양을 개관하는 과목이다. 
이 교과를 통하여 예비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기
초적인 질문을 반추하고, 그에 따라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이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임을 깨닫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과
의 목표이다.

교육행정 자료 분석 및 실습 (3-2-2)

이 강좌는 교육현상의 행정현상들을 분석해 낼 
수 있을 만한 연구방법을 탐색해보고, 실제로 적
용하는 과정을 통해, 각 접근법이 지니는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자가 발견해내고 
처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강좌를 수강
하는 학생들은 본 강좌가 기본적인 연구방법에 
더하여, 각 연구방법들을 적용해 보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발견과 처방
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학에서 주로 사
용되는 연구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경영학 (2-2-0)

평생교육 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
가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평생교육, 다양한 성인학습자에 적응하
는 평생교육,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
을 추구하는 이론과 방법을 다룬다.

인간자원개발론 (2-2-0)

새로운 21세기 사회에서 인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자원의 육성, 유통, 활용에 관한 전
반적인 문제점과 사회발전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다. 아울러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자원과 관련한 각종 새로운 전략과 비젼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필요한 인간자원의 

활용을 위한 전략방안을 강구해본다.

교육과정 계획과 수업 (3-3-0)

이 강좌는 교육과정이론의 구체적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교육과정편제와 수업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실천적 배경,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안을 탐색하는 코스이다. 특히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에 주안을 둔다.

학교상담방법론 (3-3-0)

중고교생을 위한 상담의 기본이론을 배운다. 
상담의 절차와 기술을 습득한다. 중고교생의 교우
관계 개선을 위한 집단상담의 운영방법을 연습한
다. 진로 직업 방법을 연습한다.

교육인류학 (3-3-0)

1)본 과목은 교육의 문화적 성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보다 나은 교육 활동으
로 연계시키기 위한 지적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 2) 본 과목은 교육인류학의 성격, 교육과 문
화의 만남의 장면과 성격, 한국교육문화의 탐색, 
교육인류학적 연구의 방법들에 대한 기초적 이해
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본 과목을 통하
여 학교교육의 문화적 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도록 
해 준다. 4) 본 과목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이 ‘삶’
과 ‘교육’의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이해
하고, 학교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문화’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는데 주안점을 준다.

교육심리검사 및 실습 (3-2-2)

 학생의 지적능력과 적성, 학력, 성격 등 학생 
개개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학생의 최적발달을 도모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
다. 교육심리 검사는 각종 검사의 제작 배경과 절
차, 목적, 통계적 처리 등에 대한 이해 및 이의 
현장에서의 적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탐구하여 개
개 학생의 이해와 지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각 검사에 대한 실습을 통해 검사 전반에 
대해 숙지할 기회도 갖는다.

수업설계 및 수업행동분석 (3-3-0)

수업설계 및 수업행동 분석은 중등학교에서 필
요로 하는 수업방법 이론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로 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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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의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
업목표 달성에 효율적인 수업행동과 그것이 효율
적인 이유도 선행연구와 함께 공부한다.

평생교육방법론 (2-2-0)

이 강좌에서는 평생교육참여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을 탐색한다. 평
생교육이란 전 생애에 걸쳐 인격적․사회적․직
업적 발전을 성취해 가는 교육활동인만큼, 탈정형
의 원리와 자발성의 원리를 핵심으로 한다. 따라
서, 교육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서는, 학습자의 
참여방법 및 역할, 교수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법, 조직가(organizer)의 역할 등이 달라지게 된
다. 특히, 학습생태환경이 변화해 감에 따라 이러
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평생교육’에 있
어서의 탈 표준적 상상력을 주문한다.

교육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교육학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은 고등학교 ‘교육
학’ 과목의 목표, 내용 분석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업방법을 고찰하는 과목이
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학 내용을 대학에서 배
운 교육학의 내용에 비추어, 그리고 고등학생의 
수준과 관심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고, 그 목표
와 내용에 맞는 수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연구방법 (3-3-0)

이 강좌는 학생들이 교육연구에 필요한 여러 
접근방법의 이론과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연구를 
위한 과학적 사고를 기르며, 연구논문작성법을 이
해하고 이를 연구수행과정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정보매체와 교육 및 실습 (3-2-2)

수업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매체 및 통신의 특성
을 살피고, 매체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필요
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의 해소방안도 살핀다. 특별히 현대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변화되는 문제점을 미래적 관점에
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검토는 물
론 실제 여러 매체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에 관한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재정론 (3-3-0)

이 강좌는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교육재정의 원리, 정책 이슈, 
주요 모형, 개혁 의제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 교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주요 교
육정책과 교육재정의 관계를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교사외와 학급사회 (3-3-0)

1) 본 과목은 교육의 핵심현장인 학급과 학교
를 사회학적으로 검토한다. 2) 본 과목은 학급과 
학교에 대한 조직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파악
하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다. 3) 본 
과목은 학급과 학교에 대한 미시사회학적․질적
인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 본 과목을 통하
여 예비교사들에게 학교와 학급의 복잡성과 미묘
한 교육적 영향관계를 파악하게 할뿐만 아니라, 
학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 기법도 익히게 
된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2-0)

교육부문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
다. 교육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문명의 
위기극복’을 위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과 가치
체계 정립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학교교육만의 과제가 아니다. 따
라서, 평생교육영역에서도 기존의 기술․기능 중
심의 프로그램은 물론 가치 및 이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
한 평생교육영역의 외연 확장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자 사회구성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
하고 및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된 관심이다.

교육의 철학적 연구 (3-3-0)

교육에 관한 철학적 연구는 모든 교육연구의 
밑바탕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연구차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중적 책무를 지닌다. 따라서 ‘교
육의 철학적 연구’는 그 범위가 넓고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강좌는 학부 학생들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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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학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수준에 한
정하여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이 강좌는 수강자가 
교육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든, 또한 어떤 방법
을 선호하든, 교육학도로서 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할 교육에 관한 철학적 사고의 소양을 폭넓게 
길러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강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사회교육과 사회문제 (3-3-0)

사회교육은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회
개념이 반드시 사회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
만,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개선의 노력을 하는 
사회교육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
개선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교육 역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
교육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3-3-0)

이 강좌는 학생들이 교육평가의 기본개념과 다
양한 평가활동의 기능 및 각종 평가문항의 제작
방법과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각급 학교 교육평가
의 시태를 파악하여 이를 중등학교 각 교과의 수
업과정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함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연구 (3-3-0)

교육과정의 심화과목으로 이론․실천 양면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안목을 확대한다. 교육
과정의 역사,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학교 교육
과정 모형, 수업모형 등이 주요 탐구 대상이다.

매스컴교육론 (3-3-0)

현대 교육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심대한 
영향을 살피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관한 논의를 살핀다. NIE를 비롯한 매스컴의 활
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교육학론 (2-2-0)

‘교육학개론’의 심화과정으로서 이 강좌는 교
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교육학의 학문적 특성을 심
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한다. 교육학은 하나의 독특한 학문이며, 그런 
만큼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특수한 방법을 구사
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나름으로 이론을 창출
하고 그 이론들로 자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특이
한 이론이다. 특이한 이론인 이상 이 학문은 특이
한 학문이 되는 셈이다. 특이성을 가진 이 학문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학문을 어떻게 이해
하고 또한 이에 종사할 것인가. 이것이 이 강좌가 
노리는 구체적 논의 주제다.

중등교육론 (3-3-0)

청년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고등학교의 성
격과 특성, 교육목적, 교육과정,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중등학교 학생들
의 자아정체감의 확립, 지성의 계발과 도덕성의 
함양, 장차 우리 사회 주역으로서의 민주시민성의 
고양 등을 위한 교육적 노력들이 주요 관심거리
이다.

한국교육문제세미나 (3-3-0)

이 강좌는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교육
의 제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교육문제를 보는 
안목을 확장하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 특정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하는 코스이다.

특수교육론 (3-3-0)

특수교육론은 통합교육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필요
한 기초이론과 적용방법을 고찰한다. 구체적인 목
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특수아동의 신체, 
인지, 인성발달에 관한 이론을 개관한다. 2. 특수
교육의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사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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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과(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185001

185999

도덕・윤리학개론(Introduction to Morality and Ethics)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3-3-0

1-0-2

1-2
전필 185003 민주주의론(Theories of Democracy) 3-3-0 부 필
전선 185999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1-0-2

2-1

전필 185005 서양윤리학입문(Introduction to Western Ethics) 3-3-0 부 필

전선

185057

185008

185017

185058

185045

185999

제자백가와 유교윤리
(All Classes of Philosophers and Confucian Ethics)

현대이데올로기론(Contemporary Ideologies)

사회주의론(Theories of Socialism)

민주주의와 정치교육(Democracy & Political Education)

자유주의와 시장경제(Liberalism and Moral Economy)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3-3-0

3-3-0

3-3-0

3-3-0

3-3-0

1-0-2

2-2

전필 185011

185018

한국정치론(Korean Politics)

북한정치론(North Korean Politics)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85010

185059

185014

185060

185999

한국사상개론(Introduction to Korean Thoughts)

종교와 도덕교육(Religional & Modern Education)

복지국가론(Theories of Welfare State)

인도의 윤리사상(Indian Ethical Thoughts)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3-3-0

3-3-0

3-3-0

3-3-0

1-0-2

3-1

전필 185020

185046

도덕・윤리교육론(Moral and Ethics Education)

동양윤리(Eastern Ethics)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85043

185061

185021

185062

185047

185048

185049

185063

185999

전통윤리교육론(Traditional Ethics Education)

국제환경과 통일교육(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정치사상사(History of Political Thought)

사회사상과 도덕교육(Social Thought & Moral Education)

시민윤리교육론(Theories of Citizen's Ethics Education)

산업사회와 유교윤리(Industrial Society and Confucian Ethics)

윤리사상교육론(Ethical Thoughts Education)

세계화와 국제윤리(Globalization & Global Ethics)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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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필 185056 도덕․윤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 of Moral and Ethics)

3-3-0 부 필

전선

185024

185025

185027

185028

185064

185051

185065

185066

185999

동양중세윤리사상(Thoughts of Medieval Eastern Ethics)

정치체제비교론(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시민사회운동론(Theories of Citizen's Social Movement)

현대서양윤리사상(Contemporary Western Ethical Thoughts)

근대사상과 도덕교육(Modern Philosophy & Moral Education)

가치교육론(Theories of Value Education)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Contemporary Politics & Nationality Problems)

한국근대 윤리사상(Contemporary Korean Ethical Thoughts)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4-1 전선

185032

185033

185034

185035

185067

185055

185072

185999

인간론(Theories of Human Nature)

한국윤리사상(Korean Ethical Thoughts)

북한사회론(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동양근․현대윤리사상
(Thoughts of Modern and Contemporary Eastern Ethics)

국제사회와 평화교육(International Society & Peace Education))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

도덕․윤리 교육과정론(Curriculum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전공세미나 Ⅶ(Tutorial Seminar Ⅶ)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4-2 전선

185068

185038

185069

185070

185071

185031

185999

현대국가와 시민윤리(Modern State & Civil Ethics)

응용윤리교육론(Applied Ethics Education)

세계의 도덕․윤리교육(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the World)

서양철학과 시민윤리(Western Philosophy and Civil Education)

현대사상과 도덕교육 
(Contemporary Philosophy and  Moral Education)

정치사회학(Political Sociology)

전공세미나 Ⅷ(Tutorial Seminar Ⅷ)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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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교육과

교육목표

본과는 중등학교「도덕」,「윤리」교사가 
갖추어야 할 심오한 지적 탐구심과 종합력, 
분석력 및 논리적 사고의 배양과 미래를 
선도할 교사로서 지녀야 할 교육자적 인격
과 풍부한 교양 및 합리적 사고 능력 함양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는 교육과정은 인문과학과 사회과
학의 학제적인 종합을 기반으로 인간 ․ 사
회 ․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가치 ․ 규범 
․ 실천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
점을 두어 편성되었다.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 후「도덕 ․ 윤리」2
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 받고, 중등학교 
교사, 대학원 진학, 일반기업, 언론분야 진
출 등 폭 넓은 선택이 주어진다.

<전공 필수>

민주주의론 (3-3-0)

민주주의는 오늘날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이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체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한 국민이 있을 때 가
능하다. 정치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총체적 이해를 갖게 한다

서양윤리학입문  (3-3-0)

서양 윤리학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개관함
으로써 윤리학의 중심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 윤리학적인 지
식을 습득하면 실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사고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윤리학
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중․고등학교에서 <윤
리>담당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론 (3-3-0)

한국 현대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구조적 특
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인식능력을 배
양한다. 나아가 통일 한국을 대비한 바람직한 민
주시민 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북한정치론 (3-3-0)

우리의 반쪽이고 동반자인 동시에 우리의 안보

와 발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북한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함께, 북한의 정치현실을 정치적 리
더쉽, 정치과정, 정치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정당, 
외교정책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본다.

도덕․윤리교육론 (3-3-0)

이 과목의 목표는 중․고등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도덕․윤리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동양윤리 (3-3-0)

동아시아의 윤리사상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그 윤리사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교와 불교 
및 도교의 사상을 윤리학의 시각에서 조명한다.

도덕․윤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이 과목은 현행 중․고등학교의 도덕․윤리교
과서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양자간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전공선택>

도덕․윤리학개론 (3-3-0)

도덕․윤리학의 입문과목으로 도덕․윤리학의 
기본적인 영역과 주요개념 등에 대한 체계적으로 
학습, 정리한다.

민주주의론 (3-3-0)

민주주의는 오늘날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이
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체제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한 국민이 있을 때 가
능하다. 정치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민주시민
으로서 필요한 총체적 이해를 갖게 한다

제자백가와 유교윤리 (3-3-0)

중국의 先秦시대에 형성된 난子百家의 사상을 
윤리학과 비교철학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후에 윤
리사상의 성격이 가장 현저한 유가사상의 특성과 
그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켜 고찰할 것이다. 특히 
유가의 윤리사상을 여타의 제자백가사상과 비교
하는 관점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현대이데올로기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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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이데올로기 전반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들
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함으로써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이데올로기 부분에 대한 지적인 이해도를 
심화시킨다. 아울러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전통윤리교육론 (3-3-0)

본 강의는 윤리교사가 될 수강생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사상을 교육론의 측면에서 강의
한다. 즉 동양윤리 및 한국 사상 등의 강의를 수
강한 학생들에게 선행강의를 교육현장에서 어떻
게 강의할 것인가? 하는 교육방법론의 측면으로 
탐색케 한다.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3-3-0)

이 강의는 민주정치 운영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토대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역할과 의무
에 대해 논의한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3-3-0)

이 강의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특성을 살펴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논
의한다.  

한국사상개론 (3-3-0)

한국 사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사상과 윤리의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사상에 대한 본질과 
형성과정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한국사상의 중요
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게 전개하는 한
국사상이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많은 국난을 극복하는
데 정신적 기반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문헌과 역
사적 사례와 관련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종교와 도덕교육 (3-3-0)

종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다.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
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강좌에서는 세계적으로 널
리 퍼져있는 여러 종교의 중심 사상을 공부한다. 
유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을 

공부한다. 특히 동양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해온 
불교와 서양의 그것인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면서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과 종교의 관
계도 살펴본다.

복지국가론 (3-3-0)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 복
지국가의 개념과 유형, 2) 복지국가의 기원과 성
립 및 전개, 3) 복지국가의 성립요인, 4) 복지국가
의 이념과 가치, 5)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7) 복지국가의 성과와 
과제, 8) 한국사회복지의 발전과정, 9) 한국사회복
지의  낙후성과 그 요인 등을 고찰한다.

인도의 윤리사상 (3-3-0)

인도의 윤리사상을 그 형성초기인 Rig-Veda사상
에 시기에서부터 고찰하여 불교사상이 형성된 시기
의 六師外道의 윤리사상을 고찰한다. 특히 불교사상
의 倫理思想的 성격과 한국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이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사회주의론 (3-3-0)

사회주의의 이념과 운동 그리고 체제의 전개과
정을 1) 사회주의의 기원과 개념, 2) 근대사회주
의, 3) 현대사회주의, 4) 탈냉전시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의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
써 사회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국제환경과 통일교육 (3-3-0)

이 강의는 통일의 의미와 다양성, 남북한 통일관
과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 등을 정리해 
보고, 아울러 새로운 세계 질서의 흐름 속에서 민족 
통일의 조건과 통일 이후의 전망, 실제적인 학교 통
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정치사상사 (3-3-0)

고대 플라톤에서부터 현대의 마르크스에 이르
기까지 서구 정치사상사의 주요 흐름을 철학적 
비전, 종교적 비전, 시민적 비전 그리고 사회적 
비전이라는 시각 속에서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사회사상과 도덕교육 (3-3-0)

이 교과에서는 서양의 사회사상을 개괄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신학자들,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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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사상을 살펴
본다. 사회사상이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상적인 사회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서
양의 사회사상이 도덕 교육과 맺고 있는 관계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시민윤리교육론 (3-3-0)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윤리의식과 행
동성향을 함양하기 위해 1)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2) 현대사회문제와 생활윤리, 3) 경제생활과 직업
윤리, 4)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 등을 조명한다.

산업사회와 유교윤리 (3-3-0)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라고 특징 지울 수 있다. 
현대사회가 봉착한 공동체 의식의 문제점을 유교
윤리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윤리적 전망을 모
색해 본다.

윤리사상교육론 (3-3-0)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응 
방안으로 윤리사상을 사회현실에 적합하게 밝히
는데 역점을 둔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도덕․윤
리 교과과정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세계화와 국제윤리 (3-3-0)

이 강의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의 방향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제윤리 정립의 필요
성과 약소국인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위상 정립을 고찰해 본다.

도덕․윤리 지도법 (3-3-0)

이 과목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
덕․윤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
방법들을 학습한다.

동양중세 윤리사상 (3-3-0)

동양중세윤리사상의 전개와 특성, 인도의 Rig-Veda
기의 윤리설, 인도의 Upanisads의 윤리설, 인도의 
육파철학윤리설, 인도의 불교의 윤리설등을 고찰
하며, 중국 선진시대의 윤리설과 송명시대의 윤리
설을 고찰함으로서 인도와 중국의 윤리설들이 동
아세아 윤리사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아울러 
이러한 윤리설들이 현대의 동아세아 윤리적 상황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하며, 
중․고등학교의 윤리교과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정치체제비교론 (3-3-0)

이 강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체제, 
전체주의독재체제, 등의 주요 정치체제의 구체적
인 내용과 특성들을 비교 분석한다.

시민사회 운동론 (3-3-0)

이 과목의 목표는 신 사회운동, 특히 여성운동
과 환경운동 그리고 인권운동 및 지역사회운동 
등의 시민 사회운동의 형성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현대서양윤리사상 (3-3-0)

이 강의는 프래그머티즘윤리학, 메타윤리학, 실
존주의윤리학, 그리고 책임과 해방윤리 들을 연구
한다.

근대사상과 도덕교육 (3-3-0)

근대 철학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부하고, 근대 
철학이 도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공부한다. 도덕의 변화는 철학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도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철학의 생성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 과목은 근대 사상과 도덕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될 것이다.

가치교육론 (3-3-0)

이 과목은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특히 
윤리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
고, 윤리적 가치교육이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3-3-0)

이 강의는 나치즘, 파시즘, 소련․동구․중국의 
마르크스 레닌주의․포스트 마르크시즘․정의론․

문명충돌론․환경론 등 20세기의 주요 정치사상의 
흐름을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분석 정리한다.

정치사회학 (3-3-0)

  정치 질서의 사회적 존재 조건, 사회․정치
적 사회관계의 구조와 다이내믹스를 변화와 지속
성의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한다.

인간론 (3-3-0)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론
은 고찰한다. 특히 플라톤의 인간관, 기독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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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 프로이트의 인간관, 사르트르의 인간관, 로
렌츠 등의 인간관을 다룬다.

한국윤리사상 (3-3-0)

이 과목의 목표는 한국윤리사상을 특히 조선시
대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것이다.

북한사회론 (3-3-0)

북한정치체제를 뒷받침하며, 북한주민들의 일
상적인 생활과 관련이 있는 북한사회를 경제적 
측면과 함께 분석하여 북한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한 이질화의 
정도를 알게 하며, 통일이후를 대비하게 한다.

동양․근 현대 윤리사상 (3-3-0)

이 과목은 중국의 청대를 전후한 시기의 동양 
윤리사상으로 중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 나라가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급변하는 사회현상과 관련
하여 전개되는 내용이다. 중국의 진나라 시대를 
전후한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청나라 시대의 전후에 전개되는 
윤리사상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동양의 근 현대 윤리사
상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
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국제사회와 평화교육 (3-3-0)

이 강의는 서양과 동양의 주요 사상가들의 평화
에 관한 사상들을 소개 및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이익만이 우선시 되는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조망해 본다.

정치경제학 (3-3-0)

이 강의는 정치 경제의 총체적 현상, 공공선택
이론과 민주정치, 고전적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
의 정치경제학,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 케인즈 
정치경제학 등을 국가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본다.

현대국가와 시민윤리 (3-3-0)

국가의 존재의의, 본질, 발전과정 등을 검토하
며, 고전국가이론, 정통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 
조합주의 국가이론, 등을 비교 분석하며 현대의 
바람직한 시민윤리의 정립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응용윤리교육론 (3-3-0)

이 강의는 사회규범의 근본적 원리, 개념, 체제 
등을 연구한다.

세계의 도덕․윤리교육 (3-3-0)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윤리교육, 특히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양의 몇몇 국가와 민
주시민교육의 전범을 보여주는 서양 선진국가들의 
도덕․윤리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비교한다.

한극근대 윤리사상 (3-3-0)

18․9세기의 한국의 근대사상을 윤리사상의 관점
에서 조명한다. 근대사상의 여러 양상들 특히 한국 
근대의 여러 사상 실학, 서학, 개화사상 동학, 근대
의 유학사상등에 관해 윤리사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유학의 황금기인 조선시대의 퇴계로부터 다산
까지의 조선유학의 대표적 인물을 소개한다. 한국 
신유학과 실학을 살펴보고 신유학의 理, 氣, 心의 
관계를 살피는 학설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서양철학과 시민윤리 (3-3-0)

근대 서양에서 출현한 시민 사회의 특성을 살
펴보고, 시민사회의 철학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공
부하게 될 것이다. 시민이 이전의 시민과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사회 배경이 시민 사회를 생성하
게 되었는가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시민 사
회의 철학적 기반을 공부하여 시민윤리의 필요성
과 그 내용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
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
인가도 공부할 것이다

현대사상과 도덕교육 (3-3-0)

현대 사상은 도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부
정하고 있다. 현대 사상이 도덕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전통 도덕의 종언과 새로운 도덕의 종
언을 선언하고 있는 현대 사상의 특징을 공부한
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제기한 새로운 도덕 문제
도 공부한다.

도덕․윤리 교육과정론 (3-3-0)

현행 중등 도덕․윤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
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의
와 한계를 논의한 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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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과(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186047
186006

한국사탐구(Study on Korean History)
고적현장실습 Ⅰ(Spot Exercise in Historic Remains Ⅰ)

3-3-0
1-0-3

1-2 전선
186048
186049
186001

동양사탐구(Study on Asian History)
서양사탐구(Study on European History)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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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186022
186007

고적현장실습 Ⅱ(Spot Exercise in Historic Remains Ⅱ)
한국중세사(Medieval History of Korea)

1-0-3
3-3-0 부 필

전선
186005
186010
186011
186999

동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Asia)
동양사교육강독(Reading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서양사교육강독(Reading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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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86003
186013
186017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Europe)
한국근세사(Modern History of Korea)
동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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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전선
186037

186055

186999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Topics in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한국사교육강독
(Readings in Korean History for Teaching)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3-3-0

3-3-0

1-0-2

3-1

전필
186020
186054
197012
186023
186050

역사교육론(Theories of History Education)
고적현장실습 Ⅲ(Spot Exercise in Historic Remains Ⅲ)
공통사회교육론(Theories of Social Education)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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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공통사회전공

전선
186016
186021
186999

한국고고학(Korean Archaeology)
동양근세사(Modern History of Asia)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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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86027
186030
197013
197014

역사지도법(Methods in Teaching of History)
동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Asia)
공통사회교수법(Instruction of Social Education)
공통사회교재연구(Research on Social Educa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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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전공

전선
186032

186028
186014
186999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Topic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동남아세아사(History of Southeast Asia)
서양근세사(Modern History of Europe)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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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86056 역사교재연구(Materials in Teaching of History) 3-3-0 부  필

전선
186038
186024
186051
186999

일본사(Japanese History)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서양사교육특강(Topic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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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86041
186053
186029
186043
186044
186999

한국사연구법(Methodology of Korean History)
동양사교육특강(Topic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한국사의제문제(Problems in Korean History)
동양사의제문제(Problems in Asian History)
서양사의제문제(Problems in European History)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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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는 공통교과 9학점(사회교육학부의 3개 전공에서 공통개설, 필수 9학점 : 공통
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수법, 공통사회교재연구)을 포함하여 역사, 지리, 일반사회교육과 3개 개별
학과의 교육과정 하단에 지정된 교과목을 각각 12학점 이상 총 5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역사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① 동양사탐구, 서양사탐구 : 필수 6학점
   ② 한국사탐구, 한국사교육강독,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동양사교육강독, 

동양사교육특강, 서양사교육강독, 서양사교육특강 중 선택 2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 역사교육과 교육목표

본 과의 목적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
사,세계사를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
해서 설치된 학과이다. 

현재 개설하고 있는 강좌는 한국사, 동양
사, 서양사를 시대별 분야사별로 개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교육론, 역사지도법, 역
사교재연구와 같은 교과교육의 강좌와 고적
현장답사도 년중 1회를 개설하여 이론과 현
장연구를 아울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그간 강원도 및 타도에 많은 
발령을 받아 역사교사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일반기업, 
향토 박물관 등에도 취업하고 있는 등 교
사로, 학문의 길로, 기타 관련기관으로 진
출하여 사회의 중요한 역군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사탐구                      (3-3-0)

역사라는 학문의 윤곽을 잡도록 하되 한국사 
일반을 강의하는 과목으로 중등교육과정에서 역
사과목의 중요성과 그 이해 방법을 주지시킨다. 
우리민족의 형성에 대해 사료를 통해 접근하며 
국가의 형성과 삼국의 각축, 삼국통일을 통해 오
늘날 한민족 정체성 성립의 계기를 잡아본다. 고
려이후 주요사건과 제도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사
적인 발전상을 이해하고, 대외관계를 통해 민족의 
활동영역을 이해한다.

고적현장실습 Ⅰ,Ⅱ,Ⅲ           (1-0-3)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함으로써 전공강의
와 문헌을 통해 익힌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으
며 문화유적의 발굴․보존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유적․유물에 대한 직접체험을 통해 예비교사로
서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문화유
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구어낸 인문활동의 총
체적 산물로 역사적 자료로써 소중한 가치가 있



－ 415 －

음을 이해한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지
역학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현장에서 적
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동양사탐구                      (3-3-0)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동아시아로 나누어 접근
해보고, 아시아사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동아시아론, 오리엔탈리즘, 동양사회론 등을 검토
하고, 내륙아시아사의 전개와 특징을 알고 중국의 
유교문화와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등의 발전과정
을 설명하고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기반
을 이해한다. 서아시아에서 이슬람교 성립의 의미
와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서양사탐구                     (3-3-0)

서양고대․근세․최근세 시대의 특징을 서양사
의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이해한다. 그리스의 민주정, 로마의 공화정, 근대
시민혁명, 미․소 냉전체제의 원인과 실태, 공산
독재의 실상과 붕괴과정을 살펴본다. 중세 봉건사
회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신장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근대 민주주의 발달로 신
분의 불평등 구조가 붕괴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한국고대사                     (3-3-0)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적인 문제를 살펴
본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국가형성 
및 왕위계승 문제를 검토한다. 국가성립의 인류학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사에 그것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개설서를 통하여 검토한다. 계급, 관등, 
관직의 발생을 통하여 역사발전의 척도를 이해한
다. 중등교과서에 설명이 부족한 단군, 광개토왕
비, 가야, 발해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동양고대사                     (3-3-0)

중국문명의 기원으로부터 한왕조시대까지의 중
국의 역사발전과정과 동시대 동아시아 제 지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이해한다. 동아시아 
선사문화에서 중국문명의 탄생과정을 이해하고 
춘추전국시대 및 진한제국의 형성과 문화 발전을 
이해한다. 동아시아 각국 및 동서교류와 상호관
계, 문화의 전파와 변이를 이해한다.

한국중세사                     (3-3-0)

고려시대 전반을 개관한다. 후삼국 통일과정을 
확인하고 고려왕조의 출발부터 가지는 성격을 이
해한다. 중학교 『사회』중 해당부분과 고등학교 
『국사』의 고려시대 분분에 대한 서술부분의 배
경을 이해한다.

동양사교육강독                  (3-3-0)

東洋史籍中 古典漢文을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史書의 해석․연습을 반복한다. 중국正史인 
二十五史中에서 본기, 열전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해석과 해제하는 연습을 한다. 교육현장에서 역사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양사교육강독                  (3-3-0)

서양서의 원서를 통해서 서양문화를 이해한다. 
자율적 학문탐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원서 
해독력을 신장시킨다. 중등학교 교과서 세계사 부
분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서양고대사                     (3-3-0)

서양고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그리
스 폴리스의 구조 및 성격을 설명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로마 공화정과 
제정의 발전 과정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고대 그
리스와 로마시대의 노예제와 신분투쟁에 대해 설
명하고 헤브라이즘문화와 헬레니즘문화의 발전과
정을 이해한다. 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된 서양고
대사 부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한국근세사                     (3-3-0)

조선시대에 대한 기초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
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사
에 대한 자료나 문헌 등을 수집, 정리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중등학교 
국사 및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과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

동양중세사                     (3-3-0)

삼국시대부터 당까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일
하고 통일적인 사회에서 분권적이고 다양한 사회
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이민족과의 민족적융
합, 인구이동에 의한 중국사회의 공간적 확대와 
영향, 불교․도교 등 사상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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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통일제국의 등장과 근대적인 송대로의 변
천을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민족사회의 변화를 통
해 이해한다.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3-3-0)

한국고․중세사 기초 사료를 살펴보고 당시 사
회상을 분석해본다. 고대국가의 나라별 특색과 상
호관계를 살펴보고,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
으로 이해한다. 고려시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의 발전 모습을 파악하고, 북방민족과의 항쟁
과정에서 굳건하게 지켜온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
자존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중등학교 교과서 
고․중세사 부분과 연관하여 이해한다. 

한국사교육강독                 (3-3-0)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 및 시대별로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강의와 토
론을 통하여 심화시키며, 아울러 사료를 통해 해
당 시대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국사 이해에 필요
한 기초적 한문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역사교육론                     (3-3-0)

역사란 무엇이며, 이를 교육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또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
당한가 등의 주제에 대해 이해한다. 역사교과의 
성격, 역사교육의 목적과 가치, 역사교과의 교과
과정, 학습방법,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 이해한다. 
중․고등학교 수준을 유의하여 역사내용지식과 
역사교육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중․고등학교 역
사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한국현대사                     (3-3-0)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초 사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
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사 및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3학년에 
배치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의 내용을 유의하여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케 한다. 내용을 크게 시
대사와 분야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룬다. 

서양중세사                     (3-3-0)

유럽 중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자료
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게르만족의 이동경
로를 살펴보고, 그 영향을 파악한다. 봉건사회의 

성립 배경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성
격을 이해한다. 중세교회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비잔틴 제국의 사회와 문화 특징을 이해한다. 중
등학교 교과서와 연관하여 이해한다.

한국고고학                     (3-3-0)

인류의 출현, 지리적 배경, 문명의 진화 및 한
국고고학을 이해시키기 위해 종종 현장연구를 하
고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한다.

동양근세사                     (3-3-0)

전통적인 중국사회체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에 서양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중국
사회가 近代化라는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를 살펴본다. 근대중국의 개혁과 혁명이라는 역동
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근대화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한다. 중등학교 교과서의 해당 단원과 연관하
여 이해한다.

역사지도법                     (3-3-0)

역사과 교수-학습의 이론과 다양한 매체의 활
용을 접합시켜 효과적인 역사학습 방법을 모색한
다. 중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단원별 또는 주제
별로 기능, 태도,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구상한다. 웹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하
고 풍부한 역사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흥미를 
높이고 효과적인 역사수업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안과 코스웨어를 개발하
도록 한다. 중등학교 역사과 교사로서 전문적 자
질을 갖추기 위해 교과지도상 필요한 이론을 이
해하고 그 실용 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동양현대사                     (3-3-0)

현대 중국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중화제국의 
붕괴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을 통합해 가
는 과정을 정치사적으로 접근하며 공산당, 국민
당, 상인, 지식인, 민중 등 현대 중국의 다양한 사
회세력의 동향에 주목함으로써 현대중국사회를 
이해한다. 제국주의세력의 침략과 중국의 대응과
정을 이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이해한다.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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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의 중요 주제를 검토함으로써 
대상 시기에 대해 이해한다. 원전에 대한 독해와 
함께 기초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근․현대의 
주된 운동 및 사상이 중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어
떻게 반영되고 서술되어 왔는가를 검토한다.

동남아세아사                   (3-3-0)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
아사를 다루는데 특히 근대국가 성립기를 중심으
로 다룬다.

서양근세사                      (3-3-0)

근대적인 경향으로 등장하는 르네상스, 지리상
발견, 종교개혁 등을 살펴보고, 근세시민 사회의 
성립으로의 과도기로서 절대주의 문제를 이해한
다. 서양근세의 3대 시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성격
을 이해하고 서양 시민사회 등장과 그 의의를 이
해한다.

역사교재연구                   (3-3-0)

중등학교 역사교육에 활용되는 교과서를 비롯
한 제반 역사교재에 대해 개관한다. 교육과정상 
역사교재의 의미와 내용 및 역사교과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한다. 역사교육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종의 교재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멀티미
디어 활용과 관련된 역사교재의 종류와 사용법을 
점검하고, 새로이 개발한다. 현장실습, 사료학습, 
향토사학습 등의 국사 수업교재로서의 기능과 의
미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사                         (3-3-0)

고대 일본 국가성립 및 근대사회로의 전환 등
을 강조하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일본사
를 다루는데 일본사 영역 이외의 학자들에 의한 

연구물을 포함시켜 공부한다.

서양사교육특강                  (3-3-0)

서양고대․중세․근세․최근세 시대의 주요 사
상가들의 사상과 그 당대 사상을 이해시킨다. 서
양사상사의 관점에서 중등학교 교과서와 연관하
여 이해한다.

한국사연구법                   (3-3-0)

한국사에 관련된 논문작성법을 공부한다. 현대 
역사서술 개관 및 한국사 연구의 흐름 등을 전체
적으로 파악한다. 한국사연구 방법론을 이해한다.

동양사교육특강                 (3-3-0)

동양사의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
다. 동양사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양사와 
한국사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이해한다. 중등학
교 교과서에 나타난 동양사 서술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세계사 수업에서 동양사가 차지하는 비중
을 살펴본다. 효과적인 동양사 수업모델을 모색해
본다.

한국사의제문제                (3-3-0)

다양한 관점들과 많은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
는 한국사 서술의 많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
다. 학생들은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읽은 후에 토
론을 갖게 한다.

동양사의제문제                 (3-3-0)

동양사에 관한 여러 논쟁점들에 대하여 발표, 
토론을 통해 공부한다.

서양사의제문제                 (3-3-0)

서양사에 관한 여러 논쟁들을 다루는데, 고대
로부터 현대로 이르까지 유럽의 정치․경제․사
회사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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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87001
187002

자연지리교육(The Teaching of Physical Geography)
향토지리실습 Ⅰ(Field Work in Geography Ⅰ)

3-3-0
1-0-2

1-2 전선
187003

187004

세계화와 인문지리교육(The Teaching of Globalization 
and Human Geography)
향토지리실습 Ⅱ(Field Work in Geography Ⅱ)

3-3-0

1-0-2

2-1 전선

187005
187006
187007

187008

187009

인구지리교육(The Teaching of Population Geography)
경제지리교육 (The Teaching of Economic Geography)
자연지리조사법
(Research Method in Physical Geography)
환경지리교육
(The Teaching of Environmental Geography)
향토지리실습 Ⅲ(Field work in Geography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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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부 필

2-2

전필
187045

187013

문화역사지리교육
(The Teaching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자원지리교육(The Teaching of Resources Geography)

3-3-0

3-3-0

전선

187010

187012

187026

187020
187014

지형과 인간생활교육
(The Teaching of Geomoepholigy Human Life)
인문지리조사법
(Research Method in Human Geography)
아시아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Asia)
지도학(Cartography)
향토지리 실습 Ⅳ(Field work in Geography Ⅳ)

3-3-0

3-3-0

3-3-0

3-3-0
1-0-2

부 필

부 필

3-1

전필 187015
197012

지리교육론(Studies in Geography Education)
공통사회교육론(Theories of Social Education)

3-3-0
3-3-0

부 필
공통사회전공

전선

187017

187018
187034

187027
187028
187021
187038

유럽지리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Europe)
도시지리교육(The Teaching of Urban Geography)
중국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China)
지리정보론(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정치지리교육(The Teaching of Political Geography)
향토지리실습 Ⅴ(Field work in Geography Ⅴ)
지역지리탐구(Educating Regional Geography)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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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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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187022
197013
197014

187016

지리지도법(Teaching Method of Geography)
공통사회교수법(Instruction of Social Education)
공통사회교재연구
(Research on Social Education Materials)
한국지리(Regional Geograph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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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부 필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전공

전선

187023
187039

187024
187025
187035

187030

187029

기후지리교육(The Teaching of Climate Geography)
국토개발과 공간구조교육(Educating of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and Spatial Structure)
촌락지리교육(The Teaching of Settlement Geography)
계량지리교육(The Teaching of Quantitative Geography)
지리정보실습교육(Educating Practice of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Practice)
러시아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Russia)
향토지리실습 Ⅵ(Field work in Geography Ⅵ)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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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부 필

4-1

전필 187031 지리교재연구 및 교육매체개발 
(Study of Teaching Material and Media in Geography)

3-3-0 부 필

전선

187032

187037
187033

187046
187999

한국지역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Korea)
아호지리 탐구(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Africa)
아메리카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관광지리(Geography of Tourism)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Ⅰ)

3-3-0

3-3-0
3-3-0

3-3-0
1-0-2

4-2 전선

187040

187041
187042

187999

지리학과 지리교육사 
(History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구조지형학 교육(The Teaching of Structural 
Geomorphology)
사회 및 행태지리학 교육 
(The Teaching of Social and Behavioral Geography)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3-3-0

3-3-0

3-3-0

1-0-2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는 공통교과 9학점(사회교육학부의 3개 전공에서 공통개설, 필수 9학점 : 공통
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수법, 공통사회교재연구)을 포함하여 역사,지리,일반사회교육과 3개 개별학
과의 교육과정 하단에 지정된 교과목을 각각 12학점 이상 총 5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지리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① 자연지리교육, 세계화와 인문지리교육 : 필수 6학점
   ② 경제지리교육, 환경지리교육, 한국지리, 국토개발과 공간구조교육 중 선택 2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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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교육과 교육목표

본 과는 지역,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공
간분석 등 지리학 연구에 관련된 각종 이
론을 탐구하며, 중등교육을 책임질 유능한 
교사의 배출을 교육목표로 한다. 본 과의 
교과과정은 표준교육과정을 골격으로 지리
교육전공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중․고등
학교의 지리교육목표에 따른 지리교육 일
반과 지리학 제반기초분야인 지형학, 기후
학, 토양학 등의 자연지리학 분야, 그리고 
인구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취락
지리학 등의 인문지리학 분야 및 세계지리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후에는 중․고등학교
의 지리교사뿐만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
력에 따라 교육행정가, 연구요원, 관련 분
야의 교수 등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전문가와 지도학자 및 지리정보 분야
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자연지리교육 (3-3-0)

지리학 중에서 특히 자연지리학은 자연과 인간
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자연은 
환경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을 의미하
는 경우가 많다. 지역적인 자연환경의 차이가 인
간생활의 지역적인 차이를 낳게 되어 인류의 다
양한 생활양식과 문화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 본 
강좌는 단순히 자연현상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
라 자연현상과 인간생활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및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표가 있다.

향토지리실습(Ⅰ)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세계화와 인문지리교육  (3-3-0)

지리학의 기초가 되는 인문지리학의 연구대상
과 연구방법을 비교 연구하고, 현대 지리학의 연
구경향을 강의․토의한다. 또한 고등학교 제10년 
공통사회 교과목에 나오는 인문지리 주제를 중심
으로 하여 지리적 탐구, 지리조사, 인구, 농업, 촌
락, 공업과 서비스, 도시, 종교 등의 내용을 강
의․토론한다.

향토지리실습(Ⅱ)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인구지리교육  (3-3-0)

인구지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이해함으
로써 이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탐구
능력과 토의능력을 길러준다. 인구지리학의 성립
과 발달과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을 먼저 살펴보
고, 세계 및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성장, 인구분
포, 인구이동 등에 관해 비교․분석하고 토의한다. 
인구지리와 관련된 논문을 읽고 발표․토론한다.

경제지리교육  (3-3-0)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표상의 각종 경제지리적 현상은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의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각 
지역의 특성도 이러한 경제지리적 현상의 발생이 
바탕됨을 파악한다. 특히 중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서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나타나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이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와 그 유형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지표공간
의 차이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원
리를 이해시키고, 그 법칙을 적용해 자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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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식과 이해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길러주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자연지리조사법 (3-3-0)

오늘날 과학은 실증과학이라고 한다. 실증없는 
추상적인 이론은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자연지리조사법은 지리학의 큰 줄
기라 할 수 있는 자연지리학 분야에 대한 조사방
법을 실질조사와 실습을 통해 파악하고 자연지리
학을 실증과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다. 본 교과에서는 우리들의 주생활 무대인 우리
나라의 지형과 기후, 토양, 식생 등을 현지조사와 
실습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를 정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자연지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과 동시에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본 교과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

환경지리교육  (3-3-0)

환경지리학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공간적 측면에서 밝혀나가는 것이다. 이러
한 환경지리학의 학문적 특성은 중등학교 지리과 
수업에서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지표환경과 인간
생활,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및 환경보전 등 다양
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환경지리학은 예비교사들이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토지리실습(Ⅲ)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문화역사지리교육  (3-3-0)

문화지리에 관련된 여러 주제와 개념 및 이론
을 강의․토론한다. 특히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인 
종교, 언어, 인종 등과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어 중등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게 한
다. 인류의 기원과 진화,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 
민속 등을 강의․토론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세계
지리의 제2단원 세계의 인문환경 중 ‘인종과 문
화’와 관련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각 대
륙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
을 준다.

자원지리교육 (3-3-0)

자원은 지표의 경제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다. 자원의 분포가 일정 지역에 편중
됨으로써 자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제 공간이 형성된
다. 자원지리학의 연구방법, 노동력, 식량자원, 에
너지자원, 기타자원의 분포, 이동, 소비 등이 지리
적 지표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자원문제가 각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자
원지리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비교
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지형과 인간생활교육 (3-3-0)

인간생활의 터전이 되는 지형의 발달과 각종 
지형의 형성과정 및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연관시
켜 학습한다. 지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생활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본 교과에서는 
지형학의 연구내용 및 발달을 살펴보고, 풍화작
용, 유수에 의한 지형, 침식윤회, 건조지형, 카르
스트지형, 빙하지형, 해안지형, 단층지형, 화산지
형 등 지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인간
생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인문지리조사법  (3-3-0)

본 교과는 인문현상을 지리학적으로 탐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방법들에 대한 고찰 및 연구
경험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현실 세계의 
체험 및 경험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구자가 
파악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논문작성 시 어
떻게 구성하고 조직할 것인가? 구체적인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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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기법들을 연구자의 지적탐구에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지리탐구  (3-3-0)

아시아를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4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밝힌다.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그 지
역이 갖고 있는 진보성, 잠재력, 환경에 적응한 
생활양식 등을 파악하고,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지역의 변화를 예측한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의 지
역개발에 활기를 띠는 국가들이란 단원에서 다루
고 있는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변화와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과 지
역에 대한 분석력을 기른다.

지도학 (3-3-0)

지도는 지도학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지도학은 모든 지리교육과에서 
필수적으로 개설되는 교과이다. 이러한 지도학의 
학문적 특성은 중등학교 지리교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리 교과서의 거의 모든 내용 설명에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이 지도를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탐구능력을 배양하는 데 관건이 된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에서 지도 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학은 중
등학교 학생들의 교양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교과는 예비교사들의 지도 읽
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근본적 목표를 두고 있으
며, 지도 읽기를 통한 탐구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을 고양시키는데 부차적 목표를 둔다.

향토지리실습(Ⅳ)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지리교육론  (3-3-0)

지리교육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이해한다. 또한 지리학의 기본적 개념과 
연구영역을 이해함으로써 발달과업에 따른 지리교
과의 학습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 중등학교 사회
과(지리)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학습목적․목표
와 그 학습과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통찰
력과 분석력 및 창의력을 기르는 바탕을 마련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유럽지리탐구  (3-3-0)

유럽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고찰하고 그 발
달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이해를 높임
과 동시에 이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을 밝힌다. 유
럽의 중요성과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유
럽의 자연환경과 인구의 분포 및 이동, 경제활동 
등의 개관적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유럽 각 지
역의 특성을 밝힌다. 유럽의 성립과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한다. 

도시지리교육  (3-3-0)

본 교과는 도시에 대한 지리적 이해와 설명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의 정의, 발달, 
형태, 내부구조, 세력권, 기능유형, 시스템, 계층구
조 등이 있다.

중국지리탐구  (3-3-0)

오랜 역사와 넓은 땅,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
국의 기후,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의 특성과 인
구, 취락, 자원과 산업활동, 교통, 지역개발 등 인
문환경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중국의 자
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중국의 지역성과 지역 체계의 변화, 자연환경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개혁개방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거듭하며 21C 세계 강대국으로 급부
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극심한 지역 불균
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의 실상을 파악하고 
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이해한다. 

지리정보론 (3-3-0)

본 교과에서는 GIS(지리정보체계)를 다룬다. 
GIS란 지리정보를 응용한 정보체계의 한 형태로
서 지리적으로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
적으로 수집, 저장, 갱신, 조정, 분석 그리고 표현
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의 hardware, software,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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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정보 그리고 인적 자원의 통합체를 말한다. 이
러한 지리정보체계를 학습하는 것은 지리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지표 공간상의 다양한 지리정보
를 종합․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과 공간을 바
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정치지리교육  (3-3-0)

본 교과에서는 정치적 현상이 어떤 형태로 공
간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관련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주제에 따
른 정치지리적 현상을 해석해 본다. 정치지리학의 
역사, 발달, 본질과 연구범위 등을 검토하고, 구체
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국가와 영토, 경계, 핵심지
역과 정치활동의 중심도시, 세계전략과 지역구조, 
국토의 행정적 분할과 그 역할, 선거와 지역적 특
색, 분쟁지역의 정치적 특색 등을 다룬다. 

향토지리실습(Ⅴ)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지역지리탐구 (3-3-0)

본 교과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리학 
강좌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각종 자연
현상과 인문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계통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한국
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른다. 셋째, 지역연
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분석틀과 조사방법을 
터득한다. 넷째, 한국에 대한 현대적 지역연구의 
관점을 이해한다.

지리지도법  (3-3-0)

본 교과는 지리지도의 이론에 관한 학습 후 실
제수업에 임하는 태도 및 기술을 학생 스스로가 
직접 수업을 통하여 익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
리교사로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의 지리는 유럽 여러 국가와 같은 독립교과가 아
니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회과 테두리 안에서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지리교육은 사회과 지리로서 그 성격이나 목표, 
학습내용, 평가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지리  (3-3-0)

우리 생활의 주무대인 한반도에 대하여 살펴봄
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지리는 
‘우리의 삶터인 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며, 지
표 공간에 나타나는 자연․인문환경에 대해 설명
하는 종합과학적 성격을 지닌 학문이다. 우리 생
활의 주무대인 한국의 지리를 자연환경과 인문환
경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고, 전반적인 내용 
즉, 위치, 지형, 기후, 식생, 인구, 도시, 산업구조, 
농목업, 임업과 수산업, 자원, 공업, 국토의 이용 
등을 이해하며 각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다.

기후지리교육 (3-3-0)

인간생활의 기초 환경인 기후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후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한
다. 동시에 기후요소와 기후인자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바탕으로 지구상의 각 지역에 대한 기후
적 특색과 기후적 특색에 따른 인간생활과의 관
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기후지리는 자연지리학의 
한 분야로 대기현상의 지역적인 차이와 그에 의
해 뚜렷해지는 각 지역의 기후가 각각의 지역성
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룬다. 즉, 기후에 있어서 
중요한 기후요소나 기후인자를 이해하고 각 기후
지역의 특성을 인간생활과 관련시켜서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 
각 기후구를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정리한다. 

국토개발과 공간구조교육  (3-3-0)

지리교육의 중요개념인 공간구조의 의미와 공
간구조의 이론을 이해한다. 국토개발과 경제개발
이 공간구조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공
간구조의 변화와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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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공간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공
간구조상을 갖게 한다. 

촌락지리교육  (3-3-0)

본 교과는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촌락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촌락의 정
의, 기원, 발달, 입지, 형태, 내부구조, 기능, 도시
화와 촌락의 변화 등이 있다.

계량지리교육 (3-3-0)

계량혁명을 통해 나타나게 된 계량지리학은 수
학적 방법과 통계학적 방법을 지리적 현상의 분
석에 응용하는 절차를 체계화한 지리학의 한 분
야라고 할 수 있다. 본 교과는 중등학교 지리교과
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측면을 계량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일반적 명제를 체계화하는 방법과 내용을 학습함
으로써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 지리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중등학교 지리교과에서는 계량지리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계량지리학의 방법론과 특
성을 이해해야만 지리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공간
적 개념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탐구 위주의 지
리교과 특성상 교사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 ․ 분
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본 교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경향면분석,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판별분석, 군집분석 등이 
있다.

지리정보실습교육 (3-3-0)

본 교과는 지리 공간상에서 추출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과 처리를 위해 GIS의 기본 개
념과 문제를 다룬다. 교과의 주요 내용은 GIS의 
구성요소, 자료구조, 자료의 압축 및 처리, 자료의 
출력방법,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료분석과 공간모
형화, 오차의 문제, 분류, 시스템 선정 등을 포함
한다. 특히, GIS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숙달함으로써 차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러시아지리탐구  (3-3-0)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옛 소련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의 지역성을 밝히고 주민
들의 생활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
고 있는 지역적 변화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
해서도 알아본다.

향토지리실습(Ⅵ)  (1-0-2)

본 교과는 실내에서 배우는 지리학의 이론적인 
내용을 야외에서 직접 관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
게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모
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등학교 
지리교과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학생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지
리학의 특성상 직접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지리교과를 가르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주변의 지리적 현상을 학생들에게 전
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지리교재연구 및 교육매체개발 (3-3-0)

지리교육과정의 변천과 특색을 파악하고, 교수
법을 연구하여 실제 지리학습에 적용한다. 지리교
육의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해 교재의 제작 및 활용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사
진, 통계자료, 지도, 멀티미디어 등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한국지역지리탐구  (3-3-0)

본 교과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지리학 
강좌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각종 자연
현상과 인문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의 각 지역에 대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계통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한국
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른다. 셋째, 지역연
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각종 분석틀과 조사방법을 
터득한다. 넷째, 한국에 대한 현대적 지역연구의 
관점을 이해한다

아호지리탐구  (3-3-0)

아프리카 및 대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밝힌다. 
타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이 더 발전한 점이나 큰 
영향을 끼친 점, 이 지역의 잠재력과 환경에 적응
한 생활양식 등을 이해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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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의 학습목표는 세계와 우리나라와의 관
련성 파악이다. 본 교과는 아프리카와 대양주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국가의 세계화정책에 부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메리카지리탐구  (3-3-0)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색을 자연지리적․인문지
리적 측면에서 조사․파악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
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타 지역과의 상호관계
를 살펴본다. 지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지리적 현상을 인간의 활동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하여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관광지리  (3-3-0)

관광수요와 관광자원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사  (3-3-0)

서양과 동양에서 지리학이 어떻게 학문으로 자
리를 잡아 발전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서양
에서 지리학이 본격적인 학문으로 자리잡은 뒤의 
학문적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 또한 
지리학의 발달이 학문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상황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도 살펴본다. 한국의 
지리학 발달과정에 대해서도 알아 본다. 20세기 
현대 지리학의 사조를 대표적인 학자들과 학설을 
통해 알아보고, 학자들의 학문적 생애에 대해서도 

조명해 본다. 

구조지형학교육  (3-3-0)

본 교과는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 중 지구 내부
에서 작용하는 힘 즉, 내적영역에 의해 형성된 구
조지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형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지질구
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화산, 단층, 습곡, 절리 
등을 주로 다룬다.

사회 및 행태지리학 교육 (3-3-0)

본 교과에서는 사회지리학의 개념, 발달,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주제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한다. 사회지리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더불어 각종 사회문제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사회
구조의 공간조직, 사회집단의 공간적 활동 및 그 
기능을 통해 사회와 공간의 관계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
동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사회문제의 공간적 접근
을 통해 발전문제를 다룬다. 학생들은 그룹을 구
성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토론한다.

공통사회교수법  (3-3-0)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게 공통사회과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한다. 제7차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별/학
년별 내용의 범위와 계열성을 이해하고, 한 단원
을 사례로 하여 사회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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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교육과(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88007
188999

사회문화탐구(Inquiry of Society & Culture)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3-3-0
1-0-2

부  필

1-2 전선
188052
188005
188999

정치탐구(Political Inquiry)
시민교육실습 Ⅰ(Practice in Citizenship EducationⅠ)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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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188004 경제탐구 Ⅰ(Economic ThinkingⅠ) 3-3-0

전선
188009

188011
188999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Political Process & Citizen Participation)
사회교육연구방법(Method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3-3-0

3-3-0
1-0-2

2-2

전필 188014 법규범탐구(Law & Society) 3-3-0

전선

188019
188013
188016

188017

188034

188015
188999

인간과 문화(Human & Culture)
경제탐구 Ⅱ(Economic ThinkingⅡ)
정치사상과 시민교육
(Political Theory & Citizenship Education)
사회사상과 시민교육
(Social Theory & Citizenship Education)
사회문제와 시민교육
(Social Problem & Citizenship Education)
시민교육실습 Ⅱ(Practice in Citizenship EducationⅡ)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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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1-0-2
1-0-2

3-1

전필 188008
197012

일반사회교육론(Theorie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공통사회교육론(Theories of Social Education)

3-3-0
3-3-0

부 필
공통사회전공

전선

188020

188027

188010

188022

188025

188999

헌법의 기본원리
(Fundament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Democracy & Citizenship Education)
경제사상과 시민교육
(Economic Theory & Citizenship Education)
국민경제와 시민교육(National Economy & Citizenship 
Education)
시민사회와 법규범 I
(Civil Society & Law-Related EducationⅠ)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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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간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188028
197013
197014

일반사회지도법(Instruction of Social Studies)
공통사회교수법(Instruction of Social Education) 
공통사회교재연구(Research on Social Educa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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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전공

전선

188021
188031

188032

188033

188051

188039
188024
188029
188999

국제이해교육(Global Education)
세계경제와 시민교육
(World Economy & Citizenship Education)
미래사회와 시민교육
(Future Society & Citizenship Education)
시민사회와 법규범 II
(Civil Society & Law-Related EducationⅡ)
현대사회의 법과 도덕
(Law & Mor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가치교육론(Theories of Value Education)
사회교육철학(Philosophy of Social Education)
시민교육실습 III(Practice in Citizenship EducationⅢ)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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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188036 일반사회교재연구(Research on Social Studies Materials) 3-3-0 부  필

전선

188030
188040
188043
188044
188038
188999

정치교육론(Theories of Political Education)
경제교육론(Theories of Economic Education)
사회문화교육론(Theories of Socio-cultural Education)
시민사회의 법이념(Idea of Law in Civil Society)
법교육론(Theories of Law-Related Education)
전공세미나 Ⅶ(Tutorial Seminar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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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88037

188042

188023

188050
188045
188999

한국정치와 시민교육
(Korean Politics & Citizenship Education)
한국경제와 시민교육
(Korean Economy & Citizenship Education)
한국사회와 시민교육
(Korean Society & Citizenship Education)
환경과 규범(Environments & Norms)
사회교육연습(Seminar in Social Education)
전공세미나 Ⅷ(Tutorial Seminar Ⅷ)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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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는 공통교과 9학점(사회교육학부의 3개 전공에서 공통개설, 필수 9학점 : 공통
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수법, 공통사회교재연구)을 포함하여 역사,지리,일반사회교육과 3개 개별학
과의 교육과정 하단에 지정된 교과목을 각각 12학점 이상 총 5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① 정치탐구, 경제탐구Ⅰ : 필수 6학점
   ② 사회문화탐구, 법규범탐구,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경제탐구Ⅱ, 인간과 문화, 헌법의 기본원리 중 

선택 2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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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회교육과 교육목표

1.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교사 
육성<민주시민교육 담당자로서의 교사>

2. 사회현상에 대해 과학적·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학적 탐구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갖춘 교사>

3. 사회지도자적 자질 함양 프로그램 개
발 및 운영<광의의 사회교육 전문가>

사회문화탐구 (3-3-0)

•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습관
과 능력을 함양하는 전문가적인 역량과 자
질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과 이론, 
방법, 그리고 관점과 정신을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심리학의 지식과 방
법가운데에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사회과
의 목표 달성에 유용한 지식과 방법이 중심 
내용을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문화 탐
구의 원리와 방법, 인간과 사회 구조의 탐
구, 인류와 문화의 탐구, 공동체 사회의 탐
구,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탐구, 미래 사회의 
탐구 등을 익힌다. 

•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중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이해력을 높이고 탐구 
방법과 탐구 정신을 현장 관찰, 비디오 분
석, 토론 등을 통하여 체험하고 숙달한다. 

정치탐구 (3-3-0)

• 정치학의 기본개념과 연구과제를 일상경험
에서의 정치적 현상과 관련지어 파악하고 
특히 정치현상의 과학적,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탐구의 논리와 탐구 절차를 구체적인 
정치 쟁점의 사례 분석의 연습을 통하여 
파악한다.

• 인간, 사회, 국가, 그리고 정치현상과 정치
학적 탐구의 성격, ‘정치’, ‘정치적’인 것의 
개념, 현대 사회의 특징과 현대 정치의 과
제,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접근법들에 관
한 강의를 통해 정치현상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는 관점과 자세를 지니도록 하고, ‘한
국정치의 문제점과 민주화의 과제’를 탐구

한다.
• 학기의 전반부에서는 정치현상 탐구의 개념

적 틀과 방법에 관한 안내의 강의를 진행하
고, 후반부에서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민
주화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한국
정치의 문제점(민주화의 과제), 민주화의 개
념과 조건, 민주적 시민의식에 관한 이해의 
관점을 지니고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
도록 한다. 

경제탐구 Ⅰ (3-3-0)

• 경제학의 원론적 지식과 개념을 익히고 우
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경제현상에 적용해
보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통하여 중등 사
회과 교사로서 필요한 경제학 소양을 가질 
수 있다.

• 이 과목의 내용은 대학의 경제학 원론과 중
등학교 사회과의 경제학 내용 지식을 기초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과 시
장원리, 소비자의 선택, 기업의 선택, 시장
형태, 시장과 자원배분, 소득분배의 내용들
이 다루어진다.

• 학생들이 경제학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
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경
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의 기회를 갖는다. 특히 한국경제 현상
에 경제원리를 적용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
에서 한국경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3-3-0)

• 정치과정을 경험적, 동태적 접근을 통하여 
이해하고, 한국정치과정을 이익집단, 정당, 
선거,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각 참여 주체의 
정치적 기능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의의를 이해한다.

• 현대 정치과정은 다원사회에서의 이익의 정
치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의 시민으로
서의 참여 자세는 시민교육의 핵심을 이룬
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한국 정치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이
해하도록 한다. 정치과정의 모형, 정치과정
에서의 이익집단, 정당, 선거, 대중매체와 
언론 등의 정치적 기능, 정치문화, 정치참여
의 유형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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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와 조별 조사 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정치과정에서의 정치쟁점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쟁점을 구체화
하고 쟁점 해결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
의 정치적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보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조별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
를 작성) 이를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한다.

사회교육연구방법 (3-3-0)

• 중등학교에서의 탐구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탐색
한다. 또한 사회교육의 대상과 현상을 과학
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문제를 선정하고, 가
설을 설정하며, 적합한 자료 수집의 절차를 
선택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
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 탐구 능력을 
기른다. 

• 사회교육 연구의 대상이나 현상의 특징, 연
구 설계의 모형,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측정 도구의 요건,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한다. 이러
한 기초 위에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가설
을 설정하며, 자료 수집의 방법을 결정하고, 
측정 도구를 작성하며, 적절한 통계적 분석
을 한다.

• 이론적 탐색에 대한 부분은 강의식으로 진
행하며, 연구 문제의 해결은 소집단별로 토
론에 의해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답사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컴퓨
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법규범탐구 (3-3-0)

• 법의 의의를 숙지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비
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법체계의 성격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각종 법제도가 이러한 성격에 부합
하는지를 탐색한다.

• 법의 이념과 현실과의 부합 정도를 판단하
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례와 판례를 
분석한다. 수강생은 실생활에서 의문이 생
기는 법률사례를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 동

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담당교수는 이러
한 과정에서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수강생이 범할 수 있는 오류
를 시정해 준다.

인간과 문화 (3-3-0)

• 인간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방법과 지식을 이해하고 익혀 민주시민 교
육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인류학, 심리학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가가 익히고 숙달하여야 할 필수 개념과 
이론 그리고 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연구 
동향과 방법, 인류학적 연구와 방법, 문화
의 개념과 속성,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문
화 변동의 이론과 과제, 세계화 시대와 민
족 문화의 창달 등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 이 강좌는 강의와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난 인
간과 문화에 대한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여 
학습의 범위와 방향을 파악하고 요소 개념
을 요약 설명하며 비디오 분석과 현지 관찰
을 통하여 인류학적 연구 방법과 정신을 익
힌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제물 제출과 개
인 지도를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제탐구 Ⅱ (3-3-0)

• 경제학의 원론적 지식과 개념을 익히고 우
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경제현상에 적용해
보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를 통하여 중등 
사회과 교사로서 필요한 경제학 소양을 갖
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이 과목의 내용은 대학의 경제학 원론과 중
등학교 사회과의 경제학 내용 지식을 기초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소득
의 순환과 균형,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제변
동의 원인과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루어진다. 또한 경제성장과 개방경제의 국
민경제모형을 공부한다.  

• 이 강좌는 주로 강의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경제학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경제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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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의 기
회를 갖는다. 특히 한국경제 현상에 경제원
리를 적용할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국
경제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학습자가 대
공황과 외환위기의 비교, 한국의 경제변동,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 조사와 같은 과
제를 스스로 수행하여 현실 경제에 대한 이
해를 높이도록 지도한다.  아울러서 홈페이
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신 수업자료와 과제 
안내를 한다.

정치사상과 시민교육 (3-3-0)

• 민주정치 발전과정을 개관함으로써 민주주
의의 정치사상적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
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사회사상과 시민교육 (3-3-0)

• 사회과학의 이론체계와 사회현상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론을 그 역사적･사상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사회과학적 탐구방법을 
익힌다.

사회문제와 시민교육 (3-3-0)

• 사회문제를 규정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밝
히려는 이론적 관점들을 비교･이해함으로써 
분석･판단력을 기른다.

•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
하는 능력과 자질을 가른다.

일반사회교육론 (3-3-0)

• 일반사회교육학의 목표와 교육과정, 교수-학
습 과정의 특성 등에 관한 이론적 탐색을 통
하여 일반사회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일반사회교육학에 관한 지식 및 이론을 개
괄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사회교육의 목표와 
특징, 역사적 전개과정, 교육과정, 지식 내
용, 교수-학습 과정, 가치 교육 평가 및 연
구 과제 등에 대한 탐색에 중점을 둔다.

헌법의 기본원리 (3-3-0)

• 근대 이후 시민사회의 성립에 따른 국가의 
역할변화의 표출인 헌법의 근본원리를 살펴

보고, 헌법에 나타난 교육내용으로서의 헌
법에 대해 탐구한다.

• 시민 개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권
한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헌법구성의 두 
원리인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장
단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현행 헌법교육이 
근대 이후 국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는 
헌법원리의 이해에 부응하는지를 검토한다.

• 기본권에 관한 헌법 이론과 현행 헌법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의 실례를 검토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구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헌법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성격
을 각각 어떤 정도로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
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원리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
어 있는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3-3-0)

•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 등과 관련된 이론
적 논의의 관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의 과제와 방향을 탐색하도록 한다.

• 민주주의의 역사를 개관하고 민주주의의 모
델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문제점을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개
념[경험적, 규범적 정의], 고전적 민주주의 
이후 민주주의의 자유주의 모델로부터 현대
적 변형에 이르기까지의 민주주의의 다양한 
유형을 다룬다.

• 민주주의의 의미(개념 유형), 민주주의의 역
사적 변천 개관에 관해 강의하고, 이어 민
주주의의 모델들에 관해 자료를 읽고 정리
하여 발표하고, 각 민주주의 유형들을 비교
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련
한 역사적 문헌들을(예컨대, 프랑스 인권선
언, 미 독립선언서 등) 찾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경제사상과 시민교육 (3-3-0)

• 경제사상의 변천은 몇 가지 시대구분이 가
능한데 중상주의 중농주의 고전학파 한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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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파 마르크스학파 그리고 신고전학파로 
연결된다. 신고전학파의 전통이 오늘날 경
제분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시대적 상
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라져 왔다. 경제
학의 내용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공부함으
로써 현대 경제학이 가진 추상성과 난해성
을 상당히 극복하게 될 것이다. 중․고등학
교의 경제영역에서 필요한 경제학의 전 내
용을 서술식으로 공부하게 된다. 

• 재미를 우선하기 위하여 위대한 경제학자들
의 전기체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 특히 
시중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경제학’, ‘이야기 경제학’, ‘비전공자를 위한 
경제학’ 등의 교재를 다양하게 이용한다. 서
로 상이한 학파의 주장을 미리 공부하여 논
쟁을 통하여 학습하게 한다. 유명한 경제학
자는 유명한 사상가이므로 그들의 주장을 
비교한다.

국민경제와 시민교육 (3-3-0)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공부한다.
• 조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대해

서 공부한다.
• 예산구조와 정부의 지출을 공부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원리를 공부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자

치의 경제적 원리를 공부한다.
• 후생경제학의 두 가지 원리인 효율성과 공

평성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자료로 
수집하여 공부한다. 소그룹으로 나누어 집
단간의 경제적 역할 분담을 토론해 본다. 
신문기사의 관련된 내용 기사들을 스크랩해
서 수집한다. 특히 정부의 시장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입장과 복지국가의 
이념대립을 토론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를 수집하여 중․고등학교 경제영역 관련단
원의 수업자료를 만든다.

시민사회와 법규범 Ⅰ (3-3-0)

• 시민사회에서의 법과 제도, 규범의 상호 관
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정책 수립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역
할을 탐구한다.

• 시민사회의 질서원리, 법정책의 기초이론, 

개별 법 영역에 대한 경제적 분석 등에 대
한 논의를 기초로 시민교육에의 적용방안
을 탐색한다.

일반사회지도법 (3-3-0)

• 일반사회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의 기본 
원리와 전략을 사회탐구와 개념 학습에 중
점을 두어 탐색하고, 모의 수업을 통하여 
일반사회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업 지도의 능
력을 함양한다.

• 일반사회의 다양한 수업 방법 중 탐구 수업
에 중점을 두고,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영
역의 학습 중 개념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수업 지도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수업 모형
의 비디오를 분석하고, 학습지도안을 바탕
으로 모의 수업을 실시한다.

•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론적 탐색은 강
의에 의한 설명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관
찰은 비디오를 이용하며, 모의 수업은 비디
오로 녹화하여 분석한다. 모의 수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실물환등기, OHP, 멀티미디
어 등의 기자재 활용 능력이 요청된다. 

국제이해교육 (3-3-0)

• 국제관계 이해의 기본 개념과 이론적 관점
들을 파악한다.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
으로서 국제이해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세계경제와 시민교육 (3-3-0)

• 경제현상은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거래를 통해서도 이루어
짐을 이해한다.

• 실물경제의 흐름을 분석하는 국제무역이론
과 화폐경제를 고찰한다.

미래사회와 시민교육 (3-3-0)

•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주체적인 역량
과 자질을 함양함으로서 유능한 민주시민교
육 전문가를 양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미래학, 사회철학, 사회복지학 중에서 민주
시민교육 전문가에게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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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이론 그리고 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숙달케 한다. 구체적으
로는 미래사회의 개념과 연구 방법, 미래 
사회의 이상과 문제, 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다. 

• 중등학교 교과에서 나타난 미래 사회에 대
한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여 학습의 범위와 
방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매
체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각종 전망과 과제
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십습을 통하여 미
래 연구 방법을 익힌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제물 제출과 개인 지도를 하여 학습의 효
율성을 높인다.

시민사회와 법규범 Ⅱ (3-3-0)

• 법과 사회, 법과 문화, 법과 경제, 법과 정
치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탐
색한다. 

•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근․현대 한국의 법,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법제와 법문화 등
을 분석한다.

현대사회의 법과 도덕 (3-3-0)

• 인간의 사회생활 중 법과 도덕이 각각 다루
는 영역과 문제를 비교․분석한다.

• 법과 도덕이 함께 다루어야 할 내용과 서로 
독립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을 구별한다.

• 법과 도덕의 관계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어
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다.

가치교육론 (3-3-0)

• 가치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비교･고
찰한다.

• 가치교육 이론들을 학교에서의 가치교육과 
연결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사회교육철학 (3-3-0)

• 사회과교육에서 다루는 핵심적 개념들에 대
한 사회철학적 관점들을 비교･고찰한다.

•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능력을 기른다.

일반사회교재연구 (3-3-0)

• 일반사회교육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재의 분
석 및 개발을 모색한다. 이를 통하여 창의적
이고 능동적인 일반사회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일반사회 교육의 기본 교재인 교과서의 분
석을 위하여 사실, 개념 및 일반화의 진술 
방식과 교수-학습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교수-학습 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자료의 목
록을 작성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
한다. 

• 모든 활동은 소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에 진술된 사실, 개
념 및 일반화의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작
성하고 이에 따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 교수-학습 자료의 확인은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쇄 매체 및 영상 매체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은 수업에 필요한 자
료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궤도, OHP, 슬
라이드, 컴퓨터를 활용한다. 

정치교육론 (3-3-0)

• 정치교육의 성격과 목적, 내용체계, 수업전
략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정치
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치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

• 이 과목은 정치 교육 영역의 과목들을 종합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치와 교
육, 정치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상의 정치교
육 내용 체계, 현행 정치교육의 문제점 등
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실습에 대비하여 
정치 수업을 설계해 본다.

• 정치교육의 성격에 관한 강의에 이어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치수
업을 설계(지도안 작성 포함)하는 실습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경제교육론                        (3-3-0)

•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역할, 기업의 역
할을 공부한다.

•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 국민소득의 순환을 복습한다.
• 국제경제의 영역을 복습한다.
• 의사결정의 원리를 중시하는 경향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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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영역을 강조하는 주장을 비교․검토
한다.

•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경제학의 재구성을 
연습해본다.

사회문화교육론 (3-3-0)

• 사회문화 현상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요구되는 지적･도덕적 특성과 그 형성과정 
및 효과적인 방법을 이해한다.

• 중등학교 사회교과의 사회문화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시민사회의 법이념 (3-3-0)

• 근대 시민사회의 질서원리에 바탕을 둔 법
의 철학적 배경과 이념 등을 이해한다.

• 법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
육 전문가로서의 기본적 능력을 기른다.

법교육론 (3-3-0)

• 법교육의 목표와 개념, 주요 내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법교
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에 대해 연구한다. 

• 법교육의 논거와 내용, 시민교육 및 시민참
여의 논거, 시민이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법교육의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대한 논의와 수업실태 분석 
등을 통해 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
고 보다 나은 법교육 방법을 탐색한다. 

• 이론 부분은 강의로, 문제 발견과 해결방안 
탐색 및 문제제기 등은 발표와 토론으로 이
루어진다. 발표는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여 하도록 한다. 

한국정치와 시민교육 (3-3-0)

• 한국정치의 변동과정과 이를 설명하는 이론
적 관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정치 이해의 
적절한 시각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의 과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민교육 
방향을 탐색한다.

• 해방 이후의 한국정치 변동과정을 개관하면
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논의의 쟁
점들을 파악하고, 특히 한국의 “국가”와 사
회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들과 그 적실성
을 이해하도록 한다.

• 한국정치 변동과정에서의 쟁점들에 관한 학
생들의 자료 조사와 발표를 기초로 이와 관
련한 이론적 관점들을 설명하고 이론적 관
점들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기초
적 수준의 토론을 전개한다.

한국경제와 시민교육 (3-3-0)

• 경제학의 원론적 지식과 개념을 갖춘 미래 
사회과 교사가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적 이
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그동
안 배운 경제학 지식을 정리 요약하여 경제
지식의 구조화된 이해를 시도한다. 

• 한국 경제의 현실을 경제학의 구성 원리를 
가지고 분석한다. 그 내용은 한국의 시장구
조, 한국의 국민소득수준과 변동, 한국의 금
융재정정책, 한국의 대외거래와 국제수지를 
공부한다. 현재의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는 물론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역사적으
로 분석한다. 

• 이 강좌는 주로 참여자의 발표 형식으로 진
행된다. 이미 경제학의 기본적인 지식이 갖
추어진 예비교사가 한국 경제현상에 대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이
를 토대로 동료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우리 경제의 문제점이나 한국 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경제
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한다.  

한국사회와 시민교육 (3-3-0)

• 한국 사회의 특성과 구조에 관한 제반 연구 
결과와 이론들을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탐색한다.

•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언론학 등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전망한 한국 사회에 대
한 제반 논문과 주장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로서의 안목과 통찰력을 함양한다. 

• 이 강좌는 지식 정보의 수집과 분석, 토론
과 대안 탐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
고등학교 교과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와 시
민교육에 관한 내용과 목표를 분석하여 학
습의 범위와 방향을 파악하고, 조별 토론과 
종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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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규범 (3-3-0)

• 환경을 인간의 이용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 
빚어지는 부작용의 양상을 분석한다.

• 환경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과 법적 접근
의 다양한 입장들을 고찰한다.

•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다.

사회교육연습 (3-3-0)

• 사회과학적 탐구방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
회과교육 현상을 탐구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시민교육실습Ⅰ, Ⅱ, Ⅲ (1-0-2)

• 사회조사와 현장견학,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능력･대도를 함양하여 민주시민교
육 전문가로서의 실천적 자질을 기른다.

전공세미나 Ⅰ~Ⅷ (1-0-2)

•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각 교과내용 
영역에서 보다 깊은 탐구와 이해를 위해 
독서, 현장탐방, 조사 및 참여관찰, 토론 등
의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 활동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
작, 동영상 제작과 편집, 통계처리 프로그램
의 사용법 등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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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89001
189002

미분적분학 Ⅰ(CalculusⅠ)
이산수학의 방법(Method of Discrete Mathematics)

3-3-0
3-3-0

1-2 전선 189004
189005

미분적분학 Ⅱ(CalculusⅡ)
수체계(Theory of Number)

3-3-0
3-3-0

2-1

전필 189008 해석학 Ⅰ(AnalysisⅠ) 3-3-0 부 필

전선
189006
189007
189047

수학기초론(Foundation of Mathematics)
행렬론(Matrix Theory)
비 유클리트 기하(Non Eculidean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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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89043 현대대수학Ⅰ(Modern Algebra Ⅰ) 3-3-0 부 필

전선
189010
189012
189013

미분방정식과응용(Differential Equations and Its Applications)
해석학 Ⅱ(AnalysisⅡ)
수학교육과정론
(Theories and Practice in Mathemat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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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89015
189016
189018

기하학 Ⅰ(GeometryⅠ)
위상공간론 Ⅰ(TopologyⅠ)
수학교육론(Theories on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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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전선
189014
189044
189036

다변수해석 Ⅰ(Analysis of Several VariablesⅠ)
현대대수학 Ⅱ(Modern AlgebraⅡ)
수학 멀티미디어 교재개발(Developing Mathematics 
Educational Materials with Mul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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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89046 수학교재연구및지도법(Teaching method of Mathematics) 3-3-0 부 필

전선

189020
189021
189022
189023
189040
189042

컴퓨터와 수학실험 Ⅰ(Computer & Mathematics Lab.Ⅰ)
복소수해석 Ⅰ(Analysis of Complex VariablesⅠ)
위상공간론 Ⅱ(TopologyⅡ)
다변수해석 Ⅱ(Analysis of Several VariablesⅡ)
수학적사고의 흐름(History of Mathematical Thought)
수학교육평가(Evalua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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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189026 확률과 통계(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 부필

전선
189045
189028
189029
189037

현대대수학 Ⅲ(Modern Algebra Ⅲ)
복소수해석 Ⅱ(Analysis of Several VariablesⅡ)
전산수학특강(Topics in Computing Mathematics)
수학문제해결 Ⅰ(Mathematical Problem Solving Ⅰ)

3-3-0
3-3-0
3-2-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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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189030

189031

189032

189033

189034

189038

189039

기하학 Ⅱ(GeometryⅡ)

확률론(Probability)

컴퓨터와 수학실험 Ⅱ(Computer & Mathematics Lab. Ⅱ)

측도론(Measure Theory)

조합론(Combinatorial Theory)

수학문제해결 Ⅱ(Mathematical Problem SolvingⅡ)

현대수학특강(Topics in Modern Mathematics)

3-3-0

3-3-0

3-2-2

3-3-0

3-3-0

3-3-0

3-3-0

▶ 수학교육과 교육목표

본 과는 중등 수학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 대부분은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에서 교사 또는 대학교수로서 교육계에 
공헌하고 있다. 수학교육과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수학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폭넓게 제공하고 현대적 수학교육에 관한 
정보와 학문성과를 문헌과 실습 및 초청 
강연회를 통하여 빠르게 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 수학 및 응용 수학을 동시에 
연구하여 수학적 능력과 독창성을 함양하
게 한다. 본 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 경쟁
우위 또는 차별화되는 요소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 고시를 통하여 중등 수학교
사로 임용되는것은 물론이고, 이들 대부분
은 교육전문직, 교감, 교장으로 우리나라 교
육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기타 대학원 진학 및 수학, 
통계, 전산 관련 계통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가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해석학Ⅰ (3-3-0)

실수의 집합 R에서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속
함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며 Rn에서의 수열, 
함수의 극한, 다변수의 미분과 적분 등을 공부하
는데, R에서의 수열,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일

변수의 미분과 적분의 공부는 필수적이다. 교원자
격증을 얻기 위한 필수과목이며, 아울러 교원임용
고사의 문항풀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이므로 
학생들의 추상화, 일반화, 추론교육이 강조된다.

현대대수학Ⅰ (3-3-0)

군의 정의와 성질 및 응용을 알아보며, 군 및 
부분군의 정의 및 기본적인 성질을 소개한다. 또 
라그랑즈 정리를 유도하고 유한생성 아벨리안군
의 완벽한 분류를 소개하며, 그에대한 응용 문제
를 다루어본다. 뿐만아니라 단순군의 정의와 잘 
알려진 성질, 군론의 응용문제를 다루어 본다. 교
원자격증과 교원임용고사의 준비로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기하학Ⅰ  (3-3-0)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여있는 곡선의 미분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하며, 유클리드 공간에서 자
연스럽게 정의되는 여러 가지의 미분 개념을 정
의하고 예를 통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 유클리드 
공간에 놓인 곡선을 정의하고 곡선의 이해를 돕
는 중요한 개념인 곡률과 비틀림을 정의하며, 곡
률과 비틀림에 관한 프레넷 정리를 유도하고 이
해한다. 특히 많은 예를 통하여 임용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곡률과 비틀림에 관한 계산에 익숙해지
도록 한다. 아울러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구
조방정식을 고찰한다. 

위상공간론Ⅰ  (3-3-0)

직선과 평면상에서의 위상. 일반적인 위상공간, 
기저와 부분기저, 연속성, 거리공간, 가산집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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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리와 컴팩트 공간을 공부하며, 현대 수학의 
특징인 수학의 추상화 경향이 위상공간, 다시말해
서 일반 위상수학의 개념을 수학의 전 분야에 대
한 기초지식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한 수학의 한 분야이다. 교원임용고사의 문항이 
출제되므로 높은 수준의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수학교육론  (3-3-0)

수학의 교수학습에 관련한 이론을 다룬다. 특
히 중등수학의 전 영역을 개념, 기능, 문제해결로 
나누어 이론과 실제를 연습하고 이를 컴퓨터 등
과 연결하는 일이 중요시된다. 수학실험실에서 효
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며, 교원 임용고사
의 수학교육론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밀도
있게 임용고사 준비를 한다. 또 마이크로 수업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많은 과제를 제시한다.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3)

수학과 교육과정에 있는 각론 즉, 각 소영역의 
지도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으로 내용선정
의 수학적 배경이 강조된다. 수학실험실에서 효율
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며, 효율적인 과목운
영을 하기 위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해석 또는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과제에 속한다.

확률과 통계 (3-3-0)

확률의 의미를 음미하고, 몇 가지 정리를 이해
한 후 통계로 활용을 한다. 통계에서 분포를 중시
하고 가설검증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 과목에서 
배우는 수준높은 통계 및 확률개념과 문제해결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이해하는 필수 
교수요목이므로 적용성이 가장 많은 과목중의 하
나이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확률․통계에 관
련된 소재를 가져와 실용성을 강조한다.

미분적분학Ⅰ (3-3-0)

미분계산학과 적분계산학의 기본정리와 그 응
용을 중시하며, 이후 연결되는 모든 수학과목의 
기초가 된다. 이 과목을 통해 신입생은 처음으로 
수학의 특징을 개념이해와 문제해결을 통해 얻게 
된다. 개념을 추상화 하는 과정, 증명과 같은 고
급연역적 과정, 일반화 과정 등을 많은 연습을 통
해 익숙해지게 한다.

이산수학의 방법 (3-3-0)

이산적인 소재를 가지고 수학의 발견, 창조과
정을 연습하며, 그래프 이론과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시된다. 이 과목은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인 이산수학의 발전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보다 심화된 개념, 문제해결 
및 기능 훈련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수학의 
전과정에 대한 예비능력으로 본다.

미분적분학Ⅱ  (3-3-0)

미분적분학Ⅰ의 계속으로 미분계산학과 적분계
산학의 보다 형식화된 개념 전개와 복합적인 계
산 활동이 강조된다. 이들 활동은 해석학, 위상학 
등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이해와 복잡한 증명과정
을 요하는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중요한 
선수능력이 된다. 교원 임용고사의 준비과정으로
도 매우 중요하다

수체계 (3-3-0)

정수의 성질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수학이 한 
부문으로 대수적, 해석적 정수론에 관하여 알아본
다. 주요 개념으로 합동에 관한 기본정리, 오일러
정리, 위수 및 이차잉여등을 취급한다. 특히 정수
론의 문제해결은 고등학교의 문제해결과 연결이 
용이하여 학생들에게 추상화, 일반화와 같은 고급 
문제해결능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수학기초론  (3-3-0)

집합, 집합상에서 정의되는 함수, 관계, 동치관
계, 반순서집합, 선택의 공리, 카디날 수의 계산 
등을 공부하며, 수학기초론은 위상공간론의 선수
과목중의 선수과목이다. 다시말해 집합론을 배우
지 않고서는 위상공간론을 배울 수 없다.

행렬론 (3-3-0)

선형대수학의 기초개념과 정리 등 주요 내용을 
다루는 방법과 그 응용을 살펴서 수학적 성숙도
를 높이고 현대 수학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를 
알아본다. 벡터공간의 추상적 정의와 개념을 다루
고 선형변환의 성질을 논하며 행렬과의 관계를 
살핀다. 고유공간과 불변 공간의 개념, 선형변환
과 행렬의 유리표준형 및 조르단 표준형을 이해
한다. 

비유클리드 기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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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클리드 기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 다양
한 비유클리드기하의 수학적 모델들을 고찰한다. 
특히 고전기하를 통일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클라인의 Erlangen의 목록에 의한 고찰을 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와 
성질을 클라인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아핀기하학
과 사영기하학의 정의와 성질을 클라인의 관점에
서 고찰하고 비유클리드기하학의 정의와 성질을 
클라인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미분방정식과 응용  (3-3-0)

다변수 미적분, 선형대수, 상미분방정식의 통합
적 취급 및 편미분방정식을 소개한다. 이들 교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순수 수학내용을 많은 실
제적 문제에 응용하는능력을 기른다. 가능한 모델
링과정도 소개되며 수학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실생활적응능력을 기른다.

해석학Ⅱ (3-3-0)

R에서의 이상적분, 심화된 미분, 적분, 무한급
수, 함수의 무한급수와 해석함수를 심도있게 공부
를 하며, 무한급수, 함수의 무한급수와 해석함수
의 개념은 벡터함수, 후리아의 급수 및 고급해석
학을 공부하는데 기초가 된다. 

수학교육과정론  (3-3-0)

중등수학의 설정목표를 음미하고 이를 세분화
하는 작업으로 내용의 체계구성, 지도방법의 논
의, 평가 등이 폭넓게 연습된다. 수학실험실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면서 현행 수학
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탐구한다. 팀별
로 내용체계의 각 영역별로 탐구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소재를 발론하며 발표한다. 이는 학교수학
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다변수해석Ⅰ (3-3-0)

수열과 급수, 선적분과 면적분의 해석과 벡터
해석의 기본정리의 응용을 중요한 교수요목으로 
한다. 이들 내용은 수학의 개념 연결을 통한 한차
원 높은 개념관계를 만들어준다. 또 일반화 능력, 
추상화능력, 증명능력 등 중요한 수학적 능력을 
한층 강화해 주는데 주된 목표가 있다.

현대대수학Ⅱ  (3-3-0)

환의 정의와 성질 및 응용을 알아보며, 환의 정
의 및 기본적인 성질을 알아본다. Integral Domain
의 정의 및 성질을 소개한다. 또 페르마와 오일러
의 정리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응용문제를 다루
어보며, Prime ideal 과 Maximal ideal을 소개하고 
중요한 성질 및 응용문제를 다루어 본다.

수학멀티미디어 교재개발 (3-3-0)

수학의 지도에서 중요시되는 교재개발을 멀티
미디어를 이용하여 연습하며, 파워포인트, 엑셀, 
웹기용등과 같은 효율적인 수학교재 개발 방법을 
익힌다. 이는 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수학을 지도
하는데, 자료를 이용하는 중요한 동기유발이 된
다. 또, 수학실험실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을 논의한다.

컴퓨터와 수학실험Ⅰ  (3-3-0)

수학적 모델의 근사적 해를 구하기 위하여 수
치적 방법을 도입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컴퓨
터에 의한 풀이를 실험적으로 행한다. 기계적 수
체계, 선형 및 비선형 방정식의 풀이, 보간과 연
속 함수의 근사방법, 수치 미분적분, 미분방정식
의 수치적 풀이 및 최적화 방법 등을 다룬다. 간
단한 시뮬레이션과 수학적 모델의 구성도 살펴본
다. 수학실험실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
의한다. 

복소수해석Ⅰ (3-3-0)

일변수 복소함수의 해석적 성질과 멱급수 전개
를 알아보며 복소수 평면에서 복소수 함수를 정
의하고 많은 예를 통하여 이해를 돕는다. 또, 복
소수 함수의 미분개념을 정의하는 코시-리이만 
방정식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조화함수를 소개하고 조화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복소수함수의 미분개념과 관련되었는지를 알아본
다. 뿐만 아니라 복소수 함수에 관한 맥클로린 급
수 및 테일러 급수 전개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예
를 통해 직접 계산하여 봄으로서 이해를 돕는다.

위상공간론Ⅱ (3-3-0)

적공간에서의 위상, 연결공간, 분리공간, 완비
거리 공간, 그리고 함수 공간에서의 위상을 공부
하며, 위상공간론 1에서 배운 개념을 기반으로 해
서 한차원 높은 추상수학을 배우게 된다.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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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개념이해능
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크게 강조한다.

다변수해석Ⅱ  (3-3-0)

다변수해석Ⅰ의 계속으로 복합적인 개념의 이
해와 활용을 중요시한다. 이 과목에서 취급하는 
수학적 능력은 해석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이며, 다양한 해법을 연구하
는 사고의 융통성, 높은 일반화 수준, 심화된 추
상화 및 증명을 통합한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수
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직접관련이 없어도 그
들 내용을 발전적으로 지원한다.

수학적 사고의 흐름  (3-3-0)

수학사의 발전과정을 탐구해 보고 중등수학의 
내용과 관련을 지어본다. 사고의 흐름이란 수학내
용 중에서 수학의 과정에 초점을 둠을 의미한다. 
현행 중고등학교의 수학과교육과정이 수학적 과
정을 중시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
학사에서 일어났던 인간의 창의적 수학활동은 이
들 교육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학교육평가 (3-3-0)

수학교육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수행평가 등
을 살펴보고 평가의 의미를 음미하는 과정이다. 
수학실험실에서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
한다. 특히 현행 중고등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평가에 대한 많은 자료와 원칙을 제시하고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교과서를 놓고 지적인 영
역과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문항을 개발한다.

현대대수학Ⅲ  (3-3-0)

체의 정의와 성질 및 응용을 알아보며, 체의 
대수적 확장을 소개하고 예를 통해 이해를 돕는
다. 또, 유한체를 소개하고 많은 예를 찾을 수 있
도록 유도하며 갈로아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
이 어떤 방식으로 많은 고전적 문제를 해결하였
는지를 소개한다. 

복소수해석Ⅱ  (3-3-0)

일변수 복소함수의 적분에 관한 여러 가지 중
요한 사실들을 고찰하며, 복소수적분에 관한 코시
정리를 소개하고 응용문제, 코시의 적분공식, 코

시의 부등식, Maximum Modulus 정리를 이해하고 
응용문제를 다루어 본다. 또, 로랑급수를 정의하
고 Residue 정리를 소개하고 예를 통해 직접 계산
하여 본다 특히 계산하기 어려운 실적분을 
Residue 정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복소수함수의 해석적 성질과 자연스럽
게 관련되는 등각사상을 정의하고 많은 중요한 
등각사상에 대한 예를 찾아본다.

전산수학 특강 (3-3-0)

과학적인 계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내용-
수학, 과학, 공학, 기술, 기계 문명에 관한 내용을 
수치적으로 다룬다. 추정과 오차를 제어하는 방법
을 학습하고 또 수학교육에서 컴퓨터가 자리잡을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한다. 특히, 비선형 동력학계, 
혼돈론, 프랙탈 기하 등을 알아본다. 

수학문제해결Ⅰ (3-3-0)

수학적인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
는가를 살펴본다. 수학실험실에서 효율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논의하며, 임용고사의 문항을 분석하
고 이에 알맞은 대학교육과정의 배경지식을 복습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기법 등 중고
등학교에서 필요한 발견전략 등을 배운다.

기하학Ⅱ (3-3-0)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여있는 2차원 곡면에 
대한 미분기하학적 성질을 연구한다. 즉,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여있는 곡면을 정의하고 많은 
예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 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가우스 곡률을 정의하고 많은 예
를 통해 가우스 곡률을 직접 계산하여 본다. 또한 
가우스 곡률의 여러 가지 동일한 정의를 소개한
다. 뿐만 아니라 국소적인 성질인 가우스 곡률과 
대역적인 위상불변양인 오일러 지표와의 관계를 
알아본다.

확률론 (3-3-0)

통계적 방법과 확률과정을 취급한다. 이산 및 
연속 확률 변수, 기대값, 확률변수의 수열, 통계적 
과정의 개념, 안정적인 확률과 정의 상관 및 멱 
스펙트럼, 선형 최소화 추정 등을 다룬다. 이러한 
개념은 수학과교육과정의 이항분포, 정규분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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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x의 분포, 신뢰구간 설정 등과 곧바로 연결된
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여러 현상을 모델화하
는데도 확률이론은 크게 기여한다.

컴퓨터와 수학실험Ⅱ (3-3-0)

컴퓨터와 수학실험Ⅰ의 연속이며, 수학적 모델
의 근사적 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풀이접근을 
시도한다. 이외에도 보간과 연속함수의 근사방법, 
미적분의 수치적해석 및 최적화를 다룬다.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실험과 같은 활동도 
매우 중요시 되고, 컴퓨터를 이용한 활동적 학습
을 강조한다.

측도론 (3-3-0)

가측집합, 가측함수, 측도, 적분, 적분가능한 함
수, LP공간, 측도의 분해 등을 공부하며 집합에 
대한 측도의 이론 및 그 응용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특히 리-만 기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르베크 적분에서는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측도론은 수학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
지한다.

조합론 (3-3-0)

간단한 셈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셈의 문제
의 연구로서, 순열ㆍ조합, 네트웍, 경제ㆍ통계ㆍ컴
퓨터 프로그램 등에서 응용되는 알고리즘, 그래프
이론, 최적화와 매칭, 조합론적 디자인 등을 학습

한다. 이산수학 부분의 중등 수학에의 적용과 역
할 등도 아울러 취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통
계․확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학문제해결Ⅱ (3-3-0)

수학문제해결Ⅰ의 연속으로 심도있는 문제의 
해결을 논한다. 즉, 대수학, 기하학, 위상학, 확률/
통계 및 중등수학문제해결에서 임용고사의 문항
과 연결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또 현
행 수학과 교육과정의 심화과정에 알맞은 응용수
학소재, 실생활소재 및 추상문제를 풀어서 교육과
정을 심화있게 이해시킨다.

현대수학특강 (3-3-0)

다양체에서 정의된 여러 가지 기하학을 소개하
며 특히 리이만 기하학에 대한 정의와 중요한 성
질 및 응용을 다루어 본다. 다양체 위에서 정의할 
수가 있는 일반화된 기하학을 소개하며 그 중에
서 특히 리이만 기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또 리이만 기하학에서의 일반화된 가우스 곡률을 
정의하며 중요한 성질을 고찰하고 리이만 기하학
에서의 일반화된 측지선을 정의하고 예를 통하여 
계산하여 본다. 이외에도 리이만 기하학에서의 일
반화된 가우스-보넷 정리, 호프정리,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과 미해
결 문제를 소개함으로서 이 분야의 흥미와 도전
정신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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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학부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학부공통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90001
190002
190018

물리탐구교육 Ⅰ(Educational Inquiry in PhysicsⅠ)
화학탐구교육 Ⅰ(Educational Inquiry in ChemistryⅠ)
멀티미디어 과학교육(Multimedia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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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선 190005
190006

생물탐구교육 Ⅰ(Educational Inquiry in BiologyⅠ)
지구과학탐구교육 Ⅰ(Educational Inquiry in Earth ScienceⅠ)

4-3-3
4-3-3

2-1

전필 190009 과학교육론(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3-0 부 필

전선 190007
190008

생물탐구교육 Ⅱ(Educational Inquiry in Biology Ⅱ )
지구과학탐구교육 Ⅱ(Educational Inquiry in Earth ScienceⅡ)

4-3-3
4-3-3

2-2

전필 190024 과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Science)

3-3-0 부 필

전선 190003
190004

물리탐구교육 Ⅱ(Educational Inquiry in Physics Ⅱ)
화학탐구교육 Ⅱ(Educational Inquiry in Chemistry Ⅱ)

4-3-3
4-3-3

부 필

3-1 전선
190023

190999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of Science)
과학교육전공세미나 Ⅰ

3-3-0

1-1-0

3-2 전선
190011

190999

과학교육연구 및 통계
(Research and Statistics in Science Education)
과학교육전공세미나 Ⅱ

3-3-0

1-1-0

4-1 전선 190999 과학교육전공세미나 Ⅲ 1-1-0

4-2 전선 190022
190999

생활과학(Sciences in Daily Lives)
과학교육전공세미나 Ⅳ

2-2-0
1-1-0

※ 공통과학 복수전공자는 과학교육학부의 학부공통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과학교육전공세미나는 선택으로 한다.
※ 과학교육학부 주전공(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전공) 자 중 공통과학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주

전공 과목의 과학교육론 이수를 복수전공의 과학교육론 이수로 갈음한다.



－ 442 －

▶ 과학교육학부

이 학부는 우수한 중등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그후, 약 550명의 졸
업생이 배출되었고, 졸업생 대부분이 과학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소 및 과학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공통과학 및 과학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론과 실험
을 통하여 학습한다. 2학년 말에 적성에 따
라 4개의 분야 중 하나를 전공분야로 정하
고,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각 분야별로 좀더 
깊은 이론과 과학적 실험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이 학부는 9명의 교수가 각 전공 분야에
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연과
학 대학의 관련 학과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이 연계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교육과
정 운영에 관여하는 교수는 약 40여 명이 
된다. 따라서 교수 대 학생비는 강원대학교 
내에서 가장 낮으며, 개별지도에 가까운 교
수-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특
히 4학년에서는 졸업논문이 있어, 각 분야 
별로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교수와의 깊은 관
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학부는 자연과학 대학과의 연계 운영
을 함으로서, 우수한 실험실에서 높은 수준
의 실험실 환경을 접하면서 실험-실습과 함
께 이론을 학습하게 된다. 졸업과 동시에 
이학사의 자격과 중등과학교사(2급 정교사) 
자격증이 부여되며, 졸업 후 진로는 임용고
사를 통한 중등과학교사(공통과학, 물리, 화
학, 생물, 지구과학)임용, 연구소, 교육대학
원 및 일반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하다.

과학교육론                         ( 3-3-0)

과학의 특성, 학습심리학적 전통, 학습이론 등
의 속성에 입각하여 과학교육의 본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며, 과학, 과학지식, 과학적 방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과학교육
의 목적과 교육과정 내용에 관하여 공부한다.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학습과 수업 및 교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그
것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과학의 학습지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또는 
전략을 기술하며. 학습이론, 수업이론, 평가이론, 
교재론의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 교수-학습 방법
과 교재를 이해하게 한다. 

멀티미디어 과학교육                (3-3-0)

과학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보조도구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과학 교과목
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교육자료를 실제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물리탐구교육Ⅰ                     (4-3-3)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의 기본개념들을 
이해하고, 물체의 운동, 힘, 에너지보존법칙, 강체
의 운동과 같은 기본개념들이 어떻게 다른 개념
들로 발전되고 실제 물리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며, 가르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 

물리탐구교육Ⅱ                   (4-3-3)

전기와 자기장의 형성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간단한 전자회로의 해석을 공부한다. 고전역학에
서 양자역학으로의 발전과정에 등장하는 현대물
리의 기본개념들을 이해하며 탐구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기른다. 

생물과학                           (2-2-0)

물리학,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 의학, 약학,공
학 등 서로 관련된 분야의 종합적인 협력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활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교육방법
을 알아본다. 

화학탐구교육Ⅰ                     (4-3-3)

실생활 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상
들을 화학의 기본원리와 연결시킴으로서 화학지
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터득하게 하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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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탐구교육Ⅰ                     (4-3-3)

근본 생명현상 즉 유전, 생식 등의 현상 등을 
이해하고 이런 현상들 속에 숨어있는 기본 원리
를 탐구한다. 아울러 생체물질, 세포구조, 생물에
너지 등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여 중등교원
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물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구과학탐구교육Ⅰ                 (4-3-3)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암석의 성인 및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질 현상을 
판 구조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구를 구성하
고 있는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여 지
구의 생성과정, 진화과정 및 현재의 상태를 알아
보고, 실험 및 실습을 통하여 암석 및 광물 분류
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             (4-3-3)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의 이론을 습득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현장에서 평가나 검사를 
위한 문항개발과 성적관리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화학탐구교육Ⅱ                     (4-3-3)

일반화학에 물리화학, 분석화학, 전기화학적 내
용을 다룸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이해
하며, 수학적인 방정식들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예측하는 능력을 기른다. 

생물탐구교육Ⅱ                     (4-3-3)

생물의 다양성, 적응성의 근본 원리를 이해한
다. 동물, 식물, 미생물의 여러 생물 그룹의 특징
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생
물지식들을 습득한다. 

지구과학탐구교육Ⅱ                 (4-3-3)

태양계, 은하계, 우주 및 항성 등에 관한 물리
량과 화학량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 자료
를 분석, 처리함으로서 천문학 및 대기과학에 대
한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과학교육연구 및 통계               (3-3-0)

연구법의 이론과 종류를 이해하고 연구의 결과
로 얻어지는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과학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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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전공(Program of Physics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91001 수리탐구물리 Ⅰ(Mathematical PhysicsⅠ) 3-3-0

2-2 전필 191002
현대물리탐구교육 Ⅰ
(Educational Inquiry in Modern PhysicsⅠ)

3-3-0

3-1 전선

191003

191007

191005

191006

191012

191014

현대물리탐구교육 Ⅱ
(Educational Inquiry in Modern Physics Ⅱ)
물리탐구현장실습 Ⅰ
(Practical Survey in Physics InquiryⅠ) 
물리교육실험 및 시범 Ⅰ 
(Physics Education Experiments and DemonstrationsⅠ)
전자기학탐구교육Ⅰ
(Educational Inquiry in Electro magneticsⅠ)
파동과 광학 탐구교육
(Educational Inquiry in Wave and Optics)
멀티미디어물리교육(Multimedia in Physics Education)

3-3-0

1-0-3

2-0-4

3-2-2

3-2-2

3-3-0

부 필

부 필

3-2

전필

191004
191011

191010

191038

역학탐구교육(Education Inquiry in Mechanics)
물리교육실험 및 시범 Ⅱ
(Physics Education Experiments and Demonstrations Ⅱ) 
전자기학탐구교육Ⅱ
(Educational Inquiry in Electro magnetics Ⅱ) 
물리지도법 및 교재연구
(Teaching Methods & Instructional Materials in Physics)

3-3-0
2-0-4

3-2-2

3-3-0

부 필
부 필

부 필

전선 191037 수리탐구물리 Ⅱ(Mathematical Physics Ⅱ) 3-3-0

4-1 전선

191016
191009
191030
191021
191020

물리탐구현장실습 Ⅱ(Practical Survey in Physics Inquiry Ⅱ)
열물리탐구교육(Educational Inquiry in Thermal Physics)
물리교육연구 Ⅰ(Research on Physics Education Ⅰ)
고체물리학(Solid State Physics)
양자물리학(Quantum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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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91032
191022
191034

생활물리(Physics in Daily Lives)
물리학사(History of Physics)
물리교육연구 Ⅱ(Research on Physics Education Ⅱ)

2-2-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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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탐구 교육                     (3-3-0)

대학과정에 필요한 고전역학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으로, 다입자계의 동역학, 강체운동, Lagrange
역학 및 진동계의 동역학 등과 관련 교재를 배우
며, 역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
에 역학이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물리교육실험 및 시범Ⅱ             (2-0-4)

중등학교 물리실험을 위한 기초 탐구 실험으로 
전자증폭회로, 연산증폭회로 등을 실험한다. 

전자기학탐구교육Ⅱ                 (3-2-2)

자기장, 전자기유도, 교류회로, 막스웰 방정식, 
전자기파, 물질내의 전기장과 자기장이론과 관련 
교재를 가지고, 수준 높은 물리개념을 공부한다.

현대물리탐구교육Ⅰ                 (3-3-0)

상대성이론, 이중성, 원자구조, 양자역학, 수소
의 양자이론과 관련교재를 가지고 현대물리개념
을 학습한다.

수리탐구물리Ⅰ                     (3-3-0)

물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학
체계를 가능한 넓고 쉬우며 이해하기 쉽도록 배
려한다. 물리학과 수학의 연대 가능성을 개념적으
로 설명해 간다. 벡터, 미분방정식, 푸리에 방법, 
편미분 방정식, 변수분리, 수치해석법, 행렬, 텐서, 
복소수 등을 학습한다. 

물리탐구현장실습Ⅰ                 (1-0-3)

물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연구소, 공장 등을 
견학하고 물리교육 현장을 견학한다. 

물리교육실험 및 시범Ⅰ             (2-0-4)

중등학교 물리실험을 위한 기초 탐구 실험으로 
기초 전자기기, 전자회로, 전자회로, 소자들의 특
성들에 관하여 실험한다. 

전자기학탐구교육Ⅰ                 (3-2-2)

정전지, 전기포텐셜, 도체주위의 전기장, 전류, 
운동전하에 의한 장이론과 관련 교재를 통해, 전
자기학과 관련된 개념을 학습한다.

파동과 광학 탐구교육 (3-2-2)

기하광학(빛, 표면, 렌즈, 거울, 광학기기)과 물
리광학(광파, 중첩원리, 산란, 회절, 편광)등을 공
부한다. 

멀티미디어물리교육                 (3-3-0)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보조
도구인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물리교과를 효과
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교육에 필
요한 전산의 기계이론, 언어(BASIC언어 등), 응용 
소프트웨어(Quatro, Scientist 등)등을 공부하고 연
습한다.

수리탐구물리Ⅱ                     (3-3-0)

물리에 이용되는 특수함수들과 그 응용/해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물리지도법 및 교재연구             (3-3-0)

중등학교 물리교육에 필요한 물리교재의 종류
와 특성을 알아보고 강의 실습을 통하여 물리교
육을 체험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간단한 물리
교재의 제작 실습 및 물리교재 작동을 실습한다.

물리탐구현장실습Ⅱ                 (1-0-3)

물리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
어지며, 물리이론이 실제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일
어나고, 그 현상들을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소, 공장 등의 견학을 통
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는지에 대하여 현장
실습한다. 

열물리탐구교육                     (3-3-0)

열역학계, 상태방정식, 일, 열역학 법칙, 엔트로
피, 이상기체의 동역학 이론, 막스웰-볼쯔만 통계
를 공부한다. 

물리교육연구Ⅰ                     (3-3-0)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물리교육에서의 여러 가
지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 분석, 해결방법들에 대
하여 연구한다. 

고체물리학                         (3-3-0)

금속의 자유전자모형, 에너지 밴드이론을 이해
하고, 반도체, 유전체등 의 물리적 특성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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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작을 공부한다. 

양자물리학                         (3-3-0)

파동함수, 슈뢰딩거 방정식, 푸리에 방법, 기대
치, 연산방정식 등 양자물리의 기초와 대응원리, 
각 운동량, 행렬표현법, 스핀각 운동량, 어림셈방
법 등을 공부한다.

생활물리                           (2-2-0)

생활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들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있는 물
건들로 물리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구들을 제
작,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한 물리교육방법을 
알아본다.

물리학사                           (3-3-0)

고대의 물리, 천문학, 갈릴레이 시대, 뉴우튼시
대, 광학의 발달, 전자기의 발달, 현대물리와 양자 
물리의 발달 등을 공부하여 물리학의 흐름을 이
해한다. 

물리교육연구Ⅱ                     (3-3-0)

물리교육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방
법과 교육매체의 개발에 대하여 연구한다.

현대물리 탐구교육Ⅱ                (3-3-0)

뉴튼의 고전역학과 전자기의 고전이론이 설명
되던 시대에서부터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
는 배경과 여러 가지 실험, 다전자원자, 분자물리, 
통계역학, 고체, 원자핵, 원자핵변환, 소립자이론
등을 관련 교재를 가지고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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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전공(Program of Chemistry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192025 화학특강(Special Topics in Chemistry) 3-3-0

3-1

전선
192034
192035
192036
192040

유기화학 및 실험 Ⅰ(Organic Chemistry and LaboratoryⅠ)
무기화학 및 실험 Ⅰ(Inorganic Chemistry and LaboratoryⅠ)
분석화학 및 실험 Ⅰ(Analytical Chemistry and LaboratoryⅠ)
화학교육연구 Ⅰ(Research on Chemistry Education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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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전필 192043 화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Teaching Method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in Chemistry)

3-3-0

3-2

전필
192031
192032
192013

물리화학 및 실험 Ⅰ(Physical Chemistry and LaboratoryⅠ)
유기화학 및 실험 Ⅱ(Organic Chemistry and LaboratoryⅡ)
무기화학 Ⅱ(Inorganic Chemistry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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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전선 192016
192042

분석화학 Ⅱ(Analytical ChemistryⅡ)
화학교육연구 Ⅱ(Research on Chemistry Education Ⅱ)

3-3-0
1-0-3

4-1

전필 192039 화학교육실험연구
(Educational Research on Chemistry Laboratory)

1-0-3

전선
192033
192015
192037

물리화학 및 실험 Ⅱ(Physical Chemistry and Laboratory Ⅱ)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
생화학(Bi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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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92020
192022
192030
192044

고급물리화학(Advanced Physical Chemistry)
고급무기화학(Advanced Inorganic Chemistry)
유기분광학(Organic Spectroscopy)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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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화학 및 실험Ⅰ                 (4-3-3)

의식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들의 골격을 이루는 유기화합물의 특성을 고
찰하고, 유가화학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생활 속에
서 지혜를 얻고 과학 지식의 폭을 넓힌다. 

무기화학 및 실험Ⅰ                 (4-3-3)

원자의 특성, 대칭성과 군론, 화학결합의 제반
특성, VSEPR이론, 화학적 힘, 산-염기 화학의 일
반적 특성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무기화학의 기
초가 되는 실험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강의를 통

하여 습득한 개념/지식을 구체화하며, 실질적 실
험 관련 지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물리화학 및 실험Ⅰ                 (4-3-3)

 제반 화학현상을 미시적 수준에서 물리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강의실에서 배우는 물리화학
의 기본법칙을 실험실에서 측정되는 자연현상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기본법칙을 보다 명확히 이
해한다. 

화학교육실험연구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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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주제로 연구테마를 정하고, 실험하여 
얻어진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일련의 과정
을 학습하고 실험의 종류, 실험의 효율성, 실험평
가 등을 개발함으로써 화학교육에 필요한 학습자
료를 제공한다.

분석화학 및 실험Ⅰ                 (4-3-3)

물질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과학 분석법들 중에서 기기를 사용
하지 않는 고전분석법들에 대해 공부하고, 기초지
식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 확인한다.

화학교육연구Ⅰ                     (1-0-3)

화학지식의 실제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해하고, 체험
토록 한다. 

화학특강                           (3-3-0)

물질의 특성이 분자구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고, 분자구조에 따른 화학반응의 결과를 물질
의 특성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유기화학 및 실험Ⅱ                 (4-3-3)

유기화학반응들을 통한 유기물질의 합성 및 메
카니즘 고찰을 기기를 이용하여 실험조작하고, 유
기화합물들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며, 응용을 통
해 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고 체험을 통한 과학지
식의 폭을 넓힌다. 

화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3-3-0)

중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화학 관련 지식 
중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인 교재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무기화학Ⅱ                         (3-3-0)

착 화학물들의 구조, 반응성, 방응속도, 반응메
카니즘. 스펙트럼과 자기적 성질 등 착화합물의 
제반 물리. 화학적 성질과 전이금속의 일반적 경
향성을 이해한다. 

물리화학 및 실험Ⅱ                 (4-3-3)

착화학물들의 구조, 반응성, 방응속도, 반응메
카니즘, 스펙트럼과 자기적 성질 등 착화합물의 
제반 물리. 화학적 성질과 전이금속의 일반적 경

향성을 이해한다. 

화학반응속도론                     (3-3-0)

화학반응의 여러 가지 메카니즘과 반응속도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생화학                             (3-3-0)

생명현상의 탐구과학으로서 미생물, 동식물을 
망라한 전체 생물체들을 구성하는 생체분자들의 
구성, 구조 및 기능과 생물체 내에서 이들 분자들
의 상호 연관되어 분해 또는 합성되는 대사를 학
습한다. 

화학교육연구Ⅱ                     (1-0-3)

화학지식이 실제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어떻게 이
용되는지를 현장실습을 통하여 이해, 체험토록 한다. 

유기분광학                         (3-3-0)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도구로써 사용
되는 IR, UV, NMR 및 Mass 스펙트럼을 해독하
는 방법을 습득한다.

분석화학Ⅱ                         (3-3-0)

물질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화학분석법들을 공부하며 분석기능
을 익힌다. 

고급물리화학                       (3-3-0)

물질의 변화하는 과정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어
떤 경로를 거치며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내고, 반응메커니즘과 반응의 전이상태
를 규명하는 화학의 양자역학, 통계역학적 측면과 
분광학의 기본원리, 전자기적 물질의 특성을 분자
구조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고급무기화학                       (3-3-0)

 유기금속화학, 생물계의 무기화학, 신물질의 
무기화학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환경화학                          (3-3-0)

화학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환경과학에 대해서
환경문제의 제기, 화학과 환경관계, 환경의 문제
의분석등을 이해한다. 또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방법과 운용, 내용과 대상, 환경 교육의 발전 방
안 등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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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전공(Program of Biology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193003 식물분류학 및 실험(Plant Taxonomy and Laboratory) 3-2-3

전선 193006 생물교육현장실습 Ⅰ(Practical Survey in Biology EducationⅠ) 1-0-3

2-2 전선 193001 동물분류학 및 실험(Animal Taxonomy and Laboratory) 3-2-3

3-1

전필 193018 생물교육현장실습 Ⅱ
(Practical Survey in Biology Education Ⅱ)

1-0-3

전선

193005

193011

193002

193007

193008

유전학 및 실험(Genetics and Laboratory)

동물생리학 및 실험(Animal Physiology and Laboratory) 

생물유기화학(Organic Biochemistry)

미생물학 및 실험(Microbiology and Laboratory)

비교해부학 및 실험(Comparative Anatomy and Laboratory)

3-2-3

3-2-3

3-3-0

3-2-3

3-2-3

부 필

3-2

전필
193017

193028

생태학 및 실험(General Ecology and Laboratory)

생물지도법 및 교재연구
(Teaching Method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in Biology)

3-2-3

3-3-0

부 필
부 필

전선
193004

193009

193015

세포학 및 실험(Cell Biology and Laboratory)

식물생리학(Plant Physiology and Laboratory)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3-2-3

3-3-0

3-3-0

부 필

4-1

전필 193026

193029

생물교육실험연구(Educational Research on Biology Laboratory)

발생학(Development Biology)

1-0-3

3-3-0

전선
193012

193021

193030

면역학(Immunology)

무척추동물학(Invertebrate Animals)

행동생태학(Behavioral Ecology)

3-3-0

3-3-0

3-3-0

4-2 전선
193027

193025

193031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생물철학 및 생물윤리(Philosophy and Ethics of Biology)

내분비학(Endocrinology)

3-3-0

3-3-0

3-3-0



－ 450 －

식물분류학 및 실험                 (3-2-3)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식물상적 조사와 특정 분류군에 대한 조
사를 하며, 각 식물의 동정과 분류방법을 확립하
고 보편 타당한 자연 분류체계의 수립 및 식물의 
다양성에 대해 계통 진화적으로 이해한다. 

생태학 및 실험                     (3-2-3)

자연에서 동물, 식물의 생활상, 에너지와 물질
의 흐름,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야외 실험을 
통해 생태계의 분석, 자료처리방법 등을 습득한다.

생물교육실험연구                   (1-0-3)

중등 생물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험, 실습내용을 파악하고, 실험 실습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이론, 학습자료
개발 등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실험
을 통해 생물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생학                           (3-3-0)

수정, 난할, 조직 및 기관형성, 패턴 형성 등, 
시간에 따른 형태적 분화를 이해하고, 이것의 분
자생물학적 탐구를 통하여 세포분화, 유전자발현
을 이해한다. 각 발생단계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과 이들의 근본적인 원리를 세포와 분자생물
학적으로 학습한다.

생물교육현장실습Ⅱ                 (1-0-3)

임해 및 야외실습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에 필요한 기본적 식물 및 동물분류, 생태학적 지
식을 학습한다.

유전학 및 실험                     (3-2-3)

미생물의 유전현상, 유전물질의 본질, 멘델유전 
법칙 및 유전자발현과 제어, 돌연변이들의 기본적 
기작을 탐구해서 유전형상의 본질과 분자생물학
적 기작을 이해한다. 

동물생리학 및 실험                 (3-2-3)

순환, 호흡, 물질대사, 운동 등 동물체의 특징
적인 생리현상을 이해한다. 

동물분류학 및 실험                 (3-2-3)

여러 동물의 생리, 구조, 형태의 기초한 동물 
분류법과 각 동물군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서 숙지한다. 

생물유기화학                       (3-3-0)

생명체 구성 물질과 구조, 기능, 합성과 분해, 
대사과정과 에너지 대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화학적 용어의 개념, 생
체 물질의 종류와 기능, 중요한 생체반응 및 대사
와 조절작용, 구조와 기능간 관련성, 열역학적 원
리와 생화학적 방법론을 이해한다.

생물교육현장실습Ⅰ                 (1-0-3)

임산 및 야외실습을 통해서 생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중고등학교 교육
에 필요한 기본적 식물 및 동물분류, 생태학적 지
식을 얻는다.  

세포학 및 실험                     (3-2-3)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단위인 세포의 특성과 기
능 등을 이해하는 생물학의 기본 학문으로서 다
른 분야의 생물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
습을 한다.

식물생리학                         (3-3-0)

식물의 세포, 조직, 기관 및 개체수준의 범위에
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을 물리, 화학적 기초, 위에 
접근하며, 특히 고등식물의 생장 및 발달에 수반
된 생리적 현상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룬다. 

생물지도법 및 교재연구             (3-3-0)

생물교육의 목적, 생물 교육과정, 외국어 생물
교육 실태, 생물학의 구조 등을 공부하고, 중등학
교 생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다음, 바람직한 학
습지도 자료를 제시하게 한다. 

분자생물학                         (3-3-0)

세포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 특히 핵산과 단
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며, 유전 물질의 복
제와 발현을 탐구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분자수준
에서 이해한다. 

미생물학 및 실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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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생리 및 유전현상 그
리고 병원미생물에 의한 질병과 예방 면역에 대
한 내용을 이해하고, 미생물의 배양과 분류에 대
한 실험 방법을 습득한다. 

비교해부학 및 실험                 (3-2-3)

척추동물의 골격구조, 내장구조 및 여러 소화, 
호흡, 수환 내분비기관의 상이점과 차이점을 이해
하고, 나아가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한다. 

생물철학 및 생물윤리               (3-3-0)

 생물학 발전사와 주요한 발견과 업적을 이해
하고, 나아가 이런 생물학 발전이 생물관․세계
관, 인식론에 미칠 영향 등을 학습한다. 

유전공학                           (3-3-0)

다양한 생명현상의 이해를 위해 생물 공학적 
기법을 소개하고, 유전자 조작, 세포융합 등을 이
용한 유전학의 응용분야를 이해한다.

면역학                             (3-3-0)

생체방어 기작을 세포수준과 분자수준에서 탐
구하여, 세포매개 면역 및 혈액매개 면역 기능을 

이해한다.  

무척추동물학                       (3-3-0)

무척추 동물의 분류, 형태적 특징, 생리, 생태
적 특징을 이해한다. 

행동생태학                         (3-3-0)

자연환경 속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동물들
의 적응과 진화를 연구하는 생물학 연구의 한 분
야로, 행동학, 생태학, 진화학의 세 분야가 합쳐진 
종합과학이다. 왜 종마다 특정한 행동을 보이며, 
지역에 따라, 종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다양하고, 
다른지 등 동물 행동의 근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학습한다.  

내분비학                           (3-3-0)

생명체의 항상성과 미세한 생명현상의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생성, 구조 및 작용에 대하여 
학습하게 되며, 나아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선의 구조나 기능,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에 관
여하는 많은 요소들과 호르몬의 이상으로 발생하
는 질환들에 대한 학습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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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교육전공(Program of Earth Science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94001 일반지질학 및 실험(General Geology and Laboratory) 3-2-3 부 필
전선 194005 지구과학현장실습Ⅰ(Practical Survey in Earth ScienceⅠ) 1-0-3

2-2 전필 194002 일반대기과학 및 실험
(General Atmospheric Science and  Laboratory)

3-2-3 부 필

3-1

전필 194007 일반천문학 및 실험(General Astronomy and Laboratory) 3-2-3 부 필

전선
194018

194030

194024

194020

지구물리학개론(Introduction to Geophysics)

해양학개론(Introduction to Oceanography)

판구조론(Plate Tectonics)

지구과학 현장실습 Ⅱ(Practical Survey in Earth ScienceⅡ)

3-3-0

3-3-0

3-3-0

1-0-3

부 필

3-2

전필 194034 지구과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Teaching Method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in Earth Science)

3-2-3 부 필

전선
194003

194008

194009

194027

일반암석학 및 실험(General Petrology and Laboratory)

광물학개론 및 실험(Introduction to Mineralogy and Laboratory)

야외지질학 및 실험(Field Geology Practice)

태양계 천문학 및 실습(Solar System Astronomy and Laboratory)

3-2-3

3-2-3

2-1-3

3-2-3

4-1

전필 194031 지구과학교육실험연구 
(Educational Research on Earth Science Laboratory)

1-0-3

전선

194006

194015

194017

194032

194035

층서학 및 실험(Stratigraphy and Laboratory)

관측천문학 및 실습(Observational Astronomy and Laboratory)

지구진화학 및 실험(History of Earth and Laboratory)

대기물리학(Physics of Atmosphere)

탐구학습 자료개발 실습
(Practice in Instructional Material Development)

3-2-3

3-2-3

3-2-3

3-3-0

1-0-3

4-2 전선
194033

194021

194010

194036

기상분석 및 실험(Weather Analysis and Laboratory)

천체물리학개론(Introduction to Astrophysics)

은하와 우주(Galaxies and Universe)

지구시스템과학 특론(Special Topics in Earth System Science)

3-2-3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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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질학 및 실험                 (3-2-3)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 암석의 성인 및 
지구 표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질 현상을 
판 구조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실험 및 실습
을 통하여 암석 및 광물 분류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일반천문학 및 실험                 (3-2-3)

천문학 전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강의
와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며, 태양계, 은하계, 우주 
및 항성 등에 관한 물리량과 화학량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분석․처리하므로 천문
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일반대기과학 및 실험               (3-2-3)

대기권 중 특히 대기환경에 관련성이 많은 대기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물리학의 기
본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대기환경학에 응용
하기 위한 기초지식의 학습과 실험능력을 기른다.

지구과학교육실험연구               (1-0-3)

중등 지구과학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험, 실습 내용을 파악하고, 실험 실습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습이론, 학습자
료개발 등을 공부한다.

지구물리학개론                     (3-3-0)

지질학과 물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며, 지
구내부구조를 연구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
내부 및 지표면에서의 여러 가지현상을 해석한다.  

광물학개론 및 실험                 (3-2-3)

조암광물의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징을 이
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각 광물의 결정계, 결정형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광물의 산
업적 이용을 학습한다.

지구 진화학 및 실험                (3-2-3)

지구가 탄생한 이후 지구가 겪은 역사를 지질
구조 및 고생물의 변화 등을 근거로 탐색하고, 야
외 답사 및 실내 실험 등을 통하여 지구의 역사
를 학습한다.

야외지질학 및 실험                 (2-1-3)

여러 가지 지질현상을 야외답사를 통하여, 관
찰, 기록, 종합, 보고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한반
도의 지질계통을 직접 답사한다.

지구과학현장실습Ⅰ                (1-0-3)

지구과학 내용 중, 지질, 기상, 천문, 해양, 지
형 등을 야외 학습을 통하여, 관찰, 기록, 분석하
는 능력을 습득한다.

지구과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3-2-3)

지구과학 교육과정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자료 
및 학습 이론을 이용한다. 또한 학습자료를 재구
성하고 개발하여 봄으로써, 중등 지구과학 관련도
서 및 교과서의 지구과학  이해를 높인다.

해양학개론                         (3-3-0)

해저 지형 및 지질 등에 관한 연구방법과 해양
부분의 지질을 판구조론과 관련시켜 그 특징을 
학습한다. 

일반암석학 및 실험                 (3-2-3)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성인, 분류 및 
각 암석의 조직 및 화학적 특징을 안다. 편광현미
경을 통하여 암석의 조직을 관찰하고, 암석을 분
류하는 능력을 기른다. 

태양계천문학 및 실습               (3-2-3)

태양계의 구성 천체, 형성과정과 진화, 전반적
인 물리적 특성 등을 최근 우주 탐사선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태양계를 지구과학적 관점에
서 고찰한다. 

층서학 및 실험                     (3-2-3)

지질의 층서를 알고 지질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조선 누층군 탄산염암에 대하여 공부
한다.

대기물리학                         (3-3-0)

대기층에서 일어나는 대기의 운동이나 모든 현
상을 물리학의 기본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대
기 환경학에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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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구조론                           (3-3-0)

지각 부분의 운동을 지구내분의 물질이동과 관
련시켜 판 구조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지구표
면에서의 모든 지질현상을 지구조론을 근거로 설
명한다. 

관측천문학 및 실습                 (3-2-3)

천체 연구에 기본이 되는 별의 거리. 별의 크
기, 별의 광도, 별의 온도 등과 같은 별의 물리량
을 관측하는 새로운 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간단
한 사진 측광법, 광전 측광법, 그리고 CCD 측광
법을 실제의 경우에 적용하여 측광 관측을 실시
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천문 측광학의 기초 지식
을 배운다.

은하와 우주                        (3-3-0)

우리문화와 외부은하 그리고 우주의 모습과 진
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우주 망원
경 등을 이용한 최근의 심천우주에 관한 연구 동
향을 소개한다. 

지구과학현장실습Ⅱ                 (1-0-3)

지구과학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질, 천문, 기
상, 해양 등의 여러 분야를 야외 답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기상분석 및 실험                   (3-2-3)

기본적인 기상학 지식을 바탕으로 기상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아울러 실제 
실습을 통해 자료를 얻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천체물리학개론                     (3-3-0)

태양계, 은하계, 항성, 우주 등과 관련된 물리
량을 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와 관련된 기초자
료를 학습한다.  

지구시스템과학특론                 (3-3-0)

지구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최근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주제를 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하고 이해한다. 특히 지구를 암권, 수권, 기권 및 
외권 등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
는 학습을 위하여 공동학습, 연구발표, 세미나 등 
다양한 학습형태로 진행한다.

탐구학습자료개발실습               (1-0-3)

지구과학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중등 교육 과정
의 탐구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수행한다. 특
히 야외활동이나 견학 등 실질적인 탐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개발을 위하여, 지구과학 
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공동학습, 주제연구발
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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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과(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195043
195053

생활예절교육(Living Custom Education)
건강가정론(Theory of Strengthening Family)

2-2-0
3-3-0

1-2 전선 195003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2-1

전필 195004 영양학(Nutrition) 3-3-0 부 필

전선

195051

195018
195006
195999

가정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of Home Economics)
식품영양학실험(Food Nutrition & Lab.)
복식의장학(Clothing Design)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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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95005
195009

피복재료학(Textiles)
식품 및 조리원리(Food and Principles of Cookery)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195002
195052
195037
195012
195999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가정경제(Family Economics)
식이요법(Diet Therapy)
생활공예(Handcraft Practice)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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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95014
195010
195028

195015

가정교육론(Theory on 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경영(Home Management)
가정교재연구(Study and Analysis of Home Economics  
Teaching Materials)
의복구성원리(Essential Cloth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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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부 필
부 필
부 필

부 필

전선

195019
195017
195016

195999

복식사(History of Clothing)
한국조리학 및 실습(Korean Cookery)
현대사회와 가사노동
(Contemporary Society and Household Work)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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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3-2

전필
195021
195022
195025

가정지도법(Teaching Method in Economics Education)
주거학 및 실습(Housing and Practice)
아동학(Chil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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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부 필
부 필

전선

195024
195032
195023
195054
195999

외국조리학 및 실습(Western Cookery)
식생활관리(Meal Management)
한복구성 및 실습(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아동상담 및 연습(Child Counselling Practice)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3-1-4
3-3-0
3-2-3
3-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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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195048
195055
195056
195026
195029
195045
195057
195999

조리과학 및 실험(Cookery Science & Lab.)
실내장식 및 실습(Interior Design and Practice))
가족학(Family Study)
피복관리학(Management of Clothing)
의상사회심리(Clothing and Human Behavior)
영양교육론(Nutrition Education)
부모교육 및 연습(Parent Education & Practice))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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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95036
195049
195031
195035
195042
195011
195999

생활주기영양학(Nutrition of Life Period) 
한국가정 생활사(History of Korean Family Living)
식품가공 및 저장(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패션마케팅(Fashion Marketing)
소비자교육 및 상담(Consumer Education and Counseling)
피복환경학(Clothing Hygiene)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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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교육과 교육 목표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로서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건전하게 이루
어질 때에 사회와 국가는 발전하게 된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 가족원 모두가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습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필요
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
르도록 하는 것이 가정교육과의 목표이다. 

본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는 
실사구시의 대학 교육이념의 바탕으로, 중
등학교 학생들이 가정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시
키는 가정학 교육의 담당자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예절교육 (2-2-0)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가정교과와 연관하여 인간
관계와 가족관계, 호칭에 대해 언어, 표정예정, 인
사, 자기 소개 등의 사회화 과정의 행동양식이나 
가치관 정립을 사회 심리학에 근거한 이론을 중
심으로 반복 실습을 하며 전통가족관계의 이해와 
친족관계의 현대적 개념을 정리한다.

건강가정론 (3-3-0)

본 교과는 개인 및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을 제공해 주는 건강가정의 요소
를 탐구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
정 줌심의 복지서비스의 근거로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과 이의 실현을 위한 실현방안을 모색하여 
가정생활의 질적 행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인 능력을 획득한다.

유기화학 (3-3-0)

유기 화합물의 명명법, 구조, 반응 등을 이해하
여, 식품, 영양학 등의 학습에 기초를 제공한다.

영양학 (3-3-0)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성질과 작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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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함유식품, 결핍증세 그리고 인체내에서 음식
물의 소화와 흡수작용, 대사작용 등에 관하여 연
구하며 이러한 내용은 중학교 교과과정 내용에서
의 ‘영양과 건강’, ‘식품의 배합과 영양’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예비교사들
이 교사로서 영양의 중요성과 식품의 영양에 대
해 가르칠 때 성장과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영
양소가 인체내에서 왜 필요한가를 알게 해 준다.

가정학연구방법론 (3-3-0)

가정학 분야의 각종 사례분석, 여론조사, 상담 
심리검사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유의성 및 신뢰
도, 타당성 등 정확한 객관적 기준을 통하여 검증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책 설정에 필요한 결론
을 도출하는 전 과정을 학습한다.

식품영양학실험 (3-1-4)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등의 성분과 식품을 저장, 가공, 
조리할 때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
며 이와 관련된 실험을 통하여 이해력과 응용력
을 높인다. 식품중의 수분, 탄수화물, 지질, 단백
질의 성질과 반응, 식물성 식품, 동물성 식품, 식
품의 냄새성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식품은 
종류에 따라 영양소와 색, 질감 등의 특성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실험을 통하여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바람직한 식품관리와 
식품의 보존,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복식의장학 (3-3-0)

의복과 장식의 디자인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움
으로서 미적인 가치를 배양하고 복식의 기능을 
이해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자신을 잘 표현하
는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식의장학
의 요소들이 기본적인 디자인 원리들과 결합하여 
어떻게 활용되는 가를 청소년기 체형, 청년기 체
형 등과 관련지어 연구한다. 또한 중등학교 가정
교과의 나의 의복, 의복과 생활 단원에서 디자인
의 요소와 원리가 잘 적용된 기성복을 고르는 방
법, 옷은 왜 입는가, 옷과 신체 동작은 어떤 관계
가 있나, 옷을 어떻게 입을까 등의 단원과 연관지
어 본다.

피복재료학 (3-3-0)

용도에 알맞은 의류 소재를 선택하고, 소재별
로 적절한 의복제작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섬
유, 실 및 직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하여 섬유의 간단한 감별법과 
실 및 직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피복재료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천연섬유 및 인조
섬유의 특성과 용도, 관리법을 학습하고, 그 섬유
의 조직 및 대표적인 직물을 익힌다. 또한 신소재 
개발동향과 특징을 알기 위해 최근의 자료를 조
사한다. 

식품 및 조리원리 (3-3-0)

각 식품의 화학적 성분과 영양가에 대한 지식 
및 조리 과정에 의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변화 
및 영양가의 손실, 변화 등의 원리를 규명하여 합
리적인 조리 방법을 통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
는 지식을 습득케 하여 중등학교의 식생활 영역 
교수 학습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인간발달 (3-3-0)

본 강좌는 인간의 발달특징을 태아기부터 노년
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과 이론들을 체계있
게 비교 평가하여 현장에서 관련 교과내용을 교
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발달주기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특징에 대하여 이해를 높인다. 태
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발달과 성장
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J.Locke의 이론으로부
터 C.Jung의 중년발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이
론을 비교해보며 최신 정보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각 이론에 대한 변화를 검토해 본다. 

가정경제 (3-3-0)

가계의 경제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자산관
리 방법 및 다양한 가계경제구조에 대한 대처능
력을 향상시키고, 가정경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가정과 교
사로서 중등과정의 가정자원관리, 합리적 소비생
활관리, 생활주기에 따른 가계계획 및 가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식이요법 (3-3-0)

질병으로 인하여 보통의 식생활을 할 수 없는 
환자의 영양상태와 각각의 질병에 대한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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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식이요법의 원리, 처방기준 및 그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식단 작성법 등에 대해 연구하
여 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교사로
서 질병의 치료에 대한 식이요법을 가르칠 때 생
리기능이나 소화기능의 변화에 따른 질병은 적절
한 식사요법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생활공예 (3-1-4)

자연의 많은 의복소재는 의복으로 뿐 아니라 
생활 용품으로서도 오랜 세월 우리의 가정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오늘날은 생활의 멋을 창
조하는 피복의 소재와 생활용품의 개발로 가정이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고, 편안해짐으로써 인간의 
변화와 개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피복과 생활에 대한 이론 및 실제제작을 하여 생
활 공예품에 대하여 체험하고 교사로서의 지도능
력을 기른다

가정교육론 (3-3-0)

가정교육의 남․여 공동 이수의 필요성과 가정
과 교육의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가정학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조명해 보고 비교․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이론을 토
대로 하여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고령화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과 내
용을 수정․보완해 본다. 각 나라의 교육방법 및 
내용에 대한 비디오 시청을 통하여 한국교육의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본 강좌는 중․고등
학교 전 학년의 기술․가정 교과 내용을 총괄하
여 조사 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정교과를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가정경영 (3-3-0)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가정경영
의 발달단계, 체계적 이론을 토대로 가족체계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가정경영체계 구성
요소로서 동기요소, 자원 관리과정, 의사소통, 의
사결정을 다룬다.

 본 강좌의 내용은 중등과정의 가정기능의 변
화, 자원관리 및 환경관리, 의사소통, 가정관리 과
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가정교재연구 (3-3-0)

가정과 수업에서 교재의 의미, 중요성을 이해
하고, 다양한 교재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며, 실
제로 교재를 작성해 봄으로써 창의적인 수업을 
하려는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중등학교의 
전 영역을 가르치는데 획일적인 교수방법에서 탈
피하여 보다 다양한 교수방법을 익히고 열린교육
의 장을 여는데 그 기본이 된다.

가정과 교재의 의의, 중요성, 범위, 교재의 종
류와 특성, 교재의 선택과 활용 및 중․고등학교 
교과서 분석과 검토, 가정과 교재․교구의 제작, 
학교시설․설비의 조직과 관리 등을 배운다. 

의복구성원리 (3-1-4)

의복의 기능, 인체의 특징, 의복의 치수 설정, 
의복 원형의 제작,  의복원형의 활용, 봉제의 기
본, 옷의 종류와 봉제의 방법을 배우고 이것은 간
단한 의복 만들기에서 의복 만들기의 기초, 간단
한 옷 만들기와 관련된다. 또 기성복의 구입, 기
성복의 평가방법, 옷감의 짜임에 따른 취급방법도 
익히게 되어 학생들의 의복관리에 효율성을 기하
게 된다.

복식사 (3-3-0)

의복이 자연물 이용의 원시적인 형태에서 현대
의 활동적인 의복으로 발전되기까지 변화의 흐름
을 서양 복식과 한국 복식을 통하여 알아본다. 의
복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대에 따른 사회적, 정치
적, 문화적 배경의 특징과 의복과의 상호 영향 관
계를 이해한다. 또한 과거 복식이 현대 복식 디자
인의 주된 자료가 됨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중등
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의생활 영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한국조리학 및 실습 (3-1-4)

한국의 음식문화를 이해시키고 한국음식의 상
차림 및 식사예절을 익히며 한국 음식 전반에 관
한 과학적인 조리 기술의 습득과 아울러 식단 작
성에 따른 식생활의 실천으로 합리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한국의 음식문화, 
한국음식의 상차림과 식사예절을 익히고 조리법
별로 한국음식의 조리실습을 한다. 

현대사회와 가사노동  (3-3-0)

가사노동에 대한 제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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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능률적인 가사
작업 방법 및 미래의 가사노동의 방향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사노동
의 변화와 현대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 경제적 
가치를 규명, 산출하며 시간과 에너지 관리 및 효
율적인 가사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한다. 

가정지도법 (3-3-0)

가정학, 가정과 교육의 원리, 교육과정, 학습지
도 계획 및 교수법을 습득한다. 그래서 중ㆍ고교
에서 가정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사로서의 역
할을 명백히 하고, 교수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학교의 상황에 
맞는 가정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한다. 또 가정
생활에서의 노작의 종류를 조사하여 개인의 프로
젝트, 작업경험 등의 관찰과 참가경험을 통하여 
교육실습전의 교수법에 관한 수업, 교육실습중의 
수업, 교육실습 후의 수업과 그 외의 학교생활에 
대한 운영방법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학 및 실습  (3-3-0)

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바람직한 주거관을 
정립케 하고 제반이론을 통해 효율적인 생활공간
을 설계하도록 한다. 중등과정에서의 주거의 의
미, 선택, 종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계획을 위해 주거공간의 기능을 이해하
여 평면계획을 함과 동시에 평면도 읽기 및 작도 
능력을 길러주며 주거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아동학 (3-3-0)

인간발달 단계 중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아동기의 발달 특징을 주제별로 
접근해 보고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학
습하기위하여, 아동 연구의 접근방법, 결정적 시
기와 아동발달, 감각, 도덕, 인성, 정서, 언어, 인
지발달과 성발달 등에 대하여 소개된 참고문헌과 
국내외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읽고 이 분야의 최
신경향을 이해한다. 

외국조리학 및 실습 (3-1-4)

외국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음식의 상차

림 및 식사예절을 익히며 외국음식 전반에 관한 
과학적인 조리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한국음식과
의 차이점을 알게 하며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중등학교의 식생활 영역 교수 학
습의 이론 및 실습지도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식생활관리  (3-3-0)

이상적인 식생활의 관리를 목적으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계획과 실행에 관계하는 
경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급변하는 사회발전과 이에 따른 식생활 환경의 변
화에 부응하여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복구성 및 실습 (3-2-3)

우리 옷의 변천과 구성, 제작법을 이론과 실습
을 통하여 학습한다.

상고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옷의 
변천 과정을 학습하고, 한복에서의 디자인원리의 
응용 및 그 각각의 구성과 제작 방법을 학습시킨
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남자 옷, 여자 옷, 어린이
옷 등 한국의복의 종류와 옷차림, 한국 의복 만들
기 단원의 지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아동상담 및 연습 (3-2-2)

다양한 아동 관현 강담 및 치료 이론을 학습하
고 연습을 통하여 그 기법을 익힌다.

조리과학 및 실험 (3-1-4)

각 식품의 구조 및 성분, 재료의 변화, 조리조
작, 온도 등이 음식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조리방
법별로 재료, 분량, 방법의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
하므로서 조리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습득한다. 식품의 기호성과 관능검
사, 맛에 대한 기초실험, 기본조리조작에 관한 실
험, 비가열 조리방법의 실험, 습열조리 방법에 관
한 실험, 건열조리 방법에 관한 실험을 한다.

실내장식 및 실습 (3-2-2)

개인 및 가정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design에 대한 제반이론의 이해와 실습을 통
한 이상적인 실내공간을 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실내디자인 작품비평을 통해 디자인 감각을 키워 
가정과 교사로서 중등과정에서 실내디자인의 원
리에 대한 이해와 주거공간에 대한 실제적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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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가족학 (3-3-0)

가족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경향에 대하여 살
펴보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 기능, 관계 
등의 변화와 가족내부의 상호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폭력, 이혼 등 가족의 역기능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강좌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단원으로 나
누어진다. 첫째, 가족학의 학문적 성격과 접근 방
법을 포함한 가족 일반론, 둘째, 한국 가족의 특
징, 셋째, 현대 사회 변화와 가족 문제로 단락 지
을 수 있다. 

피복관리학  (3-3-0)

피복 생활의 합리적인 계획과 관리에 필요한 
피복생활의 현황, 피복생활의 경영, 피복의 선택, 
섬유의 감별, 세제, 세탁, 표백, 증백, 염색, 관리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의복계
획표 작성, 의복마련의 방법, 의복 구매계획시 고
려할 점,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옷감의 짜임에 따
른 취급방법, 기성복의 구입, 기성복의 평가, 세
탁, 얼룩빼기, 의복의 손질과 보관에 직접적인 이
론과 실험 및 현장조사를 통한 경험을 기르도록 
한다.

의상사회심리 (3-3-0)

사회과학으로서 소비자 복식 행동에 관한 이론
과 개념을 정의하고 응용해 봄으로서 사회적 과
정 속에서 인간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심
리적 이유를 이해하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서 대인의 복식 행동을 
보는 것으로 의복의 동조성 유행, 사회계층, 개인
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의복과 자아 개념, 의복과 
역할과의 관계를 다룬다.

영양교육론 (3-3-0)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
기 위한 하루의 식품구성 영양소에 대해 살펴보
고, 하루의 식단작성과 식사평가를 위해서 영양
면, 경제면, 능률면, 기호면을 고려하여 가족의 식
단을 짜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영양교육
을 실시한다. 그리고 가족의 다양한 연령계층의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기에서 특별히 필요한 영

양소를 보충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고 이에 따른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영양교육을 통해 기대
되는 효과와 식품선택 실습을 통한 영양교육, 게
임을 통한 당뇨인의 영양교육, 단체급식소에서 할 
수 있는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생활주기영양학 (3-3-0)

중ㆍ고등 가정교과완 관련하여 태어나면서 노
년까지 인간의 특이한 생리적 과정과 이에 따른 
체내 신진대사의 변화, 영양소와의 관계 및 최적
영양요구량, 영양상 문제점 및 영양지도 등에 대
하여 연구한다.

한국가정 생활사 (3-3-0)

현재 우리 가정생활에 터전이 되어 온 선조들
의 서민문화, 민속, 가족, 친족, 마을 생활을 이해
하고, 통과의례를 통해 전통문화 가치를 파악하면
서 전통 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에 기초가 되도록 한다.

식품가공 및 저장 (3-3-0)

식품의 저장원리와 방법, 일반식품의 가공방법 
및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가공 및 저장방법
을 실습을 통하여 익혀, 중등과정의 효율적인 식
품관리와 식품의 보존에 대한 이론적 토대 및 실
습지도 능력을 익힌다.

패션마케팅 (3-3-0)

최근에는 패션산업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패션상품에 대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강조됨에 
따라 의류상품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비
자로서 마케팅의 역할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목표로 하고, 패션산업과 마케팅, 마케팅 환
경과 소비자 시장, 구매자 의사결정과정, 구매행
동, 제품 설계와 계획, 제품의 가격, 유통, 마케팅
과 사회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모교육 및 실습 (3-3-0)

자년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정보를 학습
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습한다.

소비자교육 및 상담 (3-3-0)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소비자 유형에 따른 소
비자 교육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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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함과 동시에 소비자법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에 근거한 구제방안 모색 및 상담자로서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다.

피복환경학  (3-3-0)

피복과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학습한다. 
현대는 다양한 피복소재가 개발되어 소재의 성질

이나 형태가 복잡할 뿐 아니라 의복 또한 무수히 
다양화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피복이란 가장 
가까운 환경이며,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피복과 환경과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학습하여 보다 건강한 인체를 보존하는데 있다. 
중학교 교과내용 중 우리들의 옷차림과 옷입기에 
대한 교사로서의 바른 지도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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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행정․부동산학과군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군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사회․문화인류학과군

심리학과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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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학과군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Real Estate)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자유지향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211053 경제학개론(Introduction to Economics) 전공기본,C 3-3-0

2-1

전필 211049 연구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전공기본 3-3-0

전선
211005

211018

211006

211031

조직관리론(Public Organization and Management)

인사행정론(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재무행정론(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정책학개론(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전공기본,C

전공기본
전공기본,C

전공기본,C

3-3-0

3-3-0

3-3-0

3-3-0

부필
부필
부필
부필

2-2 전선

211054

211048

211026

211030

211014

211007

행정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보체계론(Public Manage Information System)

지방행정론(Local Public Administration)

재정이론(Public Finance)

헌법(Constitutional Law)

민법총칙(General Theories in Civil Law)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B

B

B

3-3-0

3-3-0

3-3-0

3-3-0

3-3-0

3-3-0

3-1 전선

211025

211019

211050

211052

211045

211021

211999

기획행정론(Public Administration Planning) 

행정철학(Public Administration Philosophy)

정부회계학(Government Accounting)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 ⓔ-Government)

구미행정원서특강(Europe and America Adm. 

Original Special Lecture)

행정법총론(General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rⅠ)

B

A+C

B

A

A+B

B

A+B

3-3-0

3-3-0

3-3-0

3-3-0

3-3-0

3-3-0

1-0-2

3-2 전선

211041

211047

211055

211023

211013

211042

211999

정책분석론(Public Policy Analysis)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공기업혁신론(Reinventing Public enterprise)

공공관계론(Public Relations)

관료제도론(Public Bureaucracy)

전공세미나Ⅱ(Tutorial Seminar Ⅱ)

B+C

B+C

B

B

B

B

A+B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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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자유지향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211056 논문지도Ⅰ(Theses Writing Ⅰ) A+B 1-0-2

전선

211057

211034

211043

211058

211036

211051

한국정부론(Korean Government)

도시행정론(Urban Administration)

지방재정경영론(Local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행정개혁론(Administrative Reformation)

복지행정론(Welfare Administration)

정책평가론(Public Policy Evaluation)

A

A+B

B

B

A

B+C

3-3-0

3-3-0

3-3-0

3-3-0

3-3-0

3-3-0

4-2

전필 211059 논문지도Ⅱ(Theses Writing Ⅱ) A+B 1-0-2

전선

211060

211061

211046

211062

211063

행정사례연구(Cas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과시민사회(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l 

Society)

정부간관계론(Intergovernmental Relation)

사무관리론(Management of Public Affairs)

과학기술정책론(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C

A+B

B

B

B+C

2-2-0

3-3-0

3-3-0

3-3-0

3-3-0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00127 민법총칙 법학부(대학별교양)

1) 행정학과 교육목표

• 행정학과의 교육목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대
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요구에 발맞춰서 미래 학문 및 현장 지향형 행정전문가의 육성
과 개발에 있다.

• 미래 지식사회에서의 전문행정인력의 육성 및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실용적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일차적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 능력과 적성, 그리고 장래 희망 취업 진로 등의 다양성
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학업 능률화를 최대한 꾀하
고, 이차적으로 학생 본인이 희망하고 산업현장 인력수요 요구에도 동시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꾀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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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학과 트랙별 중핵교육과정 개발

(1) 학생진로분석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
  • 졸업생 취업현황
  • 진로별 학생요구(needs) 분석 및 학생이 바라는 교과과정
  • 정부/기업/기타 등이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

(2) 트랙별 중핵교육과정 개발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학문지향유형 트랙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 중시 전공운영(국․내외 대학원 진학 등)
  • 어학교육 및 연구과제 참여 확대, 학부생 연구 조교
  • 전공기본 + 전공심화(학문지향중심) + 대학원 연계강좌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① 공무원준비트랙: 공무원 등 공공기관 시험준비, 행정전문가 지향형
    • 각종 고시준비 등 공무원 시험 중심 준비 트랙
    • 공기업 및 언론기관 등 공공기관 시험 준비
    • 학문지향형 + 행정전문가 지향형
    • 전공기본 + 전공심화(학문지향중심) + 공무원 고시준비과목
  ② 일반취업트랙: 산업체 및 현장지향형
    • 사회․경제적 요구 및 취업 중시 전공운영
    • 행정학분야 정책분석평가사, 조사분석사, 행정관리사 등 자격증 준비
    • 사무자동화는 정보화시대에 행정관리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  

      세서 및 사무자동화 자격증 준비
    • 민간기업 등 기업체 취업준비
    • 전공기본 + 전공심화(학문지향중심) + 산관협력강좌(자격증 및 취업대비)

 ▶ C트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개설
  ① 복수전공 인정
    • 복수전공: 행정학사 인정
    • 이수시기: 2학년 이상 수료한자 이수
    • 이수학점: 행정학과 교육과정에서 최소전공 36학점(행정학개론, 전공필수 5학점, 전

공선택 31학점) 이상 이수자에게 복수학위 인정
   ② 부전공 표시
    • 부전공: 졸업증서 행정학 부전공 표시
    • 이수시기: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이수 
    • 이수학점: 행정학과 교육과정에서 부전공 21학점(행정학개론, 전공필수 12학점)이

상 이수자에게 부전공 인정 
  ③ 연계전공 인정
    • 연계전공: ‘환경관리과정’개설(환경과학과, 행정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지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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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학전공, 철학과, 법학부, 일반사회교육과)
    • 이수시기: 2학년 이상 수료한자 이수
    • 이수학점: 환경관리전공 교육과정에서 36학점(필수 12학점, 사회과학과 한경과학 

영역에서 11학점 이상 이수) 이상 이수자에게 연계전공 인정 

(3) 진로별 트랙교과과정 개발
  ① 행정학과 진로/트랙별 교과과정 차별화 전략

과정 
진로 

진로/트랙별 교과과정

대학원진학트랙(A)
현장전문가트랙(B)

C트랙(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공무원

준비트랙
일반

취업트랙
대학원진학 ●
공공기관 ●

민간기업체, 기타(언론기관 등) ● ● ●

  ② 행정학과 트랙과정별 특성 ․ 차별화 교육목표
         교육목표

트랙별 교과과정 전공집중교육 전공문제해결교육 실무중심교육
(전공+외국어+컴퓨터)

전공․기초(교양․
독서)중심교육

대학원진학트랙(A) ● ●

현장전문가트
랙(B)

공무원
준비트랙 ● ● ●일반취업

트랙
C트랙(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

  ③ 행정학과 교육목표 중심 교육과정
교육목표

교육과정 전공지식 전공문제해결 전공실무 전공외국어 전공컴퓨터 학습능력향상

전공 및 
실습

전공기초과목 ● ● ●
전공심화과목 ● ● ● ●
전공실무과목
(인턴십 포함) ● ● ● ●
전공세미나 ● ●

교양 독서인증 ● ●
인성함양과목 ● ●

영어 TOEFL 강좌 ● ●
TOEIC 강좌 ● ●

컴퓨터 컴퓨터강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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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학과 품질보증방안
  ① 졸업기준 강화: 논문지도과목의 필수 지정  
   - 4학년 1, 2학기 논문지도의 학점제(1-0-2) 도입 
  ② 자격증취득 지도 강화: 1인 1자격증 취득
   - 정책분석평가사, 조사분석사, 행정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③ 졸업인증제 지도 강화: 1인 2분야 졸업인증 지도
   - 영어, 컴퓨터, 독서 등

▶ 행정학과 교과목개요와 교육목표(교육내용)

경제학개론 (3-3-0)

• 행정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경제학의 
기초적 지식을 함양한다.

•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
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이 원리가 현실사
회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공부하는 
경제학의 입문과목이다.

연구조사방법론 (3-3-0)

• 연구조사방법론 과목은 사회현상을 신뢰할만
하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탐구 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의 기본 개념 및 원리, 기
술을 습득한다.

• 대학의 학습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
는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를 비판적인 안목으
로 읽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기초적인 과목이다. 

• 주요 내용은 크게 사회과학자들이 사회현상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다양
한 조사방법), 그 자료수집이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것인지(조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나
아가서 사회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지
에(이론구축) 대한 것으로 구성된다. 

조직관리론 (3-3-0)

• 조직의 관리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조직이론의 발달사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본

다.
• 조직의 유형과 구조 및 조직을 보는 시각을 

이해한다.
•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차원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차원의 내용들을 
분석해 본다.

•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전체차원의 내용
들을 이해한다.

• 공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
와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
한다.

• 공익의 추구와 인간 행동 간의 상호관계를 밝
혀주는 이론과 방법을  탐색한다.

인사행정론 (3-3-0)

• 유능한 인력 확보와 이의 효율적 활용은 모든 
조직의 핵심적 요소이다. 

• 본 강좌는 국가발전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사기의 제고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체
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재무행정론 (3-3-0)

• 재무행정의 학문적 위상과 연구경향 및 연구
방법론을 소개한다.

• 정부예산의 이론적 모형과 전반적 과정을 이
해한다.

• 예산사례와 교훈을 통한 예산제도개혁을 체계
적으로 검토한다.

• 정부예산과 공공정책의 상호관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화시대와 연관하여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도록 한다. 

• 최근 선진국들의 예산개혁 사례을 토대로 하
여, 한국적 예산개혁의 방향과 제도화를 탐색
하도록 한다.

• 정부예산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강자
의 적극적․자발적 학습태도를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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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3-3-0)

• 정책학은 정책과정과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수집과 해석에 관한 학문
이다. 

• 정책은 협의의 개념으로 정책과정만을 가리켜 
말한다. 즉 사회적 이슈→공중의제→정책결정
→정책집행→정책평가 과정을 연구의 대상으
로 삼는다.

행정계량분석 (3-3-0)

• 본 과목의 교육목표는 행정현상에 대한 통계
적 분석능력의 배양에 있다. 강의는 실전위주
의 교육, 많은 연습을 요구하며, 복잡한 통계
수식의 이해보다는 그 응용에 초점을 둔다.

• 이 과목은 행정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지식을 산출해내는 통계 분석
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 본 과목을 통한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통계학에 관한 지식, 사
회조사방법에 관한 이해, SAS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패키지 활용능력을 갖추는데 초점
을 둔다. 

• 본 강의는 우선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초통계학에 관한 소개 및 통계 프로
그램의 활용을 통한 실습 등에 초점을 두고, 
강의와 학생들의 연구발표가 병행된다.

정보체계론 (3-3-0)

• 이 과목은 국가의 정보정책과 특히 전자정부
화 추진에 관한 기초이론 및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국가의 정보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안목
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 주요 내용은 정보화와 정보사회에 대한 일반
적 이해, 정보사회와 정보정책론,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론,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터넷 등에 
강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방행정론 (3-3-0)

• 지방행정은 지방행정의 전반적 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게 강원
도 행정에 대해 특히 강원도 지역경제발전에 
치중해서 구체적으로 토의해 가고자 한다. 

• 장차 Internship제도 활성화가 예상되는 시대이

기에 지방행정 실무 고찰도 시도한다.

재정이론 (3-3-0)

• 경제주체간의 자원배분과 관련한 정부의 전반
적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 정부개입의 당위성(시장실패의 치유)과 정부실
패(또는 정책실패)에 대하여 폭 넓은 식을 습
득하도록 한다. 

•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의 이론 및 적정규모
결정에 대하여 논의 및 이해하도록 한다.

• 공공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의 이론 및 실제를 탐구한다.

• 분배적 정의의 기준과 재분배를 추구하기 위
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검토한다.

• 조세의 기초이론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재정정책의 목표와 그 내용을 이
해하도록 한다. 

• 정부재정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강
자의 적극적 ‧ 자발적 학습태도를 함양한다. 

헌법 (3-3-0)

• 이 과목은 헌법의 본질과 헌법의 기본원리 그
리고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일반이론에 관
한 강의를 통하여 국가생활에서 헌법이 가지는 
의미와 국가공동체에서 개인과  가권력(공권
력)의 관계, 개인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 헌법현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가권력작용의 
한계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능력을  양하
는 데 있다.

민법총칙 (3-3-0)

• 민법총칙은 물권법ㆍ채권법ㆍ가족법의 전반에 
걸친 통칙규정으로서 널리 사법의 일반규정으
로 이해됨으로 기초개념과 원칙, 중요한 규정
과 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기획행정론                        (3-3-0)

• 국가의 활동목표와 가치를 사회목표 체계에 
입각해서 설계, 집행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에 
관련된 이론, 지식, 기술, 접근방법 등을 중심
으로 조사, 연구한다. 

행정철학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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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를 이해한다.

• 행정철학의 논리적 체계를 이해한다.
• 철학의 이론보다는 철학적 사유 혹은 반성적 

사유를 훈련한다.
• 공공성, 봉사, 관리, 감시권력 등의 개념에 비

추어 행정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 과학적 사유의 방식과 철학적 사유의 방식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한다.
• 정의, 공익, 규범, 가치 등의 차원에서 윤리적

으로 바람직한 행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 행정이라는 공간에서 인간의 의미를 반성적으

로 고찰한다.

정부회계학                        (3-3-0)

• 정부회계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기초적 이해
를 제고시킨다.

• 예산과정과 정부회계과정의 연계의 의미와 내
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기업회계의 이해와 더불어 정부회계의 순환과
정을 검토한다.

• 현금주의회계와 방생주의회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설명한다.

• 정부회계의 실제를 알아보고, 사례를 통하여 
각종 재무제표(또는 통합재정보고서)를  성해 
보도록 한다.

• 정부회계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강
자의 적극적․자발적 학습태도를 함양한다. 

전자정부론 (3-3-0)

•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기에 
국가의 정보정책과 특히 전자정부화 추진에 
관한 기초이론 및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국
가의 정보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안목과 이해
를 높이는데 있다.  

• 주요 내용은 정보화와 정보사화에 대한 일반
적 이해, 정보사회와 정보정책론, 정보사회와 
전자정부론,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터넷 등에 
강의의 초점을 두고자 하며, 본 과목을 통해 
정보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전자정부추
진에 관한 소개 및 정책사례석에 초점을 두
고, 강의와 학생들의 연구발표를 병행한다.

구미행정원서특강 (3-3-0)

• 본 과목은 영서를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하며,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각종 
원서를 배움으로써 학문적인 기초를 닦고자 
하는데 그 역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행정이론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인 입장에서 
권력, 시장 그리고 행정에 대한 내용을 요 관
점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
로 하여 행정학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을 공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법총론 (3-3-0)

• 행정법총론은 행정, 입법, 사법의 구별을 비롯
하여 법칙행정의 원리와 권력관계 등  의 대
상되는 각종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점
적으로 강의한다.

전공세미나Ⅰ (1-0-2)

• 본 과목은 폭넓은 행정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와 학생들이 더욱 친
한 인간미 넘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방식과 근본적인 다른 접근을 한
다.

• 중앙 혹은 지방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초빙
특강, 각계 졸업생 들과의 대화유도, 중앙행정
기관, 지방의회 혹은 지역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교육 중심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분석론 (3-3-0)

• 공공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한
다. 

• 공공정책의 수행 중이나 수행 후의 결과에 대
한 평가 기법에 대한 소개와 컴퓨터 기법을 
이용한 정책의 정량적 기법을 다룬다.

환경행정론 (3-3-0)

• 환경행정론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시
각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사회에서 제기고 있
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보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일차
적인 목적이 있다. 

• 우선 환경문제의 본질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과 환경정책 및 기획을 탐색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환경관련 조직의 설계를 탐
구하고, 셋째로는 환경관련조직 구성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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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관리를 모색한다. 넷째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다섯째로는 그 밖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보는 분야도 포함하여 
인접학문과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
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조직행동론 (3-3-0)

• 조직을 인간의 행동이라는 시각에서 인지한다.
• 조직의 행동을 개인차원의 행동과 연결시켜 보

고, 개인행동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석적 
시각에서 탐색해 본다.

• 조직내 집단차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보고, 
집단행동의 핵심적 내용들을 이해한다.

• 조직 전체적 입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 내
용과 그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 조직발전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변화를 논의해 
본다.

• 조직문화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드러내는 행
동원리와 환경과의 상호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속에서 
행정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전문직으로서
의 행정인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 조직과 관련된 인간 행동의 상호관계를 밝혀
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

공기업혁신론 (3-3-0)

•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목적과 경제발전 기여
에 대하여 검토한다.

• 공기업운영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문제에 
대하여 논의 및 탐색한다.

• 공기업의 이론(경영, 통제, 평가, 민영화 등)에 
대하여 체계적 검토를 한다.

• 공기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공기업의 경영혁신, 민영화, 그리고 경영합리
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공기업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강자
의 적극적 ‧ 자발적 학습태도를 함양한다. 

공공관계론 (3-3-0)

• 현대는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기업, 군조직, 각종 사회단체, 정부 등 
모든 조직은 의미있는 공중의 상호이해와 협

조없이는 유지․발전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PR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의 효율적인 활
용은 매우 중요하다. 

• 강좌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제이론을 고찰한 
후에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체, 수용자, 매체와 
메시지,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관료제도론                        (3-3-0)

• 관료제의 기원과 이념형을 이해한다.
• 관료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한다.
•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 관료제적 현상의 전사회적 확산의 경향을 이

해한다.
•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들을 검토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배양과 발표능력 향상 
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그룹별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상호협력하
고 이해하면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을 
기르고, 연구결과발표회 등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졸업후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준
비과정이다.

논문지도Ⅰ (1-0-2)

• 행정과 관련된 글감을 구상하고 주제화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설문, 컬럼, 서평, 논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
의 형식들을 이해한다.

• 특히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익힌다.

• 자료조사, 자료정리, 글쓰기, 인용, 각주, 참고문
헌 정리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익힌다.

•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이해
한다.

• 결과물로서 행정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다.  

한국정부론 (3-3-0)

• 한국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특
성과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 한국정부의 조직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서 검
토한다.

• 한국정부의 정책형성, 집행 및 평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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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행정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검토
한다.

•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들을 모색
한다.

도시행정론 (3-3-0)

•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국가를 다스린
다”는 Gerald Breese의 말은 도시행정(학)의 중
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본 강좌는 도시화 과정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폭넓게 고찰한 후 이러한 문제들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경영론 (3-3-0)

• 경제주체간의 자원배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의 전반적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지방공공재의 이론 
및 적정규모결정에 대하여 논의 및 이해하도
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하
여 체계적 이해를 도모한다.

• 정부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용과 개선책을 검토한
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방법(재정분석과 재
정진단)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재
정경영에 대하여 검토한다.  

• 지방재정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수강
자의 적극적 ‧ 자발적 학습태도를 함양한다. 

행정개혁론 (3-3-0)

• 가치로서 혹은 실천적 행위로서 행정개혁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 행정개혁의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을 검토한다.
• 각국의 행정개혁사례들과 한국의 행정개혁 사

례들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논리를 모색한다.

복지행정론 (3-3-0)

• 복지 탄생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의 고찰, 복지
정책과 행정의 제반 관계 그리고 복지의 구체
적 방법들을 통해 현시대의 복지 상태를 고찰

하고 21세기를 전망하여 복지의 새로운 위치
를 행정의 차원에서 정립 진전시키는 측면 사
례연구 중심으로 고찰한다.

정책평가론 (3-3-0)

• 이 과목에서는 정책 및 평가 과정에 관한 일
반 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
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
로 정책 집행 모형을 통해 정책의 성공과 실
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보고서의 작성 등
을 다룬다. 

논문지도Ⅱ (1-0-2)

• 행정과 관련된 글감을 구상하고 주제화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설문, 컬럼, 서평, 논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
의 형식들을 이해한다.

• 특히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집중적
으로 익힌다.

• 자료조사, 자료정리, 글쓰기, 인용, 각주, 참고
문헌 정리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익힌
다.

•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이해
한다.

• 결과물로서 행정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다.  

행정사례연구 (2-2-0)

• 이 과목은 행정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방
법의 하나로 사례연구에 관해 강의함으로써 
행정현장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본 과목을 통한 실질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특히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의 동원능
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과 시민사회                   (3-3-0)

• 고객이나 소비자로서의 시민을 초월하는 주권
자로서의 시민개념을 이해한다.

•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역사적인 과
정을 추적한다.

•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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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으로 검토한다.
•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변화된 

과정을 검토한다.
• 행정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방식을 모색

한다.

정부간관계론 (3-3-0)

• 경제성장과 분배증대를 위한 2000년대 지역개
발정책의 문제와 대책을 정치경제이론과 정부
간 관계에 근거해 세계적 측면에서 비교ㆍ고
찰한다.

사무관리론 (3-3-0)

• 행정사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기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익히게 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사무관리를 기능적인 면에서 파
악한다면 그것은 조직목적의 달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가공․저장하고 또한 
활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 정보화시회에서의 사무관리는 행정정보관리라
고 보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기능적인 이해에 
기초를 둔 것이다. 행정정보관리는 행정정보

의 수집․처리․전달․이용이라는 광의의 정
보처리활동을 통해 행정활동, 특히 관리활동
의 수행을 정보제공이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즉 정보관리는 정보의 생산과 수집에
서 검색 및 제공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내
용이 다뤄질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정보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책론 (3-3-0)

• 본 과목은 최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향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사회 전 분야로 파급되고 있어 국가 
정책적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정부 과학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이론을 소개하고 이해를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 본 과목은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성격 및 일
반적인 기술혁신이론을 소개하고, 국가혁신체
제와 지역혁신체제, 연구기획평가시스템, 미국, 
일본, 유럽 각 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정책추진체제 및 주요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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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Department of Real Estat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212038

212058
212040

부동산사법 (Private Law of Real Estate)
부동산경제학Ⅰ(Real Estate EconomicsⅠ)
부동산경영학 (Real Estate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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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선

212059
212060
212041
212012
212061
212043

부동산경제학Ⅱ (Real Estate EconomicsⅡ)
부동산공법Ⅰ (Public Laws of Real EstateⅠ)
부동산입지론 (Real Estate's location)
부동산중개론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개발론 (Theory of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공간계획론 (Space Planning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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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212062
212017
212036
212009
212024
212051

부동산공법Ⅱ (Public Laws of Real EstateⅡ)
부동산세제 (Real Estate Taxation)
부동산금융론 (Real Estate Finance)
감정평가이론 (Theory of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관리론 (Real Estate Management)
개발부지 계획기법 (Sit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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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12007
212063
212018
212005
212027
212015

부동산회계학 (Real Estate Accounting)
부동산시장 분석론 (Market Analysis of Real Estate)
감정평가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Appraisal)
도시계획 (Urban Planning)
부동산컨설팅 (Real Estate Consulting)
지적학 (Cadast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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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12021
212050
212049
212025
212014
212022

부동산투자론 (Real Estate Investment)
공동주택관리론 (Management of Apartments) 
부동산사업기획 (Planning of Real Estate Business)
토지정책 (Land Policy)
부동산마케팅 (Real Estate Marketing)
지적측량 및 실습 (Cadastral Survey ＆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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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12042
212028
212064
212065
212066

부동산공시론 (Real Estate Register)
주택정책 (Housing Policy)
부동산정보론 (Theory of Real Estate Information)
부동산실무특강 (Topic in Real Estate )
부동산개발사례연구 (Study of Developmen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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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12056

212067
212055
212057

권리분석․권원보험 (Examination of Title & 
Insurance)
부동산현장실습 (Practice of Real Estate)
도시개발 (Urban Development)
풍수지리학 (Principle of Feng Shui)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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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교육목표

부동산학과는 인간과 부동산 활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동산학의 이론형성과 건전한 부동산
업의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
동산활동은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고급
교육과정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 투자활동에서 
경제성, 안정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부동산학
이 추구하는 이념하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
는 토지개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동산투
자활동, 합리적 가격결정방법과 공익을 위한 부
동산정책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산학연
계를 통한 실습과정과 부동산투자사업의 계량적 
분석방법, 정보활용방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부동산시장의 전문가를 
교육시킨다. 

▶ 교과목 개요와 교육목표

부동산사법 (3-3-0)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 반하여 민법총칙 및 
물권법을 중심으로 한 강좌이다.

즉 민법총칙 편에서는 법적 사고주의의 기초로
서 권리주체, 객체 및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 법사고 체계와 법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
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돕고, 물권법 편에서는 물
권에 관한 권리변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적관계
를 이해하게 하여 부동산실무에 있어서의 기초능
력을 배양한다.

부동산경제학Ⅰ,Ⅱ (3-3-0)

부동산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
문이다. 경제문제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이며 부동
산을 통하여 인간은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된다. 부동산문제의 경제적 특
성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부동산의 효
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대
상으로 하고 부동산시장과 정부와의 관계도 살펴
볼 기회를 갖는다.

부동산경영학 (3-3-0)

오늘날 부동산과 관련된 조직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경영과 관
련하여 먼저 기업경영과 관련된 개념들을 학습하
고, 다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들을 학습하
고, 부동산과 관련된 경영의 각론적 이해를 도모
하고자 한다.

부동산공법Ⅰ,Ⅱ (3-3-0)

토지는 자연적인 산물이지만 그 특성상 사회성
과 공공성이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소유
권에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
법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와 관련된 공법
적 규제가 구체적으로 망라된 법률이 연구의 주
된 대상이다. 개별적인 토지관련법규의 목적과 내
용을 익힘과 동시에 이들 개별법률간의 관계와 
정책적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그 중 부동산공법Ⅰ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는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법리, 
토지의 소유에 관한 법리, 토지이용에 관한 법리 
등을 강의하고 부동산공법 II에서는 우리 생활 주
변에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관계법규들을 
해설 중심으로 강의한다.

부동산입지론 (3-3-0)

부동산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
가 다르게 나타나고 가격도 다르게 나타난다. 본 
과목은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토지이용의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위
치하는 것이 유리한가 하는 이론과 기술을 배우
게 된다. 따라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의 입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부동산중개론 (3-3-0)

부동산의 중개와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법규
에 관하여 학습하는 과목이다. 마케팅에 기초한 
영업기법이 논의되며 리스팅, 매매당사자와의 협
상, 계약서 작성, 관련된 등기․등록․세무문제 
등과 더불어 부동산중개업법, 민법상의 계약 관련
규정,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등의 문제가 다루어
진다. 또한 부동산시장 유형에 따른 중개기술과 
중개업경영기법을 강의한다.

부동산마케팅 (3-3-0)

소비자 지향적인 부동산업경영을 연구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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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다. 이를 위하여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믹스 개념을 기초로 고객이 원하는 부동산 
내지는 관련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편리한 방법
으로 원하는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만족
하도록 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부동산공간계획론 (3-3-0)

현행 토지이용과 개발 및 개발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위한 물리적 요인들을 숙지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시민들의 생활을 자유롭고 편하게 하고 공간이용
에 있어 형평성 및 경제성을 높여 건전한 도시발
전이 되도록 공간이용의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서 공간이용계획 수립시의 이
론적 배경과 각종 법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등 
다양한 기법과 지식을 소개한다.

부동산세제 (3-3-0)

부동산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과목으로 부동산
세제의 기초이론과 과세방법 및 절차에 이어 각
론으로 부동산보유에 관한 과세, 부동산거래에 관
한 과세, 부동산이용에 관한 과세 등을 강의한다. 
부동산세제는 국세인 경우도 많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 부동산관련세이므로 지방세에 관하여도 
심도있게 다루게 된다.

부동산금융론 (3-3-0)

부동산금융의 수단, 기법, 기관 등에 관하여 논
의한다. 즉, 부동산금융자금의 원천, 모게지에 대
한 위험 분석과 더불어 특히, 상업용 리스를 포함
한 주거용․공업용․상업용 부동산 금융에 관한 
전통적인 수단과 절차에 교육의 역점을 두게 된
다.

감정평가이론 (3-3-0)

부동산은 그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론과 상이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부동산의 경제적․사회적․행정적 이용
가치를 분석, 판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객관적이
고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초 원리들을 익히기 
위한 과목이다.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을 바탕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감정평가 3방식

과 오늘날 새로이 요구되는 각종 통계기법을 이
용한 평가기법 등을 부동산종류에 따른 물건별로 
다룬다.

부동산관리론 (3-3-0)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
하여 행하는 일련의 관리과정을 논의한다. 부동산
관리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의 취득, 보수 및 유지
관리, 보험, 예산, 금융, 회계 등의 활동이다. 수익
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개발부지계획기법 (3-3-0)

개발대상사례부지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
서 시장분석 및 관련법규, 건축계획 및 조세, 금융 
등을 검토하고 개발사례부지의 최유효이용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부동산회계학 (3-3-0)

사업내용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기준에 의
거 기술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은 물론 다양한 기업정보를 획
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다. 일반적
인 회계원리와 더불어 이들 원리를 부동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기법을 다루게 된다.

부동산시장분석론 (3-3-0)

이 과목은 투자, 개발, 또는 관리대상으로서의 
부동산과 그 시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문제 등을 
연구한다. 주요 항목은 부동산의 수급분석, 경기
변동, 정부 및 환경문제, 도시 및 지역경제, 시장
의 역할과 참여자, 조세, 법률 등으로서 의사결정
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감정평가실무 (3-3-0)

감정평가이론에서 배운 기본적인 이론에 근거
하여 이 과목에서는 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실제 물건의 평가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실무에 이용할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검토
하며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실무상의 고려사항
을 검토한다.

도시계획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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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 인간정주환경의 창조와 정비를 기본명
제로 하여 도시 및 계획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상
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즉 도시영역에서 공간을 대상
으로 하여 그 공간의 기능적 또는 활동상의 체계
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 학습에 더하여 구체적인 
계획기법이 필요한 바, 계획에는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계획을 포함한다.

지적학 (3-3-0)

토지행정의 기본인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
권보호를 위해 지적학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지
적제도의 발달, 지적과 관련된 법령, 토지의 등록
과 관리의 제반 절차, 그리고 외국제도와의 비교 
등이 학습의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투자론 (3-3-0)

과학적인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기초이론과 투
자를 통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기법이 소
개된다. 즉,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상호 비교하면
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화폐의 현재가치 계
산방법과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의 기준을 살펴
본 후 포트폴리오 이론을 논의하게 된다. 이들은 
확률모형에 근거를 두며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M)에서 종합된다. 동시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조달에 관하여도 논의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도 살펴본다.

공동주택관리론 (3-3-0)

주택보급율 100%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주택
분야도 건설에서 관리의 중요성으로 관심이 변화
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고층아파트의 유지관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
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주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의 설계, 건축, 하자, 유지
관리,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고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주택관리의 이론적 접근과 실무의 각 분야를 강
의한다.

부동산사업기획 (3-3-0)

부동산사업의 실행을 위한 도시분석, 지역분석, 

부지분석의 실행방법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사
업기획안의 작성, 사업수지의 계산,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개발방식에 따른 사업성검토 등을 중점
적으로 강의함.

토지정책 (3-3-0)

정책학의 기본논리를 토지문제에 접목시켜 기
본적 이론을 강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토지
관,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의 문제, 지가상승의 문
제, 토지투기문제, 기업소유토지의 문제와 해결책 
등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토지정책의 다양한 수
단과 그 효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과 
규제, 각국의 토지정책 비교, 국토종합개발계획,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조세제도 등이다.

지적측량 및 실습 (3-2-3)

토지와 관련된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 측량은 
대상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확
한 측량점을 찾아내어 각 지점의 길이와 방향, 등
고선 등을 도면에 옮기는 기법을 다루게 된다. 동
시에 측량기기의 종류와 이용방법 및 대상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등도 익히게 된다.

또한 측량기법을 기본으로 이를 응용하여 지적
공부의 작성에 필요한 지적측량기법을 익히는 과
정도 포함된다. 

부동산공시론 (3-3-0)

부동산공시론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제도가 있는데, 본 과목
은 지적제도에 의한 토지의 형상 및 현황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그 내용을 등기라는 공시
방법에 의하여 권리가 보존되는 이론과 기술을 
다루게 된다.

부동산컨설팅 (3-3-0)

최근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최유효이용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부동
산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고 부동산업의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부동산컨
설팅 업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
고를 위하여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사업구성의 
입안에서부터 개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내외적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성을 진단하는 이론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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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습득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주택정책 (3-3-0)

인구와 세대수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야기된 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과목이다. 주택 및 주택문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건
축적, 주택 행정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물적 방법
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들을 소개
하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시장, 주택금융, 임
대주택제도, 노인주택, 각 국의 주택정책 등에 대
해 다룬다. 

부동산정보론 (3-3-0)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필수적 과제이다. 토지정보관리는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완전경쟁시장의 전제조건이
고, 거래 및 권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정보사회 적응을 위한 마인드제
고와 토지의 개발과 이용, 개인 및 기업의 부동산
활동과 관련한 정보체계의 관리유형과 DB개발, 
종합토지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의한다.

부동산실무특강 (3-3-0)

부동산과 관련하는 각계각층의 현장실무자의 
경험적 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한 시장적응 훈련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강의한다.

부동산개발사례연구 (3-3-0)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내
용들을 현재 개발현장사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연구한다.

권리분석․권원보험 (3-3-0)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에 대
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우리나라 부

동산등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 별도로 권원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등기부기재사실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제
도를 말한다. 권원보험제도의 도입과 해당 상품의 
판매는 비록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일지라도 외국
계 기업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과 더불어 국내 등기제도에 대한 
공신력 인정에 대한 필요성 또한 사회적으로 충
분히 대두되고 있다. 이에 권원분석에 대한 이해
와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의한다.

부동산현장실습 (3-2-2)

본 과목은 지금까지 이수한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응용과목이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레
저시설개발, 주상복합건물개발, 실버시설개발 등
을 계획에서부터 분양까지 다루게 된다. 따라서 
강의 중심이 아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시개발 (3-3-0)

공간을 기초로 도시개발이론과 기법을 다루는 
과목이다.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
하고 편리하게 살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공간을 배치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즉, 도시개발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가의 실제적 상황을 훈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부동산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의 관계, 도시개발 관련법제, 도
시개발사업의 실제와 채산성 및 자금조달 등을 
케이스식으로 강의한다.

풍수지리학 (3-3-0)

風水는 땅을 의지하고 살던 옛 선인들이 보다 
더 좋은 곳 <吉地, 明堂>을 찾고자하는 노력과 
슬기가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 발전하였다. 때문에 
풍수의 목적은 땅 속의 生氣가 가장 충만한 곳이 
眞穴이 되고, 이 진혈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강
의의 방향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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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 신문방송학과군

(Division of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213002 국제정치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3-3-0

2-1 전선

213040
213041
213003
213009
213042
213043

정치와 문화(Politics and Culture)
외교사의 이해(Understanding of History of Diplomacy)
서양정치사상사(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비교정치론(Comparative Politics)
현대미국정치(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현대한국정치의 이해(Contemporary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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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213036
213014
213044
213045
213046
213047

국제관계이론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동양정치사상사(History of Oriental Political Thoughts)
정당 ․ 의회 ․ 선거(Political Party․Parliament․Election)
현대유럽정치의 이해(Contemporary European Politics) 
NGO와 민주주의(NGOs and Democracy)
북한체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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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13017
213035
213048
213049
213050
213020

미국외교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한국외교사(History of Korean Diplomacy)
환경과 시민사회(Environment and Civil Society)
정치학조사방법(Methodology of Political Survey)
정보화시대의 정치(Politics of the Information Era)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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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13022
213051
213023
213052

213053
213054

한국외교정책(Korean Foreign Policy)
21세기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of the 21th Century)
한국정치사상사(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정치발전과 사회변동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공공정책과정치경제(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현대일본정치(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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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13055
213056
213057
213058
213061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러시아정치와 CIS(Politics of Russia and CIS)
제3세계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the Third World)
지방자치와 강원지역연구(Local Politics and Gangwon Studies)
졸업논문지도(Thesis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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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13038
213024
213059
213060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
현대정치사상(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국가와 사회(State and Society)
여성과 정치(Gender Politics)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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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학과 교육목표

- 정치학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인식 및 연구역량을 
배양한다 

- 창조적 탐구능력과 민주적 비판의식을 
함양한다.  

- 실천적 참여능력을 갖춘 지식인 및 지
역지도자를 양성한다.

-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요구하
는 창조적 전문가로서 성장한다. 

 정치외교학과의 전공 교육은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 4개의 핵
심 분야를 전공한 전임 교수 6명의 강의 
및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사상 분야는 한국정치사상, 동양정
치사상, 서양정치사상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상사적 흐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정
치현상 이해를 위한 지적 토양 형성에 주
력한다. 

 비교정치 분야는 세계 각국의 정치체제
와 정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교하여 
일반적, 개별적 정치현상 및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중국, 동남아, 러시
아, 일본, 한국 등의 전문가가 각 지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연
구 인력을 키우는데 전념한다.

 국제정치 분야는 정치적, 경제적 상호갈
등과 상호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
제관계의 본질적 성격과 각국의 대외정책
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구하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한국정치 분야에서는 정치사, 정치체제, 
정치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이
해를 추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 전공교과목 개요 및 교육목표

국제정치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3-3-0) 

국제정치 및 안보, 국제정치경제, 외교정책 등 
국제정치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영역 및 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검토하고, 세계화
의 새로운 국제 환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치와문화(Politics and Culture) (3-3-0)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문화의 상호작
용 및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화 
다양성 확립을 위한 정치적 노력 및 다양한 문화
의 공존을 통한 사회발전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외교사의이해(Understanding of History of 

Diplomacy) (3-3-0) 

국제질서의 변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외교적 사건들과, 세계 각국과 민족의 운명에 영
향을 미친 중요한 정치적 현상들을 역사적 맥락
에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양정치사상사(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s) (3-3-0)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를 거쳐 중세 및 근대
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사상의 형성과 발전을 
사상가 중심으로 개관하고, 주요 사상가들의 저작
에 대한 원전 중심의 강의 및 이해를 지향한다. 

비교정치론(Comparative Politics) (3-3-0) 

비교정치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 방법론, 연
구 영역, 연구동향 등을 설명하고,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정치학의 실제 연구대상이 되는 정
치현상들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대 미국정치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3-3-0)  

미국정치의 역사, 문화적 배경, 제도 및 구조, 
정치과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경험적으
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Contemporary Korean 

Politics) (3-3-0)

해방 이후 현대 한국정치의 변화 과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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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분단, 산업화, 권위주
의 체제, 민주화 과정, 그리고 그 이후 오늘에 이
르기까지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총체
적으로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탐구하는데 목표를 
둔다.

국제관계이론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0)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의 기본 가
정, 핵심 주장 등에 대한  체계적 고찰 뿐만 아니
라,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양정치사상사(History of Oriental Political 

Thoughts) (3-3-0)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정치사상 만
이 아니라 다양한 동양사회의 사상의 흐름을 통
해 동양정치사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당․의회․선거(Political Party․Parliament 

․Election) (3-3-0)

현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에 관건이 되는 의회, 정당, 
그리고 선거를 중심으로 다룬다. 

현대 유럽정치의 이해(Contemporary

European Politics) (3-3-0) 

현대 유럽정치의 특성과 현실적 동향, 특히 EU 
통합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정치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NGO와 민주주의(NGOs and Democracy)

(3-3-0)

현대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
하고 있는 NGO의 이론적 토대, 기본 성격과 특
성, 활동 내용 등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북한체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Politics) (3-3-0)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정치과정, 이념 체계 및 
경제구조, 대외관계, 그리고 분단 이후 북한사회
의 변화 양상 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향후 정치변동 및 통일국가의 전망을 모색한다. 

미국외교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3-3-0)

미국의 대내외적 조건과 환경이 대외정책 수립 
및 실행에 미치는 영향, 변화의 과정, 미국의 외
교정책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의 역
할 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외교사(History of Korean Diplomacy)

(3-3-0) 

해방 이후 냉전적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전개
된 한국외교의 특징 및 한계점을 고찰하고,  21세
기 한국 외교의 핵심 논제를 중심으로 변화 방향 
및 다각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 

환경과 시민사회(Environment and Civil Society)

(3-3-0)

현대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민주주의 정치
과정 및 시민사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험적인 사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
다. 

정치학조사방법(Methodology of Political 

Survey) (3-3-0)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계량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과 통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둔다. 

정보화시대의 정치(Politics of the Information 

Era) (3-3-0)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의 정치
적 함의, 정보화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 그 
사회적 결과 등 기술 발전에 의한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3-3-0)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특징 및 정치체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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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성격과 전개 과정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
석하고, 변동의 변수 및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외교정책(Korean Foreign Policy)(3-3-0) 

한국외교정책의 주요 변수 및 변화과정, 그리
고 정책결정 과정 등 이론적, 현실적 문제들을 주
요행위자와 제도 및 국제적 환경과의 상호관련성
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1세기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of the 

21st Century) (3-3-0)

세계화, 정보화, 지역주의, 환경, 국제질서 재
편, 전쟁과 테러 등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정치학 이론의 통
찰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정치사상사(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3-3-0)

한국사회의 사상적 근간을 이해하기 위해 단군 
이래 각 시대별, 주제별, 사상가별로 정치사상의 
특성 및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근, 현대
의 복합적인 사상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정치발전과 사회변동(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3-3-0)

정치발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및 의미를 파악
함으로써 사회변동의 주도변수로서 정치의 역할
과 특성을 이해하고, 대내외적인 발전의 조건 및 
변수, 정치와 타 영역과의 상호작용 등에 총체적
으로 접근하는데 목표를 둔다. 

공공정책과 정치경제(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3-3-0)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변수를 이해함으로써 한 사회의 자원의 
배분, 이해관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
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일본정치(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3-3-0)

일본의 근대화, 전후 55년 체제의 성립과 전개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 변화과정 등을 
제도적 구성, 중요 행위자의 동기 및 상호작용, 
정치과정의 전개 양상, 대외관계 등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3-0)

세계화로 인한 자본, 무역, 금융, 투자 등의 국
가간 이동을 비롯하여 국가간 경제 거래의 배후
에 숨어있는 정치적 요소, 특히 국가간 권력관계
의 영향을 규명하고,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쟁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러시아정치와 CIS(Politics of Russia and 

CIS) (3-3-0)

구소련의 붕괴 이후 새로운 국제 환경에 적응
하여야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국내외적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들이 국제관계에 미
칠 영향, 한국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제3세계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the Third World) (3-3-0)

제3세계 형성과정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을 이
해하고, 그 정치체제의 공통점 및 차별성을 대내
적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국제질서 
변화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각국의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고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지방자치와 강원지역연구(Local Politics and 

Gangwon Studies) (3-3-0)

지방자치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분석한다. 특히 강원도 지방자치의 
이해를 위해 현장 연구 등의 경험적인 접근을 시
도하고,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협조관계를 구축
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호교류의 기틀을 마
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졸업논문지도(Thesis Seminar) (1-0-2)

학사학위 졸업논문을 쓰기 위한 주제 선정부터 
실질적인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논문 작성과 관련
된 모든 사항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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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론(InternationalOrganization)(3-3-0)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영역 등에서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UN을 비롯한 공식적, 비공
식적 기구들의 이론적 토대, 작동 원리, 주요 구
성 인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협력과 갈
등의 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한편, 실제
로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마
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현대정치사상(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3-3-0)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관계되는 사상적 조류뿐만 아니라 
이슬람, 유교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념 및 가치

체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국가와 사회(State and Society) (3-3-0)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사회구조의 변화, 국가
와 사회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사회변동의 맥락에서 이론적,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여성과 정치(Gender Politics) (3-3-0)

정치과정에서의 여성의 정체성, 국가와 여성정
책의 형성과 변화, 여성의 정치참여, 노동시장에
서의 여성, 사회관계와 여성, 미래사회에서의 여
성의 역할 등 21세기 사회변동 과정에서 성 인지
적 정치의 함의 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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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과(Department of Communica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217002

217005

217006

217011

217013

217036

217053

217064

커뮤니케이션이론(Communication Theory)

매스컴 연구방법(Methods in Communication Research)

신문원론(Fundamentals of Newspaper Journalism)

매스컴특강Ⅰ(Issues in Communication Ⅰ)

방송론 (Fundamentals of Broadcasting)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Information Society and New Media)

카메라스피치와 연기 실습
(Camera Speech and Acting Practice)

정치커뮤니케이션(Political Communication)

기초이론
기초이론
기초이론
기초이론
기초이론
기초이론

멀티미디어

기초이론

3-3-0

3-3-0

3-3-0

2-2-0

3-3-0

3-3-0

3-2-2

3-3-0

2-2 전선

217019

217022

217031

217033

217054

217055

217065

매스컴특강Ⅱ (Issues in CommunicationⅡ)

광고론 (Principle of Advertising)

언론문장론 (News Writing)

P.R․홍보론 (Principle of Public Relation)

영화론 (Film Theories)

보도사진이론 및 실습 
(Principle and Practice of Photo Journalism)

미디어 철학(Media Philosophy)

기초이론
기초이론
저널리즘
기초이론
기초이론
저널리즘

기초이론

2-2-0

3-3-0

3-3-0

3-3-0

3-3-0

3-2-2

3-3-0

3-1 전선

217008

217014

217016

217030

217066

217057

217999

217070

매스컴과 문화 (Media and Culture)

매스컴효과론 (Mass Communication Effect Studies)

신문제작 및 실습
(Newspaper Production and Practice)

언론사 인턴쉽Ⅰ(Media Internship Ⅰ)

인터넷저널리즘Ⅰ(Internet Journalism Ⅰ)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Ⅰ
(Visual Planning and Producing PracticeⅠ)

전공세미나Ⅰ(Major SeminarⅠ)

다큐멘터리 제작실습 (Practice of Documentary)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3-3-0

3-3-0

3-2-2

2-0-4

3-3-0

3-2-2

1-0-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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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선

217034
217040
217058
217059
217060

217999
217067
217068
217071

광고․홍보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and P.R)
언론사 인턴쉽Ⅱ(Media InternshipⅡ)
미디어사회학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
방송제작 및 실습 (Practice of Broadcasting)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Ⅱ
(Visual Planning and Producing PracticeⅡ)
전공세미나Ⅱ(Major SeminarⅡ)
인터넷저널리즘Ⅱ(Internet Journalism Ⅱ)
영상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VJ 제작실습(Practice of Video Journalism)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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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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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17061
217062

217999
217069

언론법과 윤리(Ethics and Laws of Journalism)
잡지출판이론 및 실습
(Principle and Practice in Magazine Publication)
전공세미나Ⅲ (Major Seminar Ⅲ)
논문지도(Thesis Advising)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3-3-0
3-2-2

1-0-2
1-0-2

4-2 전선
217048
217063
217999

지역매스컴론(Local Journalism)
매스컴연습(Seminar in Mass Communication)
전공세미나Ⅳ (Major Seminar Ⅳ)

저널리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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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학과 교육목표

◦ 신문방송학과는 강원대학교의 교육이
념인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
하여 사회현상과 언론현상을 종합적
으로 인식하는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신문, 방송 영상 컨텐츠 제작 능력 및 
광고 홍보 기능을 겸비한 저널리스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정보
화,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영상 제작 
능력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산업체
와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 신문방송학과의 전공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교육>, <저널리즘 트랙>, <멀티미
디어 방송영상 제작 트랙>으로 구성되

며 저널리즘 트랙은 세부적으로 심화
이론교육, 이론실습 연계교육으로, 멀
티미이어 방송영상 제작 트랙은 실습
교육, 현장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 이론교육은 기초 이론교육, 심화이론
교육의 2단계를 거친다. 기초 이론교
육은 1,2학년 과정에 집중돼있으며, 
신문방송학과에 필요한 주요 기초 이
론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심화 이론
교육은 기초 이론교육을 이수한 학생
들이 보다 세부 이론을 습득하기 위
한 과정이다.

◦ 실습교육은 이론 실습 연계과목, 실습
교육, 현장실습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2005학년도부터 현장 실습 과목은 학
교기업 (BR 프로덕션)의 방송 프로그
램 제작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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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이론 (3-3-0)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접근하는 이론적 패러다
임을 이해하고, 개별적 이론들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매스컴 연구방법 (3-3-0)

신문방송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수립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문원론 (3-3-0)

신문의 역사, 신문의 매체적 특성, 전반적 신문
제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매스컴 특강Ⅰ (2-2-0)

해당 학기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이슈
를 학습한다.

방송론 (3-3-0)

방송의 역사, 방송의 매체적 특성, 방송제작의 
전반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비평할 수 있다.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3-3-0)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기초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다. 뉴미디어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할 수 있다.

 
카메라스피치와 연기실습 (3-2-2)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기자 
리포트, 아나운싱을 할 수 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3-3-0)

커뮤니케이션과 권력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특히 매스미디어의 정치적 기능 및 과정에 초점
을 맞추어 강의한다. 정치권과 매스미디어의 본질
적 관계를 규명하고, 매스미디어와 선거과정 및 
투표자의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매스컴 특강Ⅱ (2-2-0)

해당 학기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요 이슈
를 학습한다.

광고론 (3-3-0)

광고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들을 습득하고 실제
적으로 광고관리와 광고전략, 카피라이팅, 매체계

획 등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언론문장론 (3-3-0)

신문기사, 방송기사의 종류에 맞는 기사를 작
성할 수 있다.

PR․홍보론 (3-3-0)

PR의 기본 이론, 기업과 홍보의 상관관계에 관
한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PR 및 홍보 기획
을 할 수 있다.

영화론 (3-3-0)

영화의 역사, 장르, 비평에 관한 기본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보도사진이론 및 실습 (3-2-2)

사진기자에게 요구되는 사진 이론을 설명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사진촬영 대처능력을 확보한
다.

미디어 철학 (3-3-0)

매스미디어 현상을 설명하는 철학적 논의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매스컴과 문화 (3-3-0)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산․유포되는 대중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문화이론을 체
계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직접 미디어 텍스트분석에 참여하게 하여 현대 
한국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을 갖게 한다.

매스컴효과론 (3-3-0)

매스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고 설명하는 이론들을 설명할 수 있다.

신문제작 및 실습 (3-2-2)

취재, 기사작성, 지면배치를 중심으로 직접 신
문을 제작할 수 있다. 

언론사 인턴쉽Ⅰ (2-0-4)

방학 중 집중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언론사에
서 현장 실습을 통해 매체제작을 직접 경험한다.

인터넷저널리즘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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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매스미디어와 비교하
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Ⅰ (3-2-2)

영화를 기본으로 하여 10-20분 분량의 영상 컨
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다.

전공세미나Ⅰ (1-0-2)

해당학기의 특성에 맞게 지도교수와 학생이 협
의하여 학습 분야를 정한다. 예시) 언론사 시사상
식, 시사 영어, 졸업논문 작성, 문화연구

다큐멘터리 제작실습 (3-2-2)

현장실습 과목으로 직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투입되어 기획․제작 능력을 배양한
다.

광고․홍보실습 (3-2-2)

광고 대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매체 기획, 광고 
기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신문․방송 광
고를 제작할 수 있다.

언론사 인턴쉽Ⅱ (2-0-4)

방학 중 집중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언론사에
서 현장 실습을 통해 매체제작을 직접 경험한다.

미디어사회학 (3-3-0)

사회학적입장에서 미디어현상을 이해하고 사회
과학적 접근방법의 커뮤니케이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방송제작 및 실습 (3-2-2)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의 기본원리를 설
명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서, 편성표를 작성
할 수 있다.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Ⅱ (3-2-2)

단편영화를 기획 제작할 수 있다.

전공세미나Ⅱ (1-0-2)

해당학기의 특성에 맞게 지도교수와 학생이 협
의하여 학습 분야를 정한다. 예시) 언론사 시사상
식, 시사 영어, 졸업논문 작성, 문화연구

인터넷저널리즘Ⅱ (3-3-0)

홈페이지 저작 도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
며, 인터넷 신문이나 웹진을 제작할 수 있다.

영상커뮤니케이션 (3-3-0)

영상이론에 입각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장르를 비평할 수 있다.

VJ 제작실습 (3-2-2)

현장실습과목으로 Video Journalism물을 직접 
제작, 송출해본다.

언론법과 윤리 (3-3-0)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매스컴의 
윤리와 법규를 규명하고, 신문․방송․광고․뉴미
디어 등 매체별 기능에 따른 규제제도와 법리를 
분석하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언론현상을 이론
적․실제적으로 분석한다.

잡지출판이론 및 실습 (3-2-2)

잡지에 맞는 기사쓰기, layout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공세미나Ⅲ (1-0-2)

해당학기의 특성에 맞게 지도교수와 학생이 협
의하여 학습 분야를 정한다. 예시) 언론사 시사상
식, 시사 영어, 졸업논문 작성, 문화연구

논문지도 (1-0-2)

논문의 연구 문제에 맞게 이론적 논의와 방법
론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매스컴론 (3-3-0)

지역사회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특성을 송
신자, 채널, 수신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매스컴연습 (3-3-0)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특별한 논제들을 
연구한다.

전공세미나Ⅳ (1-0-2)

해당학기의 특성에 맞게 지도교수와 학생이 협
의하여 학습 분야를 정한다. 예시) 언론사 시사상
식, 시사 영어, 졸업논문 작성, 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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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 사회 ․ 문화인류학과군

(Recruiting Cluster for Department of Psychology, 

Soci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심리학과(Department of Psych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214038 자료분석 및 실습 Ⅰ
(Techniques and practice for Data Analysis 1)

3-2-2

전선

214005
214007
214008
214050
214021

아동심리학 (Child Psychology )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성격이론 (Theories of Personality)
생물심리학 (Biological Psychology)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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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14043 자료분석 및 실습 Ⅱ
(Techniques and practice for Data Analysis 1)

3-2-2

전선

214051
214013
214029
214044
214045

214006

상담심리학 및 실습(Counseling Psychology and practice)
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Learning)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
실험심리학 및 실습 (Experimental Psychology and practice)
청년기의 갈등과 적응
(Problems & Adjustment in Adolescence & Youth)
심리학사 (History of Psychology)

A+B
전공기본

A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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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1 전선

214019
214024
214032
214040
214046
214999
214052
214053

지각심리학 (Psychology of Perception)
심리연구법 (Psychological Research)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조직심리학 (Organizational Psychology)
심리검사 및 실습 (Psychological Testing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집단상담 및 실습(Group counseling and practice)
발달장애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전공기본
A
B
B
B

A+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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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14025
214026
214027
214028
214030
214047
214999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
집단역학 (Group Dynamics)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성인․노인기 심리학(Psychology of Adults and Aging)
전공세미나 Ⅱ (Tutorial Seminar Ⅱ)

전공기본
A

A+B
A
B

A+B
A+B

3-2-2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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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214034
214037
214048
214999
214054

언어심리학 (Psychology of Linguistics)
건강심리학 (Health Psychology)
인사심리학 (Personnel Psychology)
전공세미나 Ⅲ (Tutorial Seminar Ⅲ)
학교 심리학 (School Psychology)

A
A+B

B
A+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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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14039
214049
214055
214056
214057

심리조사법 (Survey Research)
지역사회심리학 (Community Psychology)
진로상담 (Career Counseling)
광고심리 (Advertising Psychology)
인간 뇌와 행동 (Brain an Behavior in human)

A+B
A+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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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학트랙 : A
․ 취업트랙 : B

트랙과정 별 교육 목표

             교육목표
교육과정

트랙별 교육 목표
전공기본지식 연구 방법론 자격증 관련지식 자격증 관련 방법론

진학 트랙 A √ √ - -
취업 트랙 B √ √ √ √

아동심리학 3-3-0 (2학년 1학기)

아동기 신체, 지각 및 인지발달과 성격 및 사
회발달을 다룸; 발달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들과 중심과정들을 이해한다.

사회심리학 3-3-0 (2학년 1학기)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들을 어떻게 보며, 우리의 태도들에 대한 문
화적인 출처들을 평가하고, 설득과 집단 영향의 
속성들을 학습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좋고 나쁜 
측면들을 고려한다.

성격이론 3-3-0 (2학년 1학기)

프로이드, 융, 아들러, 그리고 에릭슨의 정신분
석학적 이론들; 로저스, 마슬로우의 인본주의적 
이론들; 카텔과 엘포트의 특질이론들을 검토한다.

이상심리학 3-3-0 (2학년 1학기)

가장 흔한 이상행동과 정신적 차이의 원인적 모
델, 진단적 체제 그리고 치료들이 다루어짐; 이상

행동의 발달, 설명, 예언 그리고 통제를 이해한다. 

자료분석 및 실습Ⅰ 3-2-2 (2학년 1학기)

사회과학 연구의 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통계적 
기법을 연구함; 통계적 기법들을 학습하지만, 그
것들의 계산과정보다는 주로 저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 

생물심리학 3-3-0 (2학년 1학기)

신경계의 해부학 및 기능적 원리들을 이해하
고, 감각 및 운동, 동기 및 정서, 그리고 기억 및 
학습과 같이 주된 행동 영역에 관여하는 척추동
물과 인간 행동의 신경과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
한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을 
연구하기에 기초로서 필요한 생물 심리학적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심리학 및 실습 3-2-2 (2학년 2학기)

적응과 같은 정상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심리적 역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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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려고 애쓰는 모든 상담 및 심리치료 절차들을 
검토한다. 

학습심리학 3-3-0 (2학년 2학기)

인간의 지식획득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최근의 
행동이론들의 발달이 검토됨; 고전적 조건화, 조
작적 조건화 및 인간행동통제를 위한 행동이론들
의 응용에 초점. 

환경심리학 3-3-0 (2학년 2학기)

건축, 소음 및 군집, 그리고 인간행동과 복지와 
같은 환경적 특성들 인간 행동 및 심리과정에 미
치는 영향이 고려된다.

자료분석 및 실습 Ⅱ 3-2-2 (2학년 2학기)

매우 기초적인 통계 과목; 기초통계 기법들을 
학습하지만, 그것들의 계산과정보다는 주로 저변
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한다. 

실험심리학 및 실습 3-2-2 (2학년 2학기)

실험심리학에 대한 세 가지 초점들; 학습, 지각, 
그리고 생리를 방법과 이론 측면에서 검토한다.

청년기의 갈등과 적응 3-3-0 (2학년 2학기)

전 생애발달 과정 중에서 청년기의 심리적, 신
체적 발달을 실험, 관찰, 조사를 통하여 청년기 
행동을 이해하고 나아가 올바르고 정상적인 발달
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심리학사 3-3-0 (2학년 2학기)

심리학의 주제,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접근들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현대심리학의 여러 다양한 
분야들의 주제와 방법론을 서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각심리학 3-3-0 (3학년 1학기)

감각, 청각 및 시지각에 대한 실험적 방법과 이
론들이 검토됨. 시지각에 특히 초점이 맞추어진다.

심리연구법 3-3-0 (3학년 1학기)

심리학의 경험적 연구의 계획과 실시, 연구보
고서 작성이 다루어진다. 

범죄심리학 3-3-0 (3학년 1학기)

범죄행동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범죄행동에 대
한 유전적 환경적 설명, 모델, 이론들이 검토된다. 

조직심리학 3-3-0 (3학년 1학기)

인간의 조직 측면; 조직효과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인, 집단행동, 조직구조와의 상
호작용, 문화와 과정들을 다룬다. 

심리검사 및 실습 3-2-2 (3학년 1학기)

1. 심리검사의 맥락, 심리검사의 속성과 용도, 
검사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고찰. 2. 기법과 방
법론적 원리들; 신뢰도, 타당도 및 문항분석 

집단상담 및 실습 3-2-2 (3학년 1학기)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집단 과정을 이
용하는 과정이다. 집단 상담에서는 내담자 개개인
의 문제해결과 행동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치료집
단 내의 역동성을 이해한다. 집단 내의 개인을 돕
기 위한 기본조건을 강조하며 집단적 접근방법의 
기본원리와 기법을 실습한다. 보다 긍정적인 태도
와 개선된 대인기술을 갖도록 돕고, 집단에서 새
롭게 습득한 기술과 배운 행동을 실생활에 응용
한다.

전공세미나 Ⅰ∼Ⅲ 1-0-2 (3학년 1학기∼4학

년 1학기)

최근의 실험적 이론이나 방법론적 논쟁점 혹은 
성격, 인지, 사회, 발달 그리고 임상심리학의 특별
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 

발달장애 3-3-0 (3학년 1학기)

발달장애 심리학은 정상발달 외의 이상발달, 
즉, 발달적 정신병리,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활
동장애, 학습장애, 정신신체 등의 원인과 문제점
을 파악하여 비정상발달의 개선이나 치료를 통하
여 올바른 적응과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인지심리학 3-2-2 (3학년 2학기)

모든 인가의 인지적 속성들, 가령 사고, 기억, 
학습, 언어, 지각이 특히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된다. 

임상심리학 3-3-0 (3학년 2학기)

인간의 비정상 행동의 현 연구방법론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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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임상적 서비스, 그리고 심리적 역기능
의 치료를 이해한다. 

집단역학 3-3-0 (3학년 2학기)

집단에서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힘, 수행, 집단사고, 탈개인화, 동조와 이탈, 그리
고 내 · 외집단갈등이 고려된다. 

성격심리학 3-3-0 (3학년 2학기)

지능, 불안, 공격, 성정체감 등에 대한 방법론
적 논쟁, 이론 그리고 경험적 결과들이 검토된다. 

소비자 행동 3-3-0 (3학년 2학기)

소비자 결정과정; 소비자의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판매, 이용, 평가 그리고 배열 등
의 쟁점에 관해 고찰한다.

성인․노인심리학 3-3-0 (3학년 2학기)

성인기와 노년기에 발생하는 발달적 변화에 초
점을 맞춤; 성인기에서 노인기로 발달 변화에서 
신체, 인지 및 성격 변화를 이해한다.

진로상담 3-3-0 (3학년 2학기)

복잡한 직업세계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학
문이다. 진로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기의 가치관, 
능력, 적성, 흥미, 선체적 특성에 대해 올바른 이
해를 하고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을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과 직업
의 종류 및 본질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하고 지
식 및 정보의 탐색과 활용능력을 발휘하여 합리
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인간 뇌와 행동 3-3-0 (3학년 2학기)

인간의 행동 중, 특히 고등 인지 및 정서를 통
제하는 인간 두뇌의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 및 정서, 언어 영역의 인지 신경과학 분야 
발견들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 행동의 
장애 및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병을 이해한다. 

광고심리학 3-3-0 (4학년 2학기)

온 세상 사람들 모두는 소비자이며 또한 광고
의 대상이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들의 생활 전반
에 걸쳐 있어서 설득하고 소비행동을 촉진한다. 

심리학의 이론은 이런 광고의 핵심이 된다. 본 과
목은 심리학 이론을 두루 두루 찾아 가며 광고의 
효과성을 강조할 것이다.  

언어심리학 3-3-0 (4학년 1학기)

언어, 인지, 감정의 철학 및 언어적 주장들이 
소개되고 특히 언어적인 측면들이 검토된다. 

건강심리학 3-3-0 (4학년 1학기) 

건강한 생활양식 도모, 질병유발성격 및 행동
예방 그리고 만성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장기
간의 보유성을 감소시키기와 같은 건강문제에 초
점을 맞춘다. 

인사심리학 3-3-0 (4학년 1학기)

산업 현장에서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
하고, 훈련시킨 뒤 파악된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임금이나 승진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학교심리학 3-3-0 (4학년 1학기)

학교 장면에서의 학습 및 적응과 관련된 인지, 
동기, 정서, 집단역학 등의 과정을 공부하고, 검사
를 통해 영재, 학습장애 등을 확인하여 상담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심리조사법 3-3-0 (4학년 2학기) 

조사연구의 전반적인 과정; 질문지 고안, 표집, 
면접, 자료분석 그리고 작성, 그리고 이론보다 실
제적 연습이 다루어진다. 

지역사회 심리학 3-3-0 (4학년 2학기)

지역사회 상담가 및 정신보건전문가들이 지역
사회인들의 심리 장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지, 더 나아가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광고심리학 3-3-0 (4학년 2학기)

온 세상 사람들 모두는 소비자이며 또한 광고
의 대상이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들의 생활 전반
에 걸쳐 있어서 설득하고 소비행동을 촉진한다. 
심리학의 이론은 이런 광고의 핵심이 된다. 본 과
목은 심리학 이론을 두루 두루 찾아 가며 광고의 
효과성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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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Department of Soci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2-1 전선

215004
215005
215007
215009
215022

215999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사회학의 역사 (History of Sociology)
성과 가족 (Gender and Family)
인구와 사회 (Population and Society)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al Problems)
전공세미나Ⅰ (Major SeminarⅠ)

전공기본
A

A+B
A+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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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215012

215013
215014
215015
215016
215020
215999

현대사회와 사회심리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al Psychology)
사회조사방법Ⅰ (Method of Social ResearchⅠ)
사회계급론 (Social Classes)
고전사회학이론 (Classical Theories of Sociology)
도시사회학 (Urban Sociology)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전공세미나 Ⅱ (Major SeminarⅡ)

전공기본
B
A

전공기본
B

전공기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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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15019
215021
215024
215025
215026
215055
215999

현대사회학이론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조직사회학 (Sociology of Organization)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사회사상사 (History of Social Thought)
사회조사방법 Ⅱ (Methods of Social Research Ⅱ)
사회학특강 Ⅰ (Issues in Sociology Ⅰ)
전공세미나 Ⅲ (Major SeminarⅢ)

전공기본
A+B
A+B

A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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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15030
215031
215032
215047
215056
215054
215999

한국사회론 (Seminar on Korean Society)
일탈행동과 범죄 (Deviant Behavior and Crime)
공업과 노동의 사회학 (Sociology of Industry and Work)
현대사회론 (Studies of Modern Society)
사회학특강 Ⅱ (Issues in SociologyⅡ)
환경사회학 (Sociology of Environment)
전공세미나 Ⅳ (Major Seminar)

A
A+B

B
A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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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215040
215043
215045
215053
215057
215999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사회비판이론 (Critical Theories)
문화사회학 (Sociology of Culture)
정보사회론 (Theories of Information Society)
사회학특수연구 (Special Topics in Sociology)
전공세미나 Ⅴ (Major SeminarⅤ)

A+B
A

A+B
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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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15048
215049
215051
215999

이데올로기와 지배 (Ideology and Domination)
사회발전론 (Social Development)
보건의료사회학 (Sociology of Health and Medicine)
전공세미나 Ⅵ (Major SeminarⅥ)

A+B
A+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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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진학트랙(트랙 A) : 학문지향유형 트랙
▶ 현장전문가트랙(트랙 B) : 공무원준비트랙과 일반취업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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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과 교육목표

사회학은 사회구조와 문화 그리고 그것
의 역사적 전개와 변동을 이해함으로서 인
간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총체적 기
초학문적 성격을 지닌 경험과학이다. 사회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사회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라는 학문적 목표를 
갖게 됨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사회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정책을 구상하고 평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
드는 데 유용한 지식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학의 교육과정을 
편성함에 있어 기초전공이외에 학문 지향
적 교육과정과 취업 지향적 교육과정을 구
분하여 편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학문 지향적 교
육과정은 직업으로서 학문을 하려는 학생
들에게 사회학을 좀 더 넓고 깊이 이해시
키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취업 지향적 교
육과정은 사회학 과목 중 응용과학적 특성
이 강한 현장 중심적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학과 학생 각자가 자신의 소질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한 교육과정은 
미래의 목표달성에 훌륭한 길잡이로서 많
은 도움을 줄 것이다. 

사회통계 (3-3-0)

사회현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필요한 통계적 
방법의 기본원리와 분석기법을 이론적 검토와 실
습을 통해 습득하게 한다.

현대사회와 사회심리 (3-3-0)

개인과 사회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방법론과 기초개념 및 이론을 습득하도록 한
다.

헌대사회학이론 (3-3-0)

역사유물론, 비판이론, 분석적 맑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맑스주의, 구조화이론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학이론의 주요 흐름과 그 
전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전사회학이론 (3-3-0)

꽁트, 맑스, 베버, 뒤르케임 등과 같은 고전사
회학자들의 이론을 상호비교, 검토함으로써 그에 
관한 종합적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과학방법론 (3-3-0)

사회과학적 연구에 필요한 제반 방법론과 그 
논쟁들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학 연구 방법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사회학의 역사 (3-3-0)

사회학의 토대를 구축해 온 고전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학이론의 발달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회학이론을 비롯한 여타 교과목들의 이해
를 위한 기초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계급론 (3-3-0)

사회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과
목으로서 사회계급에 관한 제반이론과 한국사회
의 계급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현대사회론 (3-3-0)

현대사회의 특징과 그 미래를 조망하는 시각들
을 살펴본다.

사회사상사 (3-3-0)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
어온 서구 사회사상의 흐름을 서구의 사회적, 역
사적 배경 속에서 조망해 본다.

한국사회론 (3-3-0)

그간에 습득한 사회학의 기초이론과 지식을 토
대로 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증
의 제반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망해 본다. 

사회비판이론 (3-3-0)

비판이론의 계보와 그 내용 및 의미를 해당 이
론이 배태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살
펴본다.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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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
들의 형성과정과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 바람직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사회조사방법1 (3-3-0)

사회통계학과 연계된 교과목으로서 사회조사연
구에 필요한 경험적 자료의 수집방법과 분석기법
을 이론적 고찰과 실습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도시사회학 (3-3-0)

도시사회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징에 대한 체
계적 고찰과 함께 현대 한국도시의 문제와 도시
정책 등을 살펴본다.

공업과 노동의 사회학 (3-3-0)

인간의 사회적 삶에 기본이 되는 노동의 역사
적 발전형태와 그 현대적 의미 등을 검토해 본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현대 공
업사회의 구조적 특징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정보사회론 (3-3-0)

정보기술과 사회, 컴퓨터와 사회,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뉴미디어와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현대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체
계적으로 접근해 본다.

보건의료사회학 (3-3-0)

특히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보건과 의료를 
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명해본다.

성과 가족 (3-3-0)

사회변동과 가족, 가족의 특성, 가족의 기능, 
가족가치관, 혼인, 친족, 가족문제, 가족의 미래 
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인구와 사회 (3-3-0)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구 연구의 주요 영역인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
동, 인구와 환경, 인구와 자원 등의 문제들을 체
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세미나Ⅰ- Ⅵ (1-0-2)

전공과목 수강시 필요한 기초지식 및 토론 방
식 등을 세미나를 통해 함양토록 한다.

조직사회학 (3-3-0)

사회적 행위주체로서의 조직의 특성과 조직의 
내적 외적 관계들을 분석, 진단함으로써 인간의 
합리적 삶의 영위에 필요한 비판적 인식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정치사회학 (3-3-0)

현대 자본주의 사회일반의 정치적 제현상과 한
국사회의 정치구조적 변화과정을 사회학적 관점
에서 고찰한다.

사회조사방법Ⅱ (3-3-0)

사회통계학적 지식과 조사 방법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조사 연구의 종합적인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사회학특강Ⅰ (3-3-0)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의 관심에 따라서 사회학
과 정규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회학적 
연구주제들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회학특강Ⅱ (3-3-0)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의 관심에 따라서 사회학
과 정규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회학적 
연구주제들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일탈행동과 범죄 (3-3-0)

청소년 비행과 범죄, 일반 성인 범죄, 화이트칼
라 범죄 등과 같은 일탈행동의 주요 유형과 성격 
및 관련 이론들을 검토한다.

환경사회학 (3-3-0)

현대사회학의 구조적 특징들을 환경적 시각에
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사회변동론 (3-3-0)

사회변동의 원인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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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살펴본다.

문화사회학 (3-3-0)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징
과 변화과정을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사회학특수연구 (3-3-0)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과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서 개별적인 실재적 문제들
을 분석한다.

이데올로기와 지배 (3-3-0)

지식과 사회구조와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전사회학으로부터 현대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지식사회학 이론들을 살펴본다.

사회발전론 (3-3-0)

제3세계의 발전과 저발전 문제에 관한 사회학
적 이론들을 해당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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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과(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216008
216051

인류의 기원과 문화(Human Origin and Culture)
문화와 정보사회(Culture and Information Society)

전공기본
A

3-3-0
3-3-0

2-1 전선

216052
216055
216066

216012
216067

가족과 친족(Family and Kinship)
민족갈등의 이해(Ethnicity and Nationalism)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
(Nor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상징과 의례(Symbol and Ritual)
성과 문화(Gender and Culture)

전공기본
전공기본

B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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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2-2 전필 216005 문화인류학 기초방법론
(Basic Methodology of Cultural Anthropology)

전공기본
3-2-2 부필

2-2 전선

216068

216057

216069
216061
216999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
(African Culture and Society)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n Culture)
세계화와 문화(Globalization and Culture)
관광과 문화(Tourism and Culture)
전공세미나 Ⅰ(Major Seminar Ⅰ)

B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B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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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216058

216014

216056

216019

216027
216063
216999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실습 
(Practice in Cultural Anthropological Fieldwork)
민족지 영화 제작실습 
(Practice in Ethnographic Film Making)
강원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Kangwon Province)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문화와 정치(Culture and Politics)
인간본성과 문화(Human Nature and Culture)
전공세미나 Ⅱ(Major Seminar Ⅱ)

전공기본

B

A+B

B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3-3-0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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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216002
216059
216064
216070

216053
216999

문화인류학사( History of Cultural Anthropology )
민속 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Folklore)
인류생태학(Human Ecology)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
(Latin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문화와 종교(Culture and Religion)
전공세미나 Ⅲ(Major Seminar Ⅲ)

전공기본
B

전공기본
B

전공기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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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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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216071
216065
216017
216060

216072

농촌생활과 문화(Rural Life and Culture)
문화인류학 연습(Seminar in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와 경제행위(Culture and Economic Behavior)
문화의 전시와 보존 
(Display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문화와 역사(Culture and History)

B
B

전공기본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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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4-2 전선
216023
216042
216025
216029

문화와 언어( Culture and Language )
신화의 의미와 이해(Structures and Meanings of Myth)
도시생활과 문화(Urban Life and Culture)
문화비평(Theory of Culture Critique)

전공기본
A

A+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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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문화인류학과 교육목표

인류학이 다루는 핵심적인 연구주제는 
문화이다. 문화인류학과의 교육목표는 세계
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전문가를 양성하
는 것이다. 전 세계의 낯선 문화를 바라보
는 올바른 관점과 이해의 방법론을 훈련하
는 것은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문화 간 만남과 교류의 현실에서 미
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화인류학이 목표하는 문화전문가는 낯선 
문화, 타문화에 대한 문화전문가뿐만 아니
라 자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정
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한국문화 전문가도 
포함한다.

문화인류학과는 이를 위해 전공교육을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학문지향유형(A 
트랙)과 한국문화 전문가(B1 트랙)와 해외
문화 전문가(B2트랙) 양성을 위한 문화전문
가지향형(B 트랙)으로 특화시키고 있다. 이
를 위해 각 전공 교과목을 전공기본 과목
과 전공심화 과목으로 분류했으며 각 지향
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을 분류, 학생들의 
적성과 장래희망에 따른 수강지도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을 계속 연구
할 학생들은 학문지향유형 전공과목(기본 
및 심화)을 수강함으로써 학자의 기본적 자
질과 인류학의 이론적 훈련을 받도록 했다. 
문화전문가지향형 전공교육은 학생들이 한
국문화나 해외문화 중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
혔으며, 이를 통해 졸업 후 문화전문가로서 
통상, 언론, 박물관, 문화관련공무원 직등에 
진출할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인류의 기원과 문화 (3-3-0)

인류의 체질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인류가 영
장류의 진화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고, 또 
여기서 문화의 출현이 인류 진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문화와 정보사회 (3-3-0)

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일어난 문화 변화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라 
형성된 가상공간에서의 문화적 특성과 의사소통 
행위를 현실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고찰한다.

가족과 친족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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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기본적인 혈연 및 혼인 관계를 통한 사
회 조직의 구조 및 그 다양성을 조망한다. 우선 
비인과 영장류의 사회조직과 비교하고, 인류의 혼
인과 혈연관계를 조직하는 원리와 특성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

민족갈등의 이해 (3-3-0)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족간의 
갈등과 분쟁을 그 역사적, 지역적 맥락 내에서 파
악해보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민족이 가지
고 있는 함의를 검토해 본다.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 (3-3-0)

현대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의 소수 민족 
집단의 중요한 문화 주체들에 관한 소개를 목적으
로 하며 이들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대중적 이해
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이들 사회의 내적 
다양성과 대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점을 두
고 다루어질 주제는 문화론과 권력문제, 가족과 친
족, 성차(性差), 노동, 계층, 종교, 역사 등이다.

상징과 의례 (3-3-0)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징적 
형식에 관한 구조주의적, 기능주의적, 기호론적 
연구에 대하여 배운다.

성과 문화 (3-3-0)

인간의 주요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생물학
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이 서로 어떻게 규정되고 
구성되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성
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
적으로 본다.

문화인류학 기초방법론 (3-2-2)

인류학 현지조사의 역사와 방법론에 대하여 배
우고 참여 관찰과 면담과 같은 기초적인 현지조
사 방법을 현장실습을 통하여 익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 (3-3-0)

아프리카인들의 일상생활의 양식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비교문화적 
안목을 배양한다.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3-3-0)

한국 문화의 현재적인 모습을 전통과의 연결성 
속에서 이해하고, 그 변화과정을 검토해 봄으로
써, 현재적인 삶에 녹아있는 전통의 모습, 전통의 
현재화, 그리고 전통의 재창조에 대한 이해를 고
양시킨다.

세계화와 문화 (3-3-0)

세계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타 사회 문화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현재 진
행 중인 세계화의 특징과 문화변동의 양상을 각 
주제별로 살펴본다. 

관광과 문화 (3-3-0)

현대사회에서 관광이 가지는 의미와 관광과 여가
생활의 관계 및 관광을 통한 문화접변에 대해서 검
토해 봄으로써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현상
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실습 (3-3-0)

기초방법론을 통하여 학습한 사회인류학의 주
요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별, 개인별 조사 연구 프
로젝트를 설계하며 이의 수행과 그 진행 및 결과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인류학 방법론의 
주요 기법을 습득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 해결 방
법을 모색한다.

민족지 영화 제작실습 (3-2-2)

인류학 현지조사방법 가운데 영상매체를 이용
하는 방법의 역사와 이론에 대하여 소개하고, 영
상기재를 사용한 문화기술지 작성 실습을 목적으
로 한다.

강원문화의 이해 (3-3-0)

강원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양한 각
도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문화인류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다.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3-3-0)

동남아 지역의 여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
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와 정치 (3-3-0)

정치에 관한 인류학의 이론과 주제들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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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민족지 문헌의 소개 및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군단, 부족, 추방 사회, 국가 등의 
정치 체계에 관한 신진화주의적 개념, 국지적 레
벨의 정치와 초국지적 레벨의 정치간의 관계, 역
사와 식민 통치, 소수민족문제, 상징 및 종교, 사
람과 재화의 국제적 이동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문제 등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인간본성과 문화 (3-3-0)

문화적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적 이질성을 통
해 문화를 비평하며, 나아가 문화 비교를 통해 문
화 보편소(文化普遍素)를 찾아냄으로써 인간 본성
에 접근하는 작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인류학사 (3-3-0)

인류학의 형성과정과 그 배경 등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조명하고 인류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강의이다.

민속 문화의 이해 (3-3-0)

민속문화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민
속자료의 이용방법을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습한다.

인류 생태학 (3-3-0)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양식을 심리적, 행태
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문화인류학의 
여러 학설들을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환경과의 상
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 (3-3-0)

칼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문화사적 의의를 탐
구하고, 북미와 중남미의 원주민 문화의 성격과 
피식민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아메리카 대륙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류학적 이해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와 종교(3-3-0)

종교를 문화현상으로서 접근하는 종교인류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민족지 자
료의 이해와 분석을 시도한다. 

농촌생활과 문화 (3-3-0)

인류학은 농촌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가를 살펴보고, 한국 및 타국의 농촌 문화의 특징
들을 각각의 주제별로 살펴본다.

문화인류학 연습 (3-3-0)

그동안 습득한 인류학 방법론을 실제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논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인류학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와 경제행위 (3-3-0)

인간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행위 및 제도들의 
다양한 양상과 친족, 정치, 종교등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의 상호연관을 학습한다.

문화의 전시와 보존 (3-3-0)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물질문화를 장기적으
로 보존하기 위해 제기되는 제 문제를 검토하고, 
물질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일반인에게 전달, 전
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문화와 역사 (3-3-0, 전공심화A+B)

여러 문화집단의 고유한 역사인식과 기술방식
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를 소개하고, 지방사, 민중
사, 구술사 등 인류학에서 고유하게 다루어 온 방
법론을 실제 민족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문화와 언어 (3-3-0)

언어의 발생과 진화, 언어와 문화의 역사에 대
한 인류학 이론을 소개한다.

신화의 의미와 이해 (3-3-0)

현대 인류학의 한 조류인 구조주의 인류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문화에 대
한 관찰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상급 학년을 
위한 강의이다.

도시생활과 문화 (3-3-0)

도시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도시생활의 여러 측
면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조망 등을 통해 
인간에 있어 도시생활이 갖는 의의를 고찰해 본다.

문화비평 (3-3-0)

현대인이 경험하는 문화적 현실이 인류학 연구
의 대상과 방법론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요구
한다는 전제하에,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의 이론과 방법론을 고찰하고 실제 일상 세계에
서 경험하는 현대적 문화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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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대학

산림경영․조경학부

산림경 학 공

조경학 공

산림자원학부

산림자원조성학 공

산림자원보호학 공

임산․제지공학과군

임산공학과

제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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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 조경학부

(Division of Forest Manage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산림경영학전공(Forest Management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59048

359049

359001

359002

359050

359051

산림정보관리학(Forest Information Management)

산림식생(Forest Vegetation)

자연자원보존(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산림경영과학론(Forest Management Sciences)

산림측량학(Forest Surveying)

원서강해(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3-3-0

3-2-2

3-3-0

3-3-0

3-2-2

3-3-0

2-2

전필
359052

359053

산림경제학의 기초
(Introduction to Forest Economics)

산림측정학(Forest Measur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2-2

부 필

부 필

전선

359003

359004

359054

359012

산림생태계원리(Principles of Forest Ecosystem)

산림관계법규(Forest Law)

산림항측학(Forest Aerial Photogrammetry)

산림지리정보시스템
(Fores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A+B

3-2-2

3-3-0

3-2-2

3-3-0

3-1

전필 359007

359006

산림정책학(Forest Policy)

산림조성갱신(Silviculture Systems)

전공기본
A+B

3-3-0

3-2-2

부 필
부 필

전선

359008

359055

359013

359031

359009

359999

산림자원경영계획학
(Forest Resources Management & Planning)

임업경제학(Forestry Economics)

임업기계학(Forest Machinery)

산림자원모니터링(Forest Resources Monitoring)

현장실습(Forest Resources Practicum)

전공세미나I(Tutorial Seminar I)

A

A+B

B

A+B

A+B

전공기본

3-2-2

3-3-0

3-3-0

3-2-2

1-0-1(주)

1-0-2

3-2

전필 359056

359014

임업경영학(Forestry Management)

임도공학(Forest Road Engineering)

전공기본
A+B

3-3-0

3-2-3

부 필
부 필

전선

359017

359018

359057

359038

359058

359999

359016

산림환경시업(Practices for Forest Environment)

협동조합론(Cooperative Association)

산림휴양관리학(Forest Recreation Management)

목재수확론(Timber Harvesting)

산림생장모델론(Forest Growth Modeling)

전공세미나II(Tutorial Seminar II)

연습림실습(Experimental Forest Field Practices)

A

B

B

B

A

전공기본
A+B

3-3-0

3-3-0

3-3-0

3-3-0

3-3-0

1-0-2

1-0-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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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59037

359045

359041

359042

359059

359999

산림자원평가학(Forest Resources Valuation)

임업역사(History of Forestry)

산림토목시공학
(Construction of Forest Civil Engineering)

산림경영자료분석
(Analysis of Forest Management Data)

생태경제학( Ecological Economics)

전공세미나III(Tutorial Seminar III)

A

전공기본
B

A

A

전공기본

3-3-0

3-3-0

3-2-2

3-2-2

3-3-0

1-0-2

4-2 전선

359060

359022

359027

359061

359062

359047

359030

359999

산림경영정보시스템
(Fores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산림행정론(Forest Administration)

혼농임업론(Agroforestry)

사면안정론(Theory of Slope Stabilization)

산림환경시사
(Current Topics in Forest Environment)

자연환경해설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of Natural Resources)

원격탐사(Remote Sensing)

전공세미나IV(Tutorial Seminar IV)

A+B

B

A

B

B

A+B

B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3-3-0

3-2-2

3-3-0

1-0-2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산림경영학전공 교육목표

산림경영학 전공은 전국토의 65%를 차지
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
리적 관리를 통하여 국토보전, 국민보건휴
양, 수원함양, 풍치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
과 목재생산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이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연마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198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본 전공은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산림시업학, 임도
공학, 산림측정학, 임업경제학, 산림정보관
리학 등의 주요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산림자원의 보전적입장과 경제적 개

발의 입장을 조화시켜 다목적산림자원경영
을 추구하구 하는데 밑거름이 될 산림관련
분야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인류
에게는 환경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어 산림경영의 역할과 필요성이 어느때보
다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
경영학전공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
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시키기 위한 
탄력적인 이론교육 및 현장감 있는 실습교
육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의 자신감 성취
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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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관련기업체 
등의 관련기관과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여 
산림관련분야 고급인력을 공급하는데 최종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산림정보관리학 (3-3-0)

산림자원을 정보화 하는데 필요한 GIS, GPS, 
RS 등의 기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산림자원의 
효과적인 조사 등의 이용 및 적용 할 수 있는 기
술을 습득한다.

산림식생 (3-2-2)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 온대 산림형에서 서식하는 목본식물과 유용 
초본식물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위치를 인지하고, 
다른 식물과의 차이점을 식별하며, 향명과 학명에 
관한 명명법을 숙지하고, 지역과 지형에 따른 분
포역을 파악하며, 유형과 무형의 이용도에 대한 
제반 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상 산림식생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태적 성격, 입지 선호도, 이용 
유형 등을 배운다.

자연자원보존 (3-3-0)

현대사회는 자연자원보존에 대하여 더욱 공고
한 개념과 실천 방안을 요구한다. 자연자원의 중
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필두로, 오늘날 국부적으
로 혹은 범지구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변형, 훼손, 파괴 현상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자원
경영 관리자로서의 자연관을 확립하고 자질 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산림경영과학론 (3-3-0)

산림경영계획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방법론, 
즉 선형계획법, 목표계획법 등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산림측량학 (3-2-2)

산림내의 각 점들간의 위치를 정하고 이를 기
준으로 자연과 인공적인 여러 사물들을 표현 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하여 산림의 이용, 개발 및 
방재 등 여러 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이들
의 계획의 의해 선, 면적 및 토양을 측정하고 이
를 토지위에 표시하는 기술을 다루는 학문으로 

평판, 레벨, 트랜싯, 컴파스측량 등의 기초 이론과 
측량방법을 습득한다.

원서강해 (3-3-0)

산림경영에 관련된 영문서적을 학습하여 전공
증진과 더불어 영어를 증진시키는 학과목이다.

산림경제학의 기초 (3-3-0)

산림과 입업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해석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론과 해석 방법
에 대해 습득한다.

산림측정학 (3-2-2)

산림경영관리에 기초가 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측정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측정기자재 사용을 숙
달하여 실제 야외조사실습을 통하여 학습함

산림생태계원리 (3-2-2)

산림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관리
를 위하여 생태학적 시각을 고취시킨다. 산림자원
을 중심으로 주위 환경 조건과의 연관 관계, 개체
군의 구조와 동태, 군집의 속성과 분석, 산림생태
계의 에너지론과 물질순환, 생태 천이와 생태계 
분류 등, 합리적인 산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보육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자질 향상을 위
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산림관계법규 (3-3-0)

법학의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광의의 산림법관
계 법령과 현행 산림법관계법을 분석 검토한 후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로운 산림관계
법령의 체계를 연구한다.

산림항측학 (3-2-2)

산림항측은 대상물을 사진화상으로 기록하여 
이것을 매개체로서 정량적 측정과 정성적 측정을 
하며, 또한 이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
리는 기술로서 삼림항측의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사진판독의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임업적인 측
면에서의 이용방법 등을 습득한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3-3-0)

산림자원을 정보화하는데 필요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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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hic Information System) 문제를 다루는 기 
위한 기초를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
득한다.

산림정책학 (3-3-0)

산림과 임업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위치를 밝히
고 임업의 조장과 보육, 규제와 감독, 환경보전과 
산촌진흥 등 정책적 과제와 문제점을 검토 고찰하
고, 장래의 바람직한 산림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산림조성갱신 (3-3-0)

생태학적 건전성, 입지 조건과의 부합도, 경제
적 효율성을 최적의 조건으로 삼는 산림 조성 방
안을 모색하고, 생산성 제고와 임분 형질 향상을 
위한 산림 보육작업 적용 방법을 논의하며, 산림
의 구성 수종, 입지 조건, 경영 목표를 고려하여 
수확기에 달한 산림 및 미래 임분 조장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갱신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
과 실제를 다룬다.

현장실습 (1-0-1(주))

각 전공과목을 통하여 습득한 이론을 임업기계
훈련원 등에서 실습을 통하여 그 이론을 현장에
적용, 실습한다. 

전공세미나Ⅰ (1-0-2)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아울러 졸업논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본인의 연구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토론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아울러 졸업논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본인의 연구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토론한다.

전공세미나Ⅲ (1-0-2)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아울러 졸업논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본인의 연구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토론한다.

전공세미나Ⅳ (1-0-2)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아울러 졸업논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본인의 연구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토론한다.

산림자원경영계획학 (3-2-2)

산림자원을 과학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계
획을 세워야 하는데 산림계획에 필요한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다.

임업경제학 (3-3-0, A+B)

산림에서 생산된 원목, 임산물과 같은 1차 산
물과 목제품 등의 가공재에 대한 수요과 공급 이
론과 국제 목재시장 현황에 대해 경제학적인 시
각에서 습득한다.

임업기계학 (3-3-0)

합리적 임업경영에 가장 적합한 임업기계ㆍ기
구 및 그의 이용방법을 알아보고 구조ㆍ성능ㆍ취
득방법 등 기계공학적 요소를 습득한다.

산림자원모니터링 (3-2-2)

산림자원조사에 필요한 다양한 조사인자 및 조
사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직접 산림조사설계를 
계획하고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산림자원
을 모니터링하는데 있음

임업경영학 (3-3-0)

우리나라 임업경영 현장에서 취급하는 내용 및 
방법들을 접할 수 있는 과목이다.

임도공학 (3-2-3)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임
도에 대한 노망계획 노선설정, 임도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하여 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연습림실습 (1-0-1(주))

각 전공과목을 통하여 습득한 이론을 연습림에
서 실습을 통하여 그 이론을 적용, 실습한다. 

산림환경시업 (3-3-0)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지속가능성을 실현
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우러나오는 환경적․생태
적 기능의 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향
상시키고 조장하는 등 생태계의 건전성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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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 조화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산림시업적 방
법과 절차를 실제 응용적인 측면에서 다룬다.

협동조합론 (3-3-0)

협동조합의 본질과 원칙, 성장과정, 조직과 운
영, 종류와 기능 등을 살펴보고 농협 및 산림조합
을 중심으로 그 조직과 사업, 역할 및 과제 등에 
대하여 강술한다.

산림휴양관리학 (3-3-0)

산림의 다양한 기능 중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 휴양이다. 산림환경을 보전하면서 인간의 휴
양 만족을 시키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습득한다.

목재수확론 (3-3-0)

산악지형의 적합한 목재수확계획을 수립하여 
벌도, 조재 및 저목장까지의 집운재 작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산림생장모델론 (3-3-0)

산림내의 개체목 및 임분생장에 대한 이론적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고 산림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개체목 및 임분 생장모델을 개발 및 평가하는 
학과목임

산림자원평가학 (3-3-0)

산림자원 특히 목재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과 산림경제분석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임업역사 (3-3-0)

우리나라 임업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하여 검토 고찰하고, 임업
의 역사적 특성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 이해하며, 
장래 바람직한 임업발전의 방향을 정립한다.

산림토목시공학 (3-2-2)

산림토목학은 일반토목학을 바탕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토목재료를 이용하여 임도
시공, 피해복구, 인위적인 훼손지 복원 등을 산지
환경에 적합하도록 실행하는 분야로서 학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산림토목에 대
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함이다.

산림경영자료분석 (3-2-2)

산림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

리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
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는 학과목임

생태경제학 (3-3-0)

산림은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동시
에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한다. 본 강좌에서는 경
제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산림을 자원적인 시
각과 환경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방법을 습득한다.

산림경영정보시스템 (3-3-0)

산림경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
을 접할 수 있는 과목이다.

산림행정론 (3-3-0)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세계 주요국의 산림행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다.

혼농임업론                        (3-3-0)

산지 이용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복합임업경영
을 실현시키기 위한 산림부산물 생산 및 농업과 
축산업에 관련된 산림 생산과 산지 이용을 목표
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보육, 수확, 갱신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사면안정론 (3-3-0)

사면의 붕괴 요인을 분석하고 기술을 구조적ㆍ

지형적ㆍ토질역학적면에서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다.

산림환경시사 (3-3-0)

산림과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는 국토 개발 및 
건설,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식의 수업을 통해 현 시대 산림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는 능력을 습득한다.

자연환경해설 (3-2-2)

산림과 환경에 대한 숲해설, 환경해설과 의사
소통에 대하여 학습하고, 각종 자연학습 프로그램
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을 개발하는 학과목임

원격탐사 (3-3-0)

원격탐사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 지하 대상
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
를 얻어내는 기술로, 효과적인 산림자원의 조사방
법을 모색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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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학전공(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365001 제도 및 표현기법(Drawing & Rendering) B 3-2-2

2-1 전선

365002
036032
365003

365004
365005
365033

조경계획(Landscape Planning) 
조경정보 및 문헌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조경미학 및 입체구성
(Landscape Aesthetics & Perspective)
컴퓨터응용기법(CAD)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조경수목학(Landscape Trees)

전공기본
B
A

B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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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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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2-2

전필 365006 식재계획(Planting Design) 전공기본 3-2-2

전선

365031

365007
365008
365009

365010
365040

조경원서강해
(English reading in Landscape Architecture)
경관자원보존론(Landscape Resources Conservation)
정원계획(Garden Planning)
조경시공 및 적산 
(Landscape Construction & Labor Calculation)
CG 및 GIS(CG & GIS)
산림휴양학(Forest Recreation)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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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3-3-0

3-1

전필
365011
365012

조경구조공학(Landscape Engineering)
도시생태 및 녹지계획 
(Urban Ecosystem& Greenspace Plann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3-3-0

부필

전선

365034
365014
365015
365016

공원계획 및 설계(Park Planning & Design)
서양조경사(History of Western landscape)
실내조경(Interior Landscape Design)
환경분석 및 계획(Environmental Analysis & 
Planning)

전공기본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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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3-2

전필 365017
365018

동양조경사(History of Eastern landscape)
조경관리학(Landscape Management)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필

전선
365035
365020
365021
365022

조경설계 I(Landscape Design I)
조경시설물설계(Landscape Facilities& Detailing)
주거환경설계(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환경심리학(Environmental Psychology)

전공기본
B
B
A

3-2-2
3-2-2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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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65036

365038

365025

365039

365027

365037

조경설계 II(Landscape Design II)

경관생태 및 지역계획
(Landscape Ecology in Regional Planning)

도시경관설계(Design for Urban Landscape)

한국전통조경설계론(Design for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관계법규(Landscape Architecture Law)

조경현장실습(Landscape Field Practicum)

전공기본
A

B

A

전공기본
B

3-2-2

3-3-0

3-2-2

3-2-2

3-3-0

1-1-0 부필

4-2 전선

365028

365029

365030

365023

365026

농촌경관계획(Planning for Rural Landscape)

여가공간계획(Recreation Planning& Design)

조경원예학(Landscape Horticulture)

경관복구론(Landscape Restoration)

야생식물학(Wild Plants)

A+B

B

A

A+B

A

3-2-2

3-3-0

3-3-0

3-3-0

3-3-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조경학전공 교육목표

조경학은 환경 ·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 이용 · 경험 등의 현
상을 다루는 학문이자, 그러한 대상과 현상
의 조작(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을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다. 조경학은 조경미학, 조경사, 
조경계획·설계, 조경재료 및 시공, 조경수목
학, 경관평가, 생태학 등의 세부학문으로 
구분되며,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미술 · 산업
디자인 · 원예 · 임학 등의 관련학문과 협력
관계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조와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이에 따
라 조경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늘어나
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
라 조경학 전공자에게는 설계와 시공을 비
롯한 기존의 조경영역 외에도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지식습득이 요구되고 있다.

조경학전공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
용하여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의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조경수목학 (3-2-2)

조경에 이용되는 관목류, 교목류의 이용, 번식, 
재배법등을 학습한다. 

식재계획 (3-2-2)

식재에 필요한 디자인 이론 배경과 식재설계 
기법을 학습한다. 

조경구조공학 (3-2-2)

조경시설의 상세설계와 도로설계, 정지작업 및 
배수설계와 관련된 실습과 기술을 습득한다. 

도시생태 및 녹지계획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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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관계획과 관련된 생태적, 미적 및 경제
학적 접근방법과 이론을 사례연구와 더불어 탐구
한다.

동양조경사 (3-3-0)

동양 및 한국의 정원, 공원 등의 open space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역사적 양식들을 비교 검토
하며 그 특징과 성격에 관해 학습한다. 

조경계획 (3-2-2)

조경계획과 관련된 기초적 이론과 접근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실습한다. 

조경미학 및 입체구성 (3-2-2)

조경과 관련된 미학의 기초적인 이론과 응용방
법 등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적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경시공 및 적산 (3-3-0)

조경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조경공사용 
제품의 실제 및 조경시공에 관련된 공사내역작업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경관자원보존론 (3-3-0)

경관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관련된 이론을 학습
한다.

공원계획 및 설계 (3-2-2)

공원계획이론, 계획 도면의 작성 등을 통하여 
계획기법과 실질적인 계획 감각을 학습한다.

서양조경사 (3-3-0)

서양 각국의 조경양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조경양식의 변화와 공간적 특징, 패턴의 흐름 등
을 파악한다. 

환경분석 및 계획 (3-3-0)

환경계획에 있어 추후 미칠 수 있는 양향에 대
하여 평가하며 경관계획을 위한 인위적, 자연적 
경관의 분석기술을 습득한다. 

실내조경 (3-2-2)

실내에서 식물을 완벽하게 가꾸기 위해 개개의 

식물들이 생육해 온 환경파악 및 관리, 장식 등을 
연구한다. 

조경설계 Ⅰ (3-2-2)

조경계획 및 설계의 일반적 과정과 도면의 작
성기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습득하고 , 조경설
계의 고도의 지식과 그 응용력을 배양하는 설계
스튜디오 강좌이다. 

조경관리학 (3-3-0)

조경재료인 조경식물과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
리에 관하여 학습한다. 

주거환경설계 (3-2-2)

주택단지에서의 합리적, 창의적 계획 및 설계
과정과 방법을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조경시설물설계 (3-2-2)

조경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과 개선안
을 중심으로 시설종류별 상세설계, 시공 등에 관
한 전문기술을 사례 및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여가공간계획 (3-3-0)

대중의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여 
여가수요 및 공급, 여가행태, 여가공간계획의 방
법과 기법 등을 강의한다. 

농촌경관계획 (3-2-2)

농촌지역의 환경, 경관, 공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정과 방법을 학습한다.

조경관계법규 (3-3-0)

조경계획과 관리, 조경사업 등에 관련되는 제
반법규의 내용과 그 해석 및 응용방법을 학습한
다.

환경심리학 (3-3-0)

환경계획과 설계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인 환경
적 영향, 이용자에게 미치는 만족도 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다. 

도시경관설계 (3-2-2)

도시의 생활환경 및 경관개선의 견지에서 토지
이용, 교통, 녹지, 공공처리시설 등을 호함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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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설계의 방법과 기법을 배양한다. 

조경원예학 (3-3-0)

화단의 재료인 초화류의 재배와 관리를 학습한
다. 

제도 및 표현기법 (3-2-2)

프리핸드, 레터링, 스케치 등을 비롯한 여러 제
도기술을 익히고 설계도, 단면도 등의 다양한 제
도법을 실습한다.

조경원서강해 (2-2-0)

영어능력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요건을 고려
하여, 조경학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어휘, 문법, 독
해, 작문 등의 학습을 통해 영어능력을 배양한다.

경관생태 및 지역계획 (3-3-0)

경관생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원리 및 이론
을 학습하고 지역계획에의 실용적 응용을 탐구한
다.

한국전통조경설계론 (3-2-2)

한국의 전통적 조경원리와 기법을 응용하여 한
국적 특징을 담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설계능
력을 배양토록 한다.

정원계획 (3-2-2)

주택과 각종 건축물 및 도심사이 소공간 등의 
외부공간에 대해 기능과 미가 조화된 공간계획을 
할 수 있도록 설계의 기본원리와 응용방법을 습
득한다.

경관복구론 (3-3-0)

훼손된 자연 경관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이론
적 배경과 기술을 학습한다.

환경생태학 (3-3-0)

식물과 환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태학적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조경정보 및 문헌관리 (3-3-0)

조경관련 정보의 수집, 획득, 가공, 저장에 대
한 기술을 학습한다.

컴퓨터응용기법 (3-2-2)

조경실무분야에서 필요한 CAD활용능력을 습득
하고, 컴퓨터 활용기본능력을 배양한다.

CG 및 GIS (3-2-2)

GIS(지리정보체계)관련 실무와 현황을 이해하
고, 분석과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 GIS와 컴퓨터 
그래픽(2차원과 3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조경현장실습 (1-1-0)

조경업무가 실제로 수행되는 관공서, 설계실, 
시공현장 등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 발전시키며, 취업 시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조경설계 Ⅱ (3-2-2)

실지 조경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경계획부터 설
계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학습해 온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활용한다.

야생식물학 (3-3-0)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유용한 식물들의 생리생
태를 이해하고 조경재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이
해한다.

산림휴양학 (3-3-0)

산림휴양 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능력을 배양한다.



－ 511 －

산림자원학부

(Division of Forest Resources)

산림자원조성학전공(Program of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선 356001 유전학(Genetics) 전공기본 3-3-0

2-1 전선

356002
356034
356027
356003
356035

산림측량학 및 실습 I(Forest Surveying and Practices I)
식물번식학(Plant Propagation)
산림과 환경(Forest and Environment)
식물분류학 및 실습(Plant Taxonomy and Practices)
식물세포 생물학(Plant Cell Biology)

A+B
A+B

전공기본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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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56036 수목학(Dendrology) 전공기본 3-3-0

전선
356004
356037
356053
356038

임목번식학 및 실습(Tree Propagation and Practice)
산림토양(Forest Soils)
특용자원식물학(Industrial Resources Plants)
임목발생학(Tree Embryology)

A+B
전공기본

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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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56006 연습림실습(Forest Field Practices) A+B 1-0-1주

전선

356007
356008
356039
356014
356040
356041
356011

산림생태학 및 실습(Forest Ecology and Practices)
임목육종학 및 실습(Tree Breeding and Practice)
산림입지환경(Forest Site)
수목학 및 실습 I(Dendrology and Practices I)
임목해부학 및 실험(Tree Anatomy and Practice)
산림수문학 I(Forest Hydrology I)
녹화공학(Revegetation Engineering)

A
A+B

B
B

전공기본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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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56013
356042
356043

사방공학 I(Erosion and Control Engineering I)
현장실습(Forest Resources Practicum)
산림자원관리기술(Forest Resources Management)

A+B
A+B
A+B

3-3-0
1-0-1(주)

3-3-0

전선

356044
356045
356018
356025
356020
356046
356017

수목생리학 및 실험(Tree Physiology and Experiment)
유전자원 보전학(Forest Genetic Resources Conservation)
산림양분순환(Nutrient Cycling in Forest Ecosystems)
산림영양학(Forest Nutrition)
수목학 및 실습 Ⅱ(Dendrology and Practices Ⅱ)
식물 분자생물학(Plant Molecular Biology)
산림측량학 및 실습 Ⅱ
(Forest Surveying and Practices Ⅱ)

A
A
A
A
B
A

A+B

3-2-3
3-3-0
3-3-0
3-3-0
3-2-2
3-3-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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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356999

356019

전공세미나
조림학(Silviculture)

B

A

1-0-2

3-3-0

전선

356033

356047

356012

356016

356023

원서강해(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

특용수재배학(Economic Tree Cultivation)

임목생물공학 및 실습
(Tree Biotechnology and Technology)

산림수문학 II(Forest Hydrology II)

A

A

B

A

A+B

3-3-0

3-3-0

3-3-0

3-2-2

3-3-0

4-2 전선

356022

356048

356026

356049

356050

356051

사방공학 II(Erosion and Control Engineering II)

식생환경학(Vegetation and Environment)

외국수목학(Exotic Tree Species)

임목유전공학(Tree Genetic Engineering)

식물환경정화론(Phytoremediation)

산약초 임간재배학
(Cultivation of Eatable Vegetation in Forest Floor)

A+B

A

A

A

A

A

3-3-0

3-3-0

3-3-0

3-3-0

3-3-0

3-3-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산림자원조성학전공 교육목표

지구상의 온난화, 열대림을 비롯한 세계 
산림의 열악화･소실, 사막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이들 지구규모에서의 환경문제는 
산림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임업은 임업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산림
생산력의 정체, 국산재 공급･수요의 정체 
등에 의해 임업생산활동이 위축되는 현실
에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응이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
다. 물론 행정시책의 충실과 전개를 도모해
야 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기초적･선도적 
연구발전을 진척시킴과 동시에, 얻어진 기
술적 성과를 현장에 신속히 적용･보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산림에 관한 연구는 임학

(Forestry)이라 하여, 목재자원 중심의 임업
기술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관심대상도 
다양화되어 그 이름이 산림자원학(Forest 
Resources)또는 산림과학(Forest Science)으로 
불리고 있다.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자
원과 관련한 자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해결에 대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전공의 교육과정
은 산림의 역할을 자원과 환경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이 두 측면이 상반되는 
기능을 한다는 전제를 두지 않고 교육과정
을 구성하였다. 관리 또는 수확할 수 있는 
산림의 산물을 자원으로 규정하고, 동식물, 
물, 토양, 대기 등을 환경으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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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환경도 넓은 
의미에서는 산림자원일 뿐만 아니라, 자원
을 조성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환경문제
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전공은, 산림의 다목기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그의 이용이 강하게 요구
되고 있고 국내･외적인 상황에 비추어, 산
림의 물질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환경으
로서의 가치를 양립시키면서 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갖춘 임업인을  육성하는데 교육목
표를 둔다.

산림생태학 및 실습 (3-2-3)

생태계의 역사와 산림문화를 공부한다.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산림생태계와 기후 환경인자와의 관계를 이해

한다.
산림과 토양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산림과 수자원의 관계를 구명한다.
산림의 물질생산 및 순환을 이해한다.
산림조사-식물사회학적 분석방법을 실습한다.
지구환경 오염과 산림의 역할을 이해한다. 

수목생리학 및 실험 (3-2-3)

수목생리학의 범위와 관련과학을 이해한다.
수체의 구조와 생리관계를 공부한다.
광선과 수목과의 관계를 공부한다.
온도와 수목생장의 관계를 공부한다.
수분과 수목생장과의 관계를 공부한다.
토양환경과 수목 생리반응을 이해한다.
수목의 광합성과 호흡 작용 이론 및 실험을 한다.
수목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특성 및 대사

생리를 공부한다.
대기오염과 수목의 생리반응 실험을 한다.
수목의 생식기관 특성 및 생리반응 실험을 한다.
수목의 스트레스 생리반응 실험을 한다.

산약초 임간재배학                (3-3-0)

인류와 산약초의 역사를 공부한다.

산약초의 종류와 용도를 탐구한다.
임간재비지 환경조절 방법을 공부한다.
산약초 발아 및 번식방법을 탐구한다.
산채의 임간재배지 도입방법을 이해한다.
약초의 임간재배지 도입방법을 이해한다.
산약초 임간재배와 소득분석을 공부한다.
산약초의 산림자원화 방향을 이해한다.

조림학 (3-3-0)

산림조성의 역사를 이해한다.
산림조성에 필요한 기초 수목생리학을 공부한다.
산림조성에 필요한 기초 수목생태학을 공부한다.
산림조성에 필요한 기초 임목육종학을 공부한다.
산림조성에 필요한 입지환경을 이해한다..
임목종자학 및 증식법을 이해한다.
양묘방법 및 식재법을 이해한다.
산림무육방법을 이해한다.
조경수 및 공원수 식재방법을 이해한다.

유전학 (3-3-0)

유전의 원칙과 이론을 배운다.
유전현상의 논리적 및 이론적 해석과 추론 능

력을 기른다.
멘델유전학, 세포유전학, 집단유전학, 양적유전

학 및 분자유전학의 내용을 다룬다.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간생활의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임목육정학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식물번식학 (3-3-0)

식물의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의 원칙과 이론을 
배운다.

종자의 결실과 관련한 수분, 수정, 발달, 휴면 
및 관리 등에 있어 생리학적, 발생학적 및 형태학
적 면에서의 변화와 이론을 다룬다.

삽목, 접목, 취목 및 생물공학적 증식 과정에 
있어 생리학적, 발생학적 및 형태학적 면에서의 
변화와 이론을 다룬다.

종자와 묘목의 관리, 판매 및 교역에 관련한 
법규를 배운다.

번식과 관련한 사업의 설계, 집행 및 관리 능
력을 기른다.

임목번식학 및 실습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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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의 유성적 번식과 무성적 번식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임목 종자의 채집, 선정, 파종, 묘목관리, 굴취 
등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다룬다.

삽목, 접목, 취목 및 생물공학적 증식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다룬다.

양묘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다.
묘목 양성의 현장 지도, 관리 능력을 갖춘다.

임목육종학 및 실습 (3-2-2)

임목육종을 실시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발육종, 교잡육종, 도입육종 및 돌연변이 육종

의 기초이론 및 실제와 생물공학적 방법을 이용
한 육종이론을 다룬다.

저항성 육종, 유실수 육종 및 수종별 육종의 
실제 예를 다룬다.

임목육종사업 실행능력을 갖춘다.
임목육종의 임업과 산림과학에서의 적용 능력

을 기른다.

원서강해 (3-3-0)

산림과학 분야에서의 영문 독해 능력을 기른다.
산림과 관현한 철학과 역사, 산림과학 여러분

야의 기술과 과학의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의 산
림등에 있어 관련한 논문, 시평, 인물사, 서적의 
부분 등을 발췌하여 다룬다.

영문 산림과학 도서의 이해 능력과 영어표현 
능력을 기른다.

산림과학의 과학, 기술적 분양와 사회적 분야
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유전자원보전학 (3-3-0)

식물유전자원의 유전적 가치와 보전에 관한 원
칙과 이론을 배운다.

식물유전자원의 변이의 측정과 보전법을 다룬다.
생물다양성 유지가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다.
유전자원 보전 사업을 위한 이론과 수행능력을 

기른다.

산림측량학 및 실습 (3-2-2)

산림측량학은 산지의 각 지형지물을 도면화하
거나, 도면화된 지형지물을 현장에 표시하는 기술
을 다루는 학문으로 지도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도면을 통해 산지의 이용, 개발 및 방재 등의 기
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측량
학 및 실습 Ⅰ에서는 산림측량의 기본이 되는 평
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싯측량 및 컴파스측량 등
의 기초 이론과 측량방법 및 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산림수문학 Ⅰ (3-3-0)

산림수문학은 (1) 삼림지역에 있어서 물의 성
질, 분포에 관한 기초적 연구, (2) 인간의 생활환
경에 삼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유역
관리, 수자원 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업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학문이다. 산림수문학 Ⅰ은 산림과 물 순환, 식생
차단, 침투와 투수, 산지비탈면의 유출과정 및 산
림유역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수량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룬다. 

녹화공학 (3-3-0)

녹화공학은 목본과 초본에 의해 토지의 면적 
녹화를 실시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환경, 토
지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특히 개
발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조사의 자료를 
작성․검토함으로써 사후조치로서의 환경보전․

자연보호를 위해 시공하는 녹화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주요 시공대상지로는 산복과 계
류 및 해안림은 물론도로비탈면, 철도비탈면, 채
광․채석지, 매립지, 주택개발단지, 공장단지, 비
행장, 골프장, 스키장 등이 포함된다.

사방공학 Ⅰ (3-3-0)

사방공학은 산지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토사가 
생산→이동→퇴적→재이동→재퇴적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토사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토사재해를 억제하기 위해 토목적 
및 생물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림환경보전공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특히 사방공학 Ⅰ에서는 치산
분야에 해당하는 토사생산구역을 대상으로 산지
침식 및 토사유출에 대한 기초이론을 파악하고, 
견고하고도, 친환경적인 산복사방에 필요한 기술
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룬다.

산림측량학 및 실습 Ⅱ (3-2-2)

산림측량학은 산지의 각 지형지물을 도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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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도면화된 지형지물을 현장에 표시하는 기술
을 다루는 학문으로 지도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도면을 통해 산지의 이용, 개발 및 방재 등의 기
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측량
학 및 실습 Ⅱ에서는 산림측량의 기본이 되는 평
판측량, 레벨측량, 트랜싯측량 및 컴파스측량 등
의 기초 이론과 측량방법 및 기기 사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산림수문학 Ⅱ (3-3-0)

산림수문학은 (1) 삼림지역에 있어서 물의 성
질, 분포에 관한 기초적 연구, (2) 인간의 생활환
경에 삼림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유역
관리, 수자원 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업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는 
학문이다. 산림수문학 Ⅱ는 산림과 물 순환, 식생
차단, 침투와 투수, 산지비탈면의 유출과정 및 산
림유역시험 등에 대한 내용을 질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룬다.

사방공학 Ⅱ (3-3-0)

사방공학은 산지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토사가 
생산→이동→퇴적→재이동→재퇴적을 반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토사특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토사재해를 억제하기 위해 토목적 
및 생물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림환경보전공법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특히 사방공학 Ⅱ에서는 치산
분야에 해당하는 토사통과 구역과 토사퇴적 구역
을 대상으로 토사이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파악하
고, 계류 및 야계사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룬다.

산림과 환경 (3-3-0)

산림을 수목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미생물을 
포함하는 생물공동체로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영향을 받고 또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동
적인 생태계로 이해하고, 이들 생물들의 비생물적 
환경(기후, 토양, 물, 공기, 바람, 빛 등)과의 상호
관계(환경 의존성 및 적응성 등)을 다룬다.

산림토양 (3-3-0)

다른 토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위적인 영향이
적고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림토양을 
동적인 자연체로 이해하고, 산림생태계의 주요 구

성인자로서의 토양을 산림의 구성이나 산림의 생
산력 및 생태계의 안정과 관련하여 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성질과 특성을 파악한다.

산림입지환경 (3-3-0)

산림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환경인자(토양, 
지형, 기후, 생물 등)의 종합이 산림입지임을 이
해하고, 지력유지 개량, 식재수종의 선정 및 갱신
법의 결정 등 임업기술상 중요한 산림입지요인을 
조사,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토양, 식물, 토양
생물, 산림기상, 물환경, 물질의 변화와 이동 및 
군락동태, 물질의 순환 및 생산등의 조사법을 포
함한다.

식생환경학 (3-3-0)

식물의 성립또는 분포의 특이성과 생활(또는 
구조와 기능)을 그들 둘러싸고 있는 강종 환경인
자와 관련하여 이해한다. 어떤 특징의 식생이 특
정의 환경에 성립하고 분포하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며, 서식지환경을 개체군 및 
군집 수준에서 조사, 분석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보전생물학 (3-3-0)

생물다양성의 붕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
물의 종, 군집 및 생태계에 대한 인간 활동을 명
확히 이해하고, 위험에 처한 종의 절멸을 막기 위
한 실질적인 보전 방법을 찾고,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생태계 내에서 기능의 발휘를 도모하는 기본 
이론을 다룬다.

산림양분순환 (3-3-0)

산림생태계가 그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
질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하
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들의 유입속도와 유입
량, 그리고 생태계 내부에서의 순환량과 순환속도
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본 메커니즘인 것을 이
해한다. 산림생태계 내의 식물, 토양, 토양생물 사
이를 움직이는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에 중점을 두
며, 생물화학순환 및 지구화학적 순환의 내용을 
포함한다.

산림영양학 (3-3-0)

산림이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
능은 그 기반이 임목의 생육상태에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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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그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생태계로서의 
산림의 자연력에 인위적 영양관리를 추가하여 임
분의 활력과 생육을 조장하는 기본 내용을 다룬
다.

식물분류학 (3-3-0)

식물분류학에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을 학습하며, 실험 실습을 통하여 식물에 대
한 동정과 명명 그리고 식물 상호간의 계통관계
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식물명과 식물분류학의 지
식을 통하여 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특용수재배학 (3-3-0)

화학적, 약용, 조경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특
이 수종의 재배법과 이용에 대해서 연구한다. 

수목학 및 실습Ⅰ (3-2-2)

임학 전반의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수목학은 
분류, 식별, 분포 및 이용도 등을 학습하며, 많은 
수종을 채집하고 분류 동정하는 실습을 통하여 
수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수목학 및 실습Ⅱ (3-2-2)

임학 전반의 기초 과목에 해당하는 수목학은 
분류, 식별, 분포 및 이용도 등을 학습하며, 많은 
수종을 채집하고 분류 동정하는 실습을 통하여 
수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용자원식물학 (3-3-0)

산림자원식물 가운데 초본식물만을 대상으로 
특수한 용도 즉 식용, 약용 및 관상자원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식물에 대하여 특성 및 이용과 
개발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외국수목학 (3-3-0)

목재, 조경, 공해 저항성 등을 위한 자원으로서 
외국 수종의 재배법과 특성에 대해 연구, 발표한
다.

식물세포 생물학 (3-3-0)

식물 세포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식물의 생장은 세포는 분열 및 분화에 결과이다.
식물 부위마다 각각의 세포는 독특한 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분화된 세포마다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미세구조상의 변화가 뒤따른다. 
식물세포의 특성 및 구조, 세포의 분열,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의 구조 및 특징 및 이들의 
기능을 이해한다.

임목 발생학 (3-3-0)

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인 화기의 발달을 이해한다.

수분, 수정 및 종자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수정란이 분열하여 종자를 형성하는 기작을 이

해한다.
종자가 발아하여 식물체로의 생장시 식물의 뿌

리 및 줄기, 형성층의 분화는 가각의 독특한 발생
학적인 의의를 지니는데 이러한 식물발생의 거시
적 및 미시적 관찰을 통하여 식물의 일생을 이해
한다.

임목해부학 및 실습 (3-3-0)

식물의 크기 및 형태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및 조직의 분화 및 특이성에 기인한다. 

특히 식물의 생장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식물의 분열조직, 사부, 목부의 특징을 
관찰하고 이해한다.

또한 나무의 목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및 세
포의 구성 및 분화 특징을 이해하여 나무마다 톡
특한 목재의 근본적 차이점 및 특성을 이해한다.

식물 분자생물학 (3-3-0)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진보가 급변하고 있어서 
선진 국가들은 분자생물학의 연구와 응용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식물 분자생물학의 기본 지식 및 분자생물학적 
접근 방법의 기술을 배운다.

유전자 조절기작을 통한 생명현상의 근본적 탐
구 및 응용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임목 생물공학 및 실습 (3-2-2)

임목의 생물공학은 식물의 조직 및 세포배양의 
기법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생물공학적 기술의 개요 및 기술 변천 및 응
용,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배운다. 

특히 배양용기내에서 무균적으로 임목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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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식방법을 소개하고,  바이오리엑터 배양을 
통한 물질생산 기술 등을 강의한다.

임목 유전공학 (3-3-0)

이 과목에서는 유전자를 기본으로 한 유전자 
조작기술 및 응용범위를 소개한다. 

유전자 도입기술을 이용한 임목의 품종개량 및 
물질생산의 방법을 배운다.

유전자 도입식물의 안정성 및 환경 유해에 관
한 문제점의 가능성을 배운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성공적인 연구 및 개발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개발이 기
대되는 기술 및 산업분야를 소개한다.

 
식물 환경 정화학 (3-3-0)

최근 지구 환경은 온난화, 미세먼지 등 많은 
환경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림식물은 지구환경을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이며, 앞으로도 지구환경에 있어서 산림식
물이 지니는 기여 및 가치는 갈수록 중요성이 인
식되고 있다. 

식물은 대기 및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정화하는 
대표적 생물체 인데 그 원인 및 기작 등을 이해
한다. 최근 식물을 통한 환경오염을 복원 및 정화
시키는 노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자원관리기술 (3-3-0)

산림의 주․부산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경
영계획에 의한 조림․무육․벌목․집재․운재 등
의 산림작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다.

산림경영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
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룬다.



－ 518 －

산림자원보호학전공(Program of Forest Resources Protection)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2-1

전선
전선
전선
전선

357001

357035

357036

357002

버섯학 및 실습(Mushroom Science and Practices)

산불학 개론(Introduction to Forest Fire)

산림 생물학(Forest Biology)

야생동물학 개론(Introduction to Wildlife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3-2-3

3-3-0

3-3-0

3-3-0

2-2

전필 357013 산림환경오염론
(Introduction to Forest Environmental Pollution)

A 3-3-0

전선
357003

357004

357037

산림과 동물(Forest & Animals)

곤충학 개론(Introduction to Entomology)

산림과 미생물(Forest & Microbes)

A+B

A

A+B

3-3-0

3-3-0

3-3-0

3-1

전필
357005

357006

산림병리학개론(Introduction to Forest Pathology)

산림해충관리 및 실습
(Forest Pest Management and Practice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2-3

전선

357999

357007

357020

357008

357038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곤충분류학 및 실습(Insect Taxonomy and Practices)

야생동물관리학 및 실습
(Wildlife Management and Practices)

산불 발생학(Embryology of Forest Fire)

산림환경오염분석 및 실험
(Environmental Pollution Analysis and Lab.)

A+B

A

A

A

A+B

1-0-2

3-2-3

3-2-3

3-2-3

3-2-3

3-2

전필

357999

357011

357012

357014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연습림실습(Experimental Forest Field Practices)

수목병리학 및 실습
(Forest and Shade Tree Pathology and Lab.)

산림곤충학 및 실습 
(Forest Entomology and Practices)

A+B

A+B

A+B

A+B

1-0-2

1-0-7

3-2-3

3-2-3

전선

357015

357039

357028

357019

357010

산림곤충생태학(Forest Insect Ecology)

응용 야생동물학(Applied Wildlife Science)

산림환경보전론(Conservation of Forest Environment)

산불 생태학 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Fire Ecology)

산림균학(Forest Mycology)

A

B

A+B

B

A

3-3-0

3-2-3

3-3-0

3-3-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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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357999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B 1-0-2

전선

357022

357023

357024

357040

357031

수목병 진단 및 방제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ree Diseases)

수목바이러스학(Tree Virology)

야생동물자원학(Wildlife Resources)

곤충자원학 및 실습(Insect Resources and Practices)

원서강해(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B

A

A

A+B 

전공기본

3-3-0

3-3-0

3-3-0

3-2-3

3-2-3

4-2 전선

357999

357030

357021

357025

357026

357027

357018

357017

357041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수렵학(Hunting Science)

생물적 방제론(Principles of Biological Control)

응용곤충학(Applied Entomology)

수목생리병학(Tree Physiological Pathology)

수목관리학(Tree Maintenance)

산림기상학(Forest Meteorology)

산림 자원 보존론(Preservation of Forest Resources)

산림자원정보 및 문헌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in Forest Resources Protection)

A+B

A+B

B

A+B

B

B

A

B

A+B

1-0-2

3-3-0

3-3-0

3-3-0

3-3-0

3-3-0

3-3-0

3-2-3

3-3-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산림자원보호전공 교육목표

본전공은 산림 내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
의 예방과 구제이론을 탐구하고 산림 생물
종의 관리, 보존에 대한 과학 기술을 개발
하여 산림자원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전문
지식인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1992
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인류문명이 발달되고 고소득 복지사회가 
다가오면서 국민생활의 수준이 크게 향상
되어 목재수요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산림레저 수요가 현저히 증가되고,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증대
되는 현대의 임업은 경제임업과 환경임업
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산림자원보호전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연구영역의 한 분야로서 기상재
해 인위적 재해 생물재해 등의 각종 재해
의 원인이나 성질을 연구 분석하여 그 영
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구명함과 동시에, 
산림이 가지는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
으로 적절한 재해의 예방 및 구제의 이론
과 방법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전공의 학문영역은 다수의 기초학문
을 응용하여 산림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피해원의 구명 및 생물종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산림에 피해를 주는 곤충들의 
생태 및 분류에 관하여 연구하는 산림 해
충학 분야, 수목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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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버섯 등에 연구하는 수목병리학분야, 
산림에 해를 주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관하여 연구하는 산림오염학분야, 인위적인 
재해 중 산림에 가장 많은 손실을 주는 산
불 및 기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산불학 및 
기상학분야, 산림내에서 서식하는 鳥獸類등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관리
분야, 수목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방제를 
연구하는 산림병해충방제학분야 등의 강좌
가 개설되어 있다.

졸업 후에는 산림청산하 각 영림서와 임
업직 및 환경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영
림서, 산림조합, 국립공원관리공단, 나무병
원, 농약 종묘회사 및 각종 임업관련 회사
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연구자로서의 공부도 할 수 있다.

2학년 1학기

버섯학 및 실습 (3-2-3)

(Mushroom Science and Practices)

∙ 버섯의 정의와 버섯의 산림 생태계 내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 버섯의 구조와 생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 버섯의 생리, 유전에 대하여 학습하여 버섯의 
육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 버섯균주의 분리, 배양, 보존 등에 대한 기술
을 습득한다. 

∙ 버섯의 분류에 대하여 이해하여 버섯의 종류
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버섯의 영양 및 약리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여 버섯의 식용 및 약용가치에 대하여 
이해한다.

∙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의 제조 및 멸균, 종균
의 준비 및 접종, 배양 및 재배 기술을 실습하여 
실제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산불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Forest Fire)

∙ 산불의 발생, 진화 원리를 이해한다
∙ 산불발생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과 특성을 이

해한다.
∙ 산불의 종류와 연소특성을 이해한다.
∙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산불에 의한 피해의 종류와 피해범위를 이해한다.
∙ 효과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방법과 피해 최소

화방안을 강구한다.
∙ 산불의 효과적인 면을 이해한다.
∙ 산불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의 범위와 최소화

방안을 이해한다.
∙ 산불로 인한 생태,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

적 지역적 영향에 대하여 이해한다.

산림생물학(Forest Biology) (3-3-0)

∙ 생물종의 분류, 생식, 생태특성에 대하여 습득
한다.

∙ 생명과 진화에 대하여 이해한다.
∙ 생태계와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야생동물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Wildlife Science)

∙ 사회학적, 문화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야생동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
의 일환으로서 야생동물이 갖는 생태적, 경제
적, 심미적 가치를 인지함.

∙ 야생동물이 갖는 산림생태계내의 위치에 대한 
고찰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보호구설정, 멸종 및 희귀야생동물지정, 수렵
활동 등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고찰함.

∙ 천연기념물 보호법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국
내법률, CITES, 람사협약 등 야생동물의 보호
와 연계된 국제간의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대
한 고찰을 수행함.

∙ 야생동물관리학, 야생동물증식학, 야생동물자
원학, 수렵학 등 야생동물관련 분야에 대한 개
론연구.

∙ 밀도조사, 생태연구, 행동권연구 등 야생동물 
전반에 관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연구기법을 
고찰하고 현장에서 적용ㆍ고찰함. 

2학년 2학기

산림환경오염론 (3-3-0)

(Introduction to Forest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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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의 종류를 학

습한다.
∙ 산림과 환경오염의 상호 관계를 학습한다.
∙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을 관찰하고 공부한다.
∙ 산림의 보속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생태계의 건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환경학적 연구기법을 확립한다.

∙ 인간 활동에 의해 수반된 유기적, 무기적인 각
종의 오염물질과 그 오염원에 대해 탐구하고, 
오염물질이 삼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
해의 기작 및 산림의 대기정화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산림과 동물(Forest and Animals) (3-3-0) 

∙ 산림생태계를 이해한다.
∙ 산림생태계 내에서 동물의 다양성과 그 역할

에 대하여 이해한다.
∙ 숲과 동물의 상호관계, 동물의 경제적 기능 등

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주요산림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 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 산림 생태계 내에 주요 산림동물의 복원방법

을 습득한다
∙ 산림동물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곤충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Entomology)

∙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곤충의 일반적인 외부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 곤충의 일반적인 내부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 곤충의 일반 생활사에 대하여 이해한다.
∙ 분류학상 곤충목별 대표적인 곤충의 특징을 이

해한다.

산림과 미생물(Forest & Microbes) (3-3-0)

∙ 산림생태계에 있어서 미생물들의 역할, 산림생
물들과의 상호 관계 및 이들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주요 산림 미생물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
한다.

∙ 삼림 미생물들의 물질 대사 특성에 관하여 이
해한다.

∙ 질소고정균의 질소 대사 mechanism에 관하여 
이해한다.

∙ 균근과 식물과의 공생 mechanism에 관하여 이
해한다.

∙ 산림의 미소 동물과 미생물과의 공생 및 기생 
유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산림 미생물의 활용 이론 및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3학년 1학기

산림병리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forest pathology)

∙ 산림 및 수목 병리학에 관련된 학문 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병원체의 유형 및 그 특성을 이해한다.
∙ 주요 산림병해의 발생 mechanism에 관하여 이

해한다
∙ 생물성 병원체의 병원성에 관하여 이해한다.
∙ 병원체의 침입에 대한 기주의 방어 방법에 관

하여 이해한다.
∙ 병원체의 기주에 대한 병원성 발현 방법에 관

하여 이해한다 
∙ 산림병해의 발생과 산림 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이해한다. 
∙ 삼림병해 방제 방법의 기초 이론을 이해한다.

산림해충관리 및 실습                 (3-2-3)

(Forest Pest Management and Practices)

∙ 산림의 생태학적 기반과 해충관리이론에 대하
여 습득한다.

∙ 수목의 가해특성과 산림피해에 대하여 이해한다. 
∙ 환경과 곤충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한다.
∙ 곤충의 해충화 기작 및 수목의 저항성에 대하

여 이해한다.  
∙ 화학적, 물리적, 생태적, 생물적 방제방법에 대

하여 습득한다.
∙ 해충의 종합관리방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

곤충분류학 및 실습 (3-2-3)

(Insect Taxonomy and Practices)

∙ 곤충분류학의 역사와 분류구과 범주의 정의를 
이해한다.

∙ 곤충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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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에 사용되는 분류학상의 형질과 특징을 이
해한다.

∙ 곤충의 분류 체계를 이해한다.
∙ 곤충 채집법 및 표본제작방법을 습득한다.

야생동물 관리학 및 실습           (3-2-3)

(Wildlife Management and Practices)

∙ 야생동물은 적절한 관리기법을 통하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자원
의 한 유형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보호ㆍ증식하는 관리기법에 대해
서 고찰하고 현장실습을 병행함. 

∙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증식되는 데 요
구되는 많은 서식지 구성요소에 대해서 고찰
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현장 실습을 통해서 야생동물 관리학 개론, 관
리의 필요성과 효용성, 관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생태계 건강도 증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야생동물이 갖는 산림생태계내의 위
상에 대해서 실제 경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 야생동물관리학은 야생동물증식학, 야생동물자
원학, 수렵학 등 관련분야와 연계해서 야생동
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에 대
한 심도있는 고찰을 수행함. 

산불 발생학 (3-2-3)

(Embryology of Forest Fire)

∙ 산불발생의 원리와 발화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 산불발생원인을 세분화하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 산불발생위험도를 좌우하는 요인과 특성을 이

해한다.
∙ 수종, 임상, 지형조건별 산불발생특성 및 위험

도를 이해한다.
∙ 산불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 산불발생과 사회적, 지역적인 상호연관성을 이

해한다.
∙ 산불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효과를 

판단한다.
∙ 산불발생위험예보시스템을 이해한다.
∙ 산불발생 예방법을 이해한다. 

산림 환경오염분석 및 실험 (3-2-3)

(Environmental Pollution Analysis and Lab.)

∙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고도의 산업발달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인류사회는 물론 산림생태계
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대기오염에 대한 기초지식, 산림에 미치는 대
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 영향, 측정기
술, 분석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한다. 

3학년 2학기

연습림실습 (1-0-7)

(Experimental Forest Field Practices)

∙ 지금까지 습득한 전공분야의 지식을 학술림을 
대상으로 실습위주로 학습함으로서, 이론의 
현장실무 접목능력을 함양한다.

수목병리학 및 실습 (3-2-3)

(Forest and Shade Tree Pathology and Lab.)

∙ 수목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이상증상과
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수목에 이상증상을 일으키는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의 종류와 이들에 의한 병해 발생기작 등
에 대하여 학습한다

∙ 수목에 발생하는 병을 일으키는 3대 요소와 
이들의 조건에 따른 병발생량 변화 등에 대하
여 이해한다. 

∙ 수목 병해의 4대 방제원칙과 이들 각각에 속
하는 다양한 방제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주요 수목병해들에 대하여 병징 및 표징에 의한 
진단, 병환 및 방제법 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 수목병의 진단에 필요한 병징 및 표징들의 종
류를 이해하고 숙지한다.

∙ 수목병에 감염된 수목의 조직으로부터 병원균
의 분리, 배양, 현미경관찰 등에 의한 동정기
술을 실습시간에 습득하여 병해의 원인을 정
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산림곤충학 및 실습 (3-2-3)

(Forest Entomology and Practices)

∙ 산림곤충과 수목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학습 
한다.

∙ 주요산림곤충의 종류 및 생태에 관하여 학습
한다.

∙ 임상별 인공림과 자연림에 대한 산림해충을 
이해한다.

∙ 산림해충개체군의 종합관리개념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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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곤충생태학                   (3-3-0)

(Forest Insect Ecology) 

∙ 산림곤충의 생활사특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개체군의 개념, 특성, 성장, 동태 이론을 이해

한다.
∙ 산림생태계 내에서의 곤충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한다.
∙ 주요산림곤충의 개체군 생태학에 대하여 이해

한다.
∙ 서식처와 곤충의 다양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산림 내에 서식하는 곤충군집의 해석방법을 습

득한다.

응용야생동물학 (3-3-0)

(Applied Wildlife Science)

∙ 야생동물의 경제적, 생태학적 가치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증식, 보호, 보전
할 수 있는 관리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야생동물은 중요한 산림자원의 한 유형임을 
인지함.

∙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적절
한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등 야생동물을 증식
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함. 

∙ 수렵활동, 자연생태관광 등 야생동물을 대상으
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의 중요
성에 대해서 고찰함. 

∙ 산림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생동물의 생
물학적 가치를 인지하고 건전한 생태환경 유지
를 위한 적절한 관리기법개발에 대해서 고찰함. 

∙ 서식개체수 및 밀도조사 기법을 소개, 연구함
으로서 야생동물 보속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생태계의 건강도
를 정량화할 수 있는 환경생물학적 연구기법
을 확립함.

산림환경보전론 (3-3-0)

(Conservation of Forest Environment)

∙ 산림이 갖는 환경 제어기능을 탐구하는 과목 
∙ 산림의 환경보존기능을 탐구한다.
∙ 산림의 산림생태계내 가치에 대한 생리생태학

적 연구를 수행함. 
∙ 환경림은 인간사회의 생리적 경제적 공익을 

위해 관리, 유지, 보호,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
초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한다.

산불 생태학 개론 (3-3-0)

(Introduction to Forest Fire Ecology)

∙ 산불의 연소특성을 이해한다.
∙ 외국의 산불방재시스템을 이해한다.
∙ 내화수종을 구명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강구한다.
∙ 산불발생 및 확산시스템을 이해한고 실습한다.
∙ 산불진화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 산불현장 진화지휘체제를 이해한다.
∙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종류와 현장 적용방안을 

강구한다. 
∙ 산불진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 헬기, 공중 및 지상진화대원과의 입체적인 진

화방법과 종합적인 운용체계를 이해한다.

산림균학(Forest Mycology) (3-3-0)

∙ 산림내에 존재하는 균류의 역할에 대하여 학
습하여 산림생태계내 균류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킨다.

∙ 균류의 분류, 생장, 생리 등에 대한 학습을 통
하여 균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균류와 인간, 균류와 곤충, 균류와 식물 등의 
상호관계를 이해하여 생태계에서의 균류에 대
하여 이해한다. 

∙ 균류의 산업적 이용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균류의 분류체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균류들

의 생활사와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학
습한다.

4학년 1학기

수목병 진단 및 방제 (3-3-0)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ree Diseases)

∙ 수목병의 발생시 가장 중요한 원인의 진단과 효
과적인 방제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학습한다.

∙ 수목병의 진단에 필요한 장비와 진단절차 등
에 대하여 이해한다. 

∙ 수목의 부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해들
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수목의 이식, 올바른 전정, 시비 등의 일반적
인 관리법과 외과수술에 의한 치료 등에 대하
여 학습한다.

∙ 수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하여 화학적 방
제에 사용하는 약제의 종류와 사용법 등에 대
하여 이해한다.

∙ 관심있는 병해를 하나씩 골라 자료를 찾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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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료의 선별에서부
터 내용의 취합, 발표자료의 작성, 발표능력 
함양 등을 제고시킨다.

수목바이러스학(Tree virology) (3-3-0)

∙ 식물바이러스의 생물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특
성을 이해하여 수목바이러스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식물바이러스의 연구사와 관련하여 분자 생물
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 식물바이러스 및 주요 수목바이러스의 분류학
적 특성을 이해한다.

∙ 바이러스의 생화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 바이러스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 바이러스의 기주 식물에 대한 병원성을 이해

한다.
∙ 기주 식물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mechanism

에 관하여 이해한다.
∙ 수목바이러스병의 방제 이론 및 방법에 관하

여 이해한다.
∙ 유전공학 연구자료로서의 바이러스의 이용 가

능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야생동물자원학(Wild Resources)   (3-3-0)

∙ 야생동물은 중요한 산림자원의 한 유형으로서 
적절한 관리기법을 통하면 많은 경제적 가치
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생
산이 가능하도록 증식ㆍ관리하는 기법과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찰함. 

∙ 야생동물은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산
림자원의 한 유형임을 인지함.

∙ 수렵 외에도 생태관광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
는 방안, 관련사업(자연환경이벤트) 등 야생동
물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 자연생
태계보전지구, 조수서식보호구, 집단도래번식
지 지정 등 환경친화적인 가치평가방안 등 야
생동물이 갖는 여러 가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함.

∙ 야생동물자원학은 야생동물증식학, 야생동물관
리학, 수렵학 등 관련분야와 연계해서 야생동
물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에 대
한 심도있는 고찰이 요구됨. 

곤충자원학 및 실습                (3-2-3)

(Insect Resource and Practices)

∙ 유용곤충자원의 생태특성을 습득한다.
∙ 주요자원곤충의 대량생산기술을 습득한다.
∙ 곤충의 기능 및 소재의 이용방법을 이해한다.
∙ 유용곤충이 생산하는 유용물질의 이용방법을 

이해한다.

원서강해 (3-2-3)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 전공관련 영어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공관련 영문장의 독
해력을 향상시킨다.

∙ 본인의 의사를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영작
능력을 함양한다.

∙ 영문으로 된 전공관련 연구논문을 읽고 정리
하여 발표토록함으로써 영문 독해 능력을 향
상시킨다.

4학년 2학기

수렵학(Hunting Science)          (3-3-0)

∙ 야생동물 관리기법으로서의 수렵과 경제적 가
치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렵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여 수렵의 긍정적, 부정
적 측면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함. 

∙ 야생동물은 적절한 관리기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
의 한 유형임을 인지함.

∙ 야생동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수렵의 가치를 고찰함. 

∙ 야생동물 보호에서 수렵이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렵이 갖는 긍정적, 부정
적 가치를 재평가함. 

∙ 산림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서의 
수렵의 가치를 인지하고 수렵의 긍정적인 효
과에 대해서 고찰함.

∙ 서식개체수 및 밀도조사, 생태와 행동권조사, 
서식지관리 기법 등 지속생산을 하기 위한 생
물학적 기초연구 기법을 고찰함.

생물적방제론                        (3-3-0)

(Principles of Biological Control)

∙ 생물적 인자를 이용한 유해생물의 개체군밀도
를 관리하는 제 원칙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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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물해의 생태학적인식과 종합적방제 개
념에 대하여 이해한다.

∙ 유해생물의 밀도조절에 관여하는 천적의 종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한다.

∙ 천적의 평가 및 이용방법을 습득한다.

응용곤충학 (3-3-0)

(Applied Entomology)

∙ 산림생태계내의 평형유지와 관련된 곤충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곤충의 성장과 발육의 특성을 이해한다.
∙ 곤충의 계절적적응 및 행동 특성을 이해한다.
∙ 개체군밀도억제 전략 및 방제법을 이해한다.
∙ 유용곤충의 종류 및 곤충이 형성하는 물질 및 

기능의 이용에 대해 이해한다.

수목생리병학                      (3-3-0)

(Tree physiological disorder) 

∙ 비생물성병 즉, 비전염성병의 특성을 이해하
고, 주요 수목생리병의 발생 과정 및 방제 방
법에 관하여 습득한다. 

∙ 기상환경인자에 의한 수목병의 특성, 발생 과
정 및 방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입지환경에 의한 수목병의 특성, 발생 과정 및 
방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유전적 인자에 의한 수목병의 특성, 발생 과정 
및 방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약해에 의한 수목병의 특성, 발생 과정 및 방
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대기 및 토양 오염에 의한 수목병의 특성, 발
생 과정 및 방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수목관리학(Tree Maintenance)    (3-3-0)

∙ 가로수 및 조경용 수목과 같은 도시의 인공 
조림시의 수목의 전반적인 관리 방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수목의 무, 유형적 가치를 판정하는 방법에 관
하여 이해한다.

∙ 수목의 생리적 특성, 구조적 특성 및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한다.

∙ 수종 선발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수목의 이식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시비 및 가지치기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 수목의 내과적 및 외과적치료 방법에 관하여 

이해한다.

산림기상학                       (3-3-0)

(Forest Meteorology)

∙ 산림 내 기상요소에 대하여 철저한 탐구.
∙ 산림은 자연환경 내에서 생육하기 때문에 자

연환경의 영향, 특히 기상환경은 산림생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각종의 기상요소와 미기상을 탐구하고 아울러 
산림의 기후완화 기능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산림자원보존론 (3-3-0)

(Preservation of Forest Resources)

∙ 산림이 갖는 직, 간접적인 기능발현의 극대화
와 증진을 위한 각종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연구한다.

∙ 산림을 보존하는 기술을 익히고 연마한다.

산림자원 정보 및 문헌관리 (3-3-0)

(Information Management in Forest 

Resources Protection)

∙ 전공과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찾는 방법, 문헌
의 작성체계, 내용의 분석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인터넷 검색, 도서관 정보검색 등에 의한 전공관
련 자료 탐색과 이용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다.

∙ 실험 결과의 분석 및 정리, 표 또는 그림의 작
성방법, 인용문헌 작성법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3학년 2학기-4학년 2학기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1-0-2)

∙ 산림자원보호전공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
∙ 수강자 각자의 적성에 따라 세부전공영역을 정하

여 보다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 전공과 관련된 내용의 실험을 수행하여 학사

학위 논문에 대비한다.  
∙ 논문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직접 실험

실에서 수행하면서 실험의 절차 및 방법에 대
하여 숙지한다.

∙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론하고 결과를 분석
하며 고찰한다.

∙ 실험의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등을 정리
하여 학위논문 구두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최
종적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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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 ․ 제지공학과군

(Division of Wood & Paper Science Engineering)

임산공학과(Department of Wood Science and Engineer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235004
235010
235007

목재정역학(Mechanics of Wood)
목재화학 및 실험(Wood Chemistry & Lab.)
목재접착학 및 실험(Wood Adhesive & Lab.)

전공기본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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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35008
235013
235047

목재구조학(Structure of Wood)
임산화학실험(Experiment of Forest Products Chemistry)
목재공업기계(Wood Industrial Machine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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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235009 목재물리학(Wood Physics) 전공기본 3-3-0

전선

235011
235052
235023
235026

235017

목재물리학실험(Wood Physics Lab.)
삼림식물학 및 실험(Wood Botany & Practice)
수목생화학(Wood Biochemistry)
임산유기기기분석
(Instrument Analysis for Forest Products)
임산물화학(Chemistry of Forest Product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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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1

전필 235012 목재식별학(Wood Identification) 전공기본 3-3-0

전선

235005
235015
235021

235020
235016

목재식별학실험(Wood Identification Lab.)
목재건조학 및 실험(Wood Drying & Lab.)
단판구성재료학 및 실험
(Veneer Based Material & Lab.)
목재구조역학(Structural Analysis of Wood Structures)
최신임산정보분석 I
(Recent Information of Forest Products I)

전공기본
전공기본

B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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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2-2-0

3-2

전필 235024 보드론 및 실험(Board Making & Lab.) A+B 3-2-2

전선

235002
235019

235041
235040
235031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목재응용전산 및 실습
(Computer Application for Wood & Practice)
목질신소재론(New Wooden Material)
목구조설계(Design of Wood Structures)
최신임산정보분석 II
(Recent Information of Forest ProductsⅡ)

B
A+B

A+B
B

A+B

3-3-0
3-2-2

3-3-0
3-3-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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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235035
235032
235028
235048
235046
235036
235053
235999

특수재구성재료학(Modified Reconstituted Material)
목재도장론 및 실습(Wood Coating & Practice)
목가구론(Wood Furniture)
공학목재 및 실험(Engineering Wood & Lab.)
수목이용화학(Utility Chemistry of Wood)
세계유용목재론(World Important Woods)
특수임산물 이용(Utilization of Special Forest Products))
전공세미나 I(Topics in Wood Science & Technology I)

B
A+B

B
A

전공기본
A
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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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235042
235050

235043

235034
235029
235045
235055
235999

목재유통론(Wood Marketing)
목가구설계 및 실습
(Wood Furniture Design & Practice)
목질환경공학
(Environmental Science of Wood Substance)
삼림바이오메스론(Forest Biomass)
목재보존학 및 실습(Wood Preservation & Practice)
임학개론(Introduction to Forestry)
산업디자인 실습(Industrial Design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II
(Topics in Wood Science & Technology II)

B
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전공기본

3-3-0
3-2-2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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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임산공학과 교육목표

목재를 중심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모
든 생물재료 즉, 임산물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 신소재개발과 그 연
구발전에 요구되는 기초적 이론과 전문적 
지식을 강의 및 실험실습을 통하여 습득시
킨다. 또한 산림에서 생산된 각종 임산물을 
합리적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2차 
원자재와 생필품을 대단위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제반공정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시켜 임산공
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
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목질재료 공학 분야와 
목재화학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목질재료공
학 분야에서는 건축부재 및 일반공업 재료

로서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은 목질신소재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보드론, 목재식별, 목재물리학, 집성재학, 
목구조 설계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목재화학 분야에서는 목재 화학 가공을 통
한 다양한 제품의 생산 및 목재 바이오매
스(Biomass)의 이용을 위하여 목재화학 및 
실험, 삼림바이오매스론, 목재접착 및 실험, 
목재 보존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목재정역학 (3-3-0)

목재의 구조물 이용에 필요한 목재 구조물 제
작시의 목재성질 및 응력의 변동등 목재의 동적, 
정적 성질에 관한 이론을 강의 함.

목재화학 및 실험 (3-2-2)

목재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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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리그닌의 성질과 특징을 화학적으로 잘 이해
하여 목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초 및 응용 
면에서의 화학적 실력을 배양시키는 과목이다.

목재접착학 및 실험 (3-2-2)

목재를 접착 가공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
용 접착제를 적용하여 분리된 두 개의 목질재료
를 결함하여야 하는데, 금속접합재료 등을 사용하
는 기계적 접합을 제외하고 고분자물질을 접착제
로 사용하는 목재의 접착과 관련되는 접착제 및 
그 접착 이론을 강의함.

목재구조학 (3-3-0)

재료로서 목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재의 육안
적, 현미경적 구조, 세포벽의 형성 및 벽층구조, 
microfibril의 구조, 생장과 관련한 수간내 구조의 
변이성, 이상조직 및 상해조직 등에 관하여 강의
한다.

임산화학실험 (2-0-4)

목재의 화학적 특성과 화학적 구성성분을 실험
을 통하여 이해하기 위한 실험과목으로 함수율, 
알칼리 추출, 알코올-벤젠 추출, 홀로셀룰로오스 
정량, 리그닌 정량, 구성당류 정성, 탄닌, TLC조
작 등을 실험한다.

목재공업기계 (3-3-0)

절삭기구와 관련 있는 목재공업기계에 관한 지
식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공업기계와 띠톱, 둥근톱 
및 세운톱기계 등의 기계구조, 공정, 제재방법 및 
정도에 관하여 강의한다.

목재물리학 (3-3-0)

목재의 비중과 밀도, 함유수분, 흡습성, 수축〮팽
윤성, 목재의 열적 성질, 음향적 성질, 목재의 강
도적 성질, 탄성적 성질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목재물리학실험 (2-0-4)

목재의 밀도와 비중, 목재중의 함유수분, 목재
의 수축팽윤율, 목재의 강도적 성질 및 탄성적 성
질 등을 실험에 의하여 습득한다.

삼림식물학 및 실험 (3-2-2)

임목상태의 수목을 수간, 수관, 종자, 잎의 형

태, 수피의 형태 등 수목의 외형적 특징을 관찰 
조사하여 수종을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다.

수목생화학 (3-3-0)

고등식물인 수목의 효소, 신진대사, 탄소동화작
용,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추출성
분등의 생합성과정과 심재형성 등을 다루는 과목
이다.

임산유기기기분석 (3-3-0)

목재내에 존재하는 천연화합물의 구조를 규명
하기 위한 기초학문으로 적외선 흡광분광법, 자외
선 흡광분법, 핵자기 공명 분광법, 질량분석법 등
에 관하여 배운다.

임산물화학 (3-3-0)

본 과목은 수목의 생리활성작용, 방어작용, 의
약품 원료 등으로 쓰이는 목재부 성분인 탄닌, 리
그닌, 수지, 색소물질, 함질소화합물, 테르페노이
드 등에 관하여 그 화학적 성질과 그 용도를 연
구함으로서 목재의 합리적 이용에 기초지식을 제
공하는 과목이다.

목재식별학 (3-3-0)

목재의 조직적 특징을 이해하며, 목재를 수종
별로 동정하는 학문으로서, 침활엽수, 온대산재, 
남양재등을 육안적 방법, 광학현미경적 방법, 전
자현미경등으로 수종별 특징을 관찰 조사하며 미
지의 목재를 동정한다.

목재식별학실험 (2-0-4)

목재식별학실험은 목재의 조직을 세포별, 수종
별로 이해하고, 학문적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목
재의 조직실험을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 등을 이
용한다.

목재건조학 및 실험 (3-2-2)

삼림에서 벌채된 목재는 대부분 건조공정을 거
쳐 안정된 산업재료로 되므로 건조 과부가 목질 
재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 임
으로 목재중의 수분이 어떠한mechanism으로 이동
하고 어떠한 인자가 이것에 관여하는가? 또, 열과 
수분의 공존에 있어 목재의 물리적, 강도적 성질
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며 어떠한 변화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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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며 이와 같이 건조 중 손상을 방지하고 
목재 건조에 관계되는 기초적 여러 문제의 해명
을 규명하는데 있다.

단판구성재료학 및 실험 (3-2-2)

단판용 원목, 원목의 전처리, 단판절삭법, 압제
방법과 완성가공에 이르는 합판 및 단판적층재의 
제조방법을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이해시킨다.

목재구조역학 (3-3-0)

목구조 설계를 위한 기초이론 및 구조해석 방
법을 구조용 목질재료 및 목재에 적용시켜 이해
시킨다.

최신임산정보분석Ⅰ (2-2-0)

임산학과 관련된 학문 영역의 권위 있는 학술
문헌을 학생 각자가 자유로 선택하여 발표함으로
서 임산분야의 폭넓은 식견을 습득한다.

보드론 및 실험 (3-2-2)

 목질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파티클보드 및 건식섬유판의 제조공정 및 
제품관리 등 제품의 특성에 관하여 배운다.

산업디자인 (3-3-0)

인간 생활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
식하도록 하고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
제적인 실습을 강의한다.

목재응용전산 및 실습 (3-2-2)

임산공학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오퍼레이트하
는 과정을 배운다.

목질신소재론 (3-3-0)

목재에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인 처리를 하여 
목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결함을 보완하고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학문으로 목
재내로의 약액 침투원리, 치수안정, 고밀화 목재 
및 기타 목재의 개질가공 처리에 관한 내용을 강
의 한다.

목구조설계 (3-3-0)

목조건축물의 설계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
고, 동서양의 목구조물의 구조를 이해한다.

최신임산정보분석Ⅱ (2-2-0)

최신임산정보분석Ⅰ의 연속으로서 최신임산정
보분석Ⅱ에서는 외국의 유명 저널을 통해 임산학
에 대한 외국의 연구 동향을 습득한다.

특수재구성재료학 (3-3-0)

본 과목은 단판구성재료학 및 보드론을 수강한 
학생들만 수강 할 수 있으며 보통합판 이외의 특
수합판 및 특수보드에 대한 제조방법과 특성을 
강의하며 공장 견학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시킨다.

목재도장론 및 실습 (3-2-2)

도장처리를 통하여 목재를 보호하고 미관적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사항을 강의하며 이와 관
련된 도료, 목재 및 도장공정을 각론으로 설명하
여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한다.

목가구론 (3-3-0)

목가구 제조를 위한 가구의 역사, 가구 디자인
의 변천사, 현대목가구 산업의 실태와 전망 및 가
구제조 공정에 관한 제반지식을 습득한다.

공학목재 및 실험 (3-2-2)

공학목재에 있어 건축 및 구조 설계자, 시공자
나 감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인 예견할 수 있
는 높은 구조적 성능의 우수성과 치수의 안정성
에 관하여 강의 및 실험한다.

수목이용화학 (3-3-0)

목재에 광화학 반응, 열분해, 방사선 처리등의 
화학변화와 향기, 충, 균과 성분변화, 중합저해, 
건강저해, 수피이용등의 이용과 목재에 염색, 표
백, 가소화, WPC등의 화학적 개량 등을 강의한
다.

세계유용목재론 (3-3-0)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약300-500
여 수종에 대한 목재의 성질과 용도 등을 강의한
다.

특수임산물 이용 (3-3-0)

산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 생산물과 부산
물에 대한 종류, 가치 활용방법을 배운다. 다목적 
임업경영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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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배운다.

전공세미나Ⅰ (2-0-4)

본 과목은 4학년 전공선택으로 되어 있는 졸업
논문 실험 지도를 위한 과목으로서 주어진 논문
테마와 깊은 관련이 있는 최신문헌을 수집, 번역, 
정리, 발표, 토론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기초로 하
여 졸업논문 실험을 지도하는 과목임.

목재유통론 (3-3-0)

상품으로서의 목재의 성질과 목재수급 구조를 
포함하여 목재시장의 성격, 목재유통의 기구, 세
계의 목재 유통 변화, 목재의 취급상태에 대하여 
논한다.

목가구설계 및 실습 (3-2-2)

목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
며, 목재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조하는 방법을 배
우며 재료의 효율적 이용 및 신소재의 개발에 관
한 여구동향을 파악하여 보다 좋은 기능성 목가
구의 제조를 연구한다.

목질환경공학 (3-3-0)

목조주택의 온․습도 조절기능 및 목질환경의 
시작특성, 감각특성, 음환경에 대해 강의한다.

삼림바이오메스론 (3-3-0)

재생 가능한 삼림을 에너지 차원으로서의 이용
과 목재의 연소가스화, 액화, 탄화, 에탄올 생산, 
메탄가스 생산 등의 이론과 방법에 관하여 연구
하는 과목이다.

목재보존학 및 실습 (3-2-2)

목재의 내구연한을 연장하여 그 효용성을 증대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목재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배우고, 열화방지 처리로 방부, 방충 처리 
방법을 익히고 목재를 침해하는 제반 균류 및 해
충의 번식 및 생리에 관하여 배운다.

임학개론 (3-3-0)

나무의 생성, 구성, 목재의 이용, 목재의 물리. 
화학적 성질 등에 대한 개괄적인 학문의 소개

산업디자인 실습 (3-3-0)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인
간 생활에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
도록 하고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
인 실습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의 정립 및 
실무차원에서의 경험을 측정하고자 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전공세미나Ⅰ을 기초로 하여 본인의 취향에 맞
는 분야를 선택하여 졸업 논문을 계획하여 결과
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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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학과(Department of Paper Science & Engineer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236053

236007 
236008
236052

236004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Ⅰ
(Papermaking Unit Operation & Lab. Ⅰ)
목재화학 및 실험(Wood Chemistry & Lab.)
섬유화학 Ⅰ(Fiber Chemistry Ⅰ)
펄프종이분석 및 실험
(Pulp and Paper Analysis & Lab.)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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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2-2 전선

236054

236013
236014
236015
236011
236016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Ⅱ
(Papermaking Unit Operation & Lab. Ⅱ)
펄프학 및 실험(Pulp Process & Lab)
목재분석실험(Wood Analytical Chemistry Lab.)
섬유화학 Ⅱ(Fiber Chemistry Ⅱ)
재료공학(Materials Engineering)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Colloid & Surface Chemi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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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236020 종이도공학 및 실험Ⅰ(Paper Coating & Lab. Ⅰ) A+B 3-2-3 부필

전선

236064

236018
236019

236024
236068

화공수학
(Mathematical Methods in Chemistry Engineering)
지료화학 및 실험(Wet-end Chemistry & Lab.)
섬유회수 및 탈묵 및 실험
(Fiber Recovery & Deinking & Lab.)
리그닌반응학(Lignin Reaction)
판지제조(Paperboard Making Technology)

A+B

A+B
A+B

A+B
A+B

3-3-0

3-2-3
3-2-3

3-3-0
3-3-0

3-2

전필
236025
236050
236028

펄프표백학 및 실험(Pulp Bleaching & Lab.)
종이물성학 및 실험(Paper Physics & Lab.)
초지공학 및 실험(Sheet Forming Technology & Lab.)

A+B
A+B
A+B

3-2-3
3-2-3
3-2-3

부필
부필
부필

전선
236055
236031
236056

종이도공학 및 실험 Ⅱ(Paper Coating & Lab. Ⅱ)
섬유개질 및 실험(Fiber Modification & Lab.)
제지미립자공학(Fine Particle Engineering)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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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36057
236058

제지환경공학(Pulp & Paper Environmental Engineering)
특수기능지론(Specialty Functional Paper)

A+B
A+B

3-3-0
3-3-0

부필
부필

전선

236035
236037
236059
236060
236061
236021

제지공장경영(Pulp & Paper Mill Management)
지류포장공학(Paper & Paperboard Packaging)
도공기계학(Paper Coating Machinery)
공장실습 Ⅰ(Pulp & Paper Mill Internship Ⅰ)
공장실습 Ⅱ(Pulp & Paper Mill Internship Ⅱ)
펄프제지기계학(Pulp & Paper Machinery)

B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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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주
4-0-8주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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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236041
236047
236065

236043
236044
236062
236066

236067

종이보존학(Paper Preservation)
인쇄공학(Printing Technology)
종이치수안정성과 컬
(Dimensional Stability & Curl of Paper)
제지공정설계(Process Design for Pulp & Papermaking)
종이품질관리(Paper Quality Control
제어시스템공학(Process Control Technology)
보고서 작성 및 발표기법
(Writing & Presentation Technique)
수록지(Hanji Making Technology)

A
A+B

A

B
B
B

A+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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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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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235010 목재화학 및 실험 임산공학과

▶ 제지공학과 교육목표

펄프 제지 공학 관련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익히고, 심화전공을 배움으로
써 이를 각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또한 현장 실습을 강화함으로써 
졸업 후 연구 분야, 펄프 제지 산업 현장 
및 기타 관련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Ⅰ            (3-2-3)

제지공정에 따른 물질 이동의 이론과 기계적 
조작을 통하여 단위조작의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
에 관해 이론과 실험을 습득한다.

목재화학 및 실험                  (3-2-3)

목재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계통별과단리 방법
에 의한 분류. 목재내의 성분분포, 각 성분의 분
석방법 및 단리방법, 산화 및 환원 등을 포함한 
각종 반응성과 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해하
여 목재성분의 화학적 이용에 적용한다. 

섬유화학 Ⅰ                        (3-3-0)

유기물질의 구조와 반응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물질의 합성들을 통하여 폐수산업 및 제지산업의 
유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공해 유기물의 발생억
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펄프종이분석 및 실험              (3-2-3)

종이에 사용되는 원료의 분석 특히 섬유의 성
질, 구조, 종류, 모양을 기초로 하여 종이의 분석 
방법을 습득한다. 

분석화학                          (3-3-0)

물질의 분석을 통하여 분석방법 및 물질의 구
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제지산업에서 사용되는 고
분자 및 무기물의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을 소개
한다.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Ⅱ            (3-2-3)

제지공정상의 물질의 흐름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단위조작적인 공정제어를 위한 
물리적, 수학적인 지식을 축적한다. 



－ 533 －

펄프학 및 실험                    (3-2-3)

목재의 펄프화 공정의 방법과 종류를 소개하고 
펄프의 종류 및 성질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최종 
생산품에 대한 적합성을 높여주는 학문이다. 

목재분석실험                      (2-0-4)

목재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하고 제지산업에 이
용 가능한 유효물질이 추출 방법을 습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섬유화학 Ⅱ                        (3-3-0)

고분자물질의 구조를 이해하고 목재의 유효성
분이 고분자 물질이므로 추출을 위해 단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폐수처리에도 고분자의 저분자
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재료공학                          (3-3-0)

산업의 추세가 재료로 회귀하고 새로운 신소재 
개발로 인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꾀함에 따라 
제지산업에서 이용되는 재료를 학습하고제지산업
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에 대한 응용학문
을 습득한다.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3-3-0)

콜로이드성 물질의 화학적 결합성질과 계면의 
상태에 따라 결과의 산출이 크게 좌우되는 학문이
므로 제지 산업의 지료에서 볼 수 있는 콜로이드 
성질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적 학문을 습득하다. 

종이도공학 및 실험Ⅰ               (3-2-3)

인쇄용지로 제공되는 도공지의 전체적인 개요, 
도공용 원료, 도공액의 제조와 레올로지, 도공지
의 제조방법, 도공지의 인쇄, 도공층의 구조에 관
한 내용을 학습한다. 

  
화공수학                          (3-3-0)

화학 공정 해석에 필요한 수치해석을 다루며, 
화학공학에서의 편미분방정식, 상미분방정식, 초
기치문제, 경계치문제 등을 강의 한다. 

지료화학 및 실험                  (3-2-3)

Fiber-water suspension의 제반 거동과 각종 첨가
제의 Wet-end chemistry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섬유회수 및 탈묵 및 실험          (3-2-3)

폐지의 회수 및 재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폐지를 회수하여 제지분야 및 기타분
야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우하
여 각종 폐지 및 이물질의 특성, 폐지의 펄프화, 
잉크 입자의 제거, 탈묵펄프의 표백, 탈묵펄프의 
개질, 탈묵펄프의 제반특성, 재생지 원료로의 사
용, 탈묵에 따른 환경문제와 대책 및 탈묵공정 설
계 시 고려사항등에 대해서 다룬다. 

리그닌반응학                      (3-3-0)

목재의 구성성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리
그닌의 성질을 이해하여 단리 방법과 구조, 이용
방법 등을 학습한다.

판지제조                          (3-3-0)

판지의 분류, 특성, 용도, 원료, 제조공정, 장치, 
가공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현장에서 직접 적용 및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펄프표백학 및 실험                (3-2-3)

펄프 표백은 수율면과 양질의 종이 생산, 이용
자의 요구 및 표백제에 의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취급하게 된다. 내용으로는 표백원리, 표백제에 
의한 목재성분의 변화, 표백방법의 개선과 약품의 
개발에 따른 변천 및 표백실험을 토대로 공장에
서 적용 및 응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룬다. 

종이물성학 및 실험                (3-2-3)

종이물성에 대한 기초지식을 실제로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공정관
리, 공정개선 및 신제품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응용 예를 직접 다룬다. 

초지공학 및 실험                  (3-2-3)

종이의 제조에 관한 기계적 이용, wire상의 메
카니즘, 압착, 건조에 이르기까지 전체공정의 전
문적인 학문 연구와 종이제조공정의 흐름을 이해
한다. 

종이도공학 및 실험 Ⅱ              (3-2-3)

원지와 도공지와의 관계 및 최근 도공기술의 동
향을 살펴 보고 도공지의 응용학적 학문을 탐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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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개질 및 실험                  (3-2-3)

제지의 기본 원료인 섬유소의 물리, 화학적인 
성질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종이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섬유소의 -OH그룹을 다른 그룹으로 
변화시키거나 섬유소에 고분자를 grafting하여 종
이의 기본성질을 변화, 개량시키는데 필요한 기보
지식을 습득한다. 

제지미립자공학                    (3-3-0)

제지용 충전제 및 피그먼트의 Micro화에 따른 
제조이론과 미립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을 습
득하고 제지 산업에 응용 방향을 모색한다. 

특수기능지론                      (3-3-0)

현재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는 특수지 제조 및 최신 기술의 동향에 관한 
내용을 취급한다. 

제지환경공학                      (3-3-0)

환경공학에 대한 각종 기초이론을 습득시키며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고형폐기물 등 중요한 환
경문제를 다루고 제지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 그 대책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지공장경영                      (3-3-0)

제지공업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공
장운영에 따른 관리자로써의 수행능력을 간접 체
험함으로써 관리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부여한다. 

지류포장공학                      (3-3-0)

지류 포장공업의 활황에 따라 환경대책과 맞물
려 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류 포장의 
체계적인 학문탐구가 필요하므로 포장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 학습한다.

도공기계학                       (3-3-0)

도공장치의 특징, 선택기준, 조작법 및 트러블 대
책에 관한 원인 분석 및 최신기술 동향 소개한다.

공장실습Ⅰ                      (2-0-4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직접 체험함으
로써 응용방향을 모색하고 실기적인 능력을 갖춘다.

공장실습Ⅱ                      (4-0-8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직접 체험함으
로써 응용방향을 모색하고 실기적인 능력을 갖춘다.

펄프제지기계학                    (3-3-0)

펄프 제지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전반적
인 이론 즉, 기계의 원리, 기계의 역사, 기계의 장
단점, 공정에 따라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 등을 학
습한다.

종이보존학                        (3-3-0)

문서의 보관을 목적으로 종이의 기록적인 역할
에 대해 학습하고 종이와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함
으로써 보존능력을 향상시키는 학문을 탐구한다.

인쇄공학                          (3-3-0)

종이의 성질과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인쇄의 
성질과 품질을 터득하여 종이 본래의 목적인 기
록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도록한다.

종이치수안정성과 컬     (3-3-0)

종이의 치수 안정성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종
이 컬의 발생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강의 한다.

제지공정설계            (3-3-0)

제지공정의 기계적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설
계방법을 터득하여 응용 가능한 지식을 축적한다. 

종이품질관리            (3-3-0)

종이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생산품이 되도
록 작업 조건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제어시스템공학                    (3-3-0)

제지 기계장치의 각종 센서, 모터, 기어, 저항, 
콘덴서, 인덕터 등 제어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및 이들로 구성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수
학적 표현 방법을 비롯하여 상태변수 모델, 시스
템의 안정도,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
스템 해석, 제어기 설계 기법 등을 다룬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기법           (3-3-0)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프레젠테이션 프로
그램으로 실제적인 발표연습을 통해 발표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수록지                            (3-3-0)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특수한 용도로서 사용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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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1-1 전선

241999
241002
241003

241036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r Ⅰ)
약학라틴어(Latin for Pharmacy)
약용식물학야외실습
(Field study For Pharmaceutical Botany) 
약학개론(Introduction to Pharmacy)

전공기본
전공기본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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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1-2

전필

241005
241006
241007

241008

약용식물학(Pharmaceutical Botany )
약용식물학실험(Pharmaceutical Botany Lab) 
약품정성분석화학
(Pharmaceutical Qualitative Analysis)
약품정성분석화학실험
(Experimental Pharmaceutical Qualitative Analysis)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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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전선

241999
241010
241011
241012

241013
241004

전공세미나Ⅱ(Tutorial Seminar Ⅱ)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무기약화학(Inorganic Pharmaceutical Chemistry)
기초유기약화학
(Fundamental Pharmaceutical Organic Chemistry)
한약한문(Herbal Medicinal Chinese Classics)
한약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Herbal Medicine)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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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2-2-0

2-1

전필

241014

241015
241016
241017
241018
241019
241020

약품정량분석화학Ⅰ
(Pharmaceutical Quantative Analysis Ⅰ)
생약학Ⅰ(Pharmacognosy Ⅰ)
생약학실험(Pharmacognosy Lab.)
유기약화학Ⅰ(Pharmaceutical Organic Chemistry Ⅰ)
무기제약Ⅰ(Inorganic Pharmaceutics Ⅰ)
무기제약실험(Inorganic Pharmaceutics Lab.) 
해부학(Anatomy)

A

A
A
A
A
A

전공기본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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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41021
241022
241023
241999
241025

241026

약품입체화학(Drug Stereochemistry)
약학통계(Statistics for Pharmacy)
약학영어Ⅲ(English for Pharmacy Ⅲ)
전공세미나Ⅲ(Tutorial Seminar Ⅲ)
한약자원유통학
(Management of Medicinal Resources Plants) 
공중위생학(Public Hygiene)

A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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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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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2-2

전필

241027

241028

241029
241030
241031
241032

약품정량분석화학 Ⅱ
(Pharmaceutical Quantative Analysis Ⅱ)
약품정량분석화학실험
(Pharmaceutical Quantative Analysis Lab.)
생약학Ⅱ(Pharmacognosy Ⅱ)
유기약화학Ⅱ(Pharmaceutical Organic Chemistry Ⅱ)
무기제약Ⅱ(Inorganic Pharmaceutics Ⅱ) 
생리학(Physiology)

A

A

A
A
A

전공기본

2-2-0

1-0-4

2-2-0
2-2-0
2-2-0
2-2-0

전선

241033
241034
241035
241999
241038
241039
241119

영양화학(Nutritional Chemistry)
약물남용(Drug Abuse)
약학영어Ⅳ(English for Pharmacy Ⅳ) 
전공세미나Ⅳ(Tutorial Seminar Ⅳ) 
신약정보(Drug Information)
한약저장학(Herbal Drug Preservation)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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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241040
241041
241042
241044
241045

241046

241122

241048
241060

유기제약Ⅰ(Organic Pharmaceutics Ⅰ)
약품생화학Ⅰ(Pharmaceutical Biochemistry Ⅰ)
약품미생물학Ⅰ(Pharmaceutical Microbiology Ⅰ)
위생약학Ⅰ(Hygienic Pharmacy Ⅰ)
병태생리와 약물요법Ⅰ
(Pathophysiology & Drug Therapy Ⅰ)
약품기기분석Ⅰ
( 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Ⅰ)
약품기기분석실험Ⅰ
(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Lab.Ⅰ)
약품물리화학Ⅰ(Physical Pharmacy Ⅰ)
약품생화학실험(Pharmaceutical Biochemistry Lab)

A
A
A
A
A

A

A

A
A

2-2-0
2-2-0
2-2-0
2-2-0
2-2-0

1-1-0

1-0-4

2-2-0
1-0-4

전선

241049
241050
241051
241052
241999
241054
241055
241056

생물공학(Biological Engineering)
본초학(Herbal Medicine)
보건학Ⅰ(Health Science Ⅰ)
약학세미나Ⅰ(Pharmacy Seminar Ⅰ)
전공세미나Ⅴ(Tutorial Seminar Ⅴ) 
단위반응론(Unit Process)
향장품학(Cosmetics) 
본초학실습(Herbal Medicine Lab.) 

A
A

전공기본
A
A
A
A
A

2-2-0
2-2-0
2-2-0
1-0-2
1-0-2
2-2-0
2-2-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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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3-2

전필

241043
241057
241058
241059
241061
241062
241063
241064
241065
241123
241067

약품미생물학실험(Pharmaceutical Microbiology Lab)
유기제약Ⅱ(Organic Pharmaceutics Ⅱ)
유기제약실험Ⅱ(Organic Pharmaceutics Lab. Ⅱ)
약품생화학Ⅱ(Pharmaceutical Biochemistry Ⅱ)
약품미생물학Ⅱ(Pharmaceutical Microbiology Ⅱ)
위생약학Ⅱ(Hygienic Pharmacy Ⅱ) 
위생약학 실험(Hygienic Pharmacy Lab.)
병태생리와 약물요법Ⅱ(Pathophysiology & Drug Therapy Ⅱ)
약품기기분석Ⅱ(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Ⅱ)
약품기기분석실험Ⅰ(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Lab. Ⅰ)
약품물리화학Ⅱ(Physical Pharmacy Ⅱ)

A
A
A
A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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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41068
241070
241071
241999
241073
241074
241124

내분비학(Endocrinology)
보건학Ⅱ(Health Science Ⅱ)
약학세미나Ⅱ(Pharmacy Seminar Ⅱ)
전공세미나Ⅵ(Tutorial Seminar Ⅵ)
방제학(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escriptions)
방제학실습(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escriptions Lab.)
제약관리(Pharmaceutical Management)

A
전공기본

A
A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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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241076
241077
241078
241079
241080
241081
241082
241083
241084

약리학Ⅰ(Pharmacology Ⅰ)
약리학 실험Ⅰ(Pharmacology Lab.Ⅰ)
약제학Ⅰ(Pharmaceutics Ⅰ)
약제학 실험Ⅰ(Pharmaceutics Lab.Ⅰ)
약전학Ⅰ(Pharmacopoeia Ⅰ)
약전학 실험Ⅰ(Pharmacopoeia Lab.Ⅰ)
독성학Ⅰ(Toxicology Ⅰ)
약사법규(Pharmaceutical Jurisprudence)
임상약학Ⅰ(Clinical Pharmacy Ⅰ)

A+B
A+B
A+B
A+B
A+B
A+B

A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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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41999
241086
241087
241088
241089
241090
241091
241092
241093
241094
241096
241097
241098
241116
241120

전공세미나Ⅶ(Tutorial Seminar Ⅶ)
방사선화학(Radiochemistry)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제제공학(Pharmaceutical Technology)
법화학(Forensic Chemistry)
면역화학(Immunological Chemistry)
약국실습(Pharmacy Practice)
약학세미나Ⅲ(Pharmacy Seminar Ⅲ)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식품위생학(Food Hygiene)
천연물화학 실험(Natural Products Chemistry Lab.)
약학병리Ⅰ(Pathology for Pharmacy Ⅰ)
응용분석학(Applied Analytical Chemistry)
조제학Ⅰ(Dispensing Pharmacy Ⅰ)
의약화학Ⅰ(Medicinal Chemistry Ⅰ)

B
전공기본

A
B
B
A
B
B

A+B
A+B

A
A+B
A+B
A+B
A+B

1-0-2
2-2-0
2-2-0
2-2-0
2-2-0
2-2-0
1-0-2
1-0-2
2-2-0
2-2-0
1-0-4
2-2-0
2-2-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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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4-2

전필

241099
241100
241101
241102
241103
241104
241105

약리학Ⅱ(Pharmacology Ⅱ)
약리학 실험Ⅱ(Pharmacology Lab. Ⅱ)
약제학Ⅱ(Pharmaceutics Ⅱ)
약제학 실험Ⅱ(Pharmaceutics Lab.Ⅱ)
약전학Ⅱ(Pharmacopoeia Ⅱ)
독성학Ⅱ(Toxicology Ⅱ)
임상약학Ⅱ(Clinical Pharmacy Ⅱ)

A+B
A+B
A+B
A+B
A+B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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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41999
241108
241109
241110
241111
241112
241113
241114
241115
241117
241121

전공세미나 Ⅷ (Tutorial Seminar Ⅷ)
환경위생학(Environmental Hygiene)
항생물질학(Antibiotics)
약국경영학(Pharmacy Management)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약학세미나 Ⅳ(Pharmacy Seminar Ⅳ)
한약약리학(Pharmacology for Herbal Medicine)
약학병리Ⅱ(Pathology for Pharmacy Ⅱ)
조제학Ⅱ(Dispensing Pharmacy Ⅱ)
의약화학Ⅱ(Medicinal Chemistry Ⅱ)

B
B
A
B
B
A
A

A+B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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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학과 교육목표

약학은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기초과
학의 기반위에 이루어지는 생명현상에 관
계되는 물질에 관한 종합 응용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의 특수 응용분야이다. 따라서 약
학 교육의 목표는 약학과 관련된 학문적 
이론과 전문적 기술을 연마하여 의약품의 
개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국민 보건의 
향상에 책임 있게 봉사할 수 있으며 약학 
분야의 연구 수행능력을 함양한 전문인으
로서의 약사 인력 배출에 두고 있다. 따라
서 본과의 교육목표는 학문의 요구, 국가사
회의 요구, 학생의 요구들과의 적합성을 고
려하여 개인의 발전, 국가사회와 인류의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는 약사, 그리고 지성적
이면서 실천적인 민주적 생활인을 양성함
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
점을 둔다.

(1) 약학교육의 원리와 응용교육에 중점
을 둔다.

(2) 의약품 및 그 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한다.

(3) 생명과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로
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교육시킨다.

(4)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사명과 윤리관을 함양시킨다.

<전공필수>

약용식물학 (2-2-0)

약용되고 있는 식물의 분류, 형태, 생리, 생태
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강술하고 동시에 반용되고 
있는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응용
방법에 대하여 강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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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학실험 (1-0-4)

식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그 각각의 특징에 관
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약용식물의 분류, 동정 
등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강술한다. 

약품정성분석화학 (2-2-0)

화학의 기초가 되는 화학반응을 이해시켜 물질
의 조성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시킨다. 

약품정성분화학실험 (1-0-4)

화학실험의 기초로서 실험에 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실험이 기계적인 조작으로 흐르지 
않고 한과정  한과정의 반응을 이해하고 정확한 
조작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여 분석화학
의 이론에 정통하고 조작에 숙련되도록 하여 미
지물질의 성분, 조성 등을 분리, 검출, 확인하는 
방침, 수단, 방법 등을 연마하여 앞으로의 연구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약품정량분석화학 Ⅰ, Ⅱ (2-2-0)

미지시료중의 함유성분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시료의 합리적인 채취 및 처리, 각종 
화학반응을 이용한 분석조작, 분석결과의 계산 및 
평가에 대하여 학습하여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평
가 및 연구에 활용토록 한다. 

생약학 Ⅰ, Ⅱ (2-2-0)

상용되고 있는 생약의 기원, 산지, 성상, 성분, 
확인, 순도, 약리, 응용에 관하여 강술함과 동시에 
유사생약과의 비교 및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강술한다. 

생약학실험 (1-0-4)

실제 임상에서 약용되고 있는 생약을 중심으로 
외부형태학적, 내부형태성분학적 및 약효학적인 
평가법을 익힘으로써 수다한 생약의 평가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킨다. 

유기약화학 Ⅰ, Ⅱ (2-2-0)

유기화학은 약학대학에서 다루어지는 유기제
약, 생화학, 약물학, 생약학, 천연물화학등을 배우
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영역은 광범위하고 
그 대상이 되는 분자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이 많으며, 또한 반응에 대한 이해는 물리화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본 과정에서는 유
기반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특히 제법, 반
응 및 매카니즘등 유기화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어 유기화학과 관련된 
약학대학의 전공과목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
는데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자 한다. 

무기제약 Ⅰ, Ⅱ (2-2-0)

무기화합물중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제조, 정제확인법 및 이들의 물리화학적 
성상을 검토하고 특히 의약품으로서 사용시 용도
와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무기제약실험 (1-0-4)

무기화합물의 물리화학적인 성상등을 실험을 
통해 연구한다. 

해부학 (2-2-0)

인체의 부속기관 및 그의 작용에 대한 기초지
식을 소개하며 약물과 생체와의 상호관계를 연구
한다.

약품정량분석화학실험 (1-0-4)

정량분석조작을 반복 숙지하여 그 원리를 이해
하고 정확한 정량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습한
다. 

생리학 (2-2-0)

인체의 각 조직기관의 생리기능과 해부학적 소
견에 관한 기초를 논의한다. 

유기제약Ⅰ, Ⅱ (2-2-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유기화
합물로서 그 화학적 조성이나 구조에 있어서 대
단히 광범위한 영역에 속한다. 즉 의약품이란 아
주 간단한 구조의 화합물에서부터 거대하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화합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유기화합물이 그 대상이 된다. 유기제약은 이
러한 유기약품을 가급적 간단한 공정을 거쳐 경
제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있으며, 
단위반응별로 종합적인 합성법을 배우는 방법과 
의약품의 구조별이나 약효별로 분류해서 유사구
조 물질별 합성법을 총괄해서 배우는 방법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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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생화학 Ⅰ, Ⅱ (2-2-0)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각각의 
구조 및 성질을 응용하여 생물체내에서의 이들의 
이화작용 및 합성경로를 공부하고 유전의 기초에 
대해 배우며, 이들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이용되
는 여러 가지 약물의 작용기전을 이해하며, 제약 
산업에서의 기본 생화학지식을 갖고, 약품의 개발
을 연구한다. 

약품미생물학 Ⅰ, Ⅱ (2-2-0)

미생물학에서 검토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바탕으로 병원미생물의 예방 및 치료방법, 즉 화
학요법제, 항생물질등을 다루며 여러 가지 미생물
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생물약품에 대하여 
공부하며, 제약산업에서의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
다. 

약품미생물학실험 1-0-4 ,전공심화A)

약학에 있어서 미생물학 이론을 바탕으로 병원
미생물의 특징 및 그 치료법을 알기 위하여 관계
되는 실험을 한다. 

위생약학 Ⅰ, Ⅱ (2-2-0)

생활환경중에 존재하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
적 유해인자들을 연구하고, 이들의 인체 및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국민공중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문제들을 탐구한다. 

병태생리와약물요법 Ⅰ, Ⅱ (2-2-0)

병태생리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연구함으로서 
임상약학 및 약사로서의 전문적에 대한 응용에 
기여한다. 

약품기기분석 Ⅰ, Ⅱ (1-1-0)

분광분석법, 전기분석법 및 크로마토크래피 등 
각종 물리 화학적 분석법의 원리를 숙지시키고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각종 분석기기들을 
이해시키고 그 측정법의 장점과 측정한계를 이해
시킨다. 

약품기기분석실험 Ⅰ, Ⅱ (1-0-4)

각종 분석기기의 특성,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을 숙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약품물리화학 Ⅰ, Ⅱ (2-2-0)

생명과학을 다루는 약학의 물리화학적 기초를 
확립하고 약물의 물성과 이를 토대로 약학의 제
제설계에 응용하고 기타 유사 학문분야에 폭넓게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제약실험 (1-0-4)

유기약학 및 유기제약강좌에서 배운 유기화학
적 매카니즘, 합성방법 및 구조분석 등에 대한 이
론적근거를 기본으로하여 유기의약품을 직접 합
성하고, 실험을 통하여 수많은 합성물의 특성과 
반응기전 및 반응조건 등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경험한다. 이렇게 합성된 화합물물들은 화학적 실
험을 통하여 물질을 확인하고 NMR 및 IR- 
spectrometer등을 이용하여 합성이 제대로 되었는
지 구조를 확인한다. 

약품생화학실험 (1-0-4)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물질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 및 효소의 활성측정법과 효소
의 성질을 직접 실험을 통하여 체득하게 한다. 

위생약학실험 (1-0-4)

식품, 물 및 공기 등 사람의 건강과 직접 관련
이 있는 각종 생활환경인자들의 공중보건학적 여
러 문제들을 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여 국민보건향
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방법론을 연구한다. 

약리학Ⅰ (2-2-0)

약리학Ⅱ (3-3-0)

약리학은 약물의 기원, 물리화학적 성질, 생체
에 대한 작용 및 그 기전, 흡수, 분포, 대사, 독성, 
용법, 용량 등 치료적인 기본지식과 임상에서의 
응용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약리학실험 Ⅰ, Ⅱ (1-0-4)

약물을 임상적으로 응용하기 전에 동물을 사용
해서 약물의 작용 즉, 약리작용을 연구하는 실험
과학의 하나가 실험 약물학이고, 약물학실험을 바
탕으로 하여 약물의 이해와 기교를 습득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독자의 연구방법의 발전을 
가져와서 신약을 만드는데 기여하며 또한 독성실
험은 약물의 참다운 약효를 이해시키고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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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평가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도록 하
는 학문이다. 

약제학Ⅰ (2-2-0)

약제학Ⅱ (3-3-0)

생명과학을 다루는 약사에게 필수적인 약물을 
투여후 약물의 생체내 거동과 환자에게 안전하고 
최적의 용량을 결정하는 임상약학의 이론과 기초, 
그리고 제제의 설계와 평가에 기초적 지식을 제
공하는 약물속도론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제학실험 Ⅰ, Ⅱ (1-0-4)

제제의 설계에 필수적인 물리약학 기초실험과 
시판되는 여러제형을 제조해 봄으로서 제조공정
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획득하는 실습함을 목적
으로 한다. 

약전학 Ⅰ, Ⅱ (2-2-0)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유효하고 안전한 의
약품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하여 이들 의약품에 대
한 품질, 강도 및 순도등에 관련된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법을 이해하고 약전제정과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약전학실험 (1-0-4)

약전에 수재된 각종 의약품에 관련된 일반시험
법을 실습하며, 제제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인 의약
품의 적부판정을 하기 위한 제반 방법론을 실습
한다. 

독성학 Ⅰ, Ⅱ (1-1-0)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및 독성반응물질이 생체
내에 노출 후 각 장기에서의 독성반응을 연구한다. 

약사법규 (2-2-0)

약학에 있어서 연구, 기술 새로운 화합물이나 
의약품등 약사전반에 걸친 법규를 이해하고 법의 
의의를 파악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임상약학 Ⅰ, Ⅱ (2-2-0)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의 상호작용
을 검토함으로써 효력 및 독성을 연구하며 또 의
약품의 해설을 통해 약물치료과정에 도움을 준다.

〈전공선택〉
약학개론 (2-2-0)

약학대학 전공교과목, 세부전공의 역할 및 중
요성에 대한 소개/ 약학전공자로서 현장에서 활동
하는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통하여 약학도의 다양
한 사회진출분야소개/ 이와 같은 과정은 약학을 
시작하는 학생에게 종합 학문인 약학을 이해하고 
학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서 목표 지향적 
대학 생활을 계획하도록 한다.

약용식물학야외실습 (1-0-4)

약용되고 있는 식물의 분류, 형태, 생리, 생태
에 대하여 야외실습을 통해 약용식물을 익힌다. 

한약학개론 (2-2-0)

한약학의 발달과정을 중의학적인 관점에서 조
명해 보고, 한의약학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의 
각각의 학설을 학파별로 정리해 본 후 이들을 현
대 중의학적인 관점에서 종합해 놓은 기본이론을 
강술함으로써 한약학을 포함한 현대약학을 이해
하도록 한다. 

한약한문 (2-2-0)

漢醫三書에 속하는 傷寒論을 원전으로 하여 한
의약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의약학적인 용어, 
문장의 구성 및 의미 등을 강술한다. 

의학용어 (2-2-0)

의학 및 약학용어를 그 어원별로 풀어서 완벽
한 이해를 추구하고 한국식 표현을 정확히 이해
시키도록 하는 학문이다. 

기초유기약화학 (2-2-0)

유기화학은 약학대학에서 다루어지는 유기제
약, 생화학, 약물학, 생약학, 천연물화학 등을 배
우는데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영역은 광범위하고 
그 대상이 되는 분자들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이 많으며, 또한 반응에 대한 이해는 물리화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다. 본 과정에서는 유
기반응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며, 유기화학과 관
련된 기초적인 과목으로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
는데 중점을 두어 강의하고자 한다. 

한약자원유통학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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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하여 분
류학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 및 
일본에서의 이들 자원의 분포현황을 개괄해 봄과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약재의 유통현황을 개괄해 봄으로써 바르게 유
통되어야 할 약재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킨다. 

약품입체화학 (2-2-0)

입체화학은 유기화학 분자구조와 그 성질과의 
관계에 기초를 둔 과학으로 분자구조를 3차원적
으로 취급하는 유기화학의 일부분이다. 공간에서
의 원자들의 지향만이 서로 다른 특별한 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는데 이것을 입체이성질체라고 한
다. 한 쌍의 입체이성질체는 상호유사성에도 불구
하고 한쪽의 이성질체는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
거나, 항생물질이나 강심제로써 쓸모가 있는데 반
하여, 다른 쪽의 이성질체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므로 약학을 이해하는데 입체화학
은 필수적이며 본 과정에서는 이에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약물남용 (2-2-0)

향정신성 약물의 기원, 물리화학적 성질, 생체
에 대한 작용 및 그 기전 흡수, 분포, 대사, 독성, 
용법, 용량등 치료적인 기본지식과 임상에서의 응
용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며 그
들을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의학적 문제와 사회
학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향장품학 (2-2-0)

약제학의 한 분야인 향장품의 제제 기초원리 

및 제형별 특성을 고찰하며 약물제제의 실질적인 
적용을 강의한다.

본초학 (2-2-0)

한방연구의 필수서인 “상한론”과 “금기요약”을 
중심으로 질병의 한의학적인 분류개념과 그 치료
개념을 처방의 근성, 가감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익힌다. 

제약관리 (2-2-0)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생산등과 관련하여 제약
관리 공정이 중요, 특히 GMP 설비 및 생산 등 
제약 전반에 걸친 제조공정과 관리에 대한 학문
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학문이다.

방제학 (2-2-0)

전통적인 한약방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발전상
을 살피고 한의약학의 기초이론, 변증시치, 제형
에 의해 각론으로 장부에 따른 변증 시치법에 대
하여 강술한다.

약국경영학 (2-2-0) 

학생들로 하여금 약국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
항을 습득하게 하는 학문이다. 

조제학 Ⅰ, Ⅱ (2-2-0)

의약분업 실시 후 약사의 고유 권한이 된 조제
의 기본 정의를 알고 용법 및 복약지도가 중요한 
약물에 관해 배우며 각론에서는 다빈도 처방 약
물을 중심으로 그 조제에 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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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Department of Medicin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1-1 전필

291001

291002

291003

291004

291072

해부학 및 실습(Anatomy & Practice)

조직학 및 실습 I(Histology & Practice I)

생리학 및 실습 I(Physiology & Practice I)

생화학 및 실습 I(Biochemistry & Practice I)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6-4-6

2-1-2

5-3-4

5-3-4

2-2-0

1-2 전필

291006

291007

291008

291009

291010

291011

291012

291013

291014

291015

신경해부학 및 실습(Neuroanatomy & Practice)

조직학 및 실습 II(Histology & Practice II)

생리학 및 실습 II(Physiology & Practice II)

생화학 및 실습 II(Biochemistry & Practice II)

태생학(Embryology)

병리학 및 실습 I(Pathology & Practice I)

약리학 및 실습 I(Pharmacology & Practice I)

미생물학 및 실습 I(Microbiology & Practice I)

예방의학 및 실습 I(Preventive Medicine & Practice I)

기생충학 및 실습(Parasitology & Practi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2-1-2

2-1-2

2-1-2

1-1-0

3-2-2

2-1-2

2-1-2

2-1-2

3-2-2

2-1 전필

291016

291017

291018

291019

291095

병리학 및 실습 II(Pathology & Practice II)

약리학 및 실습 II(Pharmacology & Practice II)

미생물학 및 실습 II(Microbiology & Practice II)

예방의학 및 실습 II(Preventive Medicine & Practice II)

진료입문 I(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I)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6-4-4

5-3-4

5-3-4

5-3-4

1-2-6

2-2 전필

291096

291074

291097

291022

291023

291024

291098

진료입문 II(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II)

내과학 I(Internal Medicine I)

외과학 I(Surgery I)

산부인과학(Obstetrics & Gynecology)

소아과학(Pediatrics)

정신과학(Psychiatry)

임상수행훈련(Clinical Performance Assessment)

전공기본
B

B

B

B

B

B

1-1-3

5-6-0

3-4-0

3-4-0

4-5-0

3-3-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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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3-1 전필

291076

291113

291114

291099

291041

291100

291101

내과학 II(Internal Medicine II)

외과학 II(Surgery II)

영상의학(Radilogy)

임상수기학(Basic Clinical Procedures)

내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Internal Medicine)

외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Surgery )

임상실기시험 I(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I)

B

B

B

B

B

B

B

5-5-0

2-2-0

2-2-0

2-1-2

6-0-12

3-0-6

1-0-2

3-2 전필

291043

291044

291045

291102

291028

291048

291026

291047

291103

291104

산부인과학 실습
(Clinical Practice of Obstetrics & Gynecology)

소아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Pediatrics)

정신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y)

영상의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Radiology)

신경과학(Neurology)

신경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Neurology)

정형외과학(Orthopedics)

정형외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Orthopedics)

의사, 환자, 사회(Doctor, Patient & Society)

임상실기시험 2(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II)

B

B

B

B

B

B

B

B

B

B

3-0-6

3-0-6

2-0-4

2-0-4

2-2-0

1-0-4

2-2-0

2-0-4

1-2-2

1-0-2

4-1 전필

291034

291035

291105

291106

291037

291029

291036

291038

291039

291107

291030

291032

291091

291108

흉부외과학(Thracic Surgery)

신경외과학(Neurosurgery)

마취통증의학(Anesthesiology)

진단검사의학(Laboratory Medicine)

이비인후과학(Otorhinolaryngology)

피부과학(Dermatology)

비뇨기과학(Urology)

안과학(Ophthalmology)

성형외과학(Plastic Surgery)

방사선종양학(Therapeutic Radiology)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응급의학(Emergency Medicine)

임상약리, 영양학(Clinical Pharmacology & Nutrition)

가정의학(Family Medicine)

B

B

B

B

B

B

B

B

B

B

B

B

A,B

B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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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4-1 전선

291056

291057

291109

291110

291049

291050

291054

291053

291058

291111

291059

291051

291112

선택실습(아래 13개중 8개 선택)

신경외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Neurosurgery)

흉부외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Thoracic surgery)

마취통증의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Anesthesiology)

진단검사의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Laboratory Medicine)

이비인후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otorhinolaryngology)

피부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Dermatology)

비뇨기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Urology)

안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Ophthalmology)

성형외과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Plastic Surgery)

방사선종양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Therapeutic Radiology)

재활의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Rehabilitation Medicine)

응급의학 실습(Clinical Practice of Emergency Medicine)

서브인턴(Subinternship)

B

B

B

B

B

B

B

B

B

B

B

B

B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4-2 전필
291069

291092

291071

291033

법의학 ․ 의료법규(Forensic Medicine․Medical Suit)

임상의학 통합교육(General Review of Clinical Medicine)

임상의학 종합평가(Assessment of Clinical Medicine)

지역사회의학(Community Medicine)

A+B

B

B

B

1-1-0

5-5-0

9-9-0

2-2-0

▶ 의학과 교육목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지역사회
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
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1.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기능, 추론 능
력을 갖추어 일차 진료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

2.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과 기능을 끊임
없이 습득하여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

3. 폭 넓은 교양, 인간애, 도덕성을 바탕
으로 환자를 배려하고 윤리적인 의사

4. 다양한 방면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
하고 봉사하는 의사

5. 의료관련종사자와의 협조 관계에서 지
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

6. 기본적인 의학연구능력을 갖춘 의사
해부학 및 실습 (6-4-6)

인체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각종 기관
계통을 구성하는 장기들의 고유구조와 기능을 파
악하며, 나아가 각 장기들의 형태적인 상호관련성
을 이해함으로써 의학의 기본지식인 인체의 정상
적인 구조와 기능을 공부한다.

조직학 및 실습 Ⅰ (2-1-2)

해부학 과목에서 육안을 통해 이해한 각 장기
의 형태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현미경이라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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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각 장기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와 
세포사이물질들을 공부함으로써 정상적인 형태학
적 구조와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사이의 연
계성을 이해하여 장차 질병의 병태생리를 공부하
는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생리학 및 실습 Ⅰ (5-3-4)

생리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일
반생리, 순환, 호흡, 체액 및 신장, 산-염기, 소화, 
내분비,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계, 뇌의 고
등기능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실시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세포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이해
하고 생리적 또는 병태생리적 작용기전을 학습한
다.

생화학 및 실습 Ⅰ (5-3-4, 전공기본)

생명 현상과 인체 질환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으로서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단백질, 당질, 지질, 핵산, 비타민 등 생
체분자들의 인체 내 대사과정과 그 조절기전의 
이해 

둘째, 인체 에너지 대사와 그 조절기전의 이해 
셋째, 인체 유전자의 구조와 유전자 발현과정 

및 그의 조절 기전의 이해 
넷째,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 질환

에의 응용능력 배양
다섯째, 각 생체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과정

을 통하여 술기를 익힘으로서 연구 능력을 배양

행동과학 (2-2-0)

행동과학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 총 
28시간동안 실시된다. 행동과학은 우리 인간이 내
적, 외적 자극에 대해 나타내는 행동을 생물, 정
신,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측면으로 이해하
고 이를 총체적인 의료의 근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학습목표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연구와 교육을 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신경해부학 및 실습 (3-2-2)

인체를 구성하는 기관계통 중에서 특수한 구조
를 바탕으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뇌를 비롯
한 중추신경계의 세세한 형태학적 구조를 이해하
여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
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지식
을 공부한다.

조직학 및 실습 Ⅱ (2-1-2)

해부학 과목에서 육안을 통해 이해한 각 장기
의 형태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현미경이라는 기구
를 이용하여 각 장기의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와 
세포사이물질들을 공부함으로써 정상적인 형태학
적 구조와 해당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 사이의 연
계성을 이해하여 장차 질병의 병태생리를 공부하
는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생리학 및 실습 Ⅱ (2-1-2)

생리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일
반생리, 순환, 호흡, 체액 및 신장, 산-염기, 소화, 
내분비,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계, 뇌의 고
등기능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실시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세포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이해
하고 생리적 또는 병태생리적 작용기전 을 학습
한다.

생화학 및 실습 Ⅱ (2-1-2)

생명 현상과 인체 질환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으로서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단백질, 당질, 지질, 핵산, 비타민 등 생
체분자들의 인체 내 대사과정과 그 조절기전의 
이해 

둘째, 인체 에너지 대사와 그 조절기전의 이해 
셋째, 인체 유전자의 구조와 유전자 발현과정 

및 그의 조절 기전의 이해 
넷째,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 질환

에의 응용능력 배양
다섯째, 각 생체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과정

을 통하여 술기를 익힘으로서 연구 능
력을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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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학 (1-1-0)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 내에서 형성되는 생식
자의 발달과정부터 수정, 접합자의 형성, 태아의 
발생에 이르는 일련의 발생 과정을 형태학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현대 발생생물학적 지식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인간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각 장기들의 정상적인 발달과정
을 공부한다.

병리학 및 실습 Ⅰ (3-2-2)

병리학은 고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초의학
에서 임상의학으로 이행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과목이고, 각종 질병으로 발생하는 세포와 조직과 
장기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며,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형태학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구명하고, 임상적
으로 합리적인 간호와 치료에 대한 확고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약리학 및 실습 Ⅰ (2-1-2)

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을 학습한 학생은 생화학, 
생리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약물
의 약리적 작용 및 그 기전, 부작용 및 독성을 이
해하여 실제로 약물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들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인 약효 판정능력을 갖추게 한다.

미생물학 및 실습 Ⅰ (2-1-2)

세균, 바이러스 및 진균의 생물학적 성상, 전염
병의 특성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이해하
고 이들에 관련된 실습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 병원체
에 대한 전반적인 성상, 전염병의 병인론, 진단, 
치료, 예방, 역학과 관리와 면역 등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예방의학 및 실습 Ⅱ (2-1-2)

예방의학 및 공중 보건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
념을 습득하고 역학 및 보건통계에 필요한 지식
과 실제 분석을 학습함으로써 일차진료 의사에게 
필요한 질병의 역학 및 기초 연구방법론을 이해
한다. 

기생충학 및 실습 (3-2-2)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체 기생
충 및 기생충성 질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수
기를 터득하여 이를 기생충성 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 관리 및 연구에 활용한다.

병리학 및 실습 Ⅱ (6-4-4)

병리학은 고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초의학
에서 임상의학으로 이행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과목이고, 각종 질병으로 발생하는 세포와 조직과 
장기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이며,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형태학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의 원인과 결과를 구명하고, 임상적
으로 합리적인 간호와 치료에 대한 확고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약리학 및 실습 Ⅱ (5-3-4)

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을 학습한 학생은 생화학, 
생리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약물
의 약리적 작용 및 그 기전, 부작용 및 독성을 이
해하여 실제로 약물을 임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들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인 약효 판정능력을 갖추게 한다.

미생물학 및 실습 Ⅱ (5-3-4)

세균, 바이러스 및 진균의 생물학적 성상, 전염
병의 특성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이해하
고 이들에 관련된 실습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 병원체
에 대한 전반적인 성상, 전염병의 병인론, 진단, 
치료, 예방, 역학과 관리와 면역 등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예방의학 및 실습 Ⅱ (5-3-4)

환경 및 산업보건, 보건관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사로서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보건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학습한다.

진료입문 Ⅰ (1-2-6)

∙ 교육목표 : 장기계통별 증상과 징후를 이해하
고 임상의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자와
의 공감대 형성, 병력 청취, 신체검사 기술을 
장기계통별로 습득한다. 

∙ 개요 : 두경부, 흉부, 복부, 신장비뇨기,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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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아, 신경계, 근골격계 등으로 구분하여 강
의와 표준화환자 실습이 진행되며, 학생은 이를 
통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자연스럽게 연계
시키고, 의사로서 필요한 기본 수기능력을 계통
별로 익혀 향후 종합적인 진료능력의 기본이 
되도록 한다.

진료입문 Ⅱ (1-1-3)

∙ 교육목표 : 임상에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를 열거하고 방법을 습득하
며, 기본 영상을 판독할 수 있다.

∙ 개요 : 기본적인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 항목
을 학습하고, 정맥혈, 동맥혈, 소변, 대변, 뇌
척수액, 흉수, 복수 등의 채취방법과 심전도, 
폐기능 검사, x-ray 촬영, 초음파, CT, MRI, 조
영제 검사 등의 검사방법을 이해하고 그 결과
를 판독해 향후 종합적인 진료능력의 기본이 
되고, 임상의학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내과학 Ⅰ (5-6-0)

내과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소
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혈액종양, 감
염, 류마치스, 알레르기로 구분하여 강의가 실시
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일차진료의로서 
필요한 질병의 역학, 병태생리, 진단법, 치료법 등
을 학습한다.

외과학 Ⅰ (3-4-0)

외과학은 외과환자의 기본 대사, 창상치유, 면
역학 등의 기본 과학적 원칙을 알아보고 외과환
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쇼크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며 기본적인 수액 및 전해질 치료, 수혈, 
수술전후처치와 준비는 물론 흔히 발생하는 합병
증에 대해 학습하며 각 장기별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방법과 근본적 치료법을 교육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산부인과학 (3-4-0)

산부인과의 세부영역인 부인종양학, 일반 부인
과학, 산과학, 불임학, 비뇨 부인과학에 관한 강의
를 시행하며 학생들은 산부인과 환자의 특성과 
개별 질환을 이해하여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기본
수양을 함양하여야 한다.

소아과학 (4-5-0)

소아과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순환기학, 호흡기학/알러지, 신생아학, 신경학,신장
학, 소화기학/소아영양, 내분비학/대사질환, 혈액
종양학, 감염학, 면역학, 유전학, 소아 예방, 성장
과 발달, 사춘기학으로 구분하여 강의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질병의 역학, 
병태생리, 진단법, 치료법등을 학습함으로서 일차 
진료의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정신과학 (3-3-0)

정신과학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에 총 
42시간동안 실시된다. 학습목표는 정신과학에 대
한 기본 이해와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유전
적인 기초 분야부터 지역사회 및 정신재활에 이르
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두루 습득하도록 한다. 

임상수행훈련 (1-4-8)

∙ 교육목표 :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공감대 형
성, 병력청취, 신체검사, 검체 검사,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를 결
정할 수 있다. 

∙ 개요 : 공감대 형성, 병력청취, 신체검사를 시
행하고 1차 진단을 내린 후 검체 검사, 영상 
검사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결정하는 진료 과정을, 흔한 
일차적 질환 중심으로 표준화환자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기본적이고 통합적인 진료능력
을 습득한다. 

내과학 Ⅱ (5-5-0)

내과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소
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혈액종양, 감
염, 류마치스, 알레르기로 구분하여 강의가 실시
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일차진료의로서 
필요한 질병의 역학, 병태생리, 진단법, 치료법 등
을 학습한다.

외과학 Ⅱ (2-2-0)

외과학은 외과환자의 기본 대사, 창상치유, 면
역학 등의 기본 과학적 원칙을 알아보고 외과환
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쇼크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며 기본적인 수액 및 전해질 치료,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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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후처치와 준비는 물론 흔히 발생하는 합병
증에 대해 학습하며 각 장기별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질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방법과 근본적 치료법을 교육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상의학 (2-2-0)

방사선과 역할을 이해하고 인체에 각종 질환의 
방사선학적 소견을 숙지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다.

임상수기학 (2-1-2)

∙ 교육목표 :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수기
를 습득한다.  

∙ 개요 : 봉합술, 소외과수술, 비위장관 삽입, 도
뇨관 삽입,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임상수기
를 충분한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내과학 실습 (6-0-12)

내과학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내과환자를 
경험하고 이들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참여함으
로서 내과질환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의사로서 내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과학 실습 (3-0-6)

외과학 실습은 Scrub방법, 봉합방법 등 기본적
인 술기를 교육하며, 회진 및 수술참여로서 외과
의 기본적인 환자진료 및 치료에 대한 방향을 인
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환자의 병력청취, 
신체검사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 외과환자의 일
차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임상실기시험 Ⅰ (1-0-2)

∙ 교육목표 :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수기
를 습득한다.  

∙ 개요 : 내과와 외과 임상실습을 통해 익힌 진
료능력을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진료 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임상실기시험 Ⅱ (1-0-2)

∙ 교육목표 :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수기
를 습득한다.

∙ 개요 :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

외과 임상실습을 통해 익힌 진료능력을 표준
화환자를 이용한 진료 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산부인과학 실습 (3-0-6)

산부인과학 시간에 익혔던 이론을 임상 실습을 
통하여 숙지하는 과정으로 산부인과 환자의 특성
을 이해하고 환자진료에 필요한 문진 및 진찰의 
기본원칙을 습득하며 진단기법 등을 이해함으로
써 산부인과 환자의 기본적 처치 능력을 습득해
야 한다.

소아과학 실습 (3-0-6)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1) 장차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에 임할 때 

진단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2) 일차 진료에 필요한 소아과 영역의 최소한
의 의학적 수기 및 임상 검사의 방법을 습
득하고

3) 병원 내 여러 분야의 의료인과의 협조를 이
룬 진료와,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능력을 함양한다.

정신과학 실습 (2-0-4)

정신과학 실습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에 총 2주간 실시된다. 이론적인 면보다는 환자에 
대한 태도, 기본적인 면담술, 정신상태검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등에 대하여 습득
하도록 한다.

영상의학 실습 (2-0-4)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여러 진단기기, 방사선학
적 수기를 관찰하고 다양한 질병의 진단 절차 그
리고 판독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실
제 교육용 필름을 통해서 각 임상질환의 진단에 
필수적인 방사선학적 지식을 습득케 하는데 목표
를 둔다. 

신경과학 (2-2-0)

신경과학은 신경계의 질환을 내과적으로 치료
하는 임상의학으로서 의사로서 필요한 신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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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질환들에 대한 임상양상, 검사기술 및 소견
판독, 치료 등의 임상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신경과학 실습 (1-0-4)

신경과 임상실습은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의 임
상 증례를 중심으로 의사로서 필요한 진단 및 치
료과정을 배우고, 그에 따르는 기본적인 신경과적 
수기를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형외과학 (2-2-0)

근골격계의 해부학적 생리 화학적 지식을 습득
하며 근골격계의 외상성, 선천성, 감염성, 종양성, 
감염성, 염증성, 퇴행성 병변의 병태 생리에 대한 
이해와 치료의 기본 지식과 술기를 익힌다. 

정형외과학 실습 (2-0-4)

 정형외과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에서 
적용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형외과 환
에 대한 문진, 이학적 검사 및 X-선 검사를 실시
하고 그 치료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의사, 환자, 사회 (1-2-2)

∙ 교육목표 : 의사 환자 관계에서의 의사의 의무
와 권리,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이해한다.

∙ 개요 : 의료현장에서의 다양한 딜레마를 중심
으로 의학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검
토해보고 조별 토론과 발표, 종합토론 형식으
로 강좌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의
사상을 정립하도록 한다.

흉부외과학 (1-1-0)

본 교과목의 목표는 흉부외과학 강의로 습득한 
지식을 임상실습에 응용하여 일반의로서 갖추어
야 할 흉부외과학의 지식과 수기를 완성하고, 전
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문
제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경외과학 (1-1-0)

신경외과학의 역사, 진단 방법, 치료 및 수술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취통증의학 (1-1-0)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서의 마취과학과 그 업무영
역을 이해하여 관련 학문과의 연관성을 학습한다.

진단검사의학 (1-1-0)

진단검사의학은 임상화학, 진단혈액학, 임상미
생물학, 진단면역학, 수혈의학, 세포유전학 및 분
자유전학, 검사정보학 및 기타검사의학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질병의 진
단, 예방, 치료효과의 추적관찰 및 예후판정에 도
움이 되는 검사의 선택, 취급, 분석과정, 해석 및 
결과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검사과정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질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비인후과학 (1-1-0)

이비인후과학 강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해부, 
생리 및 진찰방법을 공부하고 질환에 관한 병리, 
치료, 예방 등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이비인후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이해한다.

피부과학 (1-1-0)

피부과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 진단, 치료법에 
대해 강의한다.

비뇨기과학 (1-1-0)

의대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비뇨기과 개
요 및 각 질환에 대한 개념을 심어줌으로서 비뇨
기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 환
자를 진료함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과학 (1-1-0)

안과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 진단, 치료법에 대
해 강의한다.

성형외과학 (1-1-0)

성형외과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 진단, 치료법
에 대해 강의한다.

방사선종양학 (1-1-0)

치료방사선의 개념 및 치료 적응 질환, 치료법
에 대해 강의한다.

재활의학 (1-1-0)

재활의학이 현대의학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재
활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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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1-1-0)

응급의학은 응급이라는 질병 발생으로부터의 
시간적인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질환의 진료를 
담당한다. 응급의학에서는 질병의 유형이나 발생 
과정에 관계없이 신체적 응급 상황으로부터 환자
의 생체 징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진료의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응급의학에서의 치료과정은 중
증도 분류(triage), 안정화(stabilize), 치료 우선순위
의 결정(priority), 계속 진료의 의뢰 또는 퇴원 결
정(refer or disposition), 환자 관찰(observe) 등으로 
구성된다.

임상약리, 영양학 (1-1-0, 전공심화A+B)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작용 기전 및 
TDM에 대해 강의하고, 임상 질환에서의 영양학
적 접근에 대해 강의한다.

가정의학 (1-1-0)

일차진료의로서 진료해야할 주요 질환에 대해 
가정의학적 접근법에 대해 강의한다.

신경외과학 실습 (1-0-4)

신경외과 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새로운 
진단방법인 뇌전산화 단층 촬영 및 핵자기 공명
에 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흉부외과학 실습 (1-0-4)

강의로 습득한 지식을 임상실습에 응용하여 일
반의로서 갖추어야 할 흉부외과학의 지식과 수기
를 완성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마취통증의학 실습 (1-0-4)

마취가 계획된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마취방법을 선택하고 마취도중 
또는 마취가 끝난 환자의 생리학적 변수를 예측
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
량을 터득하며 통증의 기전을 이해하고 통증치료
의 원칙과 방법을 시행한다.

진단검사의학 실습 (1-0-4)

주요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후 판단 등을 위

하여 검사실에서 시행되는 각종 검사 종목들의 
적절한 운용과 이의 판독 및 원리를 숙지함으로
써 향후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임하는 의사로서 
진단검사의학 교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를 효
율적이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한다.

이비인후과학 실습 (1-0-4)

이비인후과 질환의 환자들을 통하여 임상질환
에 대하여 배우게 되며, 이비인후과 수술과 검사
를 직접 확인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과정을 이해
한다.

피부과학 실습 (1-0-4)

피부과학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기초지식 및 
이론을 실제 임상에 응용하여 피부의 정상 및 병
적상태를 이해하며 흔한 피부질환의 진단과 치료
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비뇨기과학 실습 (1-0-4)

흔히 접하는 비뇨생식기 질환에 대한 진단과정
과 직장수지검사, 도뇨법 등 기본수기를 익히고, 
응급질환을 파악함으로서 일반의로서 이러한 비
뇨기 질환을 접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안과학 실습 (1-0-4)

안과질환의 임상소견과 전신질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환자의 증상에 안과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게 한다. 기본 안과검사
법과 약물 및 수술적 치료의 기본개념을 확립하
여 1차 의료인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추게 한다.

성형외과학 실습 (1-0-4)

성형외과 분야 중 일차 의사로서 필요한 외과
의 기본 기술, 창상처치, 안면부 및 수부외상에 
대한 처치를 배우며 재건성형수술의 원칙을 이해
한다.

방사선종양학 실습 (1-0-4)

방사선종양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악성종양
의 치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재활의학 실습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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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을 통하여 환자 치료에 대한 재활의학
적 관점을 이해하고 재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재활의학과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진단방법과 포괄적인 팀 접근에 의한 재활치료를 
경험하며, 전기진단의 원칙과 임상적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다.

응급의학 실습 (1-0-4)

응급의학 강의 및 실습을 통해 다양한 응급의
학 분야 -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EMS), 소생의학(Resuscitation medicine or 
reanimatology), 전문 인명구조술(Advanced life support: 
ALS), 독물학(Toxicology), 외상학(Traumatology), 
환경 응급의학(Emergency environmental medicine), 
노인 응급의학(Geriatric emergency medicine), 스포
츠 응급의학(Sports emergency medicine), 임상 응
급의학(Clinical emergency medicine) 등 - 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서브인턴 (1-0-4)

∙ 교육목표 :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수기
를 습득한다.  

∙ 개요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영역에서 보다 심화된 진료능력 향상을 위해 
2주 동안 인턴이 하는 진료행위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행해본다. 

법의학․의료법규 (1-1-0)

사람의 죽음과 그에 수반되는 현상, 죽음에 관
련된 질병, 손상 및 중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법을 적용하는데 의학이 이용되는 분야와 
그 방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법의학의 사회
적 효용성을 이해한다. 일차진료의로서 알아야 할 
의료법규에 대해 강의한다.

임상의학 통합교육 (5-5-0)

강의와 실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총
정리 하여, 주요 질환에 대해 특강한다.

임상의학 종합평가 (9-9-0)

일차진료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술기를 종
합 평가한다.

지역사회의학 (2-2-0)

학생들로 하여금 의료와 사회,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보건관리적 관점을 개발시킴
으로써 향후 의사로서 활동하게 될 지역사회 및 
의료조직에서 보건문제를 해결하고 지도자적인 
관리 능력과 리더쉽 향상을 위한 자질을 연마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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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Department of Nurs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구분 비 고

1-2 전선 292050
292051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간호정보학(Nursing Informatics)

2-2-0
2-2-0

2-1

전필
292001
292004
292002
292008

해부학(Anatomy)
기본간호학 및 실습Ⅰ(Fundamental Nursing and PracticeⅠ)
생리학(Physi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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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92005
292003
292052
292053

간호용어(Nursing Terminology)
생화학(Biochemistry)
한방학개론(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의사소통론(Communication)

2-2-0
2-2-0
2-2-0
2-2-0

2-2

전필

292006
292007
292009
292010
292011
292054
292055

병리학(Pathology)
약리학(Pharmacology)
기본간호학 및 실습Ⅱ(Fundamental of Nursing & PracticeⅡ)
성인 내과 간호학 Ⅰ(Adult Nursing Medicine Ⅰ)
성인 외과 간호학 Ⅰ(Adult Nursing Surgery Ⅰ)
건강사정 및 실습(Health assessment & Practice)
간호과정(Nur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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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292069
292070

인간행동의 이해(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2-2-0
2-2-0

3-1 전필

292056
292057
292060
292018
292016
292017
292013
292026
292071

성인내과간호학 Ⅱ(Adult Nursing Medicine Ⅱ)
성인외과간호학 Ⅱ(Adult Nursing Surgery Ⅱ)
아동간호학 Ⅰ(Pediatric Nursing Ⅰ)
모성간호학 Ⅰ(Maternity Nursing Ⅰ)
성인내과간호학 실습 Ⅰ(Practice in Adult Nursing Ⅰ)
성인외과간호학 실습 Ⅰ(Practice in Adult Nursing Ⅰ)
아동간호학 실습 Ⅰ(Practice in Pediatric Nursing Ⅰ)
모성간호학 실습 Ⅰ(Practice in Maternity Nursing Ⅰ)
보건교육 및 실습(Health Education & Practice)

2-2-0
2-2-0
2-2-0
3-3-0
2-0-6
2-0-6
2-0-6
2-0-6
2-1-2

3-2 전필

292058
292059
292019
292025
292027

성인내과간호학 Ⅲ(Adult Nursing-Medicine Ⅲ)
성인외과간호학 Ⅲ(Adult Nursing-Surgery Ⅲ)
아동간호학 Ⅱ(Pediatric Nursing Ⅱ)
모성간호학 Ⅱ(Maternity Nursing Ⅱ)
정신간호학 Ⅰ(Psychiatric Nursing Ⅰ)

1-1-0
1-1-0
3-3-0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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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부전공 교과목

상호인정 비고

3-2 전필

292029
292023
292024
292020
292030

지역사회간호학 Ⅰ(Community Health Nursing Ⅰ)
성인내과간호학 실습 Ⅱ(Practice in Adult Nursing Ⅱ)
성인외과간호학 실습 Ⅱ(Practice in Adult Nursing Ⅱ)
아동간호학 실습 Ⅱ(Practice in Pediatric Nursing Ⅱ)
모성간호학 실습 Ⅱ(Practice in Maternity Nursing Ⅱ) 

2-2-0
2-0-6
2-0-6
2-0-6
2-0-6

4-1

전필

292021
292022
292062
292028
292037
292032
292033
292031

292049

성인내과간호학 Ⅳ(Adult Nursing-Medicine Ⅳ)
성인외과간호학 Ⅳ(Adult Nursing-Surgery Ⅳ)
아동간호학 Ⅲ(Pediatric Nursing Ⅲ)
정신간호학 Ⅱ(Psychiatric Nursing Ⅱ)
지역사회간호학 Ⅱ(Community Health Nursing Ⅱ)
간호관리 Ⅰ(Nursing Management Ⅰ)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정신간호학 실습 Ⅰ
(Practice in Psychiatric Nursing Ⅰ)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Ⅰ
(Practice in Community Nursing Ⅰ)

1-1-0
1-1-0
1-1-0
3-3-0
3-3-0
2-2-0
2-2-0
2-0-6

2-0-6

전선 292035
292072

재활간호(Rehabilitation Nursing)
응급간호학 및 실습(Emergency Nursing & Practice) 

2-2-0
2-1-2

4-2
전필

292038
292039
292042
292044
292040
292041

292046

간호관리 Ⅱ(Nursing Management Ⅱ)
의료법규(Legislation related to Health Service)
간호관리학실습(Practice in Nursing Management) 
간호연구실습(Practice in Nursing Research)
정신간호학실습 Ⅱ(Practice in Psychiatric Nursing Ⅱ)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Ⅱ
(Practice in Community Nursing Ⅱ)
노인간호학(Geriatric Nursing)

1-1-0
2-2-0
2-0-6
1-0-2
2-0-6
2-0-6

1-1-0

전선 292047 가정간호학(Home Hearth Care) 2-2-0

▶ 간호학과 교육목표

간호교육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
기 위하여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지식체를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실한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계의 임상, 실무, 교육 분야에서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 연구자 
및 간호교육자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간호학 개론 (2-2-0)

간호전문직과 간호의 역사에 대한 이해하고, 
간호윤리, 철학적 관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
해 간호에 대한 정체성과 비젼을 제시한다.

․ 간호사업의 영향요인을 열거할 수 있다.
․ 전문직의 특성,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간호의 본질이해, 간호개념을 이해한다.
․ 간호과정, 간호사의 역할을 기술할 수 있다.
․ 간호사업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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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학                    (2-2-0)

정보과학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간호실무, 간
호행정, 간호교육 및 간호연구의 정보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정보과학화 방안을 모색한다.

․ 자료와 정보를 이해한다.
․ 컴퓨터의 자료처리를 안다.
․ 환자로부터의 자료를 이해한다.
․ 환자정보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다.
․ 간호정보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다.
․ 의학적 지식과 의사결정지원을 기술 할 수 

있다.
․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정보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해부학                            (3-3-0)

의학의 기본지식인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공
부하는 과목으로서 각종 기관계통을 구성하는 장
기들의 고유구조와 기능을 파악함으로써 인체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간호학 및 실습 Ⅰ             (3-2-2)

․ 간호의 정의 및 이론적 기틀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건강관리 기반 및 전달체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 간호과정 및 진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신체사정 및 활력징후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개인위생 및 안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기동성과 부동, 체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

행할 수 있다.
․ 진단 검사 및 의학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생리학                            (3-3-0)

생리학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 일
반생리, 순환, 호흡, 체액 및 신장, 산-염기, 소화, 
내분비,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계, 뇌의 고
등기능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실시되며, 학생은 
본 교과목을 통해 세포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이
해하고 생리적 또는 병태생리적 작용기전을 학습
한다.

미생물학                          (2-2-0)

의학미생물학의 교육목표는 간호사로서 필수적
으로 요구되는 미생물학의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소독과 멸균의 개념, 병
원내 감염의 이해와 예방방법, 질병을 야기하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등에 대한 핵심 내용의 이해. 
병원체시험용 가검물의 취급 및 수송 방법, 수술
시의 감염병 예방방법등과 아울러 병원체에 대한 
방어와 면역학적 지식의 습득이다

간호용어                          (2-2-0)

많은 의학적인 용어를 분석, 습득하여 광범위
한 임상언어에 대한 기초를 쌓고, 인체기능의 정
상과 비정상을 확인하고, 이를 의학적인 용어로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임상실습과 간호 실무현장 
적응에 도움을 준다. 

․ 의학적 언어의 기원을 기술할 수 있다.
․ 의학용어의 구성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
․ 신체의 각 시스템별 관련 의학용어의 일반

적인 결합형을 정의할 수 있다.
․ 신체의 각 시스템별 기본적인 해부학적 용

어를 정의할 수 있다.
․ 신체의 각 시스템별 증상, 진단, 수술 및 치

료적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 신체의 각 시스템별 일반적 진단검사 및 절

차를 기록할 수 있다.

생화학                           (2-2-0)

․ 단백질, 당질, 지질, 핵산, 비타민 등 생체분
자들의 인체 내 대사과정과 그 조절기전의 
이해 

․ 인체 유전자의 구조와 유전자 발현과정 및
 그의 조절 기전의 이해 
․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인체 질환에

의 응용능력 배양

한방학개론                    (2-2-0)

동서의학은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과 방법론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한의학의 철학적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 이론과 전일개념에 의한 통합적 
사고와 논리에 관한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한의학
적 진단과 치료 방법을 이해하여 질병이나 환자
를 보는 다른 방법인 한의학적 사고를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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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론                    (2-2-0)

이 교과목은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만나는 대상
자와의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간관계 유형을 나열할 수 있다. 
․ 의사소통의 과정과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한다. 
․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실습한다. 

병리학                           (2-2-0)

병리학은 질병의 원인, 발병 기전, 형태학적 변
화 및 기능적인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다. 본 과목은 병리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
여  임상실습과 의료인으로서  의사소통에 도움
을 주는 것을 교육목적으로한다 
 

약리학 (2-2-0)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효과 또는 영향을 연구
하는 학문으로 약물의 약리적 작용 및 그 기전, 
부작용 및 독성을 이해하고 임상적 이용에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간호학 및 실습 Ⅱ              (3-2-2)

․ 무균법, 병원감염, 환경 위험요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열과 냉요법의 기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중
재를 할 수 있다.

․ 수분, 전해질 및 영양에 대하여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다.

․ 배뇨 및 배변에 대하여 이해하고 중재할 수 
있다.

․ 상처 유형, 치유과정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약물의 유형, 각 투여방법 등에 대하여 이
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성인 내과 간호학 Ⅰ            (2-2-0)

본 교과목은 성인 환자의 건강회복과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개념적, 실무적 간호를 위한 과
목으로 성인 간호학의 중심 개념, 성인에 대한 이
해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응급 및 순환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호중재를 선택, 적용해 봄으로써 성인간호와 관
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이다.

․ 성인간호학의 중심개념인 인간, 건강, 간호 
및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응급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
고 간호중재를 계획한다.

․ 순환계 환자의 간호사정, 간호계획 및 중재
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성인 외과 간호학 Ⅰ (2-2-0)

본 교과목은 성인 환자의 건강회복과 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개념적, 실무적 간호를 위한 과
목으로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면역반응, 쇼크, 종
양 및 혈액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합한 간
호중재를 선택, 적용해 봄으로써 성인간호와 관련
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이다.

․ 성인의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면역반응, 쇼
크, 종양 및 혈액계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분석된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간호중재 방법
을 탐구, 적용할 수 있다.

건강사정 및 실습 (2-1-2)

대상자를 전인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건강문
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전략과 방법을 배운다.

․ 적혈구․백혈구 계산과 백혈구 감별계수에 
대해 학습한다.

․ Hgb, Hct, 혈액형 검사 및 BT․CT 측정을 
할 수 있다.

․ 뇨검사 및 일반화학검사를 실습한다.
․ 체력검사․신체계측검사․신체검진을 실습

한다.

간호과정 (2-2-0)

간호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간호문제의 
사정, 진단, 계획, 간호중재, 평가를 이해하며, 지
식을 습득한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확인하며, 제시된 대상자의 신체, 사회, 심리적 자
료를 수집 분석하여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진단
에 따른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간호계획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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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중재, 평가에 대한 응용할 수 있다. 
․ 간호과정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 간호과정의 실무적용의 유용성을 기술할 수 

있다
․ 간호과정의 각 단계, 즉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기술 할 수 있다.
․ 사례연구를 통해 각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인간행동의 이해 `(2-2-0)

이 교과목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
적 이해를 위해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개괄
적 소개를 통해 자기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인간의 성격에 대하여 성격 심리학이 가정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적응적인 성격
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을 이
해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건강의 회복과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
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적 요인에 대하여 설
명할 수 있다. 

건강증진 (2-2-0)

이 교과목은 건강문제 양상의 변화에 따라 요
구가 높아지고 있는 건강증진의 개념 및 이론을 
파악한 후, 생의 주기별 사업 대상자에 대한 건강
증진 사업과 간호실무 장소별 건강증진 사업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다.

․ 건강과 건강증진의 개념 및 보건사회학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생의 주기별 대상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 간호실무-지역사회, 학교, 산업장, 임상분야

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인내과간호학Ⅱ (2-2-0)

본 교과목은 영양, 소화, 배설, 내분비 장애를 
가진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
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
할 수 있는 간호원리와 실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영양, 소화, 배설계의 간호사정, 간호계획 

및 중재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 내분비계의 간호사정, 간호계획 및 중재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성인외과간호학Ⅱ (2-2-0)

본 교과목에서는 비인후, 호흡 및 비뇨기계 장
애를 가진 대상자 간호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
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계획, 수행하고 이를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 비인후에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간호사
정, 간호계획 및 중재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 호흡기계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간호사
정, 간호계획 및 중재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 비뇨기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간호사
정, 간호계획 및 중재를 세우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간호학 Ⅰ (2-2-0)

아동과 가족을 간호의 대상으로 하여 성장발달
의 이론과 기본욕구의 개념을 활용하여 아동간호
학의 기본원리와 아동건강사정 및 신생아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고위험 신생아와 가족에 대한 건강
문제와 간호중재를 습득한다. 

모성간호학 Ⅰ (3-3-0)

인간은 누구나 부모의 생식작용을 통해 이 세
상에 태어나게 된다. 모성간호학은 아기를 출산하
기 위하여 임신, 분만, 산욕과정을 거쳐야하는 모
성환자 개인과 그녀의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며 학생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사정한 문제에 대한 간호계획을 세워 
간호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모성 간호학의 교육
목표이다.

․ 모성간호학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 여성의 건강문제를 습득할 수 있다.
․ 여성 생식기 구조 및 생리를 습득할 수 있다.
․ 태아의 발달과정 및 생리를 파악할 수 있다.
․ 임부의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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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부의 산전간호를 습득할 수 있다.
․ 산부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 산모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성인내과간호학 실습 Ⅰ (2-0-6)

본 교과목은 임상현장에서 실시되며, 간호 상
황을 관찰하거나 간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응급환자의 상태를 사정하고 간호방법을 학
습한다.

․ 응급환자와 관련된 검사방법을 학습한다.
․ 응급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와 투여

목적과 부작용 및 투여방법을 학습한다.
․ 영양, 배설, 호흡, 순환, 종양 문제와 같은 

내과적 문제를 가진 환자의 간호문제를 사
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리고 간호중재 및 평
가를 할 수 있다.

․ 내과환자와 관련된 검사방법을 학습한다.
․ 내과환자에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 투여목

적,  부작용 및 투여방법을 학습한다.

성인외과간호학 실습 Ⅰ (2-0-6)

본 교과목은 임상현장에서 실시되며, 간호 상
황을 관찰하거나 간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인간
호학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의 대상자인 성
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호문제를 진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계획, 수행하고 평가하는데 필요
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습득한다.

․ 수술환자의 수술 중 순환간호사 및 소독간
호사의 업무를 학습한다.

․ 수술 중 사용되는 도구들의 사용법과 명칭
을 학습한다.

․ 수술 중 사용되는 약물종류와 투여목적과 
부작용 및 투여방법을 학습한다.

․ 마취의 종류와 방법을 학습한다.

아동간호학 실습 Ⅰ  (2-0-6)

․ 신생아와 영아, 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청
소년기의 정상성장발달에 관한 이론과 지
식을 실제에서 관찰하고 확인한다.

․ 신생아의 건강유지와 증진에 관한 이론과 
지식을 실제에서 관찰하고 실습하여 익힌다.

․ 아동기 급성 건강문제를 간호과정에 따라서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되 이론
적  근거를 확인하고 건강결과를 평가한다.

․ 아동에 대한 기본간호기술을 관찰하고 수행
하여 익힌다. 

모성간호학 실습 Ⅰ (2-0-6)

정상 임신 분만 산욕부가 병원에 입원 시 간호
를 시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간호사정을 
할 수 있고, 사정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 간호계획을 계획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이 실습
목표이다.

․ 임부의 건강검진      ․ 임부의 산전검진  
․ 정상임부의 검사실검사
․ 임신초기 임부교육    ․ 임신중기 임부교육  
․ 임신말기 임부교육
․ 자연 질식분만 산모의 신체검진 
․ 산모의 산과검진    
․ 분만 진행 상태 사정     ․ 검사의뢰

보건교육 및 실습 (2-1-2)

학습과정 및 교육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 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을 토의할 
수 있다.

․ 학습과정,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보건교육 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 보건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 적절한 보건교육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교육 후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성인내과간호학 Ⅲ (1-1-0)

본 교과목에서는 신경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
자에게 적합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
의를 통해 신경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개인
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
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호
원리와 실재를 습득한다.

․ 신경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유형을 이해
하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문
제를 사정한다.

․ 신경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과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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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성인외과간호학 Ⅲ (1-1-0)

본 교과목에서는 근골격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
상자에게 적합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근골격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호원리와 실재를 습득한다.

․ 근골격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동간호학 Ⅱ (3-3-0)

․ 영아, 유아, 학련전기, 학령기 및 청소년기
의 정상성장발달의 이론적 배경과 건강유
지 및 증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
한다.

․ 각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와 그에 대한 
치료 및 간호중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모성간호학 Ⅱ (2-2-0) 

․ 여성의 발달과정에서 임신, 분만, 산욕을 중
심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신체적, 심리
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여성의 성기능
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여성 및 
그 가족중심으로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중
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이 교육
목표이다.

․ 고위험 임부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 고위험 산부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 고위험 산모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인과적 질환을 가진 여성을 간호할 수 있다.

정신간호학 Ⅰ (2-2-0)

다양한 정신 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과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시
키고 질병을 예방, 간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문제
에 대한 간호원리를 학습한다. 나아가 간호대상자
의 이상행동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의 정신간호과
정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정신간호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기틀 및 정
신간호의 역할 및 역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정신간호 원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치료적 인간관계의 목적, 특성, 기법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정신간호 과정의 제특성 및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불안장애의 특성, 원인, 역동, 간호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신체상 장애와 정신 생리 장애의 역동, 간

호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사고 및 지각장애의 역동, 간호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의심 및 공격 행동의 역동, 간호과정에 대

해 이해할 수 있다.
․ 기분장애의 특성, 역동, 간호과정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학 Ⅰ (2-2-0)

지역사회간호와 가족간호의 개념, 이론 및 간
호과정 등 지역사회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돕고 더 나아가 학교, 산업장, 보건소 및 기
타 지역사회 현장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지역사
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간호기술
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회간호학의 개념 및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할 수 
있다.

․ 지역사회중심의 간호과정 적용할 수 있다.
․ 가족의 정의, 구조, 가족 중심의 간호과정 

적용할 수 있다.

성인내과간호학 실습 Ⅱ (2-0-6)

본 교과목은 중환자실 실습으로 구성되며, 간
호 상황을 관찰하거나 간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 중환자실에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간호방
법을 학습한다.

․ 중환자실 환자와 관련된 검사방법을 학습한다.
․ 중환자실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와 

투여목적과 부작용 및 투여방법을 학습한다.

성인외과간호학 실습 Ⅱ (2-0-6)

본 교과목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임상현장에
서 실시되며,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병동에서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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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관찰하거나 간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
호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 신경외과/정형외과 환자에게 간호과정(간호
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중재, 간호
평가)을 적용할 수 있다.

․ 신경외과/정형외과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이
해할 수 있다.

․ 신경외과/정형외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
단검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경외과/정형외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동간호학 실습 Ⅱ (2-0-6)

․ 아동기의 만성적 건강문제를 간호과정에 따
라서 사정하여 간호진단을 내리고 이론적 
근거를 알고 간호계획을 세우며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 아동간호의 기술을 관찰하고 수행하여 익힌다.
 

모성간호학 실습 Ⅱ (2-0-6)

비정산 임신, 분만, 산욕부 및 부인과적 질환을 
가진 여성이 병원에 입원시 간호를 시행하기 위
한 자료를 수집하여 간호사정을 할 수 있고, 사정
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 간호계획
을 계획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이 실습목표이다.

․ 제왕절개술 산모간호(산과검진)        
․ 제왕절개술 산모 수술전 준비
․ 제왕절개 산모 수술교육    
․ 제왕절개수술 후 간호
․ 고위험 임산부 신체검진              
․ 고위험임산부 산과검진
․ 고위험 임산부 간호 
․ 부인과적 질환을 가진 여성의 부인과적 검진
․ 부인과 질환 수술전 간호              
․ 부인과 질환 수술후 간호

성인내과간호학 Ⅳ (1-1-0)

본 교과목은 시각, 청각 및 남성 생식기계 장
애를 가진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호원리와 실제를 학습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 시각에 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중재
를 계획한다.

․ 청각에 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을 이해하
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중재
를 계획한다.

․ 남성 생식기계에 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
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중재를 계획한다.

성인외과간호학 Ⅳ (1-1-0)

본 교과목은 맥관계, 피부 및 유방에 건강문제
를 가진 대상자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전인적인 간호중재를 
수립할 수 있는 간호원리와 실제를 학습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맥관계에 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을 이해
하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중
재를 계획한다.

․ 피부 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중재를 
계획한다.

․ 유방에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의 유형을 이
해하고 이에 대한 신체, 사회, 심리적 간호
중재를 계획한다.

아동간호학 Ⅲ (1-1-0)

영아, 유아, 학령전기, 학령기 및 청소년기 아
동의 만성적 건강문제와 그에 대한 치료 및 간호
중재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정신간호학 Ⅱ (3-3-0)

총체적인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정신․

사회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질병회복 및 재활
을 돕기 위한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정신간호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학습하여 이를 간호과정에 적용한다.

․ 인격장애의 특성, 원인, 역동, 간호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물질 관련장애의 특성, 원인, 역동, 간호과
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심리검사의 시행방법, 특징, 치료적 인간관
계의 목적, 특성, 기법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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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섬망, 인지장애의 특성, 원인, 역동 및 
간호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정신, 정서적으로 문제 없는 아동․청소년․

노인의 특성, 원인, 역동, 간호과정에 대하
여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치료적 요법의 정의, 목적, 방법 및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위기간호 대상자에 대한 제이론 및 위기관
리 원칙, 간호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정신간호의 목적 및 배경과 정신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학 Ⅱ (3-3-0)

지역사회간호학Ⅰ에 이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
요구가 높은 영유아, 모성집단, 산업장을 대상으
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기술을 교
육하며 또한 역학과 전염병관리 및 환경과 건강
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지역사회 간호실무 현장에서의 간호사업을 
이해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 간호사업 이해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 환경, 인간, 건강과의 관계, 간호사의 역할
을 기술할 수 있다.

․ 역학원리, 전염성 질환과 만성질환 관리할 
수 있다.

․ 건강증진의 개념을 이해, 실무현장에 적용
할 수 있다.

   
간호관리 Ⅰ (2-2-0)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간호관리자로서
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간호관
리의 제 이론을 습득하고 간호관리의 각 영역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 간호조직에 적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 간호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관리이론을 규
명한다.

․ 간호관리의 기획과정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 간호관리의 조직과정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 간호관리의 인사과정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 간호관리의 지휘과정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 간호관리의 통제과정을 나열하고 기술한다.

간호연구 (2-2-0)

간호연구에 대한 단계적인 지식을 학습함으로
써 간호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발표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 과학과 이론의 이해, 이론과 연구와의 관계
․ 간호연구이 역사적 발전과 전망, 한구과 미

국의 간호연구 경향, 연구계획
․ 연구문제설정           ․ 문헌고찰   
․ 이론적 기틀의 작성     ․ 가설
․ 연구설계, 실험설계     ․ 비실험설계
․ 표본설계 방법 및 문헌에 제시된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수에 대한 평가
․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 및 문헌에 제시

된 신뢰도
․ 타당도에 대한 평가
․ 측정에 대한 내용 및 문헌에 제시된 측정에 

대한 평가
․ 신뢰도와 타당도의 내용 및 문헌에 제시된 

신뢰도
․ 타당도에 대한 평가
․ 문헌에 제시된 통계법의 평가   
․ 추론통계의 이용 

정신간호학 실습 Ⅰ (2-0-6)

임상 실무현장에서 정신간호학 이론과 원리에 
대한 지식을 통합, 학습하여 인간을 이해하며, 정
신질환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장애 현상 
관찰과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한다.

․ 정신간호학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식할 수 
있다.

․ 치료적 환경을 파악하고 조성할 수 있다.
․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적 불건강상태를 구별

할 수 있다.
․ 증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며,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Ⅰ (2-0-6)

본 교과목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간호 대상으로 
하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한 간호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을 실습하며, 가족에 대해 간호
과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대상인 모
성인구, 영유아 인구, 노인인구, 가족 계획대상 인
구와 결핵환자 집단, 만성질환자 집단의 건강문제
에 관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사업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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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자료분석과 토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전망한다.

․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한다. 
․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가족계획 사

업, 결핵관리 사업, 방문간호 사업의 내용 
및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문제에 기초하여 간호
계획을 수립, 수행하며 간호중재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한다.

재활간호 (2-2-0)

본 교과목은 심신장애로 인한 건강문제에 직면
하고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과학적인 간호를 제공
하기 위한 과목이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재활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재활
간호에 필요한 근거 이론을 학습하며, 적절한 재
활간호방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 장애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역사적으로 고
찰하고 간호적용 방법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재활과 재활간호에 대한 철학, 개념, 정의 
범주와 재활환경을 파악한다.

․ 재활간호 적용을 위한 근거이론을 탐색할 
수 있다.

․ 재활대상 장애자를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재활증진을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응급간호학 및 실습 (2-1-2)

․ 생명이 위급시의 생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실
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심폐소생술    ․ 기도유지 및 기관내 삽관 
․ 제 세동술     ․ 소아응급처치
․ 각 기관별 응급처치

간호관리 Ⅱ (1-1-0)

․ 간호서비스의 특성과 마켓팅적 의미를 설명
한다. 

․ 물리적 환경유지와 물품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간호관리장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전문직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전문직 간호

사의 법적 측면을 규명한다.

의료법규 (2-2-0)

보건의료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이의 적절한 적
용을 통한 간호실무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 의료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이를 실
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전염병예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검역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마약류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
용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
용할 수 있다.

간호관리학실습 (2-0-6)

간호조직 및 행정관리의 원리를 파악하고 건강전
달체계 속에서의 병원간호행정을 분석, 평가한다.

․ 병원 내 간호부서의 조직구조와 기능을 파
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1차 간호사의 관리적 역할과 기능을 경험하
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수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경험하고 간호운
영의 개선방안에 관해 토의한다.

․ 간호부서 중간관리자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간호관련부서의 기능을 파악한다.

간호연구실습 (1-0-2)

이론적으로 습득한 간호연구 과정을 기본으로 
실제로 연구 문제를 찾고, 문제에 따른 문헌 고찰
을 하여, 가설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연구설계를 
정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을 한 후 수집
된 자료를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보고서로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연구 문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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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위한 문헌 찾기      
․ 연구의 이론적 기틀 작성
․ 연구의 가설 설정       
․ 연구설계 결정 
․ 대상자 및 표본수 결정
․ 자료수집방법 결정
․ 자료수집
․ 논문발표

정신간호학실습 Ⅱ (2-0-6)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정신간호학의 이론과 원
리에 대한 지식을 통합, 학습하여 인간을 이해하
며, 정신질환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술, 정신과적 간호과정 적용
과 정신간호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병원 및 지역
사회 속의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의 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자신과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다.
․ 각종 정신간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신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과학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간호학실습 Ⅱ (2-0-6)

본 교과목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간호 대상으로 
하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이에 근거한 간호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을 실습하며, 가족에 대해 간호
과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건소의 사업대상인 모
성인구, 영유아 인구, 노인인구, 가족 계획대상 인
구와 결핵환자 집단, 만성질환자 집단의 건강문제
에 관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사업 운영 과정
을 이해하고 자료분석과 토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전망한다.

․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한다.

․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가족계획 
사업, 결핵관리 사업, 방문간호 사업의 내용 
및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
문제를 사정하고 간호문제에 기초하여 간호
계획을 수립, 수행하며 간호중재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한다.

 노인간호학 (1-1-0)

․ 노년인구의 크기,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 노년기의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간호중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가정간호학 (2-2-0)

가정간호의 역사적 변천, 가정간호사업의 구성
요소, 사업제공 기관의 유형별 특성과 가정 간호 
관련 보건의료인의 역할 기능, 가정간호에서의 질
적 보장과 이를 위한 기전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의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의 가정간호 범위와 
깊이, 비용지불체계와 이에 제기되는 문제를 검
토․분석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이 교과목을 이수 후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정간호사
업의 방향과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정간호사업의 정의, 역사적 변천과 제공
기관별 특성을 파악한다.

․ 가정간호사가 직면하는 간호문제들을 이해
하고 구체적인 간호계획을 세울 수 있다.

․ 보건의료관계 인력의 역할을 정의하고 우리
나라에 적합한 인력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 가정간호사업의 범위와 깊이를 설명한다.
․ 가정간호사업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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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사학․철학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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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01045
301062
301043

301999

국문학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문학의 이론(Theory of Literature) 
현대대표시 읽기
(Readings in Masterpieces of Modern Poetry)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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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선

301044

301042
301046

301999

한국사회언어의 이해 
(Understanding the Language of Korean Society)
국어학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현대대표소설 읽기
(Readings in Masterpieces of Modern Novel)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A

A
A
A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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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선

301006
301047
301007

301063

301009
301064
301999

국어학강독(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한국인의 삶과 민속(Life and Folklore of Korean)
고전문학강독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Literary Works)
한국한문명문강독
(Readings in Sino-Korean's Excellent Compositions)
현대시론(Theory of Modern Korean Poetry)
문화콘텐츠학 입문(Introduction to culture contents)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A
A
A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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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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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01011
301012
301048

301014
301061
301065
301999

국어음운론(Theory of Korean Phonology)
국어형태론(Theory of Korean Morphology)
구비문학과 민중의식
(Popular Consciousness in Oral Literature)
현대소설론(Theory of Modern Korean Novel)
현대희곡론(Theory of Modern Korean Drama)
문화콘텐츠 탐사(The Investigation of culture contents)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A
A
A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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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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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301017
301049

301050

301019
301051

301052
301053

301999

국어통사론(Theory of Korean Syntax)
국어방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Dialectology)
정보화와 훈민정음
(The Information Age and Hun-Min-Jung-Eum)
고전문학사(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고전소설 바로알기
(Understanding of Classical Korean Novel)
시쓰기의 탐색(Research into Poetics) 
소설쓰기의 즐거움
(Research into the Writing of the Novel)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A
A

A

C
A

B
B

A

3-3-0
2-2-0

3-3-0

3-3-0
3-3-0

2-2-0
2-2-0

1-0-2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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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선

301030
301024
301054

301027
301028
301066

301067

301999

국어사(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국어의미론(Theory of Korean Semantics)
고전시가 바로알기
(Comprehension of Classical Korean Poetry)
현대문학사(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비평론(Theory of Modern Korean Criticism)
디지털 문학 창작 실제
(Digital Literature Writing Workshop)
애니메이션 서사구성법
(Framework of Animation Narrative)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C
A
A

C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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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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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부필

부필

4-1 전선

301030
301055
301033

301034
301068

301999

국어학논문선독(Selected 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한국고전문학의 쟁점(Issue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논문선독
(Selected Readings in Thesi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사상(Thought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문화콘텐츠 개발 실습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Ⅶ(Tutorial Seminar Ⅶ)

A
A
A

A
B

A

2-2-0
2-2-0
2-2-0

2-2-0
3-2-2

1-0-2

4-2 전선

301037
301057

301058
301059
301060
301999

국어학특강(Topic in Korean Linguistics)
한국한시문의 이해와 감상
(Understanding of Sino-Korean Poetry)
한국고전 기행문학(Classical Korean Travels Literature)
한국현대문학의 쟁점(Issue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드라마 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 Drama)
전공세미나 Ⅷ(Tutorial Seminar Ⅷ)

A
A
A

A
B
A

2-2-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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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국어국문학과 교육목표

국어는 그 나라의 민족혼과 총체적 문화
의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근본적 인식 하
에서 국어국문학과는 우리의 말과 글에 대
한 탐구를 통해 모든 학문의 기초를 마련
한다. 본 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에 대한 
이론을 탐색하고 모든 학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우리 사회의 모
든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성
실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과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14명의 교수들이 국어학과 국문학의 
전 영역을 연구․교육하고 있으며, 현직 기
성 작가와 시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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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
음은 물론, 강원문학 나아가 한국문학에 기
여하고 있다. 특히, 전공 세미나는 교수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교과목으로, 학년의 구분 없이 모
두가 참여하여 그 관심영역을 연구하고 있
다. 또한 본 학과에서는 매년 2학년생이 주
축이 되어 강원도 지역에 대한 학술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문명에 밀려 사라
져 가는 강원지역의 전통 문화를 발굴, 조
사, 채록, 연구함으로써 현장교육을 체험하
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자가 되는 길이고 다
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길이다. 언론인, 시
인이나 소설가, 카피라이터 그리고 교직 과
목을 이수한 경우 국어선생님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대기업, 출판사, 기획
회사, 각종 단체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모
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 국어
국문학은 모든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

국문학입문 (3-3-0)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입문과정으로서 고전문
학의 개념, 장르, 연구방법, 각 장르별 연구방법과 
연구사 등 고전문학 연구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개
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를 개관하면서 연구사의 주요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고전문학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초보적 개념을 습득하게 한다.

문학의 이론 (3-3-0)

복잡하고 다양한 문학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핵심적인 논점을 짚어 각각의 이론이 지
닌 장단점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조망함으로써 
문학연구의 이론적 능력을 배양한다. 

현대대표시 읽기 (2-2-0)

한국 현대시사의 흐름을 개관하면서, 현대시사

상 주목할 만한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 작
품의 이해를 돕고 감상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

한국사회언어의 이해 (2-2-0)

언어적 관용과 인간 행동의 사회적 기구 사이
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 목적을 두며,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언어의 구조와 그 사용
에 관해 이해한다. 사회언어학의 범주인 금기어, 
계층의 언어(성, 세대, 계급, 반상, 궁중), 방언, 특
수어(은어,속어), 표준어와 국어순화 등 사회언어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습득한다. 

국어학입문 (3-3-0)

언어 일반의 기초를 다지면서, 특히 국어의 제 
현상에 대하여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 등의 개
괄적 이해를 꾀하고, 나아가 방언, 국어사, 인접과
학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현대대표소설 읽기 (2-2-0)

한국현대소설 중에서 대표적 작가의 작품을 선
별하여 정독, 감상하고 그에 따른 여러 연구가들
의 작가론 및 작품론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작
품 이해와 작가 및 작품 연구의 방법을 찾도록 
한다.

국어학강독 (3-3-0)

국어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역대 문헌 
자료 중에서 중세국어 문헌인 훈민정음, 월인석
보, 두시언해, 내훈 등을 원전대로 읽고 과제를 
부여하여 이후의 전문적인 국어학 강의에 대비한
다. 강의 내용에서의 국어학 제 영역에 대한 해석
을 개인별 발표를 통하여 학습케 한다.

한국인의 삶과 민속 (3-3-0)

한국민속의 전반적인 분야 곧 민속사회, 민속
신앙, 민속문학, 민속예능, 민속사상 등에 대한 이
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잠재적인 사고를 확인
함과 동시에 민중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
의 민속에는 민중의 삶의 자취, 숨결, 의식 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민속은 한국인의 삶을 이
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고전문학강독 (3-3-0)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그 문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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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성을 논하는 한편,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국한문명문강독 (3-3-0)

선인들이 한문으로 표현한 유명 문장(산문)을 
해독함으로써 한문해독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한
국의 전통적인 선비정신을 필두로 현실 문제에 
대처했던 생활의 철학과 슬기를 확인하고 분석하
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의미있게 영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한다.

현대시론 (3-3-0)

시의 본질을 살펴본 후 시, 시창작, 시론, 한국 
현대시사 등을 여러 작품들을 실제로 접하면서 
이론적으로 살펴본다. 그리하여 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분석을 거쳐 시 창작에까지 접근하도록 한
다.

문화콘텐츠학 입문 (3-3-0)

문화콘텐츠학 전반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쌓고, 이를 바탕
으로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국어음운론 (3-3-0)

음성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소체계, 음소의 배열 관계, 음운 규칙 등을 연
구한다.

국어형태론 (3-3-0)

국어 문법의 두 영역(통사론, 형태론) 중 한 분
야로 형태소론, 형태소 배합론, 품사론을 연구하
며 국어의 낱말 구조를 이해한다.

구비문학과 민중의식 (2-2-0)

한국 민중의 문학인 구비문학을 통하여 민중의 
역사의식과 정서를 파악함과 동시에 문예정신을 
인식하여 본다. 그리하여 민속문학으로서의 구비
문학의 위상과 기능을 확인하도록 한다.

현대소설론 (3-3-0)

현대소설의 제반적인 특성을 구명하고 소설 분
석의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소설과 사

회, 역사, 심리, 철학, 미학과의 관련 양상을 살펴
봄으로써 소설 비평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토
대로 한국 현대소설의 역사적인 변모과정을 탐구
한다.

현대희곡론 (2-2-0)

현대극예술의 흐름과 대표적인 경향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갈래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
여 분석함으로써 작품향수 능력을 향상시킨다.

문화콘텐츠 탐사 (3-2-2)

문화유산 및 문화산업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방법
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실
시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
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국어통사론 (3-3-0)

국어 문법의 두 분야 중 하나인 통사론에서는 
국어의 통사론적 범주를 설정하여, 각 통사 범주
의 실현 방법과 통사 특성을 살피고, 통사론적 구
조에 관하여 구성 성분과 짜임새를 밝힌다.

국어방언학의 이해 (2-2-0)

국어학의 한 분야로서 방언의 개념, 방언 연구
의 방법론, 방언의 실제 조사, 채집한 자료의 해
석 등을 익혀 국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
여하게 한다.

정보화와 훈민정음 (3-3-0)

본 강좌의 목적은 훈민정음의 학사적 의의를 바
탕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목적, 경위, 창제자, 
제자원리, 보급 상황 등을 학습하는 데 있다.

고전문학사 (3-3-0)

한국 고전문학의 형성과 발달 및 사적 변화에 
따른 문학 장르의 변모 양상을 살피고, 아울러 시
대별 주요 작품들에 대한 해설과 평가를 통하여 
그것들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혀낸다.

고전소설 바로알기 (3-3-0)

한국 고소설의 개념과 발달 과정, 그리고 배경, 
인물, 주제, 소재, 구성, 유형론을 검토하여 우리 
소설의 특징을 구명해 보는데 이 과목의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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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인접 문학의 특질과의 대비를 통해 
우리의 서사문학의 특질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시
도해 보고자 한다.

시쓰기의 탐색 (2-2-0)

문예창작에 필요한 기본기로서의 창작 이론을 
심화하고 창작의 실제를 통하여 시인의 자질을 
개발한다.

소설쓰기의 즐거움 (2-2-0)

문예창작에 필요한 기본기로서의 창작 이론을 
심화하고 창작의 실제를 통하여 작가의 자질을 
개발한다.

국어사 (3-3-0)

국어의 계통 및 형성을 살펴보고, 국어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해 온 자취와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어의미론 (3-3-0)

국어 사용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의 문제를 
다루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어휘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를 확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의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장의 의미와 화용의미
의 구조적 의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어학 연
구의 일면을 학습하게 된다.

고전시가 바로알기 (3-3-0)

한국의 고전 시가를 장르(갈래)사 중심으로 검
토함으로써 한국 시가의 통시적인 특질을 구명하
고, 아울러 문학 연구의 제 방법을 응용하여 작품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가의 분석 방법을 습득 
연마시킨다.

현대문학사 (3-3-0)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한국 현대문학은 험난했
던 현대사를 드러내 주는 민족사, 지성사의 핵심
이 된다. 이러한 한국 현대문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그 흐름을 일정한 사관에 입각하여 체
계적으로 살핀다.

현대비평론 (3-3-0)

문학 비평론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
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시간에는 현대 비평의 제 

이론과 작품 연구의 실제적인 국면을 강의, 토론, 
발표하게 된다.

디지털 문학 창작 실제 (3-3-0)

현대문화의 지형에 미친 디지털 혁명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학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작 능력을 기른다.

애니메이션 서사구성법 (3-3-0)

최근 들어 교육, 게임, 영화 등 여러 애니메이
션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문화의 
수준은 최초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결정된다. 이 
과목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애니메이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학논문선독 (2-2-0)

국어학 연구의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되고 있는 
논문을 중심으로 국어학 연구의 대상과 방법, 국
어학 연구 논문에 쓰이는 방법을 논의한다.

한국고전문학의 쟁점 (2-2-0)

고전문학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며 여러 
문제점이나 새로운 점을 찾아, 각자 자신의 논문
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에 따라 여
러 기존 논문을 섭렵해 보고 다양한 시각과 폭넓
은 접근 방식을 익히면서 논문 작성 능력을 함양
해서 각자 학위논문 작성의 틀을 마련한다.

현대문학논문선독 (2-2-0)

한국 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작가, 작품 등에 관하여 학생 각자가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선독하고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다.

한국현대문학사상 (2-2-0)

문학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상인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
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 시인 
및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문학사상과 한국 현
대문학 전반에 나타난 문학사상을 살핀다.

문화콘텐츠 개발 실습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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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조사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
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상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능력을 기른다.

국어학특강 (2-2-0)

국어학의 전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논문들을 
찾아 요약, 발표하며 국어학 연구 논문을 쓰는 방
법에 대해 공부한다.

한국한시문의 이해와 감상 (2-2-0)

한국 고전문학의 방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한
국 한문학은 국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필수
적인 분야이다. 한국문학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 한문학 작품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역대 한시문 중 대표적인 작품
을 읽고 감상한다. 아울러 작가와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고전문학 원전 해독력을 높이도록 한
다. 한글 고전문학 또는 현대문학 및 고전문학
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작가와 작품, 창작배경 
등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고전 기행문학 (2-2-0)

한국 고전문학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그 대상을 기행문학(국내기행과 국외기행)에 두고 
감상과 비평을 통한 동시대인들의 세계 인식을 
살핀다.

한국현대문학의 쟁점 (2-2-0)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테마에 
대해 기존학설을 소개하고 새로운 이론을 모색한다.

드라마 읽기와 쓰기 (2-2-0)

드라마는 연극을 포함한 무대예술은 물론 최근 
들어 현대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영
상문화의 기본이 되는 예술이다. 따라서 드라마를 
이해하는 일은 곧 현대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해
하는 일이다. ‘드라마 읽기와 쓰기’는 드라마를 
읽고 쓰는 실천적 학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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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302001
302002

302007
302999

영문법(English Grammar)
영미문학의 배경 
(Background of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영미수필(British & American Essays)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C
C

A
C

3-3-0
3-3-0

3-3-0
1-0-2

1-2 전선
302045
302004
302999

영어발음과 청해(English Speech Sounds)
영미단편소설(British & American Short Stories)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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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선

302006
302039
302003
302046

302047
302999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문학개관(Survey of English Literature)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브로드웨이극과 종합예술
(Broadway Drama & Composite Art)
영미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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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2-2 전선

302010
302048

302012
302049
302013
302050
302999

미문학 개관(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영미드라마의 이해
(Understanding of British & American  Drama)
고급영문법(Advanced English Grammar)
영시로 배우는 영어(English through Poetry)
고급시사영어(Advanced Current English)
영어어휘의 이해(English Morphology)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B
A
B
A
C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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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302015
302017
302051
302052
302021
302053
302054
302055
302999

영어사(History of English Language)
19세기 미소설(19th Ct. American Novel)
현대영국 드라마(Modern British Drama)
18, 19세기 영소설(18th &19th Century British Novel)
생활영어(Living English)
낭만주의 영미시 산책(English Romantic Poetry)
영어화용론(English Pragmatics)
고급영작문(Advanced English Composition)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B
A
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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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02024
302056
302027
302028
302029
302057
302058
302999

현대영소설(Modern British Novel)
미드라마와 영상예술(American Drama & Film)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현대영미시(Modern British & American Poetry)
세익스피어와 영화(Shakespeare & Film)
영어연설과 토론(Speech & Debate)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A
A
A
A
B
C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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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02026

302030
302059
302999

영미비평이론
(Theory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ry Criticism)
현대미소설(Modern American Novel)
통번역이론(Introduction to Interpretation & Translation)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B
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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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02033
302038
302060
302999

영어의미론(English Semantics)
영어학특강(Seminar in English Linguistics)
통번역 연습(Practice i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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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C트랙 : 복수전공, 연계전공

영문법(English Grammar)          (3-3-0)

문법에는 전통문법, 구조주의문법, 생성문법, 
몬테규문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여기에 
어느 문법을 택할 것인가는 교수의 재량이다. 그
러나 공통되는 점은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휘
의 쓰임, 그리고 문장내외의 연결되는 모든 문법
관계를 다룬다.

영미문학배경                     (3-3-0)

(Background of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영미 문학을 형성한 영미의 사회적, 문화적 그
리고 종교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영미수필                         (3-3-0)

(British & American Essays)

현대의 대표적인 영미수필을 소재로 영어문장
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학성을 탐색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음미한다.  

전공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영어 발음과 청해                 (3-3-0)

(English Speech Sounds)

영어의 자음, 모음, 강세, 리듬 억양을 명료하
게 발음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우고, 이들 음운 
단위가 단어, 문장, 대화 등의 다양한 발화 환경
에서 구현되는 바를 청취하여 기본 음가를 이해
한다.

영미단편소설                      (3-3-0)

 (British & American Short Stories)
주요 영미 단편 소설들을 읽고 작품의 주제, 

서술기법, 상징 그리고 그 밖의 특징들을 고찰한
다.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영어학개론                        (3-3-0)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영어 문장의 구조, 음성학적 형태 및 의미 형
태 등을 분석함으로서 영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영문학개관                        (3-3-0)

(Survey of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의 태동기부터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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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낭만주의, 빅토리아조, 근세 및 21세기
로 진입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영문학 
작가 및 작품을 각 시대적 특징과 함께 개관한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영문학을 관통하는 주요 흐름
을 조망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장르별 혹은 세대
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한다는데 이 과
목의 의의가 있다.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      (3-3-0)

영어의 자음, 모음, 강세, 리듬 억양이 체계적
으로 변동하는 바를 배운다. 이들 음운 단위가 뉴
스, 드라마, 연설, 영시, Chant, Pop Song등에서 구
현되는 바를 조음적, 청각적, 음향적으로 실습한
다.

브로드웨이극과 종합예술           (3-3-0)

(Broadway Drama & Composite Art)

오늘날 극예술과 문화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브로드웨이의 미국극을 통해 그 특징과 함
께 종합예술로서의 특성과 영화산업과의 관계를 
탐색한다.

영미아동문학                      (3-3-0)

(Children's Literature)

영미아동문학의 주요작품을 읽고, 아동문학의 
특징, 역할, 의미 등을 이해한다. 

전공세미나Ⅲ(Tutorial Seminar Ⅲ)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미문학개관                        (3-3-0)

(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주요 미국문학 작가 및 작품을 시대적 특징과 
함께 개관한다.

영미드라마의 이해                 (3-3-0)

(Understanding of British & American 

Drama)

드라마를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과
정으로 대표적 영미드라마와 영미드라마에 영향
을 준 유럽 드라마 읽기에 중점을 둔다. 또한 문

화의 변화와 연관시켜 영미드라마의 사조의 변화
를 이해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의 
연극 사조를 대표하는 작품을 주로 다룬다. 

고급영문법(Advanced English Grammar)

영어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문법 지
식을 심화시키고 문법이론 자체보다 영어활용능
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현대 언어학의 이론을 알
차게 연구한다.

영시로 배우는 영어               (3-3-0)

(English through Poetry)

영시 이해를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영시를 읽
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기초 지식을 전수하
고, 그와 동시에 각 시대별 대표작품들을 다룸으
로써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영시발달
의 양상을 간략히 개관한다. 그 뿐 아니라 시를 
통해 영어의 특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영어학습을 지향한다. 

고급시사영어                     (3-3-0)

(Advanced Current English)

CNN, NPR과 같이 매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를 정하여 토론하는 과목이다.

영어어휘의 이해                  (3-3-0)

(English Morphology)

영어의 어휘를 어근, 접미사, 접두사의 형태적
인 범주 별로 학습하고, 영어의 숙어를 게임, 역
할극, survey, 회화 등의 청취 및 발화를 통해 학
습한다. 각 어휘와 숙어의 문법적인 정보와 문화
적인 사용법을 익힌다.

전공세미나Ⅳ(Tutorial Seminar Ⅳ)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영어사                           (3-3-0)

(History of English Language)

고대, 중세 및 현대 영어의 배경을 통해 영어
의 역사를 살펴본다.

19세기 미소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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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Century American Novel)

19세기 미국소설의 배경을 개관하고 호손, 포우, 
멜빌, 마크트웨인 등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한다.

현대영국드라마                    (3-3-0)

(Modern British Drama)

1956년 이후 현대 영국 드라마를 주도한 존 오
스본, 해롤드 핀터, 톰 스타파드, 에드워드 본드, 
캐롤 처칠, 사라 케인등의 대표 작품 읽기에 중점
을 돈다. 작품 읽기를 통하여 작가들이 연극이라
는 장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
들이 사는 세계와 인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
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작품읽기를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18, 19세기 영소설                (3-3-0)

(18th &19th Century British Novel)

18, 19세기의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을 읽고 다
양한 방법의 작품분석을 통해 문학작품을 보는 
시야의 확대와 정확한 이해력을 증진하며 작가마
다의 특성과 기법, 차이점 등을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연계지어 논의한다.

생활영어(Living English)          (1-0-2)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모국어
로 하는 원어민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영어구사
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 및 생활습
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낭만주의 영미시 산책              (3-3-0)

(English Romantic Poetry)

19세기의 서구 문학사조를 특징짓는 낭만주의
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 특징들이 19세기의 영
미시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주요작품들을 
통해 고찰한다. 이 과목은 크게 낭만주의 시, 빅
토리아조 시, 미국 낭만주의 시의 3부분으로 구성
된다.

영어화용론(English Pragmatics)   (3-3-0)

화용론은 언어의 형태와 그 형태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용론

은 화자에 의해서 의사 전달되고, 청자에 의해서 
해석되는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다.

고급영작문                        (3-3-0)

(Advanced English Composition)

초급 또는 중급 영작문을 이수한 학생들이 듣
게 되며, 상당 수준의 영작을 바탕으로 한 주제별 
free writing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현대영소설(Modern British Novel) (3-3-0)

20세기를 대표하는 다양한 소설을 읽고 작품분
석을 통해 내재한 서사기법의 특징과 사회적, 철
학적 배경을 파악하고 동시에 현대 소설이 추구
하는 방향을 연구한다.

미드라마와 영상예술               (3-3-0)

(American Drama & Film)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드라마를 소재로 연극성
과 문학성을 탐색하며 영화화된 작품을 통해 극
예술과 영화예술의 차이를 이해한다.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3-3-0)

영어문장의 파생과 표현들을 통사론적으로 분
석한다.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3-3-0)

언어학은 물론 사회학, 심리학, 정보이론 등으
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외국어/제2언어 학습과 
교수, 이중언어 사용, 언어와 문화(인지, 심리, 사
회)등과 같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 언어
영역을 살펴본다.

현대영미시                       (3-3-0)

(Modern British & American Poetry)

20세기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영국 
및 미국 시인들의 작품을 읽고 비평적으로 분석
하며 현대영미시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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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와 영화                (3-3-0)

(Shakespeare & Film)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작품, 희극 중 
한 작품을 선별하여 영화매체와 텍스트 읽기를 
시도한다. 텍스트를 읽기 전에 영화매체를 통하여 
셰익스피어 비극과 희극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 후 부족한 부분을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보
충한다. 또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대 배경, 세계
관 그리고 극장에 대해 살펴본다.

영어연설과 토론(Speech & Debate)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
여, 표현과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여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전공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영미비평이론(Literary Criticism & Theory)

주로 현대 영미비평이론을 살펴보고 동시에 작
품분석을 통해 문학비평의 안목을 증진한다.

현대미소설(Modern American Literature)

Ernest Hemingway, John Steinbeck, J. D. 
Salinger, Richard Wright, Toni Morrison 등 현대 
미국 소설가들의 주요 작품과 기법을 연구한다.

통번역 이론                       (3-3-0)

(Introduction to Interpretation&Translation)

통역과 번역을 위한 입문과정으로, 통역은 현
장에서 사용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실제상황에 대
한 대응력을 배양한다. 번역은 문학작품을 번역하
고 이 때 생기는 문제점과 방법론을 체득한다.  

전공세미나Ⅶ(Tutorial SeminarⅦ) (1-0-2)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영어의미론(English Semantics)    (3-3-0)

의미론은 언어 형태(말)와 세계의 실체(대상)와
의 관계, 즉 어떻게 단어가 글자 그대로 사물과 
연결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영어학특강                       (3-3-0)

(Seminar in English Linguistics)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어학 분야 중 재조명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분야나 또는 그 외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는 한 분야를 선택해서 다루는 강좌이다.

통번역 연습                      (3-3-0)

(Practice in Interpretation & Translation)

통번역 이론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통역을 해보고, 작품번역을 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

전공세미나 Ⅷ(Tutorial Seminar Ⅷ)

교수별로 전공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형태의 수업이다. 전공과목의 내용을 공
부하고 분석하는 토론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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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03106
303107
303999

기초 독일어 Ⅰ(Elementary German Ⅰ)
독문법(German Grammar)
전공 세미나 Ⅰ(Tutorial Seminar Ⅰ)

전공기본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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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선
303108
303109
303999

기초 독일어 Ⅱ(Elementary German Ⅱ)
독일의 언어와 생활(Language and Life in Germany)
전공 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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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선

303074
303078
303082
303111
303112
303047

303999

독일어 작문 Ⅰ(German Composition Ⅰ)
독일어 회화 Ⅰ(German Conversation Ⅰ)
시청 독일어 Ⅰ(Audio Visual German Ⅰ)
독일 단편 읽기(Reading the German short stories)
독일어 발음 연습(Practice of German Pronunciation)
독일어권 지역의 이해
(Understanding of German-speaking Area)
전공 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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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2 전선

303075
303079
303083
303094

303088
303113
303999

독일어 작문 Ⅱ(German Composition Ⅱ)
독일어 회화 Ⅱ(German Conversation Ⅱ)
시청 독일어 Ⅱ(Audio Visual German Ⅱ)
작품 분석과 해석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German Literature)  
독일과 독일인(Germany and the German People)
독일 현대 문학선(Contemporary German Literature)
전공 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B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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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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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303076
303080
303090
303091
303114
303093
303023
303115

303999

독일어 작문 Ⅲ(German Composition Ⅲ)
독일어 회화 Ⅲ(German Conversation Ⅲ)
독일어와 광고(German and Advertising)
독일 드라마(German Drama)
독문학사(History of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과 영화(German Literature and Film)
시사 독일어(Current German)
독일어 어휘의 분석과 이해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German Word)
전공 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B
B
B

A+B
A

A+B
B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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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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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2 전선

303077
303081
303116

303095
303117
303096
303118
303098

303999

독일어 작문 Ⅳ(German Composition Ⅳ)
독일어 회화 Ⅳ(German Conversation Ⅳ)
문학에 비친 독일 사회
(German Society in German Literature)
독일어와 미디어(German and Media)
독일시(German Poetry)
독일어 번역 연습(Exercises of German Translation)
독일 소설(German Novel)
독일어의 역사와 변천
(History and Transition of German)
전공 세미나 Ⅵ(Tutorial Seminar Ⅵ)

B
B
B

B
A
B
A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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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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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4-1 전선

303119

303099
303120
303101
303121

독문학의 주제와 방법론 
(Themes and Research Methods of German Literature) 
독일어와 영어(German and English)
독일어권 작가들(Authors of German-speaking Area)
실용 독일어(Practical German)
독일계 기업 및 시장 조사
(Research of German Business and Market)  

A

A+B
A
B
B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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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03102
303103
303064
303122

인터넷 정보(Internet Information)
유학 독일어(German for Studying Abroad)
비즈니스 독일어(Business German)
독문학과 다문화 사회
(German Literature and multicultural Society)

B
A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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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독어독문학과 교육목표 

독어독문학은 독일의 언어와 문학을 비
롯하여 독일의 사회와 역사의 기저에 흐르
는 독일인의 의식 체계와 문화까지 연구대
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외국어문학은 우리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다양하게 발전시키
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런 외국어문학
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본교에도 1981년 3
월 독어독문학과가 설립되었으며 1985년에
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되었다. 지금까
지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유학생 수도 
적지 않다. 본 학과에는 현재 독일 객원교
수를 비롯하여 학문 업적과 교수 경험이 
뛰어난 일곱 교수가 학생 지도를 위해 열
성을 쏟고 있다.

본 학과에서는 독문학과 독어학의 체계
적인 학습에 필요한 독일어를 기본적으로 
익히게 되고 미적 감응력 및 과학적 분석
력을 개발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지성
인을 기르기 위해 문학과 어학 전반에 대
한 입체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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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독일어권 
문화 전반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이들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동
시대뿐만 아니라, 정신사적 역사적 시점에
서도 파악함으로써 우리 문화와의 창조적
인 접합과 민족문화 발달에도 기여케 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 
및 세미나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스스로 
연구, 발표하고 비평하는데 적응토록 하는 
한편, 최신 시청각 기자재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는 현대적인 교수법의 개발과 새로
운 교재의 연구 및 편성에 주력하여 독어
독문학의 심오한 교육을 위해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앞으로 본 학과는 국내적으로 주한 독일 
문화원 등 각 유관기관의 문화 및 독일어 
교육의 체계적인 협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독일 현지 대학과도 학과 차원에
서 교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졸업 후 진로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독
일에 유학하여 학문을 계속하는 경우와 국
내 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언론, 출판, 
광고계, 교사, 외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전문 번역 및 통역원 등 여러 분야로 진출
하여 개인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
다. 특히, 통일 독일 이후 유럽에 독일어 
영향권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국제화 시
대에 독일어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력이 요구될 것이다.

기초 독일어 Ⅰ,Ⅱ (3-2-2)

초급 수준의 독일어 문법, 구문 등을 익힘으로 
기초적인 독일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텍스트를 
다루어 독일어 기초 훈련이 보다 집중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한다.

독문법 (3-3-0)

독일어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문법 및 단어, 구문 등을 익힌다. 독일어의 특징
적 성격이 어떻게 문법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학

생들이 습득하도록 한다.

독일의 언어와 생활 (3-3-0)

독일어와 독일인들의 생활에 대한 개괄을 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강독함으로서 독어독문학에 대
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그 
구성원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하여 논의한다.  

독일어 작문 Ⅰ,Ⅱ,Ⅲ,Ⅳ (2-1-2)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 독일어의 반복 훈
련을 통하여 초보적인 작문 능력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작문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독일어 회화 Ⅰ,Ⅱ,Ⅲ,Ⅳ (2-1-2)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를 독일어로 연습하
고, 점차 간단한 주제에 관해서도 문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회화와 함께 청취 훈련을 병행하
여 실질적인 일상대화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시청 독일어 Ⅰ,Ⅱ (2-1-2)

영상매체(TV, VIDEO)와 다양한 어학 실습 기
자재를 통해 독일의 현장을 체험하고, 독일어의 
활용 상황을 배운다.

독일 단편 읽기 (3-3-0)

평이하면서도 한 시대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강독함으로써 독일어 문장의 이
해력을 기르고 아울러 독일 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드높인다.

독일어 발음 연습 (3-2-2)

독일어 표준 발음들의 특성들을 파악하여 독일
어를 정확히 발화하고,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아울러 단어 및 문장 내에서의 강세와 억양
을 적절히 구사하여 문장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어권 지역의 이해 (3-3-0)

독일의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문화, 민속 등
에 관한 기초지식을 개관하고, 독일 문화와 역사
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 독일의 역사적 발
전을 전체 유럽 역사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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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르도록 한다.

작품 분석과 해석 (3-3-0)

독일 문예학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해석 방법을 
개관함으로써 예술로서의 문학 작품에 독자적이
며,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독일과 독일인 (3-3-0)

백과사전을 보면 모든 영역에 걸쳐 혁혁한 공
적을 남긴 독일 사람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들
의 삶과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에 대한 지식
을 넓히고 폭넓은 인식의 지평을 확대한다.

독일 현대 문학선 (3-3-0)

현대 독일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와 작
품들을 조명하여 그 특성과 경향들을 이해한다.

독일어와 광고 (3-3-0)

독일 광고를 분석해 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광고와 비교함으로써 광고에서 중심이 되는 각 
언어의 기능을 배우고, 적합한 언어 표현의 습득
과 언어 관점에서 미학의 감각을 향상시킨다. 

독일 드라마 (3-3-0)

바로크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대표적
인 작가들이 쓴 주요 드라마 작품을 선정하여 강
독함으로써 전통 드라마와 현대 드라마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상응하여 드라마 이론과 실제를 
탐색한다.

독문학사 (3-3-0)

독문학을 주요작가 및 문제 중심으로 개관함으
로써 각 문학 사조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을 파악
하며, 그 발전 과정을 다룬다.

독일문학과 영화 (3-3-0)

영화화된 독일문학 작품들을 학습하여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독일 영화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학습한다.

시사 독일어 (3-3-0)

최근 독일의 신문 및 잡지를 같이 읽고, 해석
함으로써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독일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독일인의 삶과 사고 방식
을 이해한다.

독일어 어휘의 분석과 이해 (3-3-0)

독일어의 어형 변화 체계와 어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를 선
정, 생산적인 조어 모형의 역할에 대하여 개관한
다. 또한 관련 텍스트를 통해 독일어 능력을 향상
시킨다.

문학에 비친 독일 사회 (3-3-0)

문학작품은 독일사회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 
중점을 둔다.

독일어와 미디어 (3-3-0)

미디어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현재 다양한 미
디어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고, 독일어
와 관련지어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선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독일시 (3-3-0)

시는 서정의 기본 구조이므로, 독일시 역시 독
일 문학의 가장 내적인 정서를 대변한다. 이 과목
은 독일 문학의 기초 과목으로 생각하고, 근대 독
일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을 역사철학과 
비교하면서 해설하며, 독일 시문학 세계의 변천 
과정을 밝혀 본다.

독일어 번역 연습 (3-3-0)

독일문학 텍스트 번역과 그 밖의 여러 다른 학
문 분야의 독일어 텍스트도 능숙하게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일 소설 (3-3-0)

독일 문학의 한 장르인 소설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들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강독하고 독일 
소설의 경향들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징을 고찰
한다.

독일어의 역사와 변천 (3-3-0)

독일어의 변천사와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개관
함으로써 현대 독일어의 발달 과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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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학의 주제와 방법론 (3-3-0)

독문학의 특징적인 성격, 장르, 역사, 범위 등
에 관하여 기초적이며 개괄적인 이해를 드높인다. 
일반적인 문학 및 예술 이론과 독일 문학 특유의 
이론을 대비시켜 나감으로써 본격적인 문학 수업
의 깊이를 한층 더한다.

독일어와 영어 (3-3-0)

독일어와 영어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 언어간
의 비교를 통해 두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
모한다.

독일어권 작가들 (3-3-0)

독일어권 현대 작가들 중 문학적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를 선별하여 작가들의 문학적인 경향 
및 대표 작품들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고 더 나아
가 시대사와 정신사적 지평의 시야를 넓혀 작가
를 이해한다.

실용 독일어 (2-2-0)

독일의 각종 공문서, 서식, 편지 그리고 이력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 실생활에 필요한 독
일어 능력을 향상시킨다.

독일계 기업 및 시장 조사 (3-3-0)

국내의 독일계 기업과 시장에 대하여 직접 답
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독일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 및 시장
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 정보 (3-3-0)

인터넷 상의 독일 최신 정보들을 습득, 분류 
및 해득하여 독일의 변화를 읽어 낸다.

유학 독일어 (3-3-0)

독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유학에 필요한 준비 절차와 유학생활에 관한 정
보를 습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비즈니스 독일어 (2-2-0)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독
일어를 습득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독문학과 다문화 사회 (3-3-0)

현대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독문학의 창작, 유통, 소비 그리고 다른 
문화 장르로의 파급과 재창조라는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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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불문학과(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04083
304084

프랑스어연습Ⅰ(French Exercises Ⅰ)
초급프랑스어Ⅰ(Elementary French Ⅰ)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3-3-0

1-2 전선 304085
304086

프랑스어연습Ⅱ(French Exercises Ⅱ)
초급프랑스어Ⅱ(Elementary French 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3-3-0

2-1 전선

304052
304053
304054
304055
304056
304057
304999

중급프랑스어Ⅰ(Intermediate French Ⅰ)
프랑스문학의이해(Understanding French Literature)
프랑스단편읽기(Reading the French short stories)
프랑스문학과번역Ⅰ(French Literature and Translation Ⅰ)
프랑스어회화Ⅰ(French conversation Ⅰ)
실용프랑스어연습Ⅰ(Practical French Ⅰ)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r Ⅰ)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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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04058
304012
304059
304060
304061
304062
304999

중급프랑스어Ⅱ(Intermediate French Ⅱ)
프랑스문학산책(Promenade French Literature)
실용프랑스어작문(Practical French Composition)
프랑스문학과번역Ⅱ(French Literature and Translation Ⅱ)
프랑스어회화Ⅱ(French Conversation Ⅱ)
실용프랑스어연습Ⅱ(Practical French Ⅱ)
전공세미나Ⅱ(Tutorial Seminar Ⅱ)

A
A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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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304063
304064
304065
304066
304087
304067
304078
304999

고급프랑스어문법(Advanced French Grammar)
프랑스고전극(French Classical theater)
프랑스소설과 사회(French Novel and Society)
프랑스문화연구(Studies on French Culture)
음성학(Phonetics)
프랑스어회화Ⅲ(French Conversation Ⅲ)
스크린프랑스어(Screen French)
전공세미나Ⅲ(Tutorial Seminar Ⅲ)

A+B
A+B
A+B
A+B
A+B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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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04051
304068
304069
304088
304070
304071
304073
304999

프랑스어와미디어(French and Media)
프랑스살롱문학(Literature in French Salon)
프랑스현대시(French Modern Poetry)
프랑스문학과예술(French Literature and Art)
프랑스공연예술(French Theater)
프랑스어작문(French Composition)
프랑스어회화Ⅳ(French Conversation Ⅳ)
전공세미나Ⅳ(Tutorial Seminar Ⅳ)

A+B
A+B
A+B
A+B
A+B
A+B
A+B
A+B

3-3-0
3-3-0
3-3-0
3-3-0
3-3-0
3-3-0
2-2-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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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04075
304076
304077
304037
304089

프랑스문학과젠더(French Literature and Gender)
현대프랑스연극(French Modern Theater)
프랑스어와 역사(French and History)
번역연습(Translation Practice)
실무프랑스어(Practical French)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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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04079
304080

304044
304081
304082

304090

프랑스현대문학(French Contemporary Literature)
프랑스문학과서사학 
(French Literature and Narratology)
프랑스어와현대사회(French and Modern Society)
프랑스영화(French Films)
프랑스문학과테마연구
(Thematic Studies in French Literature)
프랑스어권문화(Francophone Culture)

B
B

B
B
B

B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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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불어불문학과 교육목표

우주와 세계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유럽국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
는가. 유럽국가는 ‘서양’ 그 자체다. 그렇다
면 많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독자적인 문화
두뇌를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는 어떤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 영향력은 정치, 
경제, 문화에서 부각되어 보여지는 단편적
인 우월감인가. 결론은 아니다. 프랑스는 
인문학의 국가다. 정치, 경제, 문화는 인문
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을 뿐이다.

인문학, 바로 인간에 대한 철저하고 심오
한 탐구. 우리 불어불문학과는 동양의 인문
학과 서양 인문학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기
로 한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삼색으로 분
리된 인종, 여성과 남성, 지배와 피지배 계
급 등의 정정되어야 마땅할 이분법보다는 
‘인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기로 한
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고 인간에 대

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

간을 탐구하기 위해 불어와 불문학 그리고 
프랑스문화를 체득한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프랑스 언어의 변모를 연구하고 구
사할 줄 알며, 자유로움과 규격의 공존을 
이해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여 국내 학문
의 연구 발전 기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인문학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의 프랑
스와 한국을 깊이 이해한 우리 불어불문학
과의 졸업생들은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한
국과 불어권 국가간의 문화교류에 일익을 
함과 동시에 방송사, 신문사, 항공사, 여행
가이드, 무역업체, 와인산업(소믈리에)을 비
롯 번역, 창작 등의 문단진출, 출판사, 문화
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임하고 있다.

프랑스어연습Ⅰ                    (3-2-2)

프랑스어의 기초를 배운다. 이 과목은 프랑스
의 자모(알파벳)인 A,B,C,D(아베세데)부터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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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법과 회화를 통해 불어를 친근하게 느끼는 
과목이다. 

프랑스연습Ⅱ                      (3-2-2)

프랑스어연습Ⅰ 과목과 연계된 과목으로 기초
문법과 회화를 습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외
국어로서의 불어의 특징을 살펴본다. 다양한 동사
와 시제, 그리고 성(性)과 수(數) 일치 등 불어의 
특징적인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

초급프랑스어Ⅰ                    (3-3-0)

불어 자체를 직접 체험하는 과목으로 프랑스 영
상과 샹송 등을 통해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생활 속에 쓰이는 프랑스어를 확인하는 과목이다.

초급프랑스어Ⅱ                    (3-3-0)

외국어 학습의 기초는 바로 많은 어휘를 습득
하고 반복하는 연습이다. 이 과목은 초급프랑스어
Ⅰ 과목과 연계된 과목으로 많은 어휘를 반복하
며 습득한다.

중급프랑스어Ⅰ                     (3-3-0)

초급프랑스어Ⅰ,Ⅱ와 연계된 과목으로 간단한 
다큐멘타리, 시사기사 등을 통해 생활 언어들의 
쓰임새를 살펴본다.

중급프랑스어 Ⅱ (3-3-0)

중급프랑스어Ⅰ과 연계된 과목으로 심화된 다
큐멘타리, 시사기사 등을 통해 생활 언어들 중에
서도 고급 언어의 활용도를 살펴본다. 

프랑스 문학의 이해  (3-3-0)

프랑스문학은 비단 한 국가의 문학에서 벗어나 
유럽과 세계의 문학정신을 지배했던 하나의 특징
이기도 하다.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사고와 
사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프랑스문학을 읽으며 
프랑스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한다. 

프랑스단편읽기                   (3-3-0)

프랑스문학은 외형적으로는 장편문학이 주류로 
보이나, 사실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주장은 작가들
의 단편에서 솔직하게 드러난다. 다양한 시대, 다
양한 작가들의 단편을 읽으며 프랑스문장의 살아
있는 특징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프랑스문학과번역Ⅰ              (2-2-0)

문학은 하나의 개인, 나아가서 한 국가만의 것
이 아니다. 문학은 초인류적인 문자예술형태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많은 오해를 갖게 된다. 이런 오해는, 프랑스문학
을 번역하며 완화될 것이다.

프랑스문학과번역Ⅱ                 (2-2-0)

프랑스문학과번역Ⅰ과 연계된 과목으로, 프랑
스문학을 번역하는 연습을 심화한다.

프랑스어회화Ⅰ                     (2-2-0)

Bonjour! Salut! A demain! (안녕하세요, 안녕, 내
일 봐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체험하는 이 수업은 
프랑스어를 느끼게 하는 기초적인 회화수업이다.

프랑스어회화Ⅱ                     (2-2-0)

프랑스어회화Ⅰ과 연계된 과목으로 기본회화를 
습득한 학생들에게 즐겁고 익숙한 프랑스어회화
를 체험하게 한다. 

프랑스어회화Ⅲ                     (2-2-0)

프랑스어회화Ⅰ․Ⅱ와 연계된 과목으로, 단순
한 생활회화를 벗어나 공식․비공식 상의 토론, 
짧은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을 통한 현장회화 등 
다양한 언어습관을 터득한다.

프랑스어회화Ⅳ                     (2-2-0)

프랑스어회화 Ⅰ․Ⅱ․Ⅲ과 연계된 과목으로, 
앞선 과목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장문 
위주의 심도 깊은 회화 중심 심화학습을 통해 자
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다. 

실용프랑스어연습Ⅰ                 (2-2-0)

프랑스연습Ⅰ․Ⅱ를 통해 기초적인 문법을 습
득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과목이다. 프랑스어
로 쓸 수 있는 다양한 문장 작업을 시도한다. 

실용프랑스어연습Ⅱ                 (2-2-0)

실용프랑스어연습Ⅰ과 연계된 과목으로 실용적
인 프랑스어 작문을 심화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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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세미나Ⅰ～Ⅳ                  (1-0-2)

2학년부터 3학년까지 매 학기 개설되는 전공세
미나는 1부터 4까지 분류가 되어 있다. 프랑스관
련 주제는 물론 현대를 살고 있는 주체로서 다양
한 주제에 접근하며 세미나와 심포지움 학습을 
몸소 경험한다. 

 
프랑스문학산책                    (3-3-0)

우리는 “프랑스문학의 이해” 과목을 통해 프랑
스 문학의 흐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런 토대는 
이제 프랑스의 문학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준비자세인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 문학산책을 통
해 문학의 특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실용프랑스어 작문                 (3-3-0)

현대사회는 실용학문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는 실용프랑스어를 직접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무여, 통역은 물론 프랑스 현지에서 사용되
는 실용적인 언어들을 습득하게 된다.

고급프랑스어문법                 (3-3-0)

고급프랑스어 문법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프랑스고전극                     (3-3-0)

17세기 고전주의 시대의 프랑스 연극은 한 시
대 혹은 한 국가에만 통용되는 특징이 아니다. 이 
과목은, 17세기 프랑스 고전극의 특징과 현대 세
계 연극에 준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며 연극의 문
학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라신, 몰리에르, 코르네이
유와 같은 세계 연극사와 문학사에 있어 황금에 
비유할 수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소설과 사회                 (3-3-0)

소설은 사회를 반영하는 문자예술이다. 사회의 
겉모습과 이면을 입체파의 화풍처럼 동시에 나타내
는 것이 바로 소설 예술이다. 이 과목은 프랑스 소
설 속에 나타난 시대에 따른 사회상을 연구함으로
써 소설의 사회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 특히 19
세기 사실주의 시대의 문학을 집중 연구함으로서 
우리는 플로베르, 발작 등 당대 최고의 작가를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자신의 작
품속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연구할 수 있다.

프랑스문화연구                   (3-3-0)

프랑스의 문화는 곧 유럽의 문화이다. 이질적
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 국가를 이해하는 기
초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 프랑스
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유럽의 문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음성학                            (3-3-0)

불어의 발음 체계와 원리를 연구한다.

스크린 프랑스어                   (3-3-0)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생활상과 언어습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
화 형태이다. 스크린에 나타난 프랑스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프랑스어와 미디어                 (3-3-0)

현대는 미디어의 세계이다. 프랑스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각도로 연구 고찰하는 과목이다.

프랑스살롱문학                    (3-3-0)

프랑스의 18세기 문화형태는 한마디로 살롱이
다. 상류층의 살롱문화는 다양한 서사특징을 제공
하는 장이었다. 우리는 프랑스의 살롱을 통한 문
학형태를 연구하며 18세기 문학을 이해하게 된다.

프랑스현대시                     (3-3-0)

랭보의 시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
으며 보들레르의 시를 읽으며 인간의 숨은 모습
들을 발견하게 된다. 프랑스 현대시의 특징을 이
해하는 과목이다.

프랑스문학과예술                 (3-3-0)

프랑스문학은 다른 장르의 예술과 연결하였을 
때, 어떤 심오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많은 예
술 장르와 프랑스문학을 비교 연구한다. 

프랑스어작문                      (3-3-0)

작문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끊임없는 프랑스어 작문 연습을 통해 우리는 프
랑스어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프랑스문학과젠더                  (3-3-0)

성(性)의 시대는 가고 젠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프랑스문학은 생물체로서의 남자와 여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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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격체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정의하려고 했다. 
이 과목은 프랑스 문학 속의 남자와 여자를 학문
적으로 연구한다.

프랑스 공연예술                   (3-3-0)

최근 몇 년 동안의 동양의 정서를 움직인 뮤지
컬 “노트르 담 드 파리”, “레미제라블”의 출생지
는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의 공연예술 기획, 교
육과정, 경제적, 정치적 현상은 유럽과 세계에서 
이미 존경을 표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각 방면 최고의 공연예술을 입
체적으로 이해하며 프랑스의 문학과 문화, 정치, 
경제를 동시에 익히게 될 것이다.

현대프랑스연극                    (3-3-0)

현대프랑스연극의 변화와 특징, 희곡작가를 연
구한다. 우리는 소설가로만 알고 있던 까뮈, 사르
트르의 희곡과 세계 각국에서 현재도 상연되고 
있는 프랑스의 연극 작가들인 장 주네, 장 아누
이, 장 콕토, 이오네스코 등을 통해 실존주의극, 
사실극, 부조리극 등을 연구한다.

프랑스어와 역사                   (3-3-0)

중세부터 현재까지, 라틴어, 파생어, 고어古語, 
사어死語를 비롯한 프랑스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번역연습                          (3-3-0)

문학번역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번역을 연습한
다. 프랑스어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 동시에 번
역된 한국어를 다시 프랑스어를 번역 다시 처음 
텍스트와 비교하며 학생 자신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숙지하고 수정한다.

실무프랑스어                      (3-3-0)

취업은 실용적인 학문의 대표가 된다. 무역, 경
제, 정치와 관려된 실무적인 업무를 위한 프랑스
어를 습득하는 과목이다. 

프랑스현대문학                    (3-3-0)

프랑스의 현대문학은 세계문학의 특징을 집대
성하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 현대문학, 까뮈와 보
봐르부터 클레지오와 노통까지 다양한 작품을 강
독함으로써 프랑스현대문학을 이해한다. 

프랑스문학과서사학                (3-3-0)

문학에서 이야기구조, 서사의 구조를 간과하는 
것은 생명 없는 몸에 고운 화장을 하는 것에 다
름 아니다. 서사학은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기초
적인 학문이다.

프랑스어와 현대사회               (3-3-0)

현대사회 프랑스어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프랑
스에서 현재 실제 통용되고 있는 언어습관을 통
해 언어와 문화와 사회가 하나의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었음을 연구한다.

프랑스영화                        (3-3-0)

스크린 프랑스어와 연계된 과목으로 프랑스영
화의 필름 텍스트와 시나리오 텍스트를 분석함으
로써 실제 통용되는 불어와 시나리오 문법 등을 
공부한다.

프랑스문학과 테마연구             (2-2-0)

프랑스문학 속에서 하나의 주된 테마를 하나 
선택하여, 시대와 배경을 넘나들며 테마 위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배경 
속에서 하나의 테마가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의
미를 지니는지를 연구한다.

프랑스어권문화                    (2-2-0)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는 아프리카
와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상용되는 언
어이다. 프랑스 한 국가의 문화뿐만 아니라 프랑
스어가 대륙의 특징을 달리하는 다른 프랑스어권
에서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독특한 문화 양상
을 띠는지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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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1-1 전선 305051 기초 중국어 회화(Beginning Chinese Conversation) 전공기본 3-3-0

1-2 전선 305052

305053

초급 중국어 회화(Elementary Chinese Conversation)

한자의 이해(Understanding of Chinese Character)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2-1 전선

305054

305055

305046

305056

305057

305058

중국 문학사의 이해(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중국의 말과 글자(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관광 중국어(Tour Chinese Conversation)

초급 중국어 어법(Elementary Chinese Grammar)

초급 청취 중국어(Elementary Listening of Chinese)

중국어 표현 연습(Practice of Chinese Train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B

전공기본
전공기본

B

3-3-0

3-3-0

3-3-0

3-3-0

3-3-0

3-3-0

2-2 전선

305008

305059

305037

305060

305061

305062

중국명문선독(Select Reading of Chinese Masterpieces)

중국어 발음 원리 및 청취(Sound Pattern of Chinese)

중국 시와 시인(Chinese Poetry and Poets)

초급 중국어 작문(Elementary Chinese Composition)

고사성어 중국어(Chinese Ancient Phrase)

동화 중국어(A Fairy Tale In chinese)

A

B

A

B

B

B

3-3-0

3-3-0

3-3-0

3-3-0

3-3-0

3-3-0

3-1 전선

305013

305022

305063

305064

305065

305066

당시의 세계(World of Tang Poetry)

송시 감상(Appreciation of Song Poetry)

심화 중국어 문법(Chinese Grammar)

문화 중국어(Culture chinese)

미디어 중국어(Media Chinese)

소설중국어(Chinese Novel)

A

A

B

B

B

A

3-3-0

3-3-0

3-3-0

3-3-0

3-3-0

3-3-0

3-2 전선

305021

305015

305067

305068

305069

305070

굴원, 이소 및 초사(Quyuan Lisao and Chuci)

제자백가(Classic of Chinese Philosopher)

중국어방언 및 지역문화
(Chinese Dialects and Regional Culture)

중국현대 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중국어 어휘와 문장
(Chinese Vocabulary and Sentence)

심화 중국어 작문(Chinese Writing)

B

A

B

A

B

B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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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4-1 전선

305035
305029
305071
305072

305038
305073

원대 시가의 세계(World of Yuan Poetry)
시경 감상(Appreciation of Shijing)
번역 중국어(Translation Chinese)
중국현대 사회와 국정
(Chinese Modern Society and National Administration)
시사 중국어(Chinese in Newsmedia)
비즈니스 중국어(Business Chinese)

A
A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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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4-2 전선

305014
305027
305045

305050
305049
305074

송사 감상(Lyric Poetry in the Song Dynasty)
노장 사상의 이해(Understanding of Daoist's Thoughts)
중국 현대 문학 강독
(Reading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중국신문강독(Reading in Chinese Newspaper)
영상 중국어(Audio-Visual Chinese)
통역 중국어(Interpretation Chinese)

A
A
A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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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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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중어중문학과 교육목표

중국학의 기초인 중국어 학습을 위해 1
학년은 중국어 입문 과정, 2학년은 중국어 
기초 활용 과정, 3,4학년은 중국어 심화 과
정을 개설하여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하게 하고 중국의 문화, 사상, 문학, 예술 
등의 심화 학습을 통해 학문적 소양과 어
학적 소양을 두루 겸비한 중국 전문가 양
성을 교육 목표로 한다. 학문적 소양을 중
심으로 심화 학습하는 A과정과 어학적 소
양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하는 B과정으로 
전공을 세분화 하여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중국어회화 (3-3-0)

∙ 일상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회화 문장과 어
휘 연습을 실시한다.

∙ 청각자료를 이용하여 현지인의 발음을 귀에 

익숙하도록 연습한다.
∙ 회화의 반복 학습으로 현지인과 기본적인 대

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중국어회화 (3-3-0)

∙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기초문법을 숙달시켜 
중국어의 기초 실력을 배양 한다.

∙ 일상생활에 널리 쓰는 문장과 단어들을 반복 
학습을 통해 숙달 시키고자 한다.

∙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현지에 가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의 이해 (3-3-0)

∙ 한자의 형성 원리를 연구․학습 한다.
∙ 기본적인 한자 실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간체

자의 조자 원리를 파악한다.
∙ 번체자와 간체자의 대응 관계를 학습한다.

중국문학사의 이해 (3-3-0)

∙ 중국 각 시대별로 중국의 문학의 장르, 작품의 
변형과정, 표현 기술의 발전 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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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사 수업을 통해 문학의 기초를 배양하며 
문학 작품의 이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이해를 통해 중국의 이
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중국의 말과 글자 (3-3-0)

∙ 중국어와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
하며 중국의 언어와 문자의 특성을 학습한다.

∙ 한자의 연원, 구성 방식, 한자의 기본 문형 등
의 학습을 통해 중국어의 이해도를 향상 시키
고자 한다.

∙ 현대 중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관광중국어 (3-3-0)

∙ 회화 수업의 심화 과정으로 회화의 분류 중 
중국을 여행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문장과 단
어를 학습한다.

∙ 여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여 
그 상황에 맞는 중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한다.

∙ 주로 여행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수
집하고 파악하여 중국어 어휘능력을 향상 시
키고자 한다.

∙ 회화 연습을 하면서 현대 중국 사회와 생활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초급중국어어법 (3-3-0)

∙ 현대 중국어의 구조를 파악하여 중국어의 이
해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 품사, 품사의 조직, 문장의 구성 등 기초적인 
문법 실력을 배양한다.

∙ 회화, 작문, 독해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단순 문장 이해에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이
해하게 하며,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초급청취중국어 (3-3-0)

∙ 중국어 학습의 한 부분인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집중 학습을 한다.

∙ 단어와 단문의 반복 듣기 학습을 통해 듣기 
능력을 배양한다.

∙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각 학생들
의 취약점을 지적하여 중국어의 듣기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중국어 표현연습 (3-3-0)

∙ 중국어 회화 집중 학습 과정으로 생활 회화를 
기본으로 광범위한 상황 설정을 통해 회화를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 단순히 짜여져 있는 회화의 반복 학습을 벗어
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공기본 과정에서 익혀온 단어와 문장의 반
복 학습과 응용을 통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 일반적인 회화 연습과 학생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학습을 동시에 병행한다.

중국명문선독 (3-3-0)

∙ 중국 고대 주요 작가들의 산문을 選네하여 그 
내용의 특징과 문체의 변이를 고찰한다.

∙ 주요 작가들의 사상과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한다.

∙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사상과 문학 작품의 가
치를 현대 사회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중국어발음 원리 및 청취 (3-3-0)

∙ 청취 능력의 심화 과정으로 중급이상의 단어와 
장문의 연습을 통해 듣기 능력 극대화 한다.

∙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실
습한다.

∙ 듣기 능력 배양과 동시에 학생들의 발음 학습
도 병행하여 실습한다.

중국 시와 시인 (3-3-0)

∙ 中國詩 가운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정선
하여 그 내용과 구조적 특징을 고찰한다.

∙ 작품적 가치와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한다.
∙ 작품성과 느낌을 파악하여 현대적 중국시의 

특성과 영향을 분석한다.

초급 중국어작문 (3-3-0)

∙ 중국어 쓰기 연습을 통해 중국어 이해도를 향
상시킨다.

∙ 중국어 단문 쓰기 연습을 시작하여 간단한 일
기, 편지, 중국어 글쓰기 형식 등을 학습한다.

∙ 학생들의 개별적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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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을 지적, 보완한다.
∙ 작문 연습을 통해 문법 학습의 활용 및 이해

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고사성어 중국어 (3-3-0)

∙ 고사성어의 역사적 사실 및 문화적 배경과 성
어의 쓰임을 학습한다.

∙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수준과 안목을 제고
한다.

∙ 중국어의 독해 연습 및 폭넓은 어휘를 학습을 
하고자 한다.

동화중국어 (3-3-0)

∙ 중국어로 번역된 동화를 해석 연습을 통해 중
국어 문장 구조와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학생들에게 친근한 동화를 선택하여 쉽고 재
미있게 학습하여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쉬운 단문을 통해 중국어 문장 구조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게 한다.

  
당시의 세계 (3-3-0)

∙ 당대의 유명 작가들의 시를 엄선하여 시의 특
징과 구조를 파악한다.

∙ 이백, 두보 두 유명 작가의 시들을 통해 그 작
품성을 평가한다.

∙ 당대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의 이해도를 향
상시키고자 한다.

∙ 당시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송시감상 (3-3-0)

∙ 송대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엄선하여 시의 
구조적 특성과 가치를 고찰한다.

∙ 시대적 배경과 시인들의 사상을 파악한다.
∙ 당시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심화중국어문법 (3-3-0)

∙ 중국어 어법의 심화 과정으로 어법을 세부적
으로 분류하여 연구․학습 한다.

∙ 한어수평고시(HSK)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교
재로 이용하여 학습한다.

∙ 세분화된 어법 학습을 통해 정확한 중국어 표
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국어어휘와 문법 (3-3-0)

∙ 중국어 어휘의 쓰임, 동의어, 반의어 등 어휘
의 용법에 관한 학습을 한다.

∙ 동사, 형용사, 관계사, 조사, 부사, 전치사, 연
결사 등 품사에 따른 역할과 뜻, 문장 성분상 
위치에 따른 성분 변화, 동의어간의 분류 등
을 세분화 학습하여 독해, 문법, 회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 어휘의 분류를 통해 중국인이 왜 분류하여 사
용하는 가를 학습하여 중국 문화 이해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미디어 중국어 (3-3-0)

∙ 중국의 CCTV, 대만의 봉황TV속에 나오는 여
러 가지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음악 등 시청
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현지 
중국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를 익히
게 한다.

∙ 중국 현지와 같은 느낌으로 보통 중국인이 하
는 언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현실감 있
는 학습을 하여 살아있는 언어 연습을 한다.

∙ 원어민 교수 수업 외 직접적인 중국어 체험의 
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현실감 있는 언
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소설중국어 (3-3-0)

∙ 중국 독해의 심화 과정으로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 잡지의 글, 신문의 소설 등으로 장문 독
해 능력을 향상 시킨다.

∙ 현대 소설을 통해 현재 중국인들의 사상과 문
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중국 문화, 사상, 생활 방식 등을 이해도를 향
상 시키고자 한다.

굴원, 이소 및 초사 (3-3-0)

∙ 중국 최초의 위대한 시인인 굴원의 사상과 문
학에 대하여 연구․학습한다.

∙ 초사의 문학사적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다.
∙ 초사 작품을 통해서 고대 중국인 추구했던 삶

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제자백가 (3-3-0)

∙ 先秦時代에 활동했던 제자의 특성에 따라 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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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道家 ,墨家, 兵家 , 名家 등의 작품을 選네
하여 연구․학습한다.

∙ 제자백가의 사상과 문학적 특색을 이해 할 수 
있다.

∙ 제자백가의 사상이 현대 중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중국 방언 및 지역문화 (3-3-0)

∙ 중국 각 지역의 언어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한다.

∙ 중국 각 지역의 언어 발달사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이해할 수 있다.

∙ 광활한 중국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지역
마다의 독특한 지역적 특색의 이해를 통해 중
국어 학습과 문학 학습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중국현대문학의 이해 (3-3-0, 전공심화 A)

∙ 중국 현대 문학에 대한 제반 상식을 학습한다.
∙ 중국 현대 문학 작자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 할 수 있다.

문화중국어 (3-3-0)

∙ 중국의 문화에 관한 신문기사, 방송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여 언어 학습 및 중국의 이해도를 
향상 시킨다. 

∙ 현재 중국인들의 생활상, 경제,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사항을 원서를 통해 학습하여 중국
의 이해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언어 학습 능
력도 향상 시킨다. 

∙ 중국 문화의 이해도 향상 통해 언어 학습과 
현지 생활 적응도를 높이고자 한다.

심화중국어작문 (3-3-0)

∙ 중국어 작문의 심화과정으로 장문과 여러 가
지 서식의 문서를 학생 스스로 작성하여 평가
를 통해 올바른 중국어 글쓰기를 익힌다.

∙ 편지, 보고서 작성, 수필, 논설문등 다양한 장
르의 글쓰기를 체험 학습한다.

∙ 심화된 작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폭넓게 표
현하고 언어학습을 향상시킨다.

원대시가의 세계 (3-3-0)

∙ 元代 대표적인 시가장르인 元代散曲의 문학적 

가치와 문학 해설과 평가를 한다.
∙ 元代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한족 지식인

의 元代散曲에 나타난 인생 전반에 사상과 감
정의 세계를 고찰 한다.

시경감상 (3-3-0)

∙ 시경의 문학상의 위치와 詩 書詞이 문제를 연
구․학습한다.

∙ 시경이 후대 詩歌에 미친 영향을 파악 할 수 
있다.

∙ 시경이 현대 중국 문학과 사상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다.

번역중국어 (3-3-0)

∙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비교하여 중․한 번역, 한․중 번역을 실
습한다.

∙ 중․한 번역, 한․중 번역을 통해 한국어와 중
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매끄러운 
번역과 중국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두 나라 언어의 구조적 차이와 단어의 공통점
을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중국 사회와 국정

(3-3-0, 전공 심화A+B)

∙ 중국의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특징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한다.

∙ 개방경제 이후의 경제현황과 경제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안목을 배양한다.

∙ 현대 중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연구
를 한다.

시사중국어 (3-3-0)

∙ 중국 유명일간지 신문의 사설, 잡지의 글을 통
해 현재 중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포
괄전인 분야를 학습하여 이해한다.

∙ 중국 인민일보의 사설, 중문 시사 잡지 등을 
수집하여 학습하여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 현재 중국에서 논의 되는 주요 사안과 주요 
정책 등의 이해를 통해 중국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중국어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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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회화 과정 중 무역, 실무회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과 실습을 한다.

∙ 비즈니스에 관한 어휘와 문장 학습을 통해 회
화 능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 취업과 취업 후 실무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송사감상 (3-3-0)

∙ 중국 宋代 시가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고 작
가별로 연구에 회자하는 작품을 감상한다.

∙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詩,詞,曲,의 차이를 비교
하여 이해 할 수 있다  

∙ 중국인의 감정표현에 있어서 喜怒哀樂의 표현 
방법을 분석하여 그 표현과 감상의 강도를 연
구한다.

노장사상의 이해 (3-3-0)

∙ 儒家思想과 더불어 중국의 양대 사상을 대표
하는 老子와 莊子의 사상에 대하여 연구․학
습한다.

∙ 노장 사상이 중국 문학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할 수 있다.

∙ 노자의 원서 및 장자의 번역본을 통하여 그 
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중국현대문학강독 (3-3-0)

∙ 중국현대문학의 대표작품들을 강독하고 매 작
품의 지니는 문학적 의미에 대해 사고한다.

종합중국어 (3-3-0)

∙ 중국어 기본 학습인 듣기, 독해, 회화, 작문 네 

분야를 종합적이며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 각 과정을 개별적으로 학습 하지 않고 통합적 

학습을 통해 중국어를 이해한다.
∙ 한어수평고시(HSK)를 위한 심화 학습의 한 과

정으로 한다.

중국신문강독 (3-3-0)

∙ 중국 신문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 사회의 주요 
관심사를 학습한다.

∙ 신문 독해를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다.

∙ 고급 단계의 단어와 어휘 그리고 문장을 접하
고 응용 및 이해를 할 수 있다.

통역중국어 (3-3-0)

∙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방식과 한국어를 
중국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 학습 한다.

∙ 생활속에 사용하는 일반 언어의 차이와 공통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유행어, 속담, 고사성어 등 다양한 언어적 표
현을 학습한다. 

∙ 중국어 통역사 양성에 힘쓴다.

영상 중국어 (3-3-0)

∙ 중국영화, 드라마, 학습용 비디오를 활용하여 
실생활속의 중국어 학습을 한다.

∙ 영화, 드라마, 학습용 비디오의 대본 작업을 
통해 중국어의 듣기와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킨
다.

∙ 다양한 생활 중국어 표현을 습득하고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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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08001
308048
308049

초급일본어Ⅰ(Elementary Course in Japanese Ⅰ)
일본어회화Ⅰ(Japanese ConversationⅠ)
일본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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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선 308002
308050

초급일본어Ⅱ(Elementary Course in Japanese Ⅱ)
일본어회화Ⅱ(Japanese ConversationⅡ)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2-1 전선

308004
308006
308031
308032
308005

308033
308999

중급일본어Ⅰ(Intermediate Course in JapaneseⅠ)
일본문학개론(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
일본사Ⅰ(History of JapanⅠ)
일본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Course in Japanese Conversation)
일본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Culture)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rⅠ) 

A
전공기본

A
전공기본

B

전공기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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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2-2 전선

308008
308010
308034
308007
308019

308035
308999

중급일본어Ⅱ(Intermediate Course in JapaneseⅡ)
일본고전문학(Classical Japanese Literature)
일본사Ⅱ(History of JapanⅡ)
일본사상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Thought)
일본국제관계사
(History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일본어작문Ⅰ(Japanese Writing Ⅰ)
전공세미나Ⅱ(Tutorial Seminar Ⅱ) 

A
A
A

A+B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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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1-0-2

3-1 전선

308011
308036

308037
308015
308021
308012

308999

고급일본어Ⅰ(Advanced Course in JapaneseⅠ)
도쿠가와시대의문예 
(Japanese Literary Arts in the Tokugawa Period)
한일교류사(History of Korea-Japanese  Exchange)
일본종교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Religion) 
일본정치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Politics)
고급일본어회화
(Advanced Course in Japanese Conversation)
전공세미나 Ⅲ(Tutorial Seminar Ⅲ) 

B
A

A+B
A
A
B

B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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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3-2 전선

308016
308026
308038
308039

308022
308040
308999

고급일본어Ⅱ(Advanced Course in JapaneseⅡ)
현대일본사상(Contemporary Japanese thought)
일본근현대문학(Modern Japanese Literature)
일본사자료탐방(Investigation into Japanese Historical 
Materials)
일본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Economy)
대책일본어(Japanese for Employment or Proficiency Test)
전공세미나 Ⅳ(Tutorial Seminar Ⅳ) 

B
B

A+B
A+B
A+B

B
B

3-3-0
3-3-0
3-3-0
3-3-0
3-3-0
2-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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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08027

308025
308047
308023

308999

재일 한국인과 일본어문학
(Japanese Literature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일본기업경영(Business Administration of Japan)
일본어작문Ⅱ(Japanese Writing Ⅱ)
한일문화비교론
(Comparative Study of Korea-Japanese Culture) 
전공세미나 Ⅴ(Tutorial Seminar Ⅴ) 

A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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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4-2 전선

308020
308028
308030
308042
308029
308051

동아시아비교사상(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테마일본사(Japanese History by Theme)
국제사회와 일본(Japan in International Society)
일본어실전회화(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미디어일본문화(Japanese Media Culture)
일본학특강(Topics in Japanese Studies)

A
A
B
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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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일본학과 교육목표

<동아시아를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양성>
일본학과는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하여, 일본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
로 연구하여 일본에 관한 여러 분야의 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급일본어Ⅰ (3-3-0)

현대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및 기초적인 문형과 
문법습득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일본어회화Ⅰ (3-3-0)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표현과 청취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이해 (3-3-0)

현대 일본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립하고, 
일본에 대한 기초적이고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
여, 향후의 좀 더 전문적인 학습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초급일본어Ⅱ (3-3-0)

초급일본어Ⅰ을 학습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문형과 문형습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일본어회화Ⅱ (3-3-0)

일본어회화Ⅰ의 계속과정으로 청취력과 발화력
을 배양한다. 

중급일본어Ⅰ (3-3-0)

초급일본어를 마친 학습자를 대상으로, 초급에
서 중급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한다.

일본문학개론 (3-3-0)

일본 문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 문학의 특징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사Ⅰ(3-3-0)

고대부터 중세까지 일본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교
육하여, 일본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일본사회의이해 (3-3-0)

현대 일본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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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제현상을 총체적으로 학습 한다. 

중급일본어회화 (3-3-0)

초급일본어보다 좀 더 복잡한 문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나마 표
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목표로 한다.  

일본문화의이해 (3-3-0)

일본의 전통문화 및 현대문화의 일본인의 의식
구조, 행동양식 등 일본의 정신문화에 대한 구조
적 이해와 더불어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전공세미나 Ⅰ (3-3-0)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중급일본어Ⅱ (3-3-0)

독해문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문형패턴을 제시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일본고전문학 (3-3-0)

일본문학의 시발점인 고전 문학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일본문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사Ⅱ (3-3-0)

근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에 대한 개설적인 사항을 이해 하도록 
한다. 

일본사상의 이해 (3-3-0)

일본인 행동양식의 기본이 되는 사상적인 면을 
고찰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본국제관계사 (3-3-0)

일본이 대외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으며, 그것
이 역사적으로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일본어작문Ⅰ (3-3-0)

편지를 쓴다거나 일기를 쓰는 법, 또는 간단한 
원고 문장표현까지를 목표로 한다.

전공세미나 Ⅱ (3-3-0)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고급일본어Ⅰ (3-3-0)

일본의 일상적인 대화, 뉴스, 드라마, 신문, 잡
지 등을 직독, 직해 또는 직청, 직해할 수 있는 
단계를 목표로 한다. 

도쿠가와시대의문예 (3-3-0)

도쿠가와시대의 주요 작품을 강독하여 독해력
을 증진하게 하며 작품분석과 작가연구를 겸하여 
비평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한일교류사 (3-3-0)

고대국가 이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졌던 한일 양국간 교류에 대해 학습한다.

일본종교의이해 (3-3-0)

일본만의 독특한 종교관이 성립하게 된 배경을 
학습하며,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일본정치의이해 (3-3-0)

현대일본 정치의 정치구조와 통치스타일, 국내
의 힘의 균형유지 방법, 대외적인 정치 수완 및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
한다.

고급일본어회화 (3-3-0)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목표로 한다. 

전공세미나 Ⅲ (3-3-0)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고급일본어Ⅱ (3-3-0)

3년간의 일본어 학습을 종합하는 기회로 일본
어의 다양한 표현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근현대문학 (3-3-0)

일본의 근대에서 현재까지의 문학을 개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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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몇 편을 선별하여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본사자료탐방 (3-3-0)

일본에 전해져 내려오는 각종의 역사를 직접 
대해봄으로써, 일본역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높인다. 

현대일본사상 (3-3-0)

문명개화의 표방에서 국민국가의 형성까지 다
양하게 전개된 근현대 일본역사와 더불어 일본 
지식인들이 구축한 지식체계와 사상문화 등을 분
석해 본다. 

일본경제의이해 (3-3-0)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일본의 저력은 무엇이
며, 일본의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등을 강의한다. 

대책일본어 (3-3-0)

일본어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일본어자격시험 
및 취직시험에의 준비를 통해 일본어 능력을 향
상시킨다. 

전공세미나 Ⅳ (3-3-0)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재일한국인과일본어문학 (3-3-0)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며, 일본문학에 대
한 이해를 돕는다. 

일본기업경영 (3-3-0)

연공서열제도, 고용제도, 가족주의 등 일본의 
독특한 기업경영방식을 관찰하고, 인간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일본어작문Ⅱ (3-3-0)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단
계를 목표로 한다. 

한일문화비교론 (3-3-0)

한 · 일 비교를 통하여 양국문화의 보편성과 특
수성을 이해할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세미나 Ⅴ (3-3-0)

각 전공별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 및 발표한다.

테마일본사 (3-3-0)

일본역사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
로 그들의 활동내용과 시대적 배경을 학습함으로
써 일본사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국제사회와일본 (3-3-0)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상을 논점별로 
검토해 본다. 

일본어실전회화 (3-3-0)

자유자재로 일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회화능력을 키우고 일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일본문화 (3-3-0)

비디오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
는 일본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동아시아비교사상 (3-3-0)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사상사를 비교 분
석하여 학습한다. 

일본학특강 (3-3-0)

4년동안 배운 일본학의 각 분야 중 자기의 주
전공을 선택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
여 발표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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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 철학과군

(Division of History and Philosophy)

사학과(Department of Histor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
고

2-1 전선

306001
306064
306067

306062
306094
306063
306065

고적답사실습Ⅰ(Field Study in Historic Sites Ⅰ)
한민족의형성과고대문화(Ancient History of Korea)
한일관계사연구(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동양사와우리(Outline of Asian History)
시청각아시아사(Asian History by audio-visual teaching)
서양사의범위와대상(Introduction to European History)
서양고전고대문명(Greek and Roman Civilization)

B
A

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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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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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06003
306070

306014
306095
306068

306073
306069

고적답사실습Ⅱ(Field Study in Historic Sites Ⅱ)
세계문화답사실습
(Tutorial Seminar in Cultural Sites of World)
고고학개론(Introduction to Archaeology)
박물관학(Museology)
동양 고대역사와 문화
(Ancient History and Culture of Asia)
유라시아사특강(Topics in Eurasian History)
서양 중세역사와 문화(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Europe)

B
B

전공기본
B
A

A+B
A

1-0-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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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3-1 전선

306066

306077

306072

306079
306074

306096

한국중세역사와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한국고중세사사료읽기
(Readings in Ancient-Medieval History of Korea)
동양 중세역사와 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Asia)
동양사사료읽기(Readings in Asian History)
서양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From the Renaissance to French Revolution)
시청각서양사(Western History by audio-visual teaching)

A

B

A

B
A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3-3-0

2-2-0

3-2 전선

306075
306071

306097
306078

306086
306080
306098

고고학실습(Field Study in Archaeology)
한국 근세역사와 문화
(Morden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강원지역사연구(Studies in History of Gangwon Province)
동양 근세역사와 문화
(Morden History and Culture of Asia)
몽골사와나(Studies in Mongolian History)
서양19세기사(The Western History of the 19th Century)
유럽사연구(Studies in History of Europe)

B
A

A+B
A

A+B
A

A+B

1-0-2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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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4-1 전선

306999
306076

306089
306084

306092
306087
306052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l Ⅰ)
한국근대화와시련의극복
(History of Korean Modernization)
한국고고학특강(Topics in Korean Archaeology)
한국근현대사사료읽기
(Reading in Modern-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동남아시아사특강(Topics in History of Southeast Asia)
서양20세기사(The Western History of the 20th Century)
서양사의제문제연구
(Studies in the Problems of European History)

B
A

A+B
A+B

A+B
A

A+B

1-0-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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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06999
306083

306091
306085

306090
306099
306060

전공세미나Ⅱ(Tutorial Seminal Ⅱ)
한국현대사의전개
(Studie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한국사특강(Topics in Korean History)
동양 현대역사와 문화
(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Asia)
아시아사연구(Studies in Asian History)
미국사연구(Studies in American History) 
서양사특강(Topics in European History)

B
A

A+B
A

A+B
A+B
A+B

1-0-2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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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사학과 교육목표

사학철학과군 사학전공은 역사학의 이론
체계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등의 각 영
역을 교수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능력과 해석력을 
길러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지성인을 
양성함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역사와 나 (3-3-0)

역사이론에 대한 제 인식을 검토하고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사관을 형성한다. 

국사입문                          (3-3-0)

한국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개괄한다. 

아시아사 입문                     (3-3-0)

아시아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개괄한다. 

고적답사실습Ⅰ (1-0-3)

이론중심의 역사지식을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문화유적을 접합으로써 역사지식을 확인․보완하
여 보다 폭넓은 역사문화의식을 키운다. 

한민족의형성과고대문화 (3-3-0)

한민족의 기원에서부터 한국 고대의 정치․경
제․사회 ․문화 등 제현상을 분석․종합․검토
한다. 

한일관계사연구                    (3-3-0)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과 일본 상호간
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이 나아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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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동양사와우리 (3-3-0)

동양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개괄한다. 

시청각아시아사 (2-2-0)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서
양사의 이해를 도모한다. 

서양사의범위와대상 (3-3-0)

서양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개괄한다. 

서양고전고대문명 (3-3-0)

서양 고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고적답사실습Ⅱ (1-0-3)

이론중심의 역사지식을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문화유적을 접합으로써 역사지식을 확인․보완하
여 보다 폭넓은 역사문화의식을 키운다. 

세계문화답사실습 (1-0-2)

세계의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시실과의 
접목을 통해 보다 깊은 세계사의 이해를 도모한
다. 

고고학개론 (3-3-0)

인류의 출현에서부터 선사문명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과거 인류가 남겨놓은 유적․유물을 발
굴․조사하여 각 시대의 문화를 연구․복원한다.

박물관학 (2-2-0)

박물관의 역사, 경영, 경영 기획, 소장품 관리,
전시 기획,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마케팅, 재무관
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능을 익힌다. 

동양고대역사와문화 (3-3-0)

동양 근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유라시아사특강 (3-3-0)

유라시아사의 제분야 중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

여 이를 분석․종합․검토한다. 

서양중세역사와문화 (3-3-0)

서양 중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한국중세역사와문화 (3-3-0)

한국 중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한국고중세사사료읽기 (3-3-0)

한국사의 고대 및 중세 분야의 자료를 강독하
여 사료의 독해 및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동양중세역사와문화 (3-3-0)

동양 중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동양사사료읽기 (3-3-0)

동양사 분야의 자료를 강독하여 사료의 독해 
및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서양르네상스에서프랑스혁명까지 (3-3-0)

서양 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상을 분석․종
합․검토한다. 

시청각서양사 (3-3-0)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서
양사의 이해를 도모한다. 

고고학실습 (3-3-0)

발굴현장의 실제 경험을 접목함으로써 고고학 
이론을 확인․보완한다. 

한국근세역사와문화 (3-3-0)

한국 근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강원지역사연구 (3-3-0)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강원지역의 제현상
을 분석․종합․검토하여 지역의 이해를 제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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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근세역사와문화(3-3-0)

동양 근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몽골사와나 (3-3-0)

몽골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제현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서양19세기사 (3-3-0)

서양 19세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현상을 분석․종합․검토한다. 

유럽사연구 (3-3-3)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유럽 각국의 역사를 
분석․종합․검토한다. 

전공세미나Ⅰ (1-0-2)

전공별 각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근대화와시련의극복 (3-3-0)

한국 근대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정
치 · 경제 · 사회 · 사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
여 전근대적 체제의 해체 및 근대사회 성립의 특
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한국고고학특강 (3-3-0)

한국고고학의 제분야 중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
여 이를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한국근현대사사료읽기 (3-3-0)

한국사의 근대 및 현대 분야의 자료를 강독하
여 사료의 독해 및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동남아시아사특강 (3-3-0)

동남아시아사의 제분야 중 특정한 분야를 선택
하여 이를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서양20세기사 (3-3-0)

서양 20세기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현
상을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서양사의제문제연구 (3-3-0)

서양사 전반에 걸친 연구상의 과제를 제시하여 
분석 · 검토하도록 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전공별 각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들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현대사의전개 (3-3-0)

한국 현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현상
을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한국사특강 (3-3-0)

한국사의 제분야 중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동양현대역사와문화 (3-3-0)

동양 현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현상
을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아시아사연구 (3-3-0)

아시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현상을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미국사연구 (3-3-0)

미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제현상을 분
석 · 종합 · 검토한다. 

서양사특강 (3-3-0)

서양사의 제분야 중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분석 · 종합 ·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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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Department of Philosoph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07047
307049
307059
307060
307999

논리학(Logic)
환경철학(Environmental Philosophy) 
중국철학사Ⅰ(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
서양철학사Ⅰ(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I)
전공세미나 1(Tutorial Seminar 1)

A
B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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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07061

307062
307063
307064
307999

인문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영상으로 읽는 철학(Philosophy in the Film)
중국철학사Ⅱ(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II)
서양철학사 Ⅱ(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Ⅱ)
전공세미나2(Tutorial Seminar 2)

B

B
A
C
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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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307007
307048
307018
307002

307016

307068
307999

윤리학(Ethics)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
실존철학(Existential Philosophy)
제자백가철학(Philosophy of the numerous Schools of 
Thinkers or their works in the late Chou Dynasty)
주자학과 양명학
(Studies of Chu Hsi & Wang Yang Ming)
존재의 문제(Metaphysics)
전공세미나3(Tutorial Seminar3)

A
B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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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1-0-2

3-2 전선

307065
307066
307067
307017
307021
307023

307999

지식과 진리의문제(Epistemology)
언어․분석철학(Linguistic and Analytic Philosophy)
중국현대철학(Contemporary Chinese Philosophy)
인도철학사(History of Indian Philosophy)
독일고전철학(German Classic Philosophy)
현대영미철학
(Contemporary British and American Philosophy)
전공세미나4(Tutorial Seminar 4)

A
A
A
A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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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4-1 전선

307045
307069
307070
307071
307057
307072
307058
307999

여성철학(Philosophy of Feminism)
사회사상의 철학적 이해(Social Philosophy)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
경영철학(Philosophy of Business Administration)
해석학(Hermeneutics)
불교철학의 이해(Introduction to Buddhism)
프랑스철학(French Philosophy)
전공세미나5(Tutorial Seminar 5)

B
B
B
B
A
A
A
C

3-3-0
3-3-0
3-3-0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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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307031
307073

307042
307043
307051
307028
307040
307999

동서비교철학(East-West Comparative Philosophy)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hilosophy of Mind)
예술철학(Philosophy of Art)
종교철학(Philosophy of Religion)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cal Anthropology)
한국철학사(History of Korean Philosophy)
일본사상사(History of Japanese Thought)
전공세미나6(Tutorial Seminar 6)

B
B

B
B
B
A
B
C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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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C트랙 : 복수전공, 연계전공

▶ 철학과 교육목표

철학과에서는 개별학문 분야의 철학적 
기초는 물론 삶의 지혜와 실천의 지침을 
가르쳐 21세기형 인재양성에 목표를 둔다.

논리학 (3-3-0)

추리, 오류, 역설, 양도논법의 종류 및 그 해결
방안에 관해 알게 한다. 명제들을 기호화하고, 주
어진 논증들을 검증하는 방법들을 익힌다. 

환경철학 (3-3-0)

환경철학과 관련된 주요 철학적인 견해들을 소
개하고, 이런 견해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
용되는 방식에 관해 알게 한다.

중국철학사Ⅰ (3-3-0)

중국철학을 고대로부터 한대까지 시대상황과 
관련시키면서 학문의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중국철학사Ⅱ (3-3-0)

중국철학을 위․진시대로부터 근․현대까지 시
대상황과 관련시키면서 학문의 변천과정을 고찰
한다.

서양철학사Ⅰ (3-3-0)

아테네 전기의 자연철학, 아테네기의 철학(소크

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철학
과 중세철학을 다루고 있으나 그리스 철학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서양철학사Ⅱ (3-3-0)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등 서양근세철
학 사상을 조명하고 주요 문제점을 고찰한다. 

여성철학 (3-3-0)

여성적 관점에서 전통 철학을 살펴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본다.

제자백가철학 (3-3-0)

유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밝히고, 그들 학파
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분석 검토하고 한, 당시대까지의 전개양상을 고찰
한다.

인문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3-3-0)

개념형성과 이론구축, 설명과 이해, 주관성과 
가치판단, 목적론과 인과론, 환원주의, 측정과 통
계적 추론 등을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과 관련지
으면서 살핀다.

과학철학 (3-3-0)

과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하여, 개별과학 상호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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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 그리고 학자들 간의 다양한 과학관을 비
교, 검토한다.

실존철학 (3-3-0)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존철학의 형성 배
경 및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대표적
인 학자들의 견해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영상으로 읽는 철학 (3-3-0)

인문학의 중심인 철학과 현실문화의 새로운 중
심이라 할 영상의 세계를 연결하여 철학적 사유
를 통해 새로운 영상문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주자학과 양명학 (3-3-0)

중국철학중 송명시대로부터 근대까지의 전개과
정을 시대상황과 관련시키면서 인물중심으로 고
찰한다. 

윤리학 (3-3-0)

윤리학에 관한 지식과 윤리적 행위에 관한 사
고의 안내를 함으로써 수강자들에게 실천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과 진리의 문제 (3-3-0) 

철학적 인식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이며, 철학
에서 인식에 관한 이론이 무엇을 연구대상으로 
하는지를 이해시킨다. 

언어․분석철학 (3-3-0)

분석철학의 견지에서 언어문제를 다룬다. 특히 
논리적 분석학파와 일상언어 분석학파의 이론 등
에 근거하여 의미론을 다룬다.

중국현대철학 (3-3-0)

현대 중국철학의 흐름을 시대상황과 관련시키
면서 살펴본다. 그리고 과거의 중국철학과도 비
교․검토한다. 

인도철학사 (3-3-0)

인도사상․철학의 모든 유파가 생성․발전된 
시대적 배경 및 그 도덕론․회의론․유물론․정
치사상 등을 논한다.

독일고전철학 (3-3-0)

칸트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독일 관념론을 
주로 강의한다. ‘순수이성비판’과 ‘정신현상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현대영미철학 (3-3-0)

프래그머티즘, 신실재론, 그리고 분석철학을 중
심으로 그 사조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조들간의 
상호관계에 관해서도 알게하며, 나아가서 각 사조
의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에 관해서도 살펴
본다. 

존재의 문제 (3-3-0)

형이상학의 역사와 형이상학 비판 등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존재」문제에 대한 각자의 이해
와 인식을 도모한다. 

사회사상의 철학적 이해 (3-3-0)

삶의 문제를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계층현상, 
국가와 권력, 집단과 조직, 문화와 사회화 및 사
회변동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생명의료윤리 (3-3-0)

안락사, 생명의 시작, 낙태, 장기이식, 유전자 
연구, 인간 복제의 윤리 등 생명과학의 윤리문제
를 다룬다.

경영철학 (3-3-0)

언어에 대한 철학적 탐구이다. 여기서는 분석
철학의 입장에 따라 언어문제에 접근한다. 특히 
의미론에서 논리학파와 일상언어학파의 입장들을 
차례로 고찰한다.

해석학 (3-3-0)

해석학 및 철학적 해석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견해도 살펴본다. 
아울러, 그 학문적 기여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불교철학의 이해 (3-3-0)

불교철학에서 중요시하는 사상들을 살펴보고 
사상가 및 전개과정을 시대순으로 다룬다.

프랑스철학 (3-3-0)

베르그송의 생철학에서부터 해체주의 및 포스
트모더니즘의 철학까지의 현대프랑스철학을 일변



－ 606 －

한다. 

동서비교철학 (3-3-0)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야별로 깊이 있게 
연구한다.

인공지능과 심리철학 (3-3-0)

의식과 마음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 행위와 
자유의지의 관계, 그리고 두뇌현상과 심리 현상의 
관계 등에 관하여 다룬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특
징과 그 한계에 관해서도 다룬다.

예술철학 (3-3-0)

미적 작품 및 인간의 심미적인 의식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주관과 객관의 
관련 속에서 다룬다. 

종교철학 (3-3-0)

종교의 본질, 종교적 체험 등의 문제를 철학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그리고 신에 관한 존재증명에 
대해서도 다룬다. 

철학적인간학 (3-3-0)

철학적 인간학의 창시자라 말할 수 있는 쉘러
(M. Scheler)의 `세계개방성(Weltoffenheit)`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자연과학적, 심리학적 인간 
이해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한국철학사 (3-3-0)

한국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에 의해 탐구된 인
간과 우주에 대한 심오한 사고내용을 시대적으로 
살펴본다.

일본사상사 (3-3-0)

원시시대로부터 근대일본의 창출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의 사상적 흐름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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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수리정보학부

수학 공

정보통계학 공

생명과학부

생화학 공

생물학 공

물리․화학과군

물리학과

화학과

지질․지구물리학과군

지질학과

지구물리학과

환경과학과

수의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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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정보학부 

(Division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35004

335005

선형대수학 및 실습 Ⅰ 

(Linear Algebra and Lab. Ⅰ)

고등미적분학 및 실습 Ⅰ 

(Advanced Calculus and Lab. Ⅰ)

3-2-2

3-2-2

부필(수학전공)

부필(수학전공)

2-2 전필 335007 확률론 및 연습
 (Theory of Probability and Practice)

3-2-2 부필
(정보통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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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전공 (Program of Mathematic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과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25006

325048

325049

정수론 (Number Theory)

집합론Ⅰ (Set Theory Ⅰ)

수학과 컴퓨터 및 실습
(Computational Mathematics and Lab.)

3-3-0

3-3-0

3-2-2

2-2

전필
325050

325051

선형대수학 및 실습 Ⅱ (Linear Algebra and Lab. Ⅱ)

고등미적분학 및 실습 Ⅱ
(Advanced Calculus and Lab. Ⅱ)

3-2-2

3-2-2

전선
325008

325010

325052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s)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집합론Ⅱ (Set Theory Ⅱ)

3-3-0

3-3-0

3-3-0

3-1 전선

325003

325011

325013

325018

325012

325053

325054

해석학Ⅰ (Analysis Ⅰ)

대수구조론 (Algebraic Structures)

복소수함수론Ⅰ (Complex Variables Ⅰ)

미분기하학Ⅰ (Differential Geometry Ⅰ)

위상수학Ⅰ (Topology Ⅰ)

보험수학 (Actuarial Mathematics)

수리프로그래밍 및 실습
(Mathematical Programming and Lab.)

3-3-0

3-3-0

3-3-0

3-3-0

3-3-0

3-3-0

3-2-2

3-2 전선

325007

325017

325019

325022

325023

325055

325056

해석학Ⅱ (Analysis Ⅱ)

체론 (Field Theory)

위상수학Ⅱ (Topology Ⅱ)

복소수함수론Ⅱ (Complex Variable Ⅱ)

미분기하학Ⅱ (Differential Geometry Ⅱ)

수치해석 및 실습 (Numerical Analysis and Lab.)

편미분방정식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3-3-0

3-3-0

3-3-0

3-3-0

3-3-0

3-2-2

3-3-0

4-1 전선

325024

325043

325057

325058

325045

325065

325069

실변수함수론Ⅰ (Functions of Real Variables Ⅰ)

위상수학 특강 (Topics in Topology)

암호학입문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조화해석학 (Harmonic Analysis)

수학특강 (Topics in Mathematics)

응용수학특강 (Topics in Applied Mathematics)

확률변수론 (Theory of Random Variables)

3-3-0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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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과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325030

325032

325066

325067

325062

325068

수학사 (History of Mathematics)

실변수함수론 Ⅱ (Functions of Real Variables Ⅱ)

확률과정론 (Probability and Stochastic Processes)

대수적 부호이론 (Algebraic Coding Theory)

현대기하학 (Modern Geometry)

수학과 컴퓨터 알고리즘
(Mathematics and Computer Algorithm)

3-3-0

3-3-0

3-3-0

3-3-0

3-3-0

3-2-2

▶ 수학전공 교육목표

수리정보학부 수학전공의 교육목표는 현
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수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세부목표로
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
도록 하고, 수학 주요분야에 탄탄한 기초지
식을 습득케 하며, 배운 바 지식을 여러 학
문 분야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는 교육을 한다. 

이에 따라 수리정보학부 수학전공의 학
문영역은 순수수학과 응용수학, 그리고 수
학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순수수학 분야는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
학, 해석학 등의 과목에 중점을 두어 수학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문을 연구 할 수 
있는 수학적 기본 능력을 길러주고 있다.

응용수학 분야는 정보화 산업에 바탕이 
되는 수학분야 및 물리학, 전산학, 생물공
학 등의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을 위한 수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등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까지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설과목을 점점 다양화시켜 나가
고 있다.

수학교육 분야는 교직과정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수학교육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능력의 교사를 양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를 통해 추
후 일반 대학원 및 교육 대학원 진학과 유
학에 필요한 기초 학문으로서의 수학의 역
할에 충실하고 응용수학을 기초하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농협과 같은 금융권 
취업을 돕고 있다. 또한 전공과목으로 개설
되는 컴퓨터관련 과목을 바탕으로 전산실
이나 병원, 기타 컴퓨터관련 회사의 취업했
을 때에도 경쟁력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학과 전산실과 독서실, 자료실을 수
시로 이용하여 전공뿐만 아니라 여타 학문
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항시 제
공하여 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식
과 타학문에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선형대수학 및 실습 Ⅰ (3-2-2)

․ 벡터공간 선형사상은 현대 수학의 아주 중
요한 개념이다. 

․ 벡터, 벡터 함수의 정의와 Rn, Cn에서의 
벡터를 이해한다.

․ 행렬을 통한 선형사상의 기본적인 연산을 
익힌다.

․ 벡터 공간의 정의와 더불어 선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 통계학이나 공학, 전산학 등의 기초학문인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응용
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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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미적분학 및 실습 Ⅰ (3-2-2)

․ 유클리드 공간에 대하여 공부한다.
․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이해한다.
․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 측도를 이해한다.
․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등의 심도 있는 수

학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통계학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확률론 및 연습  (3-2-2)

․ 확률론의 기초 과정으로 확률 및 확률 공간
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이를 중심으로 표본공간, 확률변수와 각종 
분포의 분포함수, 기대치 등을 다룬다.

정수론  (3-3-0)

․ 수 이론의 기본적 개념에 다른 문제를 해결
한다. 

․ 비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 
알아본다.

․ 라그랑지 승수법을 이용하여 소수와 합성수
의 차이를 이해한다.

․ 대수학의 기초학문으로 대수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집합론 Ⅰ  (3-3-0)

․ 집합의 기본적 연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함수의 개념 및 관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 동치의 개념과 수학적 증명법을 배운다.
․ 칸토의 고전적 접근인 기수와 서수의 이론

에 대해 다룬다. 

수학과 컴퓨터 및 실험  (3-2-2)

․ 여러 가지 수학적 자료, 즉 현재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수치, 기호, 그래프, 프로그
램에 대해 다룬다. 

․ 수학의 대표적인 연산 프로그램인 Mathematica
의 활용법에 대하여 익힐 수 있다.

․ 이와 같은 실습은 해석학과 선형대수학에 
응용되어진다.

․ 컴퓨터의 연산 방식과 사람의 보편적인 연
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선형대수학 및 실습 Ⅱ  (3-2-2)

․ 선형 사상과 이에 대한 행렬의 연산에 대하
여 배운다.

․ 행렬식을 통한 선형 사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통한 선형사상의 특징

을 이해한다.
․ 공학이나 전산학의 기초학문인 선형대수학

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응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고등미적분학 및 실습 Ⅱ  (3-2-2)

․ 곡선에 따른 적분, 곡면 위에서의 적분을 
이해한다.

․ Divergence Theorem, Stoke's Theorem을 이해
한다.

․ Differential Forms, 함수의 수렴성, Fourier 
급수에 대해 배운다.

․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등의 심도 있는 수
학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집합론 Ⅱ  (3-3-0)

․ 무한집합의 정의로 시작하여 가부번, 비가
부번 집합에 대해 공부한다.

․ 기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수의 대소, 기수
의 덧셈, 곱, 멱승, 선택공리, 정렬원리, 순
서수의 합, 곱을 소개한다.

․ 확장된 집합의 원리를 통하여 보다 논리적
이고 체계적인 수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미분방정식  (3-3-0)

․ 상미분방정식의 이론은 수학적 분야의 기본
적 개념 중의 하나이다. 

․ 본 강좌에서는 그 이론과 실습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산수학  (3-3-0)

․ 이산수학은 사회과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등 많은 분야의 응용이다. 

․ 본 강좌에서는 점화관계, 수형도, 그래프에 
대해 공부한다.

․ 대수학의 기초과목으로 대수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석학 Ⅰ․Ⅱ  (3-3-0)

․ 극한, 연속성, 한 변수 혹은 다변수 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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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과 적분에 대해 알아본다.
․ 급수와 함수열에 대해 공부한다.
․ 수학의 큰 부류인 해석학의 기초를 익힘으

로서 대학원 진학이나 수학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

대수구조론  (3-3-0)

․ 군, 환, 체, 모듈, 대수 등의 기본적인 대수
적 구조를 이해한다.

․ 동형함수의 성질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 수학의 큰 부류인 대수학의 기초를 익힘으

로서 대학원 진학이나 수학 현상의 이해를 
돕는다.

위상수학 Ⅰ․Ⅱ  (3-3-0)

․ 수학자들이 기본적 토대를 두고 연구했던 
위상공간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다룬다. 

․ 집합론, 위상공간, 직적 위상공간에 대해 알
아본다.

․ 연속성, 연결성, 동질화 위상공간, 약한 위
상, 분리공리, 등을 공부한다.

․ 덮개공리, 수렴성, 컴팩트성을 다룬다.
․ 함수공간, 조밀성, 거리화, 등을 다룬다.
․ 통신의 원리인 연결성과 거리 계산을 통하

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학습으로 이해를 
돕는다.

미분기하학 Ⅰ․Ⅱ  (3-3-0)

․ 미분기하학은 해석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기
하학 형태의 한 분야이다. 

․ 곡선과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평면에 대해 
소개한다.

․ 3차원에서의 곡면과 곡선에서의 기본적 정
리를 공부한다.

․ 프레네 공식을 이용하여 곡률, 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복소수함수론 Ⅰ․Ⅱ (3-3-0)

․ 기하학적 해석, 극 형식, 해석 함수에 대해 
이해한다.

․ 코시-리이만 방정식, 테일러 및 Laurent 급
수 등을 다룬다.

․ 곡선의 종류에 따른 적분의 차이를 이해한다.

실변수함수론 Ⅰ․Ⅱ  (3-3-0)

․ 실수 체계를 이해한다.
․ 거리 공간, 위상 공간, 등의 개념을 익힌다.
․ 르베크 측도, 르베크 적분, 바나크 공간에 

대해 공부한다.
․ 칸토 집합의 의미와 측도에 대해 심도 깊게 

공부한다.

체론  (3-3-0)

․ 다항식환, 기약다항식 등의 지식을 바탕으
로 분리확대체, 정규 확대체, 분해체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 이를 이용하여 희랍시대의 3대 작도문제와 
갈로아 이론, 근의 공식 등에 대하여 공부
한다.

․ 대수학의 이해를 돕고 대수구조론을 확장시
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수리프로그래밍 및 실험  (3-2-2)

․ 수학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설명
하여 복잡한 수식을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된다.

․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수치해석 및 실험  (3-3-0)

․ 선형, 비선형 방정식, 고유값, 고유벡터의 
계산, 보간법, 적분, 모의실험, 미분방정식
의 해, 최적화, 수렴의 비, 수치적 안정성의 
해를 포함하는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수치적 방법이다.

․ 수치들과 그의 연산에 의해 발생할 있는 수학
적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확률변수론  (3-3-0)

․ 공리적 확률 이론에 의거하여 측도공간으로
서의 확률공간을 정의하고, 확률변수, 기대
치, 특성함수, 중심극한 정리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 확률과정으로 Poisson과정, Markov 과정 등
의 기본 성질을 배운다.

확률과정론  (3-3-0)

․ 본 강좌는 확률변수론에 이어 여러가지 확
률과정에 대해 주로 다룬다. 

․ 특히 확률 과정으로 Markov 과정, 혼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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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Brownian 운동, 마르팅게일 등을 주로 
다룬다.

보험수학  (3-3-0)

․ 이자론, 생존분포와 생명표, 생명보험과 연
금, 순 보험료의 계산을 공부한다.  

․ 책임준비금과 영업보험료에 대하여도 다룬다.
․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여러 보

험을 이해하고 그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여, 보험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측면에서의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암호학 입문  (3-3-0)

․ 정수론과 현대대수학의 응용분야이며 현대
사회의 필수 불가한 현대암호학을 살펴본
다.

․ 고전암호, 대칭암호, DES 등을 소개하고, 
공개열쇠 암호,  전자서명, 사용자인증 등 
여러 가지 암호 기술을 다룬다. 

․ 암호 해독을 위한 소수판정법, 소인수분해
법을 알아본다.

대수적 부호이론  (3-3-0)

․ 현대대수학의 응용분야인 오류정정부호이론
에 대해 알아본다.

․ 오류정정부호는 우주화상전달, CD, 하드디
스크 등 정보전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 선형부호의 기초적 이론과  Hamming 부호, 
순환부호, BCH 부호 등 대표적인 부호를 
다룬다.

․ 무게분포함수, MDS 부호 및 부호이론의 주
요문제 등에 대해 공부한다.

수학사  (3-3-0)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수학의 발전과정을 살
펴본다.

․ 수학자들의 업적을 바로 알고 이해하도록 
한다.

․ 앞으로 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기하학특강  (3-3-0)

․ 연속 사상에 의해 유도된 준동형사상의 정
의와 성질에 대해 알아본다. 

․ 기본적인 연속 변형성 이론과 고차 연속 변
형군, 간단한 연속 변형성 이론에 대해 다
룬다.

․ 확장된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위상수학특강  (3-3-0)

․ 위상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상위상, 성불, 경로성분, 국소 컴팩트성, 컴
팩트-오픈 위상, 위상군론 등 영역의 내용에 
대해 좀더 많은 성질들을 자세하게 다룬다.

․ 확장된 위상수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신의 원리인 연결성과 거리 계산을 통하

여 정보통신 분야에 응용한다.

수학특강  (3-3-0)

․ 과학 분야에서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수학 
공식을 표현한다.

․ 수학적 해의 분석도 다룬다.
․ 수학의 전반적인 종합과 더불어 알고 있는 

수학을 표현하는 수학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을 배양한다.

응용수학특강  (3-3-0)

․ 수학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분야에 대해 살
펴본다.

․ IT와 BT 산업에 기반이 되는 수학의 응용
에 대해 알아본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를 해석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게 된다.

수학과 컴퓨터 알고리즘  (3-2-2)

․ 컴퓨터 알고리즘에 필요한 수학을 알아본다.
․ 수식으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를 

통하여 재생산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 새로운 연산방법, 즉 알고리즘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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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학전공(Program of Information Statistic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간

부전공
구분 비고

2-1 전선 326028

326007

통계 소프트웨어 및 실습 (Statistical Software and Practice)

통계 그래픽스 및 실습 (Statistical Graphics and Practice)

3-2-2

3-2-2

2-2 전선
326051

326003

326052

생활과 통계 (Life and Statistics)

통계 계산 입문 및 실습 (Intro. to Statistical Computing and Practice)

통계 수학 (Mathematics for Statistics)

3-3-0

3-2-2

3-3-0

3-1 전선

326053

326054

326048

326055

326020

326012

326015

326999

기초 확률 과정론 (Elementary Stochastic Processing Theory)

보험통계학 (Actuarial Statistics) 

선형․ 비선형 계획 및 실습(Linear․Nonlinear Programming and Practice)

수리통계학 I (Mathematical Statistics I)

통계데이타베이스 및 실습 (Statistical Database and Practice)

표본조사론 및 실습 (Sampling Techniques and Practice)

회귀 분석 및 실습 (Regression Analysis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I (Seminar in Statistics I)

3-3-0

3-3-0

3-2-2

3-3-0

3-2-2

3-2-2

3-2-2

1-0-2

3-2 전선

326061

326056

326024

326023

326027

326057

326999

보험수리학 및 실습 ( Actuarial Science and lab )

수리통계학 II (Mathematical Statistics II)

시계열분석 입문 및 실습 (Intro. to Time Series Analysis and Practice)

실험 계획 및 실습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and Practice)

통계조사 방법론 및 실습 (Statistical Survey Methodology and Practice)

퍼지 정보론 (Fuzzy Information) 

전공세미나 II (Seminar in Statistics II)

3-2-2

3-3-0

3-2-2

3-2-2

3-2-2

3-3-0

1-0-2

4-1 전선

326060

326049

326026

326041

326062

326025

326999

기초 확률 측도론 및 연습
(Intro. to Probability Measure Theory and Practice)

다변량 통계 분석 및 실습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and Practice)

범주형 자료 분석 및 실습 (Categorical Data Analysis and Practice)

통계 데이터 마이닝 개론 및 실습
(Intro. Statistical Data Mining and Practice)

베이지안 통계와 의사결정 (Bayesian statistics and decision making)

통계적 품질관리 및 실습 (Statistical Quality Control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III (Seminar in Statistics III)

3-2-2

3-2-2

3-2-2

3-2-2

3-3-0

3-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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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간

부전공
구분 비고

4-2 전선

326064

326032

326043

326050

326063

326036

326040

326999

경영․경제 자료분석 및 실습 
(Analysis of Economic and Business Data)

사회과학 자료 분석 및 실습 
(Analysis of Social Sciences Data and Practice)

신뢰성 분석 및 실습 (Reliability Analysis and Practice)

생존 분석 및 실습 (Survival Analysis and Practice)

통계분석상담(Statistical Analysis and Consulting)

통계 시뮬레이션 및 실습 (Statistical simulation and Practice)

비모수통계학 및 실습 (Nonparametric Statistics and Practice)

전공세미나 IV (Seminar in Statistics IV)

3-2-2

3-2-2

3-2-2

3-2-2

3-2-2

3-2-2

3-2-2

1-0-2

▶ 정보통계학전공 교육목표

본 통계학과는 1975년에 신설되었고, 
1981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신설되었다. 교
육목표는 연구대상인 모든 현상을 객관적
으로 통찰하여 그 본질을 규명하고,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
력을 배양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
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전공 수업 위주로 하는 전공 강의실과 
교양 및 전공에 관련된 2000여권의 서적을 
비치한 학과 도서실, Internet실습 및 통계실
습을 할 수 있는 통계연습실, 상담 및 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실과 학생들
을 위한 세미나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SAS, SPSS, S-plus등 각종 통계처리 소프트
웨어를 구비하여 교육 및 자료처리에 이용
하고 있다. 

졸업시에는 이학사 자격이 주어지며, 재
학 중 정보처리기사, 품질관리기사, 보험계
리인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공공기관(통계청, 통신공사, 
공무원) 및 기업체(삼성, 두산, 포항제철 
등), 금융기관(농협, 은행, 투자신탁, 증권회
사) 등의 전문적인 통계업무, 기획업무 및 

전산계통의 분야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교사자격증 취득 후 수학과목 중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소
나 통계전문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등 진
로도 다양하며, 아울러 자기 발전의 가능성
도 많다.

<전공필수>

선형대수학 및 실습 Ⅰ (3-2-2)

․ 벡터공간 선형사상은 현대 수학의 아주 중
요한 개념이다. 

․ 벡터, 벡터 함수의 정의와 Rn, Cn에서의 
벡터를 이해한다.

․ 행렬을 통한 선형사상의 기본적인 연산을 
익힌다.

․ 벡터 공간의 정의와 더불어 선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 통계학, 공학이나 전산학의 기초학문인 선
형대수학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응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고등미적분학 및 실습 Ⅰ (3-2-2)

․ 유클리드 공간에 대하여 공부한다.
․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이해한다.
․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 측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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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등의 심도 있는 수
학전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확률론 및 연습  (3-2-2)

․ 확률론의 기초 과정으로 확률 및 확률 공간
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이를 중심으로 표본공간, 확률변수와 각종 
분포의 분포함수, 기대치 등을 다룬다.

<전공 선택>

생활과 통계 (3-3-0)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방
법, 분석과정, 발표된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과 
실습을 한다.

통계 그래픽스 및 실습 (3-2-2)

일변량 자료 및 다변량 자료의 그래프에 의한 
표현과 정보의 탐색 그리고 동적 그래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통계수학  (3-3-0)

자료의 벡터 표현, 고유치 고유벡터문제, 선형
결합 이차형식의 분포, 멱등행렬과 직교사영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통계학에 필요한 수
학을 다룬다.

통계계산입문 및 실습 (3-2-2)

통계학에 사용되는 계산의 논리를 익히기 위하
여 기본적인 수치해석 방법, 선형대수의 연산, 비
선형의 통계적 계산방법, 수치적분과 근사 평활화
와 밀도 추정에 관한 설명과 프로그램 가능한 언
어나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여 실습한다.

통계소프트웨어 및 실습 (3-2-2)

SAS 와 SPSS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통계 소
프트웨어를 사용한 통계분석의 기초 과정으로서 
강의 및 실습을 한다.

기초확률과정론 (3-3-0)

확률과정의 예를 설정 , 소개하며 확률과정의 
기본이론으로서 Random Walk, Poisson 과정, 

Markov Chains, Branching 등 이산과정과 Birth 
Death 과정, 확산 등의 연속과정을 해명한다.

수리통계학 Ⅰ (3-3-0)

확률과 확률분포, 다변량분포, 확률변수 함수의 
분포, 극한 분포를 통하여 통계적 추론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리를 다룬다.

수리통계학 Ⅱ  (3-3-0)

최소분산불편 추정량, 충분통계량, 일양 최강력 
검정, 정규모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적 
추론에 필수적인 수리를 다룬다. 

회귀분석 및 실습 (3-2-2)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
한 정보획득방법을 중심으로 변수선택, 회귀진단, 
가변수, 로지스틱 회귀모형, 비선형회귀 등의 방
법들을 실제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로 하여 
실습한다.

표본조사론 및 실습 (3-2-2)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 비율 등의 통계
량을 추정한다 . 표본추출 방법으로써 단순임의, 
층화, 계통, 집락, 다단추출 등도 연구한다.

선형  비선형계획 및 실습 (3-2-2)

최적화 이론의 선형 및 비선형 계획의 기초 개
념, 심플렉스 기법 및 수송 모형문제를 이용한 비
선형계획 개념, Kuhn-Tuker 정리를 이용한 비선형 
계획의 실제 응용문제와 분리계획법 이차형 계획
법 등을 컴퓨터실습과 병행하여 다룬다.

보험통계학 (3-3-0)

여러 조건하에서의 이자, 연금 계산과 보험과 
관련된 생존분포, 생명표 또 이와 관련된 수리적 
모형과 그 이론에 대해 배운다.

통계데이터베이스 및 실습 (3-2-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구성의 일반 사항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 즉 스키마, 관계형 
모델, 계층형 모델, 네트워크모델 등의 구조와 설
계방법을 주요탐구 내용으로 한다.

시계열분석입문 및 실습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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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의 변동 형태에 적합한 Box-Jenkins 
시계열분석에 의한 모형분석의 기초개념, 모형식
별과 예측모형의 설정 등을 다루며 주로 통계 패
키지를 이용한 실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활용력을 기르도록 한다 .

실험 계획 및 실습 (3-2-2)

능동적인 정보획득방법인 실험계획의 기본원리
와 적용방법을 중심으로, 완전임의배치법, 난괴법, 
라틴방격법, 요인실험법, 분할구법, 공분산분석, 
분산성분분석, 반응표면분석 등을 실습한다.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3-2-2)

통계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제 조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의 작성과정
에 관해서 실습한다.

퍼지정보론 (3-3-0)

퍼지 집합의 기본개념 퍼지 그래프와 퍼지 관
계 퍼지 논리 퍼지 합성법칙 퍼지집합 개념의 일
반화를 다룬다.

보험수리학 및 실습   (3-2-2)

(Actuarial Science and Lab)

보험통계학의 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배운
다. 변동연금, 생명보험, 생명연금, 책임준비금에 
대해 배운다. 

보험과 관련된 복잡한 계산을 해결하기 위해 
S-plus, Minitab, R등의 통계언어를 이용하는 방법
도 공부한다.  

기초확률측도론 및 연습 (3-2-2)

확률론의 입문과목으로 확률측도의 개념 및 성
질, Independence, Conditional Expectation 및 Basic 
Theorem 및 각종 Limit Theorem과 기본적인 확률
과정을 다룬다.

통계적 품질관리 및 실습 (3-2-2)

제품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이론 관리
도, 공정관리, 신뢰성, 샘플링 검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베이지안 통계와 의사결정 (3-3-0)

통계학은 물론 패턴인식, 경제, 경영, 의사결정

에 이르기까지 응용성이 높아가고 있는 베이지안 
통계적 추론과 통계적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습 (3-2-2)

범주형 자료에서 비율의 비교, 동질성의 검정, 
독립성의 검정 등을 연구하며 logistic모형과 log선
형모형으로의 변환도 이용한다. 

다변량 통계분석 및 실습 (3-2-2)

주성분분석, 판별분석, 인자분석, 집락분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자료를 갖고 분석하
는 실습을 한다.

통계 데이터 마이닝 개론 및 실습 (3-2-2)

정보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
초 개념과 통합적인 통계 자료처리 환경 구축이
나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통계자료와 연
계하여 분석하는 활용력을 기르도록 한다.

신뢰성분석 및 실습 (3-2-2)

부품 고장의 통계적 모형, 신뢰도의 평가, 최적
의 보수, 검사, 수리를 위한 정책 등을 연구한다.

통계 시물레이션 및 실습 (3-2-2)

난수 발생 시스템 및 이들 난수를 이용하여 통
계이론의 확인 및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연구
하고 실습한다.

경영경제 자료분석 및 실습 (3-2-2)

경영 및 경제 분야에 적용되는 자료를 통계의 
기초 개념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통계모형의 분
석 각종 매개변수의 통계적 의의 및 문제점과 해
결 방법 등을 검토하며 또한 컴퓨터 실습과 병행
하여 실제적인 경영 및 경제 분석을 할 수 있는 
활용력을 기르도록 한다.

사회과학 자료분석 및 실습 (3-2-2)

수량화 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
이 얻어지는 질적자료분석법과 어떤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분석기법
의 하나인 구조방정식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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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상담 (3-2-2)

통계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에서 단순
한 도구 사용자가 아닌 주체로서 실제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생존분석 및 실습 (3-2-2)

생명표와 생존함수 비례위험 모형 가속화 고장

시간 모형 경쟁위험 모형을 설명하고 자료를 분
석하는 실습을 한다.

비모수통계학 및 실습 (3-2-2)

비모수 통계학의 기초적인 이론과 응용을 다루
는 내용으로 sign검정, Wilcoxon검정, Friedman검
정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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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Division of Life Sciences)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선 321053

321054

 바이오산업개론 (Introduction to Bioindustry)

 바이오산업공학 (Bioindustry and Biotechnology)

3-3-0

3-3-0

2-1 전필 321043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 부 필
2-2 전선 321032  환경생물학(Environmental Biology) 3-3-0

3-1 전선 321016  효소학 (Enzymology) 3-3-0

3-2 전선 321049  은화식물학 (Non-Vascular Plants) 3-3-0

4-2 전선 321055  현장실습 (Field Training) 2-0-4

[생명과학부 공통]

바이오산업개론 (3-3-0)

본 강의에서는 최근의 생명공학분야를 소개하고 
이 기술들이 농업, 의료, 식품 등의 타 분야에 어떻
게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산업공학 (3-3-0)

바이오산업공정에 사용되는 핵심기초 기술 및 
다양한 응용기술을 소개하고, 각종 바이오산업의 
단위 공정 및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유기화학 (3-3-0)

유기화합물의 구조 및 성질에 따른 화학반응과 유기 
대사산물에 대한 명명법, 결합구조 및 작용기들의 반응, 
유기물질의 합성에 대한 이론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환경생물학 (3-3-0)

생물체와 이와 관련된 여러 환경오염 현상 및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과 적응, 지표생물 
등에 대해 이해하여 생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은화식물학 (3-3-0)

조류(algae), 균류(fungi), 선태식물(bryophytes)로 
대표되는 비관속 식물의 구조, 생태, 세포학적 유전
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분류학적 동정법과 이들 생
물의 생활사, 엽상체의 형태, 세포의 구조, 생리학 
및 생화학적인 특징을 들어 비관속 식물계의 독특성
을 이해시키고 이를 기초로 이들 식물로부터 고등식
물로의 진화과정을 소개하는 강의내용을 포함한다.

효소학 (3-3-0)

생체 내 화학반응의 촉매와 조절 역할을 하는 
효소에 대한 구조, 기능 그리고 kinetics 나아가서
는 그의 응용까지 전반적으로 다룬다.

현장실습 (2-0-4)

누리사업 참여 전공 졸업예정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지역바이오 업체의 산업현장, 기업체, 연
구소에 취업 또는 인턴쉽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현장적응력이 우
수한 바이오전문 인력으로 양성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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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전공 (Biochemistry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상호인정

2-1 전선
323043

323044

323045

 미생물학 (Microbiology)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2-2

전필 323027

323029

 생화학 I (Biochemistry I)

 생화학Ⅰ실험 (Biochemistry I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2-0-6

부 필 미생물

전선 323046

323047

 생물리화학 (Biophysical Chemistry)

 유전학 (General Genetic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생물학

3-1

전필 323028

323030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생화학 II 실험 (Biochemistry II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2-0-6

부 필 미생물

전선
323031

323032

323012

323048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신호전달생화학 (Signal Transduction)

 생화학실험학 (Experimental Biochemistry)

 천연물생화학(Natural Product Biochemi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생물학
생물학

3-2

전필 323008

323033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분자생물학 실험 (Molecular Biology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2-0-6

부 필 미생물

전선
323017

323011

323013

323049

 세포막생화학 (Membrane Biochemistry)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임상생화학 (Clinical Biochemistry)

 발생생화학 (Developmental Biochemistry)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3-0

4-1 전선

323036

323020

323055

323018

323035

323050

323053

323052

 고등생화학실험 I (Advanced Biochemistry Lab. I)

 핵산생화학 (Nucleic Acid Biochemistry)

 면역학 (Immunology)

 식품생화학 (Food Biochemistry)

 생무기화학 (Bioinorganic Chemistry)

 생화학특론 I (Special Topics on Biochemistry I)

 발효의약품학 (Fermentative Medicinal Drugs)

 응용생물소재공학 (Biomaterials Scien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B

B

3-0-6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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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상호인정

4-2 전선

323051

323054

323034

323040

323019

323015

323039

323056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식품가공학 (Food Processing)

 생화학연습 (Exercise in Biochemistry)

 고등생화학실험 II (Advanced Biochemistry Lab. II)

 대사조절 (Metabolic Regulation)

 분석생화학 (Analytical Biochemistry)

 기능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생화학특론 II (Special Topics on Biochemistry II)

전공기본
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3-3-0

3-0-6

3-3-0

3-3-0

3-3-0

3-3-0

생물학
미생물

[대학원 교과목 중 연계교과목]

대학원
학  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비 고

생화학과

4-1 전선 185005  고등생화학 I (Advanced Biochemistry I) 3-3-0

4-2 전선 185006  고등생화학 II (Advanced Biochemistry II) 3-3-0

4-2 전선 185007  고등생화학 III (Advanced Biochemistry III) 3-3-0

4-1 전선 185065  바이오의학특론 (Advances in Biomedicine) 3-3-0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22047
322032
322029

식물생화학
발암생물학
신경생물학

생물학과

324005
324016
324042

바이러스학
병원미생물학
생물정보학

미생물학과

▶  생화학전공 교육목표

생화학 전공은 생명과학분야의 광범위한 
응용과학분야와 기초 학문의 이론은 물론, 
그 응용이론까지도 연구하고 강의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첨단 생명 과학계에 헌신
하게 한다. 생화학전공의 교육목표는 생명

체를 구성하는 생체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이들의 생체 내 역할 및 대사작
용 등의 생명현상의 기본원칙을 배움으로
써 생명과학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연구능
력을 갖춘 창의적인 과학 기술인재를 양성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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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3-3-0)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 현상을 
비롯하여 미생물과 환경 또는 인간과의 상호 작
용을 이해함으로써 인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생명 현상의 얼개에도 접근하고자 한다.

생물통계학 (3-3-0)

대규모의 생물 견본에 대한 통계적 처리 방법
을 소개하며 정량적인 생물학적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을 강의한다.

세포생물학 (3-3-0)

생물체는 세포라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포를 형성하는 각 소기
관의 미세구조와 역할, 세포상호간 상호작용을 알
아보고 생명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생화학 Ⅰ (3-3-0)

생체 내 주요 구성성분들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부한다.

생화학 Ⅰ 실험 (2-0-6)

생화학I의 이론과 병행하여 생체 내 주요 구성 
성분들(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의 정성, 정
량 실험을 통하여 이들 성분들의 이해를 돕는다.

생물리화학 (3-3-0)

생체는 물리-화학적 법칙의 적용을 받는 물질
계이며 생명현상은 생체라는 물질계의 물리-화학
적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화학의 연구 대상인 
물질의 구조와 변화를 물리적인 법칙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려는 학문이 물리화학이다. 따라서 생
명현상을 포함한 물질의 구조와 변화에 관한 근
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물리화학의 공부가 필수
적이다. 본 강의를 통해 물리화학의 영역인 열역
학, 물질의 이동, 반응속도론, 양자론 및 분광학 
등을 공부하고 이를 생명현상의 여러 분야에 적
용함은 물론 물리화학적인 방법에 기초한 생화학
적 실험기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전학 (3-3-0)

유전현상, 유전물질의 본질, 멘델유전법칙 및 
유전자 발현과 제어, 돌연변이 등의 기본적 기작

을 탐구해서 유전현상의 본질과 분자생물학적 기
작을 이해한다.

생화학 Ⅱ (3-3-0)

모든 생물체(미생물, 동․식물)에서의 생명유지
는 외부환경과 조화하는 체내 대사조절에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생체분자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 간의 상호반응과 각 생물체 내에
서 일어나는 중요한 신진대사들과 생물체 특유의 
신진대사들을 공부한다.

생화학 Ⅱ 실험 (2-0-6)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 생화학II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분자생리학 (3-3-0)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에서 일어
나는 많은 생리기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으로서 분자생리학은 이러한 체내 기능들의 원리
를 생체분자들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탐구
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에서는 생화학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생물체의 생리기능을 분자 차원에서 
이해하는 내용을 다룬다.

신호전달생화학 (3-3-0)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들은 상호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개체의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고 
유지한다. 세포들간의 정보교환은 세포외부 신호
전달 물질이 특이적인 수용체에 의해 인식되어 
야기되는 신호전달과정(Signal Transduction)을 통
하여 세포 안으로 전달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
한 세포 내 신호전달 네트워크를 생화학적 수준
에서 이해한다.

생화학실험학 (3-3-0)

생화학 및 관련분야 연구에 관련된 모든 실험
에 관하여 이론적인 면을 강의한다.

천연물생화학 (3-3-0)

식물, 동물, 광물 등의 천연물을 질병치료에 이
용하고자 생리활성물질 분리, 생합성 과정 규명, 
약효성문의 체내에서의 동태, 생리활성 성분 검
색, 신약창출 등을 폭넓게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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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물학 (3-3-0)

분자생물학적 방법론,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유
전적 분석, 해산 등 거대분자의 구조, 거대 분자
의 상호 반응, 핵산의 복제, 핵산의 수리, 돌연변
이, 전사, 번역 등을 공부하며 실험을 통해 분자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분자생물학 실험 (2-0-6)

분자생물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핵산 
정제, 유전자 증폭, 조작 및 발현등 관련 실험 방
법 및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세포막생화학 (3-3-0)

세포의 원형질 막이나 세포내 소기관을 둘러쌓
고 있는 막들의 생리적 의의 및 조성 그리고 각 
성분들의 구조적 특징과 막구조와의 기능과의 관
계, 그들의 생합성과 운반과정 등을 폭넓게 공부
한다.

인체생리학 (3-3-0)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능들
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생체 분자들의 구조와 기
능․효소기능 등의 지식을 기초로 인체의 여러 
가지 생리 현상들을 생체 분자들 간의 상호기능
을 통한 기관들 간의 상호 조화를 생리 화학 측
면에서 이해한다.

임상생화학 (3-3-0)

본 과목은 생체에 존재하는 모든 장기들의 구
조와 기능을 생화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며, 각 
장기의 대사적 작용 및 병리적 특성을 설명한다.

발생생화학 (3-3-0)

수정, 난할, 조직 및 기관형성, 패턴 형성등 시
간에 따른 형태적 분화를 이해하고 생화학적인 
수준에서 조절과정을 학습한다.

고등생화학실험 Ⅰ (3-0-6)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작성에 필요한 문헌 정보의 수집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연구 계획을 세우고 예비 실험
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핵산생화학 (3-3-0)

원핵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진핵 생물
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박테리오파지, 플라스
미드 유전자재조합, 진핵 바이러스, 전이요소, 종
양 바이러스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생화학연습 (3-3-0)

생화학에 관련된 수리적인 측면을 이론을 통해 
폭넓게 공부한다.

식품생화학  (3-3-0)

식품에 존재하는 기본성분인 지질, 단백질, 탄
수화물, 효소, 비타민의 특성을 생화학적인 차원
에서 그 작용, 특성을 각각 연구하는 과목이다.

생무기화학 (3-3-0)

철, 구리, 아연, 망간, 코발트, 몰리브덴, 니켈 
등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과 가수분
해 등 여러 반응에서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
한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전이금속이온들을 함
유하는 단백질과 효소의 구조, 성질 및 작용 메커
니즘을 무기화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공부하고, 
나아가 이들 금속이온의 흡수, 운반 및 저장에 관
한 세포 생물학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생화학특론 Ⅰ (3-3-0)

생물체의 물질 조성, 생물체 내에서의 물질의 
화학반응, 생물체를 구성하는 각종 탄소 화합물의 
원소 조성과 분자구조의 이해 등의 전반적인 생
화학적 연구를 한다.

유전공학 (3-3-0)

벡터, 유전공학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효소, 
DNA와 RNA의 분리 정제, cDNA 합성, 유전자 
은행제조, 핵산 염기서열 결정, 진핵세포에 이용되
는 벡터, 재조합 DNA의 분석법에 대해 강의한다.

응용생물소재공학 (3-3-0)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능성 생물소재의 발굴 
및 응용에 필수적인 교육 및 연구기반을 제공함
으로써 생물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양성한다.

면역학 (3-3-0)

인체에 존재하는 면역학적 항체와 항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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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작용을 연구한다.

고등생화학실험 Ⅱ (3-0-6)

고등생화학실험 I의 연속과목으로서, 학생이 연
구계획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사조절 (3-3-0)

대사조절의 개요, 조절효소의 특성, 대사회로의 
in vivo 평가, 효소활성조절의 분자 메카니즘, 유
전자 발현의 조절, 생물의 항상성 및 구체적 조절 
예들을 폭넓게 학습한다.

분석생화학 (3-3-0)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수반하는 물질의 정성-정량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본 강의에서는 크로마
토그래피법, 전기화학적 분석법, 분광법 등 생체 
분자의 구조와 양을 알아낼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법의 원리를 공부한다.

기능유전체학 (3-3-0)

유전자와 유전자 산물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이다. 생화학적인 접근법은 이미 
알고 있는 유전정보로부터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
지는지를 추적하고 그 구조와 기능을 밝혀내는 
방법이다. 

생화학특론 Ⅱ (3-3-0)

생화학특론 I에 이어 더욱 심화된 생화학의 전
반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발효의약품학 (3-3-0)

미생물이 생산하는 항생물질의 생산, 균주개량, 
역가검정 및 화학적 특성에 따른 종류와 기능을 
강의한다.

식품가공학 (3-3-0)

식품의 저장, 가공 등의 이용에서 과학적 지식
과 공학적 기술을 이용하는 자연과학 부분을 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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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전공 (Biology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상호인정

2-1

전필 322035
322036

세포․분자생물학 (Cell and Molecular Biology)
세포․분자생물학 실험 (Cell and Molecular Biology Lab.)

4-4-0
1-0-3

부필

전선 322027
322041

곤충학 (Entomology)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
3-3-0

2-2
전필

322037
322038
322039
322040

생리․생화학 (Physiology and Biochemistry)
생리․생화학 실험 (Physiology and Biochemistry Lab.)
분류․생태학 (Taxonomy and Ecology)
분류․생태학 실험 (Taxonomy and Ecolog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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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322002 유전학 (Genetics) 3-3-0 미생물

3-1 전선

322025
322044
322045
322018
322017
322059
322026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현대식물학 (Modern Plant Biology)
생태학 및 실험 (Ecology and Lab.)
동물분류학 및 실험 (Animal Taxonomy and Lab.)
식물분류학 및 실험 (Plant Taxonomy and Lab.)
면역학 (Immunology)
분자유전학 (Molecular Ge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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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22022
322042
322020
322043
322046
322047
322048

비교해부학 및 실험 (Comparative Anatomy and Lab.)
동물생리학 (Animal Physiology)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생물화학 (Biological Chemistry)
식물형태학 및 실험 (Plant Morphology and Lab.)
식물생화학 (Plant Biochemistry)
동물발생학 (Animal Embry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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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학

4-1 전선

322049
322050
322053
322054
322032
322029
322056
322057

생태복원공학 (Restoration Ecology and  Engineering)
식물스트레스생물학 (Plant Stress Biology)
동물환경생리학 (Animal Environmental Physiology)
식물생명공학 (Plant Biotechnology)
발암생물학 (Oncology)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유전자조작법 (Gene Manipulation)
생물논문실험 Ⅰ (Biology Thesis Lab.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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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
생화학

생화학
미생물

4-2 전선

322055
322051
322052
322030
322058

유전체학 (Genomics)
식물형태발생학 (Plant Morphogenesis)
보전생물학 (Conservation Biology)
무척추동물학 (Invertebrates)
생물논문실험 Ⅱ (Biology Thesis Lab. Ⅱ)

3-3-0
3-3-0
3-3-0
3-3-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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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323046
323031
323032
323018
323015

생물리화학
분자생리학
신호전달생화학
식품생화학
분석생화학

생화학전공

324036
324039
324029
324042
324043

발효학
유전공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진화학

미생물학전공

[대학원교과목 중 연계과목]

대학원
학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비고

생물학과

4-1 전선 186016  식물세포생리학 (Plant Cell Physiology) 3-3-0

4-1 전선 186122  바이오의학특론 (Advances in Biomedicine) 3-3-0

4-2 전선 186094  고급생태학 (Advanced Ecology) 3-3-0

4-2 전선 186030  인체분자생물학 (Human Molecular Biology) 3-3-0

▶  생물학전공 교육목표

생물학 전공은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생물계에서 나
타나는 생명현상, 생물학의 일반 원리 및 
응용법을 제시하고 탐구케 하기 위하여 학
생들에게 기초 생물학 전 분야를 폭넓게 
제공하며, 생명현상을 탐구하고 이의 응용
방법을 교육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인격을 
갖춘 교양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생명현상
을 탐구할 순수생물학자와 이를 산업에 응
용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학전공]

세포․분자생물학 (4-4-0)

생명현상의 최소 발현단위인 세포내에서 DNA
의 유전정보가 어떠한 조절과 발현기작을 통하여 
유지, 전달되는지와 유전정보의 발현으로 생성된 
세포내 생성물질들에 의한 세포 소기관 생성과 
구성, 세포분열, 그리고 세포 성장조절 메카니즘
에 대하여 학습한다.

세포․분자생물학 실험 (1-0-3)

세포․분자생물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험 실
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생리․생화학 (4-4-0)

고등 동․식물의 세포, 조직, 기관 및 개체 수
준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생리, 
생화학적 기초 위에서 접근한다. 특히, 동․식물
의 생장과 발달에 수반된 중요 생리적 현상에 대
한 기본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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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생화학 실험 (1-0-3)

생리․생화학에서 학습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동․식물 개체내의 생리 작용을 실험 실습을 통
하여 이해한다.

분류․생태학 (4-4-0)

생물학의 기초과목인 분류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 종의 개념
과 개체군 및 군집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생물
계와 환경과의 생태학적 상호작용과 특성을 개괄
적으로 학습한다.

분류․생태학 실험 (1-0-3)

분류․생태학의 이론 강의를 바탕으로 자연 생
태계에서 생물체의 동정방법과 분류 기법을 학습
하며 생물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야외실습으로 진
행한다.

곤충학 (3-3-0)

곤충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습성, 행동, 환
경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공부한다.

유전학 (3-3-0)

생물의 유전현상, 유전물질의 본질, 멘델유전법
칙 및 유전자 발현과 제어, 돌연변이 등의 기본적 
기작을 탐구해서 유전현상의 본질과 분자생물학
적 기작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미생물학 (3-3-0)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현상을 
비롯하여 미생물과 환경 또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을 이해함으로써

미생물 수준에서 생명현상에 대한 원리를 개괄
적으로 학습한다.

비교해부학 및 실험 (3-2-3)

동물의 각 분류군에 따른 해부학적 구조를 강
의와 실습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각 구조에 따
른 기능을 

이해시킴으로써 진화와 계통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다.

동물생리학 (3-3-0)

동물의 생명현상을 동물의 세포, 조직, 기관 및 
개체 수준의 범위에서 구조와 기능, 대사현상을 
생체 분자의 본질 효소작용기작, 물질대사를 통해 
이해하고 학습한다.

분자생물학 (3-3-0)

DNA의 유전정보가 어떻게 생체 고분자 물질
인 단백질과 효소로 발현되는지와 그 발현의 과
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전자 조절 메카니즘등
에 대하여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유전자발현이 어
떻게 조절되는가를 분자 수준에서 연구 토의 한다.

생물화학 (3-3-0)

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현상, 반응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생체 분자의 분자적 
본질, 효소작용 기작, 물질대사 등을 학습한다.

식물생리학 (3-3-0)

고등 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빛 에너지 획득과 
유기화합물 내의 저장에너지 추출을 위한 광합성 
및 호흡과정, l질소와 황 등의 대사과정, 물과 무
기염류의 흡수 및 수송, 개화와 종자 형성 등과 
같은 주요 생리, 생화학적 사건들을 식물체를 구성
하는 세포, 조직, 기관의 구조적 특성과 그리고 빛, 
온도 등의 환경요인과 상호 연계하여 고찰한다.

현대식물학 (3-3-0)

현대식물학은 식물 조직의 생성과정과 상호관
계 및 식물체의 각종 물리․화학적 성질을 학습
하며, 식물의 생태환경적 중요성과 그 이용을 위
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식물체를 형질전
환하는 다양한 방법등을 다루게 되며, 식물학의 
최신 문헌을 통하여 학문적 동태를 추적한다.

생태학 및 실험 (3-2-3)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을 개체, 개체군 및 군
집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하여 연구하며, 
강의와 아울러 야외실습이 병행된다.

동물분류학 및 실험 (3-2-3)

동물군 상호간의 계통적인 유연관계와 분류 체
계적인 개념을 이해 시키고 각종 동물을 직접 관
찰하거나 표본을 통하여 형태비교 및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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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체계적인 분류방법을 습득한다.

식물분류학 및 실험 (3-2-3)

생물분류의 기초인 종에 대한 개념과 변이 및 
진화로 이어지는 종분화 과정을 설명하고 식물분
류체계를 학습한다. 또한 식물계를 구성하는 과, 
속, 종 등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시키고 실
험수업을 통해서 분류형질의 특징들을 직접 비교 
관찰한다.

식물형태학 및 실험 (3-3-0)

식물 각 기관의 외부형태학적 형질의 다양성을 
비교하고, 식물체 내부의 조직 및 기관별 특징과 
기능을 익히며 실험수업을 통해 조직들을 직접관
찰하고 확인하여 식물체 내․외부의 형태적 다양
성을 알게한다.

면역학 (3-3-0)

면역의 기본개념을 파악하여 면역계의 구성과 
조절에 대해 유전자적 수준에서 학습하고 여러 
가지 면역반응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을 학습한다.

분자유전학 (3-3-0)

화학적으로 본 유전자, 유전자의 복제와 재조
합, 원핵세포생물에서의 전사와 그 조절 기작, 진
핵세포 생물의 유전자 해독,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발암, 세균과 파아지형질의 유전양상, 다세포 생
물의 발생, 유전자 조작과 그 이용을 공부한다.

식물생화학 (3-3-0)

식물은 동물과 달리 엽록체 등 특별한 세포 소
기관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
의 유기물질을 무기탄소, 질소, 인산 및 황등과 같
은 저분자로부터 탄소대사(광합성), 질소 대사 및 
황 대사 등을 통하여 직접 생합성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처럼 다재 
다능한 생합성 능력을 지닌 식물의 중요 대사과정
을 그들의 체제와 관련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동물발생학 (3-3-0)

동물 생식세포의 수정으로부터 기관 및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 기능적 활동의 추이, 기관 및 조
직의 위치관계, 모체와 태아의 기능적 상호관계 
등을 이해한다.

생태복원공학 (3-3-0)

생태복원공학은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 변화와 생태학 연구결과의 축적에 따라 기존
의 공학적 복원 공법에 생태학적 원리를 접목하
는 학제 간 연구이다. 생물 종과 군집의 복원, 산
림, 호소, 습지, 하천, 갯벌 등 서식지의 유형별 
복원과 산불피해지역, 폐광지역 등 특정 원인에 
의해 야기된 교란지의 복원기법에 대해 다룬다.

무척추동물학 (3-3-0)

무척추 동물의 각 분류 군별로 형태적 특징, 
생리, 생활사 등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해한다.

식물스트레스생물학 (3-3-0)

식물은 이동 능력이 없어 불리한 환경에 직면
하여도 탈출할 수 없으므로 생존을 위한 특별한 
적응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발달시켜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활동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급속한 
환경변화가 식물에 스트레스 조건을 형성하여 식
물의 생장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생물학적 스트레스 개념과 식물이 
생물적, 비 생물적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식물형태발생학 (3-3-0)

다양한 식물 생식세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
고 생식세포의 수정 과정과 이를 통하여 식물체 
기관과 조직의 분화와 기능적 활동의 변화과정을 
학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기능상의 연
관관계, 식물의 진화과정을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 개체 발생과 계통발생 과정에서의 구조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생물학 (3-3-0)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물 종다양성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국제협약, 국내 관계
법령을 학습하며,  국내의 멸종위기종, 보호종, 희
귀종 등에 대한 특징과 생물학적 가치 및 보존전
략 등을 다룬다.

동물환경생리학 (3-3-0)

동물의 생명현상을 환경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학
습하여 개체내 생리작용과 형태적 요인이 환경과 
어떠한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진화 발전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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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러한 동물생리학적 기작과 환경요인을 
비교생리학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식물생명공학 (3-3-0)

식물세포배양 및 유전자조작법을 이용하여 품
종 개량과 유전자원의 보존법, 외래 단백질의 생
산 등 식물을 모델로 한 생명공학 분야를 학습한
다.

유전체학 (3-3-0)

세포내 유전물질의 전체 집합인 유전체의 구조
와 기능을 학습한다.

발암생물학  (3-3-0)

암의 발생과 진전에 관련된 제 분야의 최신 연
구내용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경생물학 (3-3-0)

신경계의 활동을 분자, 생리학 수준에서 해석
한다.

유전자조작법 (3-3-0)

재조합 DNA 기술의 원리와 실제를 개괄적으
로 다룬다.

생물논문실험 Ⅰ  (2-0-4)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생물학전공의 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논문작성을 위한 실험법과 관련 문
헌 정보의 수집을  교육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연구계획을 세우고 논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생물논문실험 Ⅱ (2-0-4)

생물논문실험 1의 연속과목으로, 학생이 연구
계획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논
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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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 화학과군

(School of Physics and Chemistry)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28001

328002

물리실험Ⅰ(Experimental PhysicsⅠ)

역학Ⅰ(MechanicsⅠ)

2-0-4

3-3-0 부 필

전선
328003

328004

328005

수리물리학Ⅰ(Mathematical PhysicsⅠ)

현대물리학Ⅰ(Modern PhysicsⅠ)

전자물리Ⅰ(Electronics for Physics Applications I)

3-3-0

3-3-0

2-2-0

부 필

2-2

전필 328006 물리실험Ⅱ(Experimental PhysicsⅡ) 2-0-4

전선
328007

328008

328009

328010

역학Ⅱ(MechanicsⅡ)

수리물리학Ⅱ (Mathematical PhysicsⅡ)

현대물리학Ⅱ (Modern PhysicsⅡ)

전자물리Ⅱ (Electronics for Physics Applications Ⅱ)

3-3-0

3-3-0

3-3-0

2-2-0

3-1

전필
328011

328012

328013

물리실험Ⅲ (Experimental PhysicsⅢ)

전자기학Ⅰ (ElectromagnetismⅠ)

양자물리학Ⅰ(Quantum PhysicsⅠ)

2-0-4

3-3-0

3-3-0

부 필
부 필

전선
328014

328016

328017

열물리학 (Thermal Physics)

전산물리 및 실습 Ⅰ (Computational Physics I with Lab.)

수리물리학Ⅲ (Mathematical PhysicsⅢ)

3-3-0

3-2-2

3-3-0

3-2 전필 328018 물리실험Ⅳ (Experimental PhysicsⅣ) 2-0-4

3-2 전선

328019

328020

328021

328022

328023

328046

328051

328053

328054

328055

328065

전자기학Ⅱ (ElectromagnetismⅡ)

양자물리학Ⅱ (Quantum PhysicsⅡ)

통계물리학 (Statistical Physics)

광학 (Optics)

전산물리 및 실습Ⅱ (Computational Physics II with Lab.)

물리계측론 (Instrumentation for Physics)

물리논문연구Ⅰ (Physics ResearchⅠ)

의물리학 (Medical Physics)

생체계측 (Biomedical Instrumentation)

생체정보분석 (Biomedical Information Analysis)

생체재료 (Biomaterials Science)

A

A

A

A

 A+B

 A

 A+B

 B

 B

 B

B

3-3-0

3-3-0

3-3-0

3-3-0

3-2-2

3-3-0

1-0-2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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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28999

328026

328028

328056

328039

328047

328048

328052

328057

328058

328059

328060

328061

전공세미나Ⅰ (Seminars in PhysicsⅠ)

물리실험Ⅴ (Experimental PhysicsⅤ)

원자핵물리학 (Nuclear Physics)

고체물리학 (Solid State Physics)

물리학특강Ⅰ (Special Topics in PhysicsⅠ)

가속기물리학 (Accelerator Physics)

나노물리학 (Nano-Physics)

물리논문연구Ⅱ (Physics ResearchⅡ)

의용광학 및 실험
 (Biomedical Optics with Experiments)

생체 동역학 (Biodynamics)

방사선물리학 및 실험
(Radiation Physics with Experiments)

물리현장실습Ⅰ

(Internship Program for Physics Major I)

 인공장기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Organs)

A+B

A

 A

 A

 A+B

 A

 A

 A+B

 B

 B

 B

A+B

 B

1-0-2

2-0-4

3-3-0

3-3-0

3-3-0

3-3-0

3-3-0

1-0-2

3-2-2

3-3-0

3-2-2

3-0-6

3-3-0

4-2 전선

328027

328999

328035

328039

328062

328063

328064

입자물리학(Particle Physics)

전공세미나Ⅱ (Seminars in PhysicsⅡ)

물리실험Ⅵ (Experimental PhysicsⅥ)

물리학특강Ⅱ (Special Topics in PhysicsⅡ)

방사선응용 및 실험 
(Applied Radiation with Experiments)

물리현장실습Ⅱ

(Internship Program for Physics Major II)

 인체모델링 및 설계 (Human Modeling and Design)

 A

 A+B

 A

 A+B

 B

 A+B

 B

3-3-0

1-0-2

2-0-4

3-3-0

3-2-2

3-0-6

3-3-0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130079

130087

130097

생체재료
인공장기개론
인체모델링 및 설계

기계의용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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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학과 교육목표

1. 교육 목표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는 기존
의 학문 중심의 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튼튼한 기초학문의 토대위에 지역산업에 맞는 건강 ‧ 생명분
야 전문지식을 겸비한 융합형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성장원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성화 된 교육제도를 구축한다.

2. 교과과정

물리학과를 의물리학 분야로 특성화하고 교과과정을 트랙(A 트랙: 물리학 트랙, B 트랙: 의물리학
트랙)화하여 학부 2학년까지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3학년부터 학생들의 목표에 맞는 트랙을 따르게 
된다. 4학년에는 인턴교육 등과 같은 현장 즉응형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교육과정의 
개념도는 그림 1에서와 같다.

기초 공통 과정 (42학점)
필수: 물리실험I, II, III, IV, 역학I, 전자기학I, 양자물리학I선택: 수리물리학I, II, III, 전자물리 I, II, 열물리학, 역학II, 현대물리학I, II, 전산물리학 및 실습I

A트랙: 물리학 트랙(21학점)
전자기학II, 양자물리학II, 
통계물리학, 광학, 전산물리학 
및 실습II, 물리계측론, 
물리실험V, VI, 원자핵물리학, 
고체물리학, 가속기물리학, 
나노물리학, 입자물리학 

B트랙: 의물리학 트랙(21학점)
의물리학, 생체계측, 
생체정보분석, 의용광학 및 
실험, 생체동역학, 
방사선물리학 및 실험, 
방사선응용 및 실험

물리논
문연구
I, II,
전공세
미나I, 
II,
 
물리현
장실습
I, II,
 
물리학
특강I, 
II

현장 즉응  과정(

6학점)

대학원진학
연구소
나노산업체

의료관련산업체취업
의공학대학원진학
병원취업
의학전문대학원

학내 관련학과 전공과목 
(3 과목)

(그림 1) 교과과정 개념도

3. 교과과정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물리학과의 의물리학 특성화 트랙교과과정은 기존 물리학과나 타 대학/전공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융합형 교육과정 -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을 연계하여 융합형 중견․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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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 강원도 지역특화산업 분야인 동시에 강원대학교 특성화 분야인 의료관련분야로 특성화하여 지역
산업 인력 양성

- 지역산업과 산학협동이 용이한 인턴제도 등 교육과정에 의해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고 재학생 
결원율 감소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및 지역기업 만족도 상승
- 대학 내 타 전공․학과와 연계가 용이

∙ 현장 즉응형 교육과정

- 자격증프로그램과 현장실습 등 현장 즉응형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이나 연구소등에서 목적 
지향적 프로젝트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가능

∙ 목적 지향적 능동형 교육과정

- 트랙선택, 졸업논문과제 수행, 현장실습 및 인턴과정실시 시 학생 스스로 각자의 적성에 맞는 과
제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동형 교육과정

- 기존 물리학과 교육과정과는 달리 의용광학, 방사선물리학 및 실험, 방사선응용 및 실험 등과 같
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설로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목적지향
형 교과과정

  

물리실험Ⅰ (2-0-4)

실험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전자회로의 기초 실
험을 한다. 주로 아날로그 전자회로 및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소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 소자들과 op 증폭기를 이용한 응용
회로를 제작하여 고급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초지
식을 배양한다.

 
역학Ⅰ (3-3-0)

역학은 물리전공 학생을 포함한 이공계 전공학
생에게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전역학을 공부함으
로써 상위 물리학과목 이수에 필수적인 다양한 
물리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역학 I에서는 뉴턴 
역학, 조화진동자, 비관성계, 3차원계에서 입자운
동 등을 다룬다. 일반물리학과 기초 미적분학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물리실험Ⅱ (2-0-4)

본 교과목에서는 물리학에서 응용되는 디지털
소자에 대한 특성 및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기본
적인 논리회로 소자에 대하여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응용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연결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변장치를 조절하는 실험
을 한다.

물리실험Ⅲ (2-0-4)

현대물리학에 소개되는 중요한 물리적 개념을 
실험적으로 탐구하여 물리학을 체험적으로 이해
하도록 한다. 관련된 실험으로 기본전하량, e/m, 
플랑크-헤르츠 실험 및 전자회절 실험 등을 수행
한다.  

전자기학 Ⅰ  (3-3-0)

자연과학 및 공학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적
인 전기와 자기에 관한 기본 원리를 공부한다. 세
부내용으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기본법칙, 유전
체와 자성체의 전자기적 특성, 기초전기회로, 전
자기유도현상, 전자파의 발생과 전파 특성 등에 
대해 강의한다.

양자물리학 Ⅰ (3-3-0)

양자물리학은 물질과 빛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교과목이다. 양자물리학 I에서는 양자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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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원, 양자역학의 수학적 도구, 양자역학의 기
본 가설, 파동방정식, 1차원 포텐셜 문제, 단조화
운동, 각운동량 등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한다. 

물리실험Ⅳ (3-3-0)

물리실험 III에 이어 물리학과 관련된 실험으로 
보어모델, 가이거-뮬러 계수기, 방사선 측정, 고체
의 전기특성 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다. 

수리물리학 Ⅰ (3-3-0)

수리물리학은 물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적인 수학을 다루는 과목이다. 수리물리학 I 에서 
상미분과 편미분방정식, Fourier 분석 등의 개념을 
공부하고 물리학에 응용 방법을 강의한다.

현대물리학Ⅰ (3-3-0)

고전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한 현대물리학은 크
게 양자물리학과 상대성이론으로 구성된다. 빛의 
간섭과 회절을 공부하고, 물질의 파동성 및 빛의 
입자성 (빛과 물질의 이중성), 알파입자산란실험
과 러더포드원자모형, 보어원자모형, 불확정성원
리 등을 다룬다. 또한 빠른 속도의 입자운동을 지
배하는 특수상대성이론도 강의한다.

전자물리Ⅰ (2-2-0)

본 교과목에서는 전자 소자와 회로에 관한 기
본개념을 이해하고 특히 신호의 증폭과 조절특성
에 대하여 학습하여 물리량의 측정과 실험 물리
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학Ⅱ  (3-3-0)

역학 I에 연속해서 뉴턴 역학의 응용을 다룬다. 
고전 중력계, 동력학계, 강체 운동역학, Lagrange 
역학을 공부한다. 

수리물리 Ⅱ (3-3-0)

수리물리학은 물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적인 수학을 다루는 과목이다. 수리물리학 II에서 
선형대수학, 벡터해석, 복소해석 등의 공부하고 
물리학에 응용 방법을 강의한다.

현대물리학Ⅱ (3-3-0)

에너지 양자화와 터널효과 등과 같은 주된 양
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한 일차원 문제를 
통해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원자 및 분자의 구

조, 응집물질계, 핵과 기본입자의 성질을 다룬다.

전자물리Ⅱ (2-2-0)

본 교과목에서는 논리게이트, 논리회로, 디지털
-IC, 레지스터, 카운터, AD 및 DA 변환기, 컴퓨
터, 오디오시스템, 라디오와 텔레비젼, 전화기 시
스템에 대해 강의한다.  

열물리학 (3-3-0)

열역학적 계의 거시적 성질을 구성인자들의 거
동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에다가 기본 통계 가정
을 결합시켜서 기술하는 통계 열역학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계 열역학의 기본인 
미소정준 앙상블을 통해서 엔트로피, 열, 일, 온도 
등 기본적인 열역학적 양들을 공부하고, 이상기체
계에 적용해 본다. 또한, 모든 열역학적 정보를 
담은 열학적 포텐셜(내부 에너지, 엔탈피, 헴홀쯔 
자유에너지, 깁스 자유에너지)을 통해서 비열, 부
피 팽창계수, 압축율, 자기 감수율 등 전형적인 
열역학적 양들을 구하고, 자유 팽창, 단열 팽창, 
열기관등 대표적인 열역학적 과정도 공부한다. 

전산물리 및 실습Ⅰ (3-2-2)

물리학이나 의물리학 분야에서 응용되는 수치
해석적 방법을 익히는 과목이다. 전산물리학 I 에
서는 개체지향프로그램(JAVA 혹은 C++언어)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리학
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처리 방법과 여러 가
지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공부하고 물리학 현상들
의 가시화(visualization)하고 에니메이션(animation) 
방법과 간단한 모사법(simulation)에 대해 강의
한다.

수리물리학Ⅲ (3-3-0)

수리물리학은 물리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
적인 수학을 다루는 과목이다. 수리물리학 III 에
서 수치해석, 확률과 통계 등의 개념을 공부하고 
물리학에 응용 방법을 강의한다.

전자기학 Ⅱ (3-3-0)

전기 및 자기 현상에 대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에 다양하게 응용되는 기초적인 개념정립에서부
터 전자기학의 고급응용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맥스웰 방정식의 기본 개념과 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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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습하고, 도파관 (wave guide), 안테나의 원
리 등 전반적인 전자기 응용에 대해 강의한다. 

양자물리학 Ⅱ (3-3-0)

양자물리학은 물질과 빛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교과목이다. 양자물리학 II에서는 3차원 문
제 (직각좌표계와 구면극좌표계에서의 3차원 문
제), 각운동량의 덧셈, 꼭같은 입자들의 파동함수 
대칭성 (파울리 배타원리, 주기율표, 초전도체, 초
유동체), 근사법 (섭동법, 변분방법, WKB 방법), 
산란 이론 (보른 어림, 부분파 분석)을 공부한다.

통계물리학 (3-3-0)

다체계의 거시적 성질을 계의 구성인자들의 거
동을 지배하는 기본법칙과 기본 통계가정을 통해
서 기술하는 통계물리학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한
다. 통계물리학의 기본인 고립계에 적용되는 미소
정준 앙상블을 통해서 기본적인 열역학적 양들을 
공부하고, 이상기체계와 스핀계에 적용해 본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닫힌계에 적용되는 정준 
앙상블을 도입하고, 대표적인 통계역학적 문제(깁
스 패러독스, 등분배 정리, 고체의 비열, 상자성체 
등)를 다룬다. 아울러, 열린계에 적용되는 대정준 
앙상블도 도입해서, 화학반응계에 적용한다. 끝으
로, 동일 입자계에 적용되는 보즈 및 페르미온 양
자통계를 공부하고, 자유전자 개스계와 흑체 복사
계에 적용해 본다. 

광학 (3-3-0)

광학 전반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다루며 특히 
렌즈, 광파이버 등 기하광학과 간섭, 회절, 홀로그
램 등 파동광학을 주로 강의한다. 광학계의 기본 
소자의 특성과 원리, 광학계의 설계 및 평가 능력
을 갖도록 연습하며, 간섭 및 회절 현상을 이용한 
여러 광학적 방법들도 함께 강의된다.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행렬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
는 과목이다.

전산물리 및 실습Ⅱ (3-2-2)

물리학 연구에 필요한 수치 해석적 방법과 여
러 가지 물리학 모델에 대한 모사법 등을 익힌다. 
강의 내용은 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 방
법, 이미지 처리법, 상미분 및 편미분방정식의 수
치해석적인 풀이법 푸는 방법, Ising Model,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Monte Carlo 
simulation 등에 대해 강의 할 것이다. 강의 수강
을 위해 C++나 JAVA 언어 등 개체지향 컴퓨터 
언어의 지식이 요구된다.

물리계측론 (3-3-0)

본 강의에서는 물리적 측정의 본질, 측정표준, 
불확정도 산정, 전자식 측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 후, 고체 및 표면물리실험, 광학실험, 핵물
리실험, 분광특성, 열 특성 측정에 이용되는 대표
적 센서 및 측정 장치의 원리, 진공기술, 온도측정 
및 조절 기술 등에 대해 강의하여 최첨단 물리 계
측기의 활용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연구 활동 및 
산업현장에 적응 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한다.

물리논문연구Ⅰ (1-0-2)

학부 학사논문연구를 위한 과목으로 학술논문 
작성법, 연구 주제 설정방법, 연구수행과정 중 문
제해결 방법 등의 습득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개
발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학과 및 타 관련학과 교
수의 지도 아래 물리 및 의물리 분야의 학부 수
준 전문 연구를 수행한다. 

의물리학 (3-3-0)

본 강의에서는 생체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강의한다. 뼈 근육의 
구조 역학적 특성, 생체 반응의 열역학적 특성, 
혈압의 유체 역학적 특성, 안구의 광학적 특성 및 
기타 생체의 특성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여 생체
의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획득하도록 한다. 

생체계측 (3-3-0)

인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하며 특히 MRI, 초음
파, Laser 등, 비 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기기들에 
대한 기본 원리와 작동특성 및 응용에 대하여 강
의한다.

생체정보분석 (3-3-0)

기초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학에서 응용되는 의료영상, 전기신호, 음성
신호 등 생체신호 처리의 기본 원리 및 분석방법
에 대해 강의한다. 기초적인 생체 신호인 뇌전도 



－ 636 －

(EEG), 심전도 (ECG), 근전도 (EMG)의 위전도 
(EGG)특성을 파악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신호 처리 방법을 소
개하고 초음파, CT, MRI 및 PET 등 진단기기에 
응용되는 영상 및 자기신호의 원리 및 기초적인 
처리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전공세미나Ⅰ (1-0-2)

학내 및 외부 연사 초청에 의한 물리학과 콜로
키움을 통하여 현재 물리학 및 의물리학 관련분
야의 최신 정보 및 추세를 접합으로서 물리학 전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물리실험Ⅴ (2-0-4)

첫 번째 고급실험과정으로 물성물리학 분야의 실
험을 수행하는 과목이다. 진공원리 및 기술, 박막 
제작 및 두께 측정, 전자회절과 응용, Hall효과 실
험, 초전도체 특성 및 응용 등에 대한 실험을 한다. 

원자핵물리학 (3-3-0)

핵물리학은 핵의 구조와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
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강의에서는 핵물리학
의 발전과정, 핵모형, 핵의 집단운동, 핵반응, 핵
붕괴, 핵분열과 핵천체물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또한 최근 핵물리의 연구동향 및 새로운 실험결
과를 강의 중 틈틈이 소개한다.

고체물리학 (3-3-0)

고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해 격자의 결정구조, 
X-선 산란과 구조분석, 격자진동, 금속과 합금의 
자유전자모형, 에너지밴드이론, 비열 및 수송특성, 
초전도 및 반도체 특성에 대해 강의한다.

물리학 특강Ⅰ (3-3-0)

미리 설정된 주제가 없이 물리학이나 의물리학 
전 분야에서 강의 개설 시점 현재 제일 많은 관
심을 모으는 분야나 혹은 아직 정규교과과정으로 
정립되지 않아 정규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
에 대해 강의한다. 매학기 수강신청 전 이 과목이 
다룰 주제와 참고문헌에 대해 공고가 있을 것이다. 

가속기 물리학Ⅰ (3-3-0)

가속기의 종류, 가속기의 기본원리, 가속기의 

응용 등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의료용 방사성 동
위원소 생산을 위한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원리
와 응용, 방사성 가속기의 원리와 응용, 자유전자
레이저, 차세대 선형가속기, 중성미자 및 입자물
리 연구를 위한 양성자가속기, 의료 및 산업체 응
용 연구를 위한 저에너지 가속기, 의료 전용의 중
입자 가속기에 대해 강의한다.

나노물리학 (3-3-0)

나노물리학의 입문과정으로 이 강의의 수강을 
위해 물리학 기본지식 (역학, 전자기학, 양자물리
학, 통계물리학)이 요구 된다. 미시세계에서 표면
의 효과, 나노입자 및 투브의 전기자기, 역학적 성
질, 나노공정 및 응용에 대해 강의하고 이 분야에
서 현재 진행 중인 최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물리논문연구 Ⅱ (1-0-2)

물리논문연구 I의 연속 과목으로 물리 및 의물
리 분야의 학부 수준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학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창의적인 과제 프로잭트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경진대회에 출품하거나, 특허
신청, 상품화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용광학 및 실험 (3-2-2)

기본적인 광학기기를 포함하여 방사선, MRI, 
광섬유 영상장치, 레이저 및 응용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광학현상을 학습하며 의료기기로부터 수
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기법 등을 강의한다. 
관련강의 내용에 대한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

생체 동역학 (3-3-0)

비선형 동역학의 이론 및 방법을 기반으로 대
표적인 생체계인 신경계의 복잡 동역학을 공부하
고자 한다. 특히, 신경 세포에 대한 대표적인 모
형(Hodgkin-Huxley, FitzHugh-Nagumo, Morris-Lecar 
Models)을 통해서 외부 구동에 대한 Firing, 
Spiking Rate Adaptation, Bursting, Hysteresis 등 다
양한 동역학적 반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
다. 또한, 동역학적 거동에 미치는 건설적인 잡음
(noise) 효과, 시냅스를 통한 신경신호의 전달 체
계, 신경 시계열 분석도 학습하고자 한다.  

방사선 물리학 및 실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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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분야에 종사 (의료기기관련 직종, 비파
괴분석관련 직종, 원자력관련 직종, 의학 물리사 
등)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방사선 물리학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특수상대성 이론, 원자핵 
물리학,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루고 방사선의 종
류, 검출원리 및 방사능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또한 이론과 관련된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물리현장실습Ⅰ (3-0-6)

학생들의 현장즉응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해 능
동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이다. 산업체,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에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에 인턴과정을 수행하거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을 한다. 수강생들은 학기 시작 전 지도교수나 학
과장과 상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실습계획
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방학 중 인턴 과정을 시행
하는 경우 학기 중에는 'I'학점을 부여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입자물리학 (3-3-0)

입자물리학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입자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물
리학 분야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의 물리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고에너지 물리학이라고도 
한다. 이 강좌의 전반부에서는 입자물리학의 발
전, 실험방법, 입자물리학에서의 보존법칙과 응용
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전자기상호작용, 약상호
작용, 강상호작용을 다룬다. 입자물리학의 최신 
이론인 대통일장 이론과 끈이론을 소개하는 시간
도 갖는다. 양자역학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학내 및 외부 연사 초청에 의한 물리학과 콜로
키움을 통하여 현재 물리학 및 의물리학 관련분
야의 최신 정보 및 추세를 접합으로서 물리학 전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증진하도록 한다.

물리실험Ⅵ (2-0-4)

두 번째 고급실험과정으로 광학 및 핵물리학 
분야의 실험을 수행하는 과목이다.  빛의 회절․

간섭․편광 및 응용, Laser 원리 및 응용, 방사선 
특성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에너지 준위 등에 대
해 실험을 한다.

물리학특강Ⅱ (3-3-0)

미리 설정된 주제가 없이 물리학이나 의물리학 
전 분야에서 강의 개설 시점 현재 제일 많은 관심
을 모으는 분야나 혹은 아직 정규교과과정으로 정
립되지 않아 정규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매학기 수강신청 전 이 과목이 다
룰 주제와 참고문헌에 대해 공고가 있을 것이다. 

방사선 응용 및 실험 (3-2-2)

방사선 물리학의 심화과정으로 직접 전리성 방
사선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선)과 물질과의 상호
작용, 간접 전리성 방사선 (하전입자)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량 등에 관
하여 공부하며 Radiation Technology (RT)의 최근 
연구 성과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이론과 
관련된 실험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물리현장실습Ⅱ (3-0-6)

학생들의 현장즉응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해 능
동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이다. 산업체, 
연구소, 대학실험실 등에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에 인턴과정을 수행하거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을 한다. 수강생들은 학기 시작 전 지도교수나 학
과장과 상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실습계획
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방학 중 인턴 과정을 시행
하는 경우 학기 중에는 I학점을 부여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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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29001
329002
329006
329003

 유기화학 Ⅰ (Organic Chemistry Ⅰ)
 분석화학 Ⅰ (Analytical Chemistry Ⅰ)
 물리화학 Ⅰ (Physical Chemistry Ⅰ)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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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2-2

전필
329005
329007
329011

 유기화학실험 Ⅰ (Organic Chemistry Lab. Ⅰ)
 물리화학실험 Ⅰ(Physical Chemistry Lab.Ⅰ)
 무기화학 Ⅰ (Inorganic Chemistry Ⅰ)

1-0-3
1-0-3
3-3-0 부필

전선 329004
329008

 유기화학 Ⅱ (Organic Chemistry Ⅱ)
 물리화학 Ⅱ (Physical Chemistry Ⅱ)

3-3-0
3-3-0

3-1 전선

329019
329009
329010
329012
329021
329014
329016
329017
329018

 무기화학 Ⅱ (Inorganic Chemistry Ⅱ)
 물리화학실험 Ⅱ (Physical Chemistry Lab.Ⅱ)
 유기화학실험 Ⅱ (Organic Chemistry Lab. Ⅱ)
 유기화학 Ⅲ (Organic Chemistry Ⅲ)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생화학 Ⅰ (BiochemistryⅠ)
 화학컴퓨터 (Computers in Chemistry)
 분석화학 Ⅱ (Analytical Chemistry Ⅱ)
 논문연구 Ⅰ (Undergraduate Research Ⅰ)

전공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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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29020  무기화학실험 (Inorganic Chemistry lab.) 1-0-3

전선

329030
329032
329022
329023
329024
329025
329027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roscopy)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유기합성 및 실험 (Organic Synthesis and Lab.)
 생화학Ⅱ (Biochemistry Ⅱ)
 이론화학개론 (Introduction to Theoretical Chemistry)
 논문연구Ⅱ (Undergraduate Research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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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29028
329029
329037
329033
329043
329034
329044
329045
329035
329050
329051

 기기분석 및 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Lab.)
 물리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Physical Chemistry)
 고분자화학개론 (Introduction to Polymer Chemistry)
 유기분석및실험 (Organic Qualitive Analysis & Lab.)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통계열화학 (Statistical Thermodynamics)
 고등물리화학 (Advanced Physical Chemistry)
 고등무기화학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논문연구 Ⅲ (Undergraduate Research Ⅲ)
 화학연구 (Research in Chemistry)
 화학연구실험 (Laboratory in Chemical Research)

A
A

3-2-3
3-3-0
3-3-0
3-2-3
3-3-0
3-3-0
3-3-0
3-3-0
3-0-6
3-3-0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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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329036

329039

329041

329026

329046

329047

329042

329048

329049

329052

329053

 유기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Organic Chemistry)

 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Chemistry)

 무기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Inorganic Chemistry)

 화학반응속도론 (Chemistry Kinetics)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나노화학 (Nano Chemistry)

 기기분석특강
 (Special Topics in Instrumental Analysis)

 고등분석화학 (Advanced Analytical Chemistry)

 고등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현장화학 (Practical Chemistry)

 현장화학실험 (Laboratory in Practical Chemistry)

B

B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화학과 교육목표

전공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선택성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며, 졸업 후 기초화학
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거나 고급과학기술
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대학원과정에 진
학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향상된 자질을 갖
추게 된다.

유기화학 Ⅰ (3-3-0)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결
합구조 및 작용기들의 반응, 유기물질의 합성을 
공부한다.

분석화학 Ⅰ (3-3-0)

물질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화학분석법들 중에서 고전분석법과 전
기화학적 분석법들을 소개한다.

물리화학 Ⅰ (3-3-0)

열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평형에 도달한 
계가 나타내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물리화학
적 성질을 이해한다. 

분석화학실험 (1-0-3)

고전적 화학분석법들 중에서 산염기적정, 침전
형성적정, 착화적정등을 실습한다.

유기화학실험 Ⅰ (1-0-3)

유기화합물의 성질, 구조, 합성 및 반응과정에 
대한 강의와 실험을 실시한다.

물리화학실험 Ⅰ (1-0-3)

여러가지 계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물리화학과목에서 배운 여러가지 법칙
에 대해 이해한다.

무기화학 Ⅰ (3-3-0)

분자의 구조에 관한 현대이론, 화합결합, 산과 
염기, 주기율표, 그리고 착화합물들과 관련된 제
반사항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유기화학 Ⅱ (3-3-0)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결
합구조 및 작용기들의 반응, 유기물질의 합성을 
공부한다.

물리화학 Ⅱ (3-3-0)

열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평형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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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나타내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물리화학
적 성질을 이해한다. 

무기화학 Ⅱ (3-3-0)

분자의 구조에 관한 현대이론, 화합결합, 산과 
염기, 주기율표, 그리고 착화합물들과 관련된 제
반사항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물리화학실험 Ⅱ (1-0-3)

여러가지 계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물리화학과목에서 배운 여러가지 법칙
에 대해 이해한다.

유기화학실험 Ⅱ (1-0-3)

유기화합물의 성질, 구조, 합성 및 반응과정에 
대한 강의와 실험을 실시한다.

유기화학 Ⅲ (3-3-0)

유기화학II에 대한 연속강의로 페리사이클 반
응, 탄수화물, 아미노산, 단백질, 리피드 등의 생
체분자 및 천연물에 대하여 취급한다.

양자화학 (3-3-0)

 기초적인 양자론, 원자 및 분자의 구조, 그리
고 화학결합을 이해한다.

생화학 Ⅰ (3-3-0)

생체분자의 구조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화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화학컴퓨터 (3-3-0)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에서의 이론
적인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아울러 
여러가지 유형의 실험치의 해석 및 처리를 연습
한다.

분석화학 Ⅱ (3-3-0)

물질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화학분석법들중에서 고전분석법과 전기
화학적 분석법들을 소개한다.

논문연구 Ⅰ (1-0-2)

이학사학위의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졸업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무기화학실험 (1-0-3)

무기물질의 정제, 간단한 무기화합물의 합성 및 
확인, 착물의 제조와 이성질체의 확인을 다룬다. 

유기금속화학 (3-3-0)

유기금속화합물의 분류, 합성, 반응 및 촉매작
용등을 다룬다.

분자분광학 (3-3-0)

양자화학을 기초로 하여 원자 및 분자의 구조
와 동역학을 회전, 진동, 그리고 전자스펙트럼을 
통하여 이해하고 분광학적인 기술을 간략히 소개
한다.

물리유기화학 (3-3-0)

유기반응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의 습득을 
목표로 하며, 실험적 증거를 반응과정에 대한 이
론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유기합성 및 실험 (3-2-3)

현대 유기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개념, 방법론, 합성목표화합물에 대한 지식
전달과 합성에 필요한 계획 및 유기분석법에 관
한 설명을 다룬다.

생화학 Ⅱ (3-3-0)

생체분자의 구조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화학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이해한다.

이론화학개론 (3-3-0)

원자 및 분자의 구조 그리고 화학반응을 설명
하는 고전역학 및 양자역학에 관한 기초이론을 
소개한다.

기기분석 및 실험 (3-2-3)

분광학적분석법 및 크로마토그라피등에 의해 
물질에 관한 정성 및 정량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을 배운다.   

물리화학특강 (3-3-0)

물리화학분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
제들을 선택하여 공부한다.  

고분자화학 개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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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물질의 정의와 개념, 합성반응의 과정등
을 다룬다.  

유기분석 및 실험 (3-2-3)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써 NMR, IR, UV, 그리고 MASS SPECTROMETER 
등의 기기들의 사용방법 및 얻어진 스펙트럼들의 
해석법에 관하여 공부한다.

환경화학 (3-3-0)

대기, 토양, 그리고 수질과 같은 주변 환경에서 
펼쳐지는 화학적 반응들과 그 생성물들에 관한 
정보들을 다룬다.

통계열역학 (3-3-0)

평형에 있는 계의 열역학적인 성질 그리고 여
러가지 물리적인 성질을 통계열역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한다.

      
고등물리화학 (3-3-0)

계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 양자화학 및 열역
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부한다.

고등무기화학 (3-3-0)

화학결합, 산과 염기, 착화합물들과 관련된 제
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논문연구 Ⅲ                       (3-0-6)

이학사학위의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졸업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화학연구                         (3-3-0)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할 연구활동에 관련된 지
식을 습득한다.

 
화학연구실험                       (3-3-0)

대학원 과정에서 수행할 연구활동에 관련된 실
험활동을 수행한다.

유기화학특강 (3-3-0)

현대의 유기화학이 지향하고 있는 분야들을 학
부수준에서 쉽게 해설한다.

화학특강 (3-3-0)

화학분야에서 최근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추구한다.

무기화학특강 (3-3-0)

양자역학적인 개념에 의한 결합론을 도입하고 
흡수스펙트럽에 관한 이론 및 해석방법 그리고 
응용성을 다룬다. 

화학반응속도론 (3-3-0)

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 및 분자들의 운동에 대
한 통계적 그리고 동역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거시
적인 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의약화학 (3-3-0)

화학에서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의약분야에서 
활용되는 화학관련 정보들에 관해 다룬다.   

나노화학 (3-3-0)

거시적인 물질세계를 다루는 화학적 지식을 바탕으
로 미시적인 입자들이 관련된 화학적 정보들을 다룬다.

기기분석특강 (3-3-0)

오늘날 많은 첨단 분석기기들이 개발되어 여러 
가지 연구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첨단 분석기기
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작동원리, 응용 등을 
살펴본다. 

 
고등분석화학 (3-3-0)

평형 (산/염기, 침전형성, 산화/환원, EDTA착물
형성)에 관한 정량적 접근을 강의한다.

고등유기화학 (3-3-0)

유기화학의 반응, 구조에 관한 원리 및 메카니
즘, 기본적인 합성에 관한 지식습득.

현장화학 (3-3-0)

화학관련 업체 및 연구소에서 적용하는 화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현장화학실험 (3-3-0)

화학관련 업체 및 연구소에서 적용되는 화학실
험을 현장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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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 지구물리학과군

(School of Geology and Geophysics)

지질학과 (Department of Ge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30019
330082

광물학 및 실험 (Mineralogy & Lab) 
화석과 지구진화학 및 실험 
(Fossils and Evolution of the Earth & Lab)

3-2-2
4-3-3 부필

전선 330045 지구물리학 개론 (Introduction to Geophysics) 3-3-0

2-2

전필 330070 퇴적지질학 및 실험 (Sedimentary Geology & Lab) 4-3-3 부필

전선
330059
330039
330048

조암광물학 및 실험 (Rock-Forming Mineralogy & Lab) 
야외지질학 및 실험 (Field Geology & Lab) 
자연환경과 재해 (Natural Environment &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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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30009
330071

구조지질학 및 실험 (Structural Geology & Lab) 
화성변성암석학 및 실험
(Igneous & Metamorphic Petrology & Lab) 

3-2-2
4-3-3 부필

전선
330016
330049
330069
330999

지구화학 및 실험 (Geochemistry & Lab) 
해양지질학 (Marine Geology) 
지하수학 및 실험 (Hydrogeology & Lab) 
전공세미나Ⅰ(Tutorial Semina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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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30051
330053
330017
330072
330052

330073

330061

330062

330063

330064

결정학 및 실험 (Crystallography & Lab) 
지구화학분석학 (Geochemical Analysis & Lab) 
광상학 및 실험 (Economic Geology & Lab) 
원격지질학 (Remote Sensing Geology)
지구물리탐사 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Geochemical Exploration & Lab) 
지질정보분석 및 실험
(Geological Information Analysis & Lab) 
층서․퇴적 조사 및 해석Ⅰ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Stratigraphy & Sedimentary Ⅰ)
암석․지화학 조사 및 해석Ⅰ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Petrology & Geochemistry Ⅰ) 
변성․구조 조사 및 해석Ⅰ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Metamorphic & Structural Geology Ⅰ) 
광물․화석 조사 및 해석Ⅰ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Mineralogy & Paleontology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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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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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330057

330058

330074

330040

330075

330076

330034

330999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제4기 지질학 (Quaternary Geology) 

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 Lab) 

자원지질학 (Resource Geology) 

에너지지질학 개론 (Energy Geology) 

석재암석학 및 실험 (Dimension Stone Petrology & Lab)

응용광물학 및 실험 (Applied Mineralogy & Lab)

전공세미나 Ⅱ (Tutorial Seminar Ⅱ) 

3-3-0

3-3-0

3-2-2

3-3-0

3-3-0

3-2-2

3-2-2

1-0-2

院연계

院연계

4-2 전선

330077

330035

330078

330079

330080

330081

330065

330066

330067

330068

행성지질학 (Planetary Geology) 

한국지질론 (Geology of Korea) 

광물공학 및 실험 (Mineral Engineering & Lab) 

문화재지질학 (Geology for Heritage and Cultual 

Properties) 

관광지질학 (National Parks and Monuments) 

지질공학 현장실습 (Geological Engineering Practice) 

층서․퇴적 조사 및 해석Ⅱ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Stratigraphy & Sedimentary Ⅱ) 

암석․지화학 조사 및 해석Ⅱ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Petrology & Geochemistry Ⅱ) 

변성․구조 조사 및 해석Ⅱ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Metamorphic & Structural Geology Ⅱ)

광물․화석 조사 및 해석Ⅱ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Mineralogy & Paleontology Ⅱ)

3-3-0

3-3-0

3-2-3

3-3-0

3-3-0

2-0-2

3-3-0

3-3-0

3-3-0

3-3-0

▶ 지질학과 교육목표

지질학은 전통적인 자연과학의 한 분야
이나, 최근 건설, 환경 및 재료 등의 분야
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우리학과는 이
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순
수 지질학을 교육하는 한편, 사회 산업 분
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교육도 병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교육 
목표를 갖고 있다. 지질학과가 특화하여 교
육하고자 하는 전문 산업 분야는 지질공학, 

자원 및 광물 산업, 그리고 자연유산 및 문
화관광 분야이다. 이 분야들은 지질학의 특
성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척 여
지가 많아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여 높은 
경쟁력을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광물학 및 실험 (3-2-2)

지각 구성 물질의 지질학적 기본 단위인 광물
의 결정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을 학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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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에서의 광물의 생성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화석과 지구진화학 및 실험 (4-3-3)

화석의 정의, 화석의 생성과정, 기재방법, 화석
의 분류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질시
대의 고환경과 고지리 구명한다. 또한 화석에 근
거하여 지구생성 이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생물
의 변천과정과 지구의 진화과정을 체계적으로 학
습하여 지구의 역사를 이해한다. 또한 한국의 지
질의 분포와 특징 및 화석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지구물리학개론 (3-3-0)

판구조론, 지자기학, 중력, 지질연대학, 지진학 
및 지질학 등에서 추정되는 고체지구에 대한 구
조 및 동력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한다. 판
구조론은 지각과 맨틀에 대한 연구결과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지구내부에서 발생하는 동력적인 변
화 과정을 강조한다.

퇴적지질학 및 실험 (4-3-3)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중 퇴적암의 암석학적 
연구방법과 퇴적암에 대한 퇴적환경 및 속성작용, 
현생과 고기 퇴적층의 퇴적물 조직과 광물조성, 
퇴적구조를 분석하여 유체역학적인 퇴적물의 이
동 측정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각 퇴적환경 -육성환
경, 해안환경, 해양환경- 별로 퇴적암의 생성환경
을 복원하여 퇴적암의 성인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조암광물학 및 실험 (3-2-3)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인 조암광물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및 다른 광물과의 공생
관계를 학습함으로서 기본적인 지질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암석의 육안적, 현미경적인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학습목적이 있다.

야외지질학 및 실험 (3-2-3)

야외에서 암석식별법과 기재법 그리고 암석의 
각종 구조요소들을 관찰 측정하고 기재하는 방법
을 배우며 여러 암층간의 접촉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각종의 mapping 법을 소개한다. 또
한 야외에서 얻은 자료들을 도면에 정리하는 방
법과 이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방법
을 배운다. 

자연환경과 재해 (3-3-0)

지질학적 환경 중에서 인간생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구분하여 그 특성과 요소들을 살
펴보고 특히,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대규
모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며 지질학적 기록을 남
기는 자연재해들-지진, 화산폭발, 홍수 등은 물론 
범세계적 지구환경변화에 대해서 배운다.

구조지질학 및 실험 (3-2-3)

변형구조요 소들의 종류와 그 기하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연속체역학 이론의 기초지식과 구조지
질학에서의 기본적인 응용을 배운다. 또한 노두규
모의 구조요소들을 이용한 운동학적인 해석방법
과 구조요소들을 종합하여 지역규모의 구조를 해
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화성변성암석학 및 실험 (4-3-3)

화성암과 변성암의 산출상태와 조직 및 구조, 
조암광물 및 상평형관계, 마그마의 성인과 지구내
부의 구조 및 성질, 마그마작용과 지구조운동과의 
관계 등을 이해한다.

지구화학 및 실험 (3-2-2)

지질학적인 여러 현상과 과정을 화학적인 측면
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의 적
응 능력을 배양시킨다.

해양지질학 (3-3-0)

현생 해양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질학 분야를 다
루며, 판구조론, 해양퇴적환경, 퇴적물의 이동, 고
기후 및 고해양을 이해한다.

지하수학 및 실험 (3-2-2)

지하수의 산출 및 이동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과 지하수의 활용 및 이로 인한 지하수 환경문제
에 관한 강좌로 우물에서의 지하수 산출에 관한 
기술, 수질 및 오염, 지하수 관리 등이 포함됨.

전공세미나Ⅰ  (1-0-2)

세미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
으로서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한 교수와 학생 간에 
자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며 전
문적인 지질학적 지식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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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학 및 실험 (3-2-2)

지각 구성 물질의 단위인 광물은 기본적으로 결
정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광물의 구조 이해와 이
들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서 이 교과목이 필요하
다. 이 과목에서는 결정의 대칭성, 형태, 구조 유
형, 결정의 형성과 성장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지구화학 분석학 (3-2-3)

일반화학 및 분석화학을 이미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암석, 토양, 물 등의 시료채취 방법과 
이들의 분석방법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
를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광상학 및 실험 (3-2-2)

광상의 형성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공부하고 각 과정에 따라 형성된 각 광상들의 특
징을 상호 비교한다. 광석광물의 생성과정에 필요
한 물리, 화학적 조건의 차이점등에 대하여 아울
러 알아본다.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3-2-2)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 차를 이
용하여 지하 지각 중에 부존되어 있는 각종 지구
자원이나 응용지질학적 내지 환경지질학적 관심 
대상으로서의 지질구조물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밝히는 탐사에서 원리와 과정, 해석 방법 등을 이
해시키고자 한다.

원격지질학 (3-3-0)

원격탐사의 기본원리를 배워 그 탐사자료의 처
리를 통한 지질을 이해한다.

지질정보분석 및 실험 (3-2-2)

지체구조, 지질구조, 층석, 암석, 지구화학, 지
구물리 등의 모든 지질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지
구를 이해한다.

층서․퇴적조사 및 해석Ⅰ (3-3-0)

층서, 퇴적지질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
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암석․지화학조사 및 해석Ⅰ (3-3-0)

암석, 지구화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적인 접
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변성․구조조사 및 해석Ⅰ (3-3-0)

변성, 구조지질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
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광물․화석조사 및 해석Ⅰ (3-3-0)

광물, 화석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적인 접
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환경지구화학 (3-3-0)

지질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연계된 영
역의 환경학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을 한다.

제4기 지질학 (3-3-0)

신생대 제4기 동안에 형성 축적된 미고화 퇴적
층 및 퇴적작용에 대해 배움으로써 제4기의 고기
후 변화에 대한 이해한다.

지질공학 및 실험 (3-2-2)

응용지질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
해 암석역학, 지하수학 및 토질역학을 간략하게 
강의한다. 암석의 파괴 거동, 지하수위 조사 및 
이용방법, 흙의 특성 및 역학 등을 배운다.

자원지질학 (3-3-0)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과정 및 동위원소를 이용한 
암석의 연령측정을 다룬다. 또한 암석의 분포상태를 
토대로 서로 간의 상대적 연령측정도 이해한다.

에너지지질학 개론 (3-3-0)

에너지 자원인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의 생성
과정과 부존을 지질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특히 
퇴적층 내에 분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지질, 지구물리학적 탐사방법과 탐사자료의 해석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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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암석학 및 실험 (3-2-2)

건축물 제조에 필요한 석재로써 사용되는 암석
들의 물리적, 암석기재학적, 조직적, 광물학적 특
성들에 대해 살펴본다.

응용광물학 및 실험 (3-2-2)

광물의 산업적 응용성을 고려하여 광물의 물질
과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학습시킨다. 광물의 
유용 원소의 내용과 이의 추출 및 이용 방법은 
물론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의 제반 성질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전공세미나Ⅱ (1-0-2)

전공세미나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
목으로서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한 교수와 학생 간
에 자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며 
전문적인 지질학적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룬다.

행성지질학 (3-3-0)

태양계내의 행성들의 구성성분, 구조, 대기의 
성분, 자전과 공전 등의 특징을 다룬다. 각 행성
들의 특징을 비교하여 태양계의 생성과정을 규명
한다.

한국지질론 (3-3-0)

한반도가 지체구조상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지층의 분포와 
층서, 지질구조, 화성활동, 변성작용 등을 다룬다.

문화재지질학 (3-3-0)

석조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석질의 분석 
및 앞으로의 보존을 위한 지질학적 방법을 공부한다.

광물공학및 실험 (3-2-3)

광물의 가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현대의 광물
산업에서 적용되는 제반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공학적 지식체계와 그 내용을 학습한다.

관광지질학 (3-3-0)

국내 및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립공원과 천
연기념물의 지질, 지형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
를 생성환경에 따라 분류하여 지질학적 기본 원
리를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관
광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한 일
반인들에 대한 지질 교육 방편으로의 활용 방안
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질공학 현장 실습 (2-0-2)

지질공학에서 다루는 암석의 파괴 거동, 지하
수위 조사 및 이용방법, 흙의 특성 및 역학 등의 
이해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실습한다.

층서․퇴적조사 및 해석Ⅱ (3-3-0)

층서, 퇴적지질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
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보다 심도 있게 배양한다.

암석․지화학조사 및 해석Ⅱ        (3-3-0)

암석, 지구화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
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적
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보
다 심도 있게 배양한다.

변성․구조조사 및 해석Ⅱ (3-3-0)

변성, 구조지질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
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보다 심도 있게 배양한다.

광물․화석조사 및 해석Ⅱ (3-3-0)

광물, 화석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관찰 확인하고, 이를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보다 
심도 있게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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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학과 (Department of Geophysics)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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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구분 비고

2-1

전필 332003
332066

지구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Geophysics)
응용수학및연습 (Applied Mathematics for Geophysicist)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2-2

필수
필수

전선
332005
332067
332068

역학 (Mechanics)
컴퓨터지구물리및실험 (Computer for Geophysicist & Lab)
광물암석학및실험 (Geology for Geophysicist &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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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32049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Geophysical Exploration & Lab)

전공기본 3-2-2 필수

전선

332013
332069

332054
332050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컴퓨터수치해석 및 실험
(Numerical Methods for Geophysicist & Lab)
구조지질학 및 실험 (Structural Geology & Lab)
지하수학 및 실험 (Hydogeology &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A+B

3-3-0
3-2-2

3-2-2
3-2-2

3-1

전필 332070 지구물리탐사실습 I
(Field Practice of Geophysical Prospecting Ⅰ)

전공기본 2-0-4

전선

332026
332016
332071
332052
332047
332015
332072
332999

물리검층 및 실험 (Well Logging & Lab)
지진파탐사 및 실험 (Seismic Exploration & Lab)
원격탐사학 및 실험 (Remote Sensing & Lab)
전기탐사 및 실험 (Electric Exploration & Lab)
층서퇴적학 및 실험 (Stratigraphy & Lab)
암석역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 Lab)
토양오염학 및 실험 (Soil Pollution & Lab)
전공세미나 Ⅰ (Tutorial Seminar Ⅰ)

A+B
A+B
A+B
A+B
A+B

B
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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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32073 지구물리탐사실습 II
(Field Practice of Geophysical Prospecting Ⅱ)

전공기본 2-0-4

전선

332025
332074

332075
332059

332060

332999
332076
332077
332078

전자탐사 및 실험 (Electromagnetic Exploration & Lab.)
지구정보학 및 실험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Lab.)
토질역학 및 실험 (Engineering Mechanics & Lab.)
탐사지구물리특론 및 실험 Ⅰ
(Special Lecture on Exploration GeophysicsⅠ)
응용지질특론 및 실험 Ⅰ
(Special Lecture on Applied GeologyⅠ)
전공세미나 Ⅱ(Tutorial Seminar Ⅱ)
해양물리탐사 및 실험 (Oceanic Geophysics & Lab.)
야외지질학 및 실험 (Field Geology)
환경지구물리 및 실험 (Environmental Geophysics & Lab.)

A+B
A+B

A+B
A+B

A+B

A+B
A+B

B
B

3-2-2
3-2-2

3-2-2
3-1-4

3-1-4

1-0-2
3-2-2
3-2-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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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분 비고

4-1 전선

332044

332079

332063

332064

332017

332080

332081

332082

332083

토목물리탐사 및 실험 (Engineering Geophysics & Lab.)

토목지질학 및 실험 (Geology Engineering & Lab.)

탐사지구물리특론 및 실험 Ⅱ
(Special Lecture on Exploration Geophysics Ⅱ)

응용지질특론 및 실험 Ⅱ
(Special Lecture on Applied GeologyⅡ)

중자력탐사 및 실험
(Gravimetric and Magnetic Exploration & Lab.)

최신원격탐사 (Recent Remote Sensing)

탄성파탐사특론 (Special Lecture on Seismic Exploration)

야외지반조사 및 실습 (Geo technical Survey)

응용지하수학 및 실험 (Applied Hydrogeology & Lab.)

A+B

A+B

A+B

A+B

A+B

A

A

B

B

3-2-2

3-2-2

3-1-4

3-1-4

3-2-2

3-3-0

3-3-0

3-2-2

3-2-2

院연계

院연계

4-2 전선

332031

332089

332084

332085

332062

332086

332087

332088

환경수리지질학및실험
(Environmental Hydrogeology & Lab.)

지구물리논문연구 (Geophysics Thesis Research)

공업수학 및 연습 (Engineering Mathematics)

지진 및 지구내부물리학 (Physics of the Earth Interior)

지구통계학 및 실험 (Geostatistics & Lab.)

시추공탐사 및 실험 (Borehole Investigation & Lab.)

야외지반탐사 및 실습 (Geotechnical Exploration)

암반공학 (Rock Engineering)

A+B

A+B
A

A

A

B

B

B

3-2-2

1-0-2

3-2-2

3-3-0

3-2-2

3-2-2

3-2-2

3-3-0

院연계
院연계
院연계

▶ 지구물리학과 교육목표

지구물리학과는 학생들이 졸업 후 학업
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교과목과 취업에 필
요한 교과목들을 편성하여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교과
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전공기본과 전공심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공기본 과정은 지구물리학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3학점의 필수 과목과 18학점의 선
택 과목을 두었다. 전공심화 과정은 다시 
학업과정(15학점)과 취업과정(27학점)으로 
구분하였으며, 학업과 취업을 위해 공통으

로 이수하기를 권장하는 과목들로서 공통
과정(45학점)을 두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전
공기본 및 전공심화 공통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고, 학업과 취업을 각각 겨냥하
여 심화된 전공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지구물리학개론 (3-3-0)

- 고체지구에 대한 구조 및 동력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 고급 지구물리학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만
든다.

응용수학 및 연습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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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을 이해하고 풀이과
정을 익힌다.

- 지구물리학에 사용되는 수학의 기초를 만든다.

역학 (3-3-0)

- 힘과 운동에 대하여 공부하며 여러 물리현상
을 이해한다.

- 물리적 현상을 수식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
른다.

컴퓨터지구물리 및 실험 (3-2-2)

-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법 및 인터넷 환경에 
대하여 공부한다.

- 컴퓨터를 활용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보
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광물암석학 및 실험 (3-2-2)

- 광물과 암석의 생성원리를 배우고, 분별하는 
연습을 한다.

- 실제 야외에서 채취한 표본을 인지하는 능력
을 갖춘다.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3-2-2)

- 지구물리학을 응용한 탐사의 종류와 원리를 
배운다.

- 고급 지구물리탐사에 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다.

전자기학 (3-3-0)

- 전자기학의 기초 이론을 배우고 응용된 예를 
통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해를 키운다.

- 전기 탐사 및 자기탐사의 기초를 만든다.

컴퓨터수치해석 및 실험 (3-2-2)

-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우고, 이를 이
용하여 수치해석 기법을 이해한다.

- 주어진 문제의 해를 수치해석을 통해 구하는 
능력을 갖춘다.

구조지질학 및 실험 (3-2-2)

- 지질 구조의 종류와 생성 과정을 이해한다.
- 야외에서 지질 구조를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지하수학 및 실험 (3-2-2)

- 지하수의 생성과 순환에 대해 배우고,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배운다.

- 지하수의 개발과 보존에 대하여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다.

지구물리탐사실습 Ⅰ (2-0-4)

- 지구물리탐사를 직접 수행하고, 분석하여 보
고서를 제출한다.

- 실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물리검층 및 실험  (3-2-2)

- 시추공을 통한 지구물리탐사 방법을 익히고, 
실험을 통해 그 원리를 이해한다.

- 물리검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지진파탐사 및 실험                (3-2-2)

- 지진파의 원리를 배우고, 지진파 탐사의 방법
과 응용분야를 연구한다.

- 지진파탐사의 과정과 분석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원격탐사학 및 실험                (3-2-2)

- 인공위성 원격탐사학의 기초와 응용을 이론
과 실험을 통해 배운다.

- 자료의 처리 기법 및 디스플레이 방법을 컴
퓨터 실습을 통해 배운다.

전기탐사 및 실험 (3-2-2)

- 전기장을 이용한 지구 내부의 구조 및 변화
를 알아내는 탐사 원리를 배운다.

- 전기비저항법, 자연전위법, 인공분극법의 원
리와 응용을 배운다.

층서퇴적학 및 실험                (3-2-2)

- 지구 표면의 침식, 운반 퇴적 과정에 대하여 
배우고, 지질층서의 원리를 이해한다.

- 지구물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퇴적학적 지식
을 배양한다.

전공세미나 Ⅰ (1-0-2)

-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심화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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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역학 및 실험 (3-2-2)

- 암석역학의 원리에 대하여 배우고, 실험실에
서 암석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힌다.

- 암석의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토양오염학 및 실험                (3-2-2)

-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 배우고, 그 정
화 방법을 연구한다.

- 토양환경기사가 갖추어야하는 기초 지식을 
익힌다.

지구물리탐사실습 Ⅱ (2-0-4)

- 야외 실습을 통해 직접 지구물리탐사를 수행
한다.

- 지구물리탐사를 계획, 수행, 분석 및 종합하
는 능력을 익힌다.

전자탐사 및 실험 (3-2-2)

- 전자기장을 이용한 탐사 방법의 원리를 배우
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응용한다.

- 전자탐사를 수행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다.

지구정보학 및 실험                (3-2-2)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기초를 배우고 
공간 분석 기법을 익힌다. 

- GIS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지구물리 
분야에 적용한다.

토질역학 및 실험 (3-2-2)

- 흙의 물리적, 공학적 특성을 배우고, 토목 및 
사면 안정에 필요한 지식을 익힌다.

- 지반 공사 및 사면 공사에 필요한 토질 역학
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전공세미나 Ⅱ (1-0-2)

-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심화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탐사지구물리특론 및 실험 Ⅰ (3-1-4)

- 학부 논문을 위해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독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응용지질특론 및 실험 Ⅰ (3-1-4)

- 학부 논문을 위해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독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해양물리탐사 및 실험 (3-2-2)

- 해양에서 적용되는 지구물리학의 원리를 이해
하고, 이를 응용한 탐사방법에 대해 배운다.

- 지구물리학을 이용한 해양 탐사의 기초를 닦
는다.

야외지질학 및 실험                (3-2-2)

- 야외 지질조사를 통해 주어진 지역의 지질학
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 야외 지질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분석, 종
합하는 능력을 갖춘다.

환경지구물리 및 실험                (3-2-2)

- 지구물리학이 환경문제에 적용된 예를 통해 
오염 정화의 방법과 환경보존에 대해 배운다.

- 환경지구물리 기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능력
을 갖춘다.

토목물리탐사 및 실험                (3-2-2)

- 지반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이
론을 공부한다.

- 지반 탐사 및 비파괴 탐사의 원리를 이해한다.

토목지질학 및 실험                (3-2-2)

- 사면 안정과 터널 공사 등의 토목 공사에서 
요구되는 지구물리학을 토질 역학과 암석역
학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배운다.

탐사지구물리특론 및 실험 Ⅱ (3-1-4)

- 학부 논문을 위해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독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응용지질특론및 실험Ⅱ (3-1-4)

- 학부 논문을 위해 지구물리학 분야 중에서 
하나를 택해 심화 학습을 수행한다.

- 독립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중자력탐사 및 실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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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의 중력과 자력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배
우고 이를 응용하는 실험을 한다.

- 중자력을 이용한 지구물리탐사 정보를 분석
하는 능력을 갖춘다.

최신원격탐사 (3-3-0)

- 광학 및 레이더 영상의 최신 동향 및 자료 
처리 기법을 익힌다.

- 원격탐사 기법의 지구과학적 응용을 배우고 
고급 정보를 다룬다.

탄성파탐사특론 (3-3-0)

- 석유탐사를 비롯한 탄성파탐사의 원리를 배
우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예를 연구한다.

- 대학원에 진학하여 탄성파탐사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야외지반조사 및 실습                 (3-2-2)

- 야외 현장 실습을 통해 지구물리탐사의 이론
과 실제에 대해 배운다.

- 취업하여 바로 실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응용지하수학 및 실험                (3-2-2)

- 야외 지하수 탐사를 수행하여 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바로 지하수 탐사를 
수행하여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환경수리지질학 및 실험 (3-2-2)

- 환경문제에서 지하수의 중요성과 지하수 오
염의 실태와 정화 방법에 대하여 배운다.

- 지하수 오염 정화에 대한 기본 이론을 갖춘다.

지구물리 논문연구 (1-0-2)

- 졸업 논문을 위한 과정으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고 종합 분석하여 논문으로 작성한다.

- 연구 과제의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익힌다.

공업수학 및 연습 (3-2-2)

-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
야할 고급 수학을 배운다.

- 지구물리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수학
적 능력을 갖춘다.

지진 및 지구내부물리학 (3-3-0)

- 지구내부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지진의 
원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배운다.

- 대학원에서 심화된 지진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

지구통계학 및 실험                (3-2-2)

- 지구통계학의 원리와 응용을 배운다.
-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통계학을 익힌다.

시추공탐사및실험 (3-2-2)

- 시추공을 이용한 지구물리탐사 방법의 원리
를 배우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 지구물리기사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지식을 
심화 학습한다.

야외지반탐사및실습                (3-2-2)

- 산업 현장에서 직접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
고 이를 평가받는다.

-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고급 지구물
리 기사의 능력을 갖춘다.

암반공학 (3-3-0)

- 터널 공사 및 사면 안정 공사에 반드시 필요
한 암석 공학을 심화하여 공부한다.

- 고급 지반지구물리 기사의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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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31002
331005
331068

331074
331075
331008

대기오염론 (Air Pollution)
분석화학 및 실험 (Analytical Chemistry and Lab.)
환경통계학 및 실습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Lab.)
생태학 (Ecology)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환경물리학 (Environmental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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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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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31009
331055

331058

수질오염론 (Water Pollution)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Environmental Microbiology and Lab.)
미기상학 및 실습 (Micrometeorology and Lab.)

3-3-0
3-2-3

3-2-3

전선
331057

331003
331052

환경정보처리실습
(Environmental Information Analysis Lab)
수질화학 (Aquatic Chemistry)
유기생화학 (Organic and Biological Chemistry)

2-0-4

3-3-0
3-3-0

3-1

전필
331011
331076
331039

대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토양오염론 및 실험 (Soil Pollution and Lab.)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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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31060
331063
331019
331062

331064

331024

대기오염관리 및 실습 (Air Pollution Management and Lab.)
수질오염분석 및 실험 (Water Pollution Analysis and Lab.)
야외실습 (Field Survey)
오염정화미생물학 및 실험
(Pollution Restoration Microbiology and Lab.)
환경 GIS 및 실습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Lab.)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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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3-3-0

3-2 전선

331045
331046
331047
331066
331065
331040

331077

대기환경연구Ⅰ (Research on Air QualityⅠ)
수환경연구Ⅰ(Research on Aquatic EnvironmentⅠ)
환경독성연구Ⅰ(Research on Toxic PollutantsⅠ)
대기오염분석실험 (Air Pollution Analysis Lab.)
육수학 (Limnology)
환경기기분석
(Instrumental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Analysis)
환경원격탐사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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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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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31048
331049
331050
331072
331029
331069
331025
331023
331078

대기환경연구Ⅱ (Research on Air Quality Ⅱ)
수환경연구Ⅱ (Research on Aquatic Environment Ⅱ)
환경독성연구Ⅱ (Research on Toxic Pollutants Ⅱ)
환경보호론 (Environmental Conservation)
대기오염제어 (Source Control of Atmospheric Pollution)
생활환경과학 (Society and Environmental Science)
폐수처리 (Wastewater Treatment)
환경생태학 및 실험 (Environmental Ecology and Lab.)
환경과학특강Ⅰ(Special Topics on Environmental Scienc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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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4-2 전선

331073
331079
331070
331027
331080
331081
331032

지구환경변화론 (Global Environmental Models and Lab.)
환경과학특강Ⅱ(Special Topics on Environmental Science Ⅱ)
환경모델 및 실습 (Environmental Models and Lab.)
환경보건학 (Environmental Health)
기상분석 및 실습 (Weather Analysis and Lab.)
환경복원공학 (Environmental Recovery)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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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院연계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주전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전공) 교과목

과목번호 과    목    명 개설학과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전 과목 환경공학전공

192036 분석화학 및 실험 1 사범대 화학교육전공
330016
330013
330053

지구화학 및 실험
지하수학 및 실험
지구화학분석학

지질학과

332080 최신원격탐사 지구물리학과
329001
329011

유기화학 1
분석화학 1 화학과

▶ 환경과학과 교육목표

지금까지 인류는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
하는 방향으로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켜 왔
다. 그러나 이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어, 환경보
전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학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
해 1980년 국내 환경학과로는 처음 설립되
어 인간활동에 의한 환경변환 과정과 환경
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을 
자연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하고 교육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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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물, 토양, 생물을 대상으로 현 환경문
제의 현황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대
상범위가 넓어 자연과학 여러분야간의 연
계성이 요구되는 학제적 학문이다. 교육과
정은 기초과학과목과 기초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보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과학 교과목으로 구성
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응용된 과목들을 
배움으로써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실험․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각 연구실별로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졸업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현장 적응 능력을 높
인다.

현재 졸업생들은 교육기관, 환경관련 행
정기관 및 국립연구소, 각종기업체 등에 진
출하여 있으며, 많은 졸업생들이 본 학과의 
대학원 및 외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
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본학과에 환경과목
의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중․고등학
교의 담당교사로 진출할 수도 있게 되어 
앞으로 예상되는 졸업생의 진로는 매우 유
망하다. 

미기상학 및 실습  (3-2-3)

대기권중에서도 특히 대기환경에 관련성이 많
은 대기경계층에서 일어나는 제기상현상들을 물
리학의 기본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대기환경
학에 응용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다룬다. 또한 대
기오염물질의 확산에 관여하는 바람의 성질, 대기
안정도, 혼합층의 구조와 일변화 등을 다룬다.

수질오염론 (3-3-0)

수질오염의 원인기작과 대책을 공부한다. 수질
오염물의 종류, 수질오염 지표, 각종 오염물의 피
해, 수질오염물의 분해와 이동, 수질오염 저감대
책, 하수처리 방법 등을 익힌다. 

생태학 (3-3-0)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작을 
공부한다. 부영양화가 수중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을 주로 다루며 부영양호의 수질을 회복하는 방
법들의 생태학적 기작을 배운다.

  
토양오염론 및 실습 (3-2-3)

오염된 토양의 복원과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최근의 이론과 실기를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오염된 토양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3-2-3)

환경미생물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파악하고 미
생물의 대사와 분퓨, 미생물 군집의 측정에 대하
여 알아보고 환경요인에 따른 미생물 군집의 변
화를 고찰한다. 

  
환경기기분석 (3-3-0)

공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시료의 채취, 농축, 
분리, 검출법에 관해 강의한다. 특히 GC, HPLC, 
IC의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법에 관해 중점
적으로 강의한다. 대기오염분석실험과 병행하며 
진행됨으로써 기기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대기오염분석실험 (2-0-4)

기체상, 입자상 공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분광
광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및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특히 분석대상을 기지표
준시료, 미지표준시료, 환경시료로 확대해 분석방
법을 익히며 실외 대기시료, 실내공기시료, 건축
자재 시료등 다양한 시료들을 대상으로 분석법을 
익힌다. 

  
환경독성학 (3-3-0)

환경화학을 기초로 하여 독성학의 기본 이론인 
용량-반응곡선, 독성물질의 흡수, 분포, 저장, 대
사, 분비 등의 과정과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독
성반응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하
여 일부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인체 노출과 독
성 효과를 학습한다. 

  
환경정보처리실습 (2-0-4)

환경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익힌다. 실험, 현장 및 문헌조
사, 인터넷 검색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환경정
보 수직방법의 학습, Excel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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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의 학습, Powerpoint를 이용한 프레젠테
이션 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환경영향평가 (3-3-0)

환경조작 등 기타 인간활동 요소로 인한 자연
환경(수질, 대기,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사항목과 방법에 관하여 
강의하며, 생태계,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국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정성, 
정량 예측평가 기법을 실무차원에서 실습을 병행
한다.

육수학 (3-3-0)

호수 및 저수지의 수체가 가지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구조와 생태계의 기능을 공부하고 부영
양화에 따른 수질 악화의 원인 및 대책을 다룬다. 

오염정화미생물학 및 실험 (3-2-3)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제어 및 응용 방법
에 대하여 학습한다. 

대기환경연구 Ⅰ,Ⅱ (3-3-0)

Ⅰ) 대기환경 분야중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세
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 토의하면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한다.

Ⅱ) 대기오염의 실태 확산모델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등 대기환경 분야 중 각자 주제
를 선정하여 발표 토의하면서 실험과 연
구를 진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수환경연구 Ⅰ, Ⅱ (3-3-0)

Ⅰ) 환경문제는 수 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지식 외에도 폭
넓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 과목은 수 
환경 분야 중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한다.

Ⅱ) 수질오염의 전반적인 검토 수질 오염의 기
작과 피해 수질항목의 측정원리 및 수질환
경 분야 중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독성학연구 Ⅰ, Ⅱ  (3-3-0)

Ⅰ) 환경중의 매질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유기

화합물 등의 환경 중에서의 거동(침전과 
용해, 화학적 변화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
어 이들이 인체에서 독성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간과 같은 표적기관까지 도달하는 용
량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Ⅱ) 환경중의 매질에 존재하는 중금속 및 유기
화합물 등의 환경 중에서의 거동(침전과 
용해, 화학적 변화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
어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환경원격탐사 (3-3-0)

인공위성원격탐사 자료의 특성 및 용도를 이해
하고, 토지피복분류, 육상의 탄소 및 물순환 모니
터링, 지구자원탐사 등에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하
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원격탐사의 기초이론인 빛의 광학적 성질과 매질
의 반사특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원격탐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고, 
식생지수를 계산하며, 일차생산성과 증발산량 등
을 계산하는 과정을 실습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
려는 학생들은 필히 "환경GIS 및 실습" 과목을 
수강할 것을 권장함.

환경물리학 (3-3-0)

환경과학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에 기초가 되는 물리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어떻
게 물리학이론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는 가
를 학습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수업은 
물리학의 제반이론을 다루기보다는 환경문제와 
밀접히 관련한 물리학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학습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수업의 전반부는 대기환
경 및 환경원격탐사기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빛의 광학적 성질과 에너지수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후반부는 유역의 비점오염문제, 수질환경 
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유역수문학 
및 유체역학의 내용을 다룬다.

  
응용수학 (3-3-0)

수학의 고유한 제반 이론들을 다루기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학적 기법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향후 대기 및 수질관련 교과
목에서 배우게 될 환경모형을 이해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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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분방정식과 유한차분법에 대한 이론과 해법
을 습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생활환경과학 (3-3-0)

일상생활 중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
러 가지 현상들 및 항상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에 관하여 공부하고 마약, 농약, 살상
무기, 전자파 및 방사선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환경모델 및 연습  (3-3-0)

호수, 하천, 하구 및 해양에서 일어나는 수리 
및 수질변화 과정을 다인자복합수치모델로 구성
하는 방법과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의 결정방법을 
공부하며 자연현상의 임의성을 확률모델로 나타
내는 방법을 공부한다. 지하수수문학의 기초이론
과 공극수체에서 일어나는 수질반응을 이해하고 
포화수층 및 불포화수층에서 오염물질이 이동, 확
산, 흡착, 변화과정을 수식화 및 전산화하는 방법
을 공부한다. 

대기화학 (3-3-0)

대기중에 존재하는 가스상 및 입자상 오염물질
의 물리적, 화학적 성직을 다루며 또한 이들 물질
의 생성 및 소멸과정, 시공간분포, 화학반응 및 
배출원 등을 개괄적으로 다루어 대기중에서 일어
나는 물질변화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환경생태학 및 실험 (3-2-3)

생물계와 주위 무생물적 환경의 관계, 생물과 
생물간의 관계등을 다운다.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이
론과 실험을 통해 공부함으로써 환경변화가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기초지식을 얻는다. 

수질화학 (3-3-0)

수질변화 기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용약 중의 
화학평형, 반응속도, 산-염기반응, 침전과 용해, 
산화-환원반응 등을 다루며 이와 관련하여 상․

하수도 및 폐수처리 등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화학적 처리 방법의 배경에 관하여 강의한다. 

대기오염론 (3-3-0)

대기권의 오염 물질의 발생 기작과 대기 중에
서의 확산 수송 및 화학 반응 등의 거동에 관한 

기초 이론릉 다루며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
기질 관리 방안과 대기오염 저감장치에 관하여 
강의한다. 

환경지구화학 (3-3-0)

난 분해성 오염물질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중
금속에 대해 그 물리화학적 특성 오염실태 환경
에서 일어나는 이동 생체내 축적과정 처리방안 
등을 다루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준다. 특히 중금속의 존재 형
태에 따른 이동성 예측과 생체 내 축적에 대해서 
강의 논문 읽기 실험 등이 다루어지고 중금속 처
리를 위한 실무적 기술 습득기회도 주어진다.

야외실습 (1-0-3)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실험실
습 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키우며 현장실험실습 
내용을 요약 정리, 보고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대기오염관리 및 실습 (3-2-3)

연료의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대기
오염 농도의 시․공간적 특징해석 대기확산모델
에 의한 대기오염 농도 예측 등 대기질의 관리에 
요구되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자료
를 이용한 실습을 병행하여 이해를 돕는다.

유기생화학 (3-3-0)

유기화합물의 종류와 명명법 및 유기화학 반응 
등의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 나아가 단백질, 탄수
화물, 지방등의 생체 거대 분자들에 대하여 이해
하도록 한다. 또한, Dioxin, PAH등 작용기별로 대
표적인 예를 통해 환경 중에서의 거동 및 유해 
효과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수질오염분석 및 실험 (3-2-3)

수질환경에서 흔히 다루게 되는 수질 오염 분
석 항목을 대상으로 공부하고, 공부한 이론을 실
습을 통하여 체험하고 실험 기술을 습득하게 한
다. 용존산소 BOD, COD, 엽록소a, 질소화합물, 인 
화합물 부유성 고형물질 등의 측정을 실습한다.

폐수처리  (3-3-0)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특징과 이에 따른 물리
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원리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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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GIS 및 실습  (3-2-3)

GI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부분과 대기 
토양 수질 지형 등에 대한 각종자료를 지리정보
화 하는 과정 이를 이용하여 적지분석 오염모니
터링을 실행해본다.

지구환경변화론  (3-3-0)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림파괴, 사막화 

등 지구 환경에 변화를 주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피해를 이해하고 국제 협약 국제적인 대응 방안
에 관하여 강의한다.

환경보호론 (3-3-0)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현재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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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1-1 전필 334001 일반생물학 및 실험 Ⅰ (General Biology and Lab. Ⅰ) 3-2-3

1-2 전필 334002
334005

일반생물학 및 실험 Ⅱ (General Biology and Lab. Ⅱ)
수의학개론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ine)

3-2-3
2-2-0

2-1

전필 334021
334007

동물유전학 (Animal Genetics)
동물사양관리학 (Animal Feeding)

3-3-0
3-3-0

전선
334014
334022
334016
334023
334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Biostatistics and Lab.)
동물자원학 (Animal Resource)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야생동물생태학 (Wildlife Ecology)
의학용어 (Medicine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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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34006
334024

세포생물학 및 실험 (Cell Biology and Lab.)
척추동물비교해부학 (Comparative Anatomy of the Vertebrates)

3-2-3
3-3-0

전선
334011
334018
334019
334020
334025

축산식품가공학 (Livestock Food)
생화학 및 실험 (Biochemistry and Lab.)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동물행동학 (Animal Behavior)

 약물안전성평가학  (Drug Safe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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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예과 교육목표

수의예과 2년 교육과정은 수의학과에 진
학하기에 앞서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
연과학 및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본과에 진학하여 필요한 과목을 이론과 실
험을 병행하여 배우게 된다. 전공을 비롯한 
과목 뿐 만 아니라 자연․환경․사회의 질
서와 같은 일반 교양과목으로 수의사로서
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수의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전
반과 그와 관련된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 연구, 활용하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지도자와 의․약학․공중보건학 등 관련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할 우수한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3-2-3)

본 강좌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신입생들

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도
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험․실습이 본 과정에서 제공된다.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3-2-3)

본 강좌는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수강 후, 자
연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신입생들이 생명체 내에
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험․실
습이 본 과정에서 제공된다.

수의학개론 (2-2-0)

수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간
으로 수의학 전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분야별 교수 
및 강사의 Team Teaching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동물유전학 (3-3-0)

- 동물을 대상으로 부모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
하고 유전정보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유전적 
기전을 밝혀 우수한 능력을 가진 동물의 개
량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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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델의 유전법칙을 비롯하여 집단유전학, 세
포유전학, 분자유전학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유전학의 내용을 다룬다.

- 다양한 동물, 특히 경제동물의 형질유전에 대
하여 다룸으로써 동물의 육종개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유전자 재조합기술 및 형질전환 기술 등 최
근의 동물생명공학에 응용할 수 있는 유전공
학의 기초 지식을 배양한다. 

동물사양관리학 (3-3-0)

각 축종별 가축 성장원리와 이에 따른 영양소 
요구량 및 영양수준을 익히고 사료 표준에 의한 
사료 배합 연습을 습득하여 실제 생산성에 필요
한 가축 사양에 응용한다.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

통계적 처리 방법을 소개하며 정량적인 생물학적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을 강의한다.

동물자원학 (3-3-0)

축산분야 학문에 대한 기초이론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으로 동물자원, 육종, 번식, 영양, 
동물과 환경, 질병, 사양관리 및 인간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강의함

유기화학 (3-3-0)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결합구
조 및 작용기들의 반응, 유기물질의 합성을 공부한다.

야생동물생태학 (3-3-0)

야생동물의 분류, 생리 및 생태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전방법을 논의한다.

의학용어 (2-2-0)

수의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의
학용어, 해부학 용어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세포생물학 및 실험 (3-2-3)

생물체는 세포라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세포를 형성하는 각 소기
관의 미세구조와 기능, 세포의 유전 및 대사조절, 
세포 내 거대분자의 구조와 역할, 세포 상호간 작
용을 알아보고 생명현상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척추동물비교해부학   (3-3-0)

척추동물 비교 해부학은 형태학 중 한 분야로 
동물 각 부위 구조와 조직체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다. 본 교과목에서 동물 구조를 
계통별로 학습하며, 가장 기초적인 해부학 용어를 
익혀 본과에서 배울 수의해부학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이 과목은 어류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각 동물에 대해 발생학적, 조직학적, 해부학적 지
식을 바탕으로 상호 상동, 상사 관계를 학습하며 
각 동물이 지닌 특징적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
게 되고, 나아가 학습과정을 통해서 생명현상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우는데 있다. 

축산식품가공학 (3-3-0)

우유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 계란, 식육 등의 처
리과정과 생산과정의 원리를 이해하여 각 제품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여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이해한다.

생화학 및 실험 (3-2-3)

생명체가 나타내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서 생명과 관련된 생명
과학의 전반적 분야를 폭넓게 공부한다. 또한, 실
험적인 검증을 통해 생화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원리를 이해한다.

물리화학 (3-3-0)

열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평형에 도달한 
계가 나타내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인 물리화학
적 성질을 이해한다.

동물행동학 (2-2-0)

가축관리에 필요한 종 특유의 행동을 나타내는 
원인 및 형태를 선천적 행동, 학습, 개체유지행동, 
사회행동, 이상행동 및 가축의 복지 등의 총론으
로 이해 한 후 각 가축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가
축 행동을 이해하는 내용을 강의한다.

약물안전성평가학 (2-2-0)

신약 및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평가에 
대한 개념, 방법,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며, 독성평
가실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Good 
laboratory procedure (GLP) system 운영과 이와 관
련된 제반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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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특성화 학부(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 공

생물소재공학 공

생명공학부

분자의생명공학 공

식물생명공학 공

분자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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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공학부

(School of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61003

361004

361005

361006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생화학1(Biochemistry Ⅰ)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1  (Bio Module Lab Ⅰ)

3-3-0

3-3-0

3-3-0

2-0-4

2-2 전선
361007

361002

361009

361012

 기초미생물학(Fundamental Microbiology)

 화학양론 (Chemical Stoichiometry)

 생화학2(Biochemistry Ⅱ)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2  (Bio Module Lab Ⅱ)

3-3-0

3-3-0

3-3-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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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전공 (Division of Food Biotechn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1

전필
363001
363002
363003

 식품화학(Food Chemistry)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식품공학(Food Engineering)

기본전공 3-3-0
3-3-0
3-3-0

부필
부필
부필

전선
363004
363019
363022
363023

 분자유전공학 (Molecular and Gentic Engineering)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Ⅰ (Food and Bio Technology Lab Ⅰ)
 기능성재료학 (Functional Materialogy)
 효소공학 (Enzym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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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63007
363008
363009

 식품가공학Ⅰ(Food ProcessingⅠ)
 영양화학(Nutrition Chemistry)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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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전선
363020
363024
363025
363006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Ⅱ (Food and Bio Technology Lab Ⅱ)
 식품분석학 (Food Analysis)
 공정공학 (Process Engineering)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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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63011
363026
363013
363021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천연물과학 (Natural Products Science)
 식품가공학Ⅱ(Food ProcessingⅡ)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Ⅲ (Food and Bio Technology Lab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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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63015
363016
363027
363028
363029
363030

 식품기계학 (Food Machinery)
 영양생리학 (Nutrition Physiology)
 식품포장학 (Food Package)
 발효공학 (Fermentation Engineering)
 식품첨가물학(Food Additives)
 현장실습 (Fiel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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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산업공학부 교육목표 및 교과과

정 운영

본 학부는 생물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 
중심의 전일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
시하여 국제적수준의 지식 및 기술함양을 
달성하는 학부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인
간, 기술, 자연의 조화를 다루는 생물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삶, 풍요
로운 사회건설의 국가 및 지역 사회적 요

구를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본 학
부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 양성)과 국제화 시대
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교육, 독립성 위주에
서 각 분야와 연계된 통합과 실무와의 연
속적인 접촉으로 국제 수준의 교육 수월성
을 지향하고 청정생물산업의 인력양성교육
의 메카로써의 위상을 정립하여 교육의 내
실화, 실용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학사제도를 개선함으로 바이오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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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교과과정은 학제간 결합/협동교육, 관련 
산업연계 교육, 국제경쟁력 제고 교육, 실험
실습, 현장학습이 강조된 실용교육 새로운 
교과목/교수법의 신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
육, Module 교육, 개방적 교과운영, 신기술
창출, 산업체/지자체 요구반영, 졸업생 활동 
평가 등의 순환적 자율개선형 교과 운영, 생
물산업 및 생물공학기술의 이해나 동기부여
에 관련된 설계, 축적된 교과과정을 바탕으
로 한 정밀설계 및 청정생물산업의 실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설계 등의 설계/공
정/제조를 중시하는 교육임.

교과운영은 강원대학교 특성화 학부대학
으로서 해당분야의 교수 및 기타 관련 전
공분야의 교수를 전임 교수로 지정하거나 
산학협동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며 평생교
육의 기능강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첨단장비의 활용과 정보산업 관련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교육구조의 개선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 관련산업종사자 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함. 

또한, 생물산업분야 중점육성대학간 상호
학점인정제의 도입,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현장실습학점의 확대, 산업현장 취업지도 
강화, 정보, 전산처리교육 강화, 장학금 확
대를 통해 학사관리를 개선하도록 하며 생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학문의 교육을 내
실화할 수 있는 기초과학교육을 수행하며 
생물산업분야의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진행
하고 있음.

▶ 식품생명공학전공 교육목표

최근 생명과학분야에서 축적된 새로운 
이론과 연구기술의 발전은 학문 영역 간 
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학문의 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학문적 요

구에 부응하여 21세기에 전개될 식품공학 
및 생명공학분야를 선단에서 이끌어갈 인
재양성을 목적으로 식품생명공학전공이 설
립되었다. 

본 식품생명공학전공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한 미래지향형의 새로운 식품재료의 
개발 및 제조하며, 생리활성 기능을 검정한 
기능성 성분의 검색 및 영양ㆍ생화학적인 
기능의 규명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Biotechnology 기술을 도입하여 생물자원 및 
기능성 식품자원의 개발, 산업적 가치가 높
은 생리활성물질의 생산, 제품 생산기술의 
개발 및 생산 기술 확립을 위한 내용을 교
육 및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본 전공의 분야에서는 식품전반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과 그 응용기술을 연구, 교육
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익히기 위해 공장
견학 및 현장실습을 통해 식품생명과학분
야의 우수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
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등 
여러 소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 하고 있다. 
특히 본 학부의 교육은 산학 협력업체 등
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마친 후 취업하게 
되므로 산업체 혹은 연구소등에서 별도의 
사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갖춘 인력 배출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전공의 미래상은 순수생명
과학분야의 지식과 응용생명과학분야의 공
학적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산업사회의 식
품 및 생명산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본 전공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광범위하며 높은 취
업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요 취업 진로는 
생명공학관련 산업체 ,식품 및 의약품 제조
업체, 양조업체 등과 같은 산업체와 이와 
관련된 국ㆍ공ㆍ사립 연구소, 기업체의 생
명과학 및 식품관련 연구소 등에도 다양하
게 진출할 수 있다. 그 외 제조 및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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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관련된 국공립 관계 공무원이나 농협 
등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식품생명공학의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
학의 길도 넓어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진학
과 유학의 길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생
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학부공통과목>

유기화학 3-3-0 (2학년 1학기)

유기화학 반응의 각종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해시키고, 바이오 산업과 유기화학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유기화학 응
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생화학Ⅰ 3-3-0 (2학년 1학기)

생체의 구성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시키
고, 이들 물질이 생체 내 또는 생체와 외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에너지 출입, 효소 
반응 등을 강의한다. 

분석화학 3-3-0 (2학년 1학기)

분석기구와 기기의 취급법을 비롯한 화학평형, 
침전, 추출, 산과 염기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정
성/정량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Ⅰ 2-0-4 (2학년 1학기)

바이오산업공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각
종 기초 실험을 모듈식으로 실습한다.

기초미생물학 3-3-0 (2학년 2학기)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및 유전 등 
일반적인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하
여 농업, 식품 및 제약 등의 응용분야에의 적용을 
다룬다.  

생화학Ⅱ 3-3-0 (2학년 2학기)

물질의 생체 내 흐름과 에너지 흐름 등, 생체 
구성 물질의 생체 내 대사 과정과 대사 조절 기

작을 강의한다.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Ⅱ 2-0-4 (2학년 2학기)

바이오산업공학도로서의 실험․실습의 응용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바이오 공정, 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등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 실험을 
모듈식으로 실습한다. 

화학양론 3-3-0 (2학년 2학기)

바이오 산업의 각종 공학 계산에 필요한 단위
와 단위 환산 등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 물질 및 
에너지 수지와 이들의 바이오 산업에서의 실제 
응용을 위한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연습시킨다. 

〈전공필수〉

식품화학  3-3-0 (3학년 1학기)

식품을 제조하는 재료와 식품중의 화학 성분, 
그 성분들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 그 기능성 
등에 대한 지식을 이해시키고, 식품의 제조 과정, 
식품의 역할 등을 고려한 제품화와 신제품 개발
에 유익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고, 유해한 제품의 
제조 공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강의
한다.

식품 미생물학 3-3-0 (3학년 1학기) 

식품과 미생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
생물의 유용한 면, 유해한 면을 조화시키면서 미
생물의 기본사항인 형태, 종류, 영양, 생육, 생리, 
대사 등을 알아보고, 미생물과 식품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식품에 미생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한다. 이 과목의 목적은 식품에 관련된 유용
미생물의 이용개발과 식품보장과 관련이 있는 유
해미생물의 방지 등 미생물 관리에 있다. 

식품공학 3-3-0 (3학년 1학기)

유체역학, 열전달, 냉동 추출, 압착 증류, 원심
분리 및 살균에 필요한 공정들을 수학 및 공학적
인 개념을 도입하여 식품공학의 기본적인 조작을 
습득케 함과 동시에 식품공장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식품생명공학 3-3-0 (3학년 2학기)

식품의 기능 및 재료를 개선하여 새로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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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재료의 개발
과 이의 활용 및 생물자원의 활용기술에 대한 지
식을 강의한다. 

식품가공학Ⅰ 3-3-0 (3학년 2학기)

농산 식품 가공에 중점을 두어 농산식품 가공
과 관련되는 기초이론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공
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식품공학의 기본적인 조
작을 습득케 함과 동시에 식품공장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도록 강의한다.

영양화학 3-3-0 (3학년 2학기)

식욕, 소화흡수, 영양분의 대사, 에너지 대사, 
영양소의 영양가, 무기질 및 비타민의 영양, 주요 
식품의 영양학적 특징 등을 강의한다.

〈전공선택〉

분자유전공학 3-3-0 (3학년 1학기)

바이오 신기술의 기본이 되는 생물체의 유전과 
관련된 지식을 분자 수준에서 교육하는 과목으로 
생명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에 첨가하여 식품의 기
능, 성질, 맛, 물리적 성질 등의 개선에 필요한 식
품의 새로운 재료와 식품의 제품에 이용하기 위
한 포장용 재료 및 용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생
물체의 생명기술 활용을 위한 내용을 강의한다.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Ⅰ 2-0-4 (3학년 1학기)

미생물의 작용이 관여하는 식품제조공정인 양
조, 발효 등의 공정에 미생물의 이용하기 위한 기
초기술, 미생물에 의한 위해 등의 위생적인 분야 
등, 미생물에 대한 폭 넓은 기술을 실험하고, 실
습한다.  

기능성 재료학 3-3-0 (3학년 1학기)

각종 생물 재료 기능의 계통적 해석과 응용, 
생체조절 기능의 해석 및 기능성 소재의 분자 설
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효소공학 3-3-0 (3학년 1학기)

효소학의 탄생과 그 발전 및 효소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효소의 종류와 분류, 효소단백질
과 활성과의 관계, 효소의 정제 방법 등을 알아본
다. 또한 효소의 반응속도론, 생산과 유전공학, 효

소의 응용 등을 넓은 범위에 걸쳐 교수한다. 

식품위생학 3-3-0 (3학년 2학기)

미생물 및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 식품과 전
염병, 식품과 기생충 질환 등을 알아보고 식품 중
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 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원, 
특징 및 예방법과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관련 법
규에 대하여 강의한다.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Ⅱ 2-0-4 (3학년 2학기)

식품공학의 실제 식품제조에 필요한 식품 제조 
기술 및 공정공학에 대한 산업현장의 기술을 축
소한 실제 상황을 실험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산업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그 기계 공
학적인 공정 공학기술 등에 대한 기술을 실험하
고, 실습한다.

식품분석학 3-3-0 (3학년 2학기)

식품의 성분을 분석의 방향, 각종 분석기술 이
용법, 분석기기 활용법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국가 및 세계의 식품분석 지침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익힌다. 

공정공학 3-3-0 (3학년 2학기)

식품 및 생물공학의 공학적 지식을 산업현장에 
실제 응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에 관한 기본 이
론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식품저장학 3-3-0 (4학년 1학기)

식품저장학은 수확, 도살, 수집, 포획 등의 방
법으로 얻어지는 모든 식량자원의 여러 형태에 
관한 물리

화학적, 미생물학적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저장방법을 강의하며 특히 냉동, 건조, 통조
림, 발효 등에 의한 식품 저장 등을 중심으로 그 
원리 및 응용 등을 강의한다. 

식품가공학 Ⅱ 3-3-0 (4학년 1학기)

수산물에 물리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를 
가하여 보다 보전성이 높고 유용한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한 이론과 가공기술을 강의한다.

식품생명공학전공실험Ⅲ 2-0-4 (4학년 1학기)

식품생명공학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실제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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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는 연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실험실에서 기초적인 과정을 익
히도록 식품의 성분 분석 등과 같은 기초적인 기
술과  식품의 재료 또는 제품의 성분 확인 및 화
학적인 분야의 기초 기술을 실험하고 실습한다.  

천연물과학 3-3-0 (4학년 1학기)

천연물의 성분 및 이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이해시키고, 이들의 각종 생리 기능성에 대한 기
본적 지식을  바이오 산업 실무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강의한다.

식품기계학 3-3-0 (4학년 2학기)

식품공학적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들의 도안, 설계 및 제
작에 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이들을 실제 생산
하는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강의한다.

영양생리학 3-3-0 (4학년 2학기)

체내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섬유
질,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소가수분해, 흡수, 대사
되면서 일어나는 생리 기능적 현상을 강의한다.

발효공학 3-3-0 (4학년 2학기)

발효미생물의 이용, 효소와 발효, 유용미생물의 

분리 및 보존, 균주의 개량, 유용물질의 발효생산, 
발효공정 제어, 생산물의 분리정제 등을 교수하며, 
주류 및 발효식품의 제조, 유기산 발효, 아미노
산․핵산 발효, 항생물질․생리활성물질 발효 등
을 화학반응과 발효산물에 기초를 두고 강의한다.

식품포장학 3-3-0 (4학년 2학기)

식품의 품질 변화에 관련된 식품포장의 중요성
과 이에 따른 식품포장 재료의 종류와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며 식품의 특성과 그 특성을 유지
하기 위한 포장재질의 선택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포장의 인쇄 및 포장기계를 소개하며 포장 
재료의 시험법을 강의한다.

식품첨가물학 3-3-0 (4학년 2학기)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조리, 가공 또는 제조과
정에서 식품의 상품적, 영양적 및 위생적인 가치
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서 본 과
목에서는 합성첨가제는 물론 미생물의 대사산물 
또는 약용식물로부터 유래된 천연첨가제에 대한 
기능, 역할, 작용기작 및 이들 첨가제의 적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현장실습 2-0-4 (4학년 2학기)

관련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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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소재공학전공 (Division of Biomaterials engineer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3-1

전필
364025
364026
364027

면역학(Immunology)
생물소재공정공학(Biomaterials Process Engineering))
나노소재응용공학Ⅰ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Engineering I)

전공기본 3-3-0
3-3-0
3-3-0

전선

364003
364028
364012
364019
364029

364030
364031

생물고분자공학(Biopolymer Engineering)
기능성소재학(Functional Materials)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생물소재공학전공실험Ⅰ(Biomaterials Eng. Lab I)
기능성소재응용공학
(Functional Materials Application Engineering)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산업미생물학(Industrial Micro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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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3-2

전필
364006
364032
364033

생체재료학(Biomaterialogy)
생체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천연물과학(Natural Product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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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64020
364034
364035
364036

364008
364037

생물소재공학전공실험Ⅱ(Biomaterials Eng. Lab II)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생물공학(Biochemical Engineering)
나노소재응용공학Ⅱ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Engineering Ⅱ)
생체역학(Biomechanics)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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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4-1 전선

364011
364007
364038
364039
364022
364040
364021

독성학(Toxicology)
응용생물소재공학(Biomaterial Processing & Applications)
효능평가법(Efficacy evaluation)
나노생체계측기기(Instrumental Analysis for Nanobiomaterials)
현장실습Ⅰ(Field & Internship program)
세포배양공학(Cell culture engineering  )
생물소재공학전공실험Ⅲ(Biomaterials Eng. Lab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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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64041
364004
364042
364043

364044
364045
364046
364023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생물소재물성론(Bio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생물소재공학연구(Research in Biomaterials Engineering)
나노생체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for Nanobiomaterials)
천연물이용학(Natural Products Utilization)
생물소재장치학(Biomaterials Machinery Engineering)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현장실습 Ⅱ(Field & Intern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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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3-3-0
3-3-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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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공학부 교육목표 및 교과과

정 운영

본 학부는 생물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 
중심의 전일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
시하여 국제적수준의 지식 및 기술함양을 
달성하는 학부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인
간, 기술, 자연의 조화를 다루는 생물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삶, 풍요
로운 사회건설의 국가 및 지역 사회적 요
구를 충족시킴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본 학
부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 양성)과 국제화 시대
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교육, 독립성 위주에
서 각 분야와 연계된 통합과 실무와의 연
속적인 접촉으로 국제 수준의 교육 수월성
을 지향하고 청정생물산업의 인력양성교육
의 메카로써의 위상을 정립하여 교육의 내
실화, 실용화 및 국제화를 위한 교육여건 
및 학사제도를 개선함으로 바이오산업의 
특성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교과과정은 학제간 결합/협동교육, 관련 
산업연계 교육, 국제경쟁력 제고 교육, 실
험실습, 현장학습 강조된 실용교육 새로운 
교과목/교수법의 신교육프로그램 교육, 
Module 교육, 개방적 교과운영, 신기술창출, 
산업체/지자체 요구반영, 졸업생활동 평가 
등에의 순환적 자율개선형 교과 운영, 생물
산업 및 생물공학기술의 이해나 동기부여
에 관련된 설계, 축적된 교과과정을 바탕으
로 한 정밀설계 및 청정생물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설계 등의 설
계/공정/제조를 중시하는 교육임.

교과운영은 강원대학교 특성화 학부대학
으로서 해당분야의 교수 및 기타 관련 전
공분야의 교수를 전임 교수로 지정하거나 
산학협동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며 평생교
육의 기능강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첨단장비의 활용과 정보산업 관련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교육구조의 개선과 현장실습
기회 확대, 관련산업종사자 재교육 프로그
램 개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함. 

또한, 생물산업분야 중점육성대학간 상호
학점인정제의 도입, 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현장실습학점의 확대, 산업현장 취업지도 
강화, 정보, 전산처리교육 강화, 장학금 확
대를 통해 학사관리를 개선하도록 하며 생
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학문의 교육을 내
실화할 수 있는 기초과학교육을 수행하며 
생물산업분야의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멀
티미디어 콘텐츠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진행
하고 있음.

▶ 생물소재공학전공 교육목표

생물소재공학은 생물체에 생명공학의 기
초지식을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생명공학의 
선도적인 학문 분야이다. 생물소재의 연구 
분야로 생리활성 물질을 얻기 위한 생물체 
이용기술(from-biotech)과 생체적합성 재료를 
생체에 적용하는 기술(into-biotech)로 구분
되며 이들의 활용을 위해 생물, 화학, 화학
공학, 재료공학, 기초의학 등 다분야의 연
계 학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복합 학문 
영역이다. 

생물이용기술 분야는 동물, 식물, 미생물
에서 생리활성 소재를 탐색하고, 각종 생명
공학 기술과 생물기능 개량기술을 접목하
여 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형
질전환동물, 식물, 미생물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의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고 생산한다. 

궁극적으로는 면역평가, 독성평가, 효능
평가를 통해서 생리활성 소재의 효능을 검
증하고,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적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체적용기술 분야는 생물이용기술 분야
에서 얻은 생리활성 물질의 효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약물전달소재를 개발한다. 또
한 인체에서 결손된 부분, 이상이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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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대체하여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고 나아가서 복원할 수 있는 조직 
공학용 생체재료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전공에서는 각종 생의학 응용기반 구
축에 필요한 분자수준에서의 생체물질 이
해와 공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생리활성을 
발굴․생산하고, 생체적합성이 있는 신소재 
개발을 위하여 생물소재, 생물고분자, 생리
학, 생체재료, 응용생물소재공학, 조직공학 
등을 강의하며, 생리활성소재, 생체적합성
소재, 생분해성 고분자, 정밀 화학 소재, 무
기신소재 및 효능과 독성평가법 등에 대한 
폭 넓은 이론과 실험의 교과과정을 모듈식
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전공은 보건의료, 정밀화학, 향장산업, 식
품산업 등과 같은 생명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
이 가능한 분야를 강의 및 실습을 통해 현장에
서 즉시 이용이 가능한 Hand-on Experience 능
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보
성 및 실용성 지식의 활용성을 강조하는 교육
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학부공통과목〉

유기화학 3-3-0 (2학년 1학기)

유기화학 반응의 각종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
해시키고, 바이오 산업과 유기화학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유기화학 응
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분석화학 3-3-0 (2학년 1학기)

분석기구와 기기의 취급법을 비롯한 화학평형, 
침전, 추출, 산과 염기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정
성/정량 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생화학Ⅰ 3-3-0 (2학년 1학기)

생체의 구성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시키
고, 이들 물질이 생체 내 또는 생체와 외계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에너지 출입, 효소 

반응 등을 강의한다.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Ⅰ 2-0-4 (2학년 1학기)

바이오산업공학도로서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각
종 기초 실험을 모듈식으로 실습한다. 

기초미생물학 3-3-0 (2학년 2학기)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및 유전 등 
일반적인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하
여 농업, 식품 및 제약 등의 응용분야에의 적용을 
다룬다.  

생화학Ⅱ 3-3-0 (2학년 2학기)

물질의 생체 내 흐름과 에너지 흐름 등, 생체 
구성 물질의 생체 내 대사 과정과 대사 조절 기
작을 강의한다. 

화학양론 3-3-0 (2학년 2학기)

바이오 산업의 각종 공학 계산에 필요한 단위
와 단위 환산 등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  물질 
및 에너지 수지와 이들의 바이오 산업에서의 실제 
응용을 위한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연습시킨다.

바이오산업공학기초실험Ⅱ 2-0-4 (2학년 2학기)

바이오산업공학도로서의 실험․실습의 응용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바이오 공정, 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등의 각 분야에서 필요한 기초 실험을 
모듈식으로 실습한다.

〈전공필수〉
생물소재공정공학  3-3-0 (3학년 1학기)

생물소재들의 해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단위조작 지식들인 열전달, 유체역학, 물질전
달, 물질분리들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이들 공정
에 수반되는 공학적 개념들의 활용에 관한 능력 
배양을 목표로 강의한다.

나노소재응용공학Ⅰ 3-3-0 (3학년 1학기)

나노 소재를 응용하기위해 필요한 공학적 지식
을 득한다.

면역학 3-3-0 (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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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면역성에 대한 기초지식을 포함한 면역
반응의 기본원리와 이론, 면역체계의 분화단계, 
항원-항체의 관계, 감염에 의한 면역성 기작 및 
과민성 반응 등의 일반적 면역반응 외에도, 암 형
성,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과 같은 질환
과정에서의 면역 과정을 강의한다.

천연물과학 3-3-0 (3학년 1학기)

천연물의 성분 및 이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이해시키고, 이들의 각종 생리 기능성에 대한 기
본적 지식을 바이오산업 실무에 적응시킬 수 있
도록 강의한다.

생체재료학 3-3-0 (3학년 2학기)

생체기능을 유지, 향상, 복원하는 생체재료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이식 후 생체내부에서 생체
재료의 변화, 생체재료의 생체적합성 평가, 조직 
이식에 대한 숙주반응을 학습한다. 아울러, 생체
재료의 적용대상인 인체에 대한 기초 해부학을 
학습하고, 하이브리드 생체재료 제조에서 요구되
는 세포와 세포, 세포와 ECM 매트릭스 간의 상
호작용을 이해한다.

생체의공학 3-3-0 (3학년 2학기)

생체신호의 특성, 의용 센서와 계측, 초음파, 
의용광학기기, 재활공학 등 의용공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전공선택〉

기능성소재응용공학 3-3-0 (3학년 1학기) 

생물소재공정 공학에서 배운 기초 원리 및 공
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들을 식품, 
의약, 화장품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실용화 및 
제품화에 사용되는 중요 요소기술들과 이들의 활
용에 관련되는 기본이론과 용에 대해 강의한다.

생물고분자공학 3-3-0 (3학년 1학기)

고분자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천연 고분자의 
종류, 물성 및 용도, 그리고 합성 고분자와 천연
고분자의 생체 의학적 응용에 대해서 학습한다.

세포생물학 3-3-0 (3학년 1학기)

세포생물학 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세포막, 세

포분열 그리고 세포 성장조절 메커니즘에 대하여 
강의 한다.

조직공학 3-3-0 (3학년 1학기)

생체조직의 구조와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
해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생체 조직의 복구, 대치 
및 향상시키는 원리와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산업미생물학 3-3-0 (3학년 1학기)

미생물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그 이용 원리와 방법에 대
하여 강의한다. 

생물소재공학전공실험Ⅰ 1-0-3 (3학년 1학기)

생물소재공학분야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한 각종 기초 실험조작과 실습을 수행한다. 

기능성소재학 3-3-0 (3학년 1학기)

기능성 소재란 무엇이고, 전통적으로 전해 내
려오는 소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는 제품들의 개발역사, 개발 방법 등을 소
개한다. 또한 이들 사례를 통해, 산업적으로 어떤 
제품화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방법적 접근법을 강의한다. 

생물공학 3-3-0 (3학년 2학기)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단백질공학, 세포배
양, 생물공정 등과 같은 생물공학기술의 공업적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의 지식들
을 생물소재의 활용 및 응용을 위한 공학적 지식
을 강의한다.

생물소재공학전공실험Ⅱ 1-0-3 (3학년 2학기)

생물소재공학분야의 기본적인 실험실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기초 실험조작과 실습을 수
행한다. 

생체역학 3-3-0 (3학년 2학기)

생물시스템 구성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인과 측정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나노소재응용공학 Ⅱ (3학년 2학기)

나노 소재를 응용하기위해 필요한 공학적 지식
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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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공학 3-3-0 (4학년 1학기)

고등 동․ 식물 세포의 배양법에 관한 기초적
인 지식과 기타 배양에 영양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리고 발효조의 설계 및 Scale-up에 관
하여 강의한다.

응용생물소재공학 3-3-0 (3학년 2학기) 

생물소재(천연고분자, 지질, 단백질)를 응용하
여 환부에서 시간에 대한 약물 양을 최적화함으
로써, 약물의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을 향상시
키고 약효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방출제어 제제에 대해서 학습한다.

생물소재공학실험 Ⅲ 1-0-3 (4학년 1학기)

생물소재공학분야의 실험실습 응용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해 생물소재의 각종 연구 개발에 필요
한 각종 기초 및 응용 실험을 실습한다. 

인체생리학 3-3-0 (4학년 1학기)

생리학은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며, 특히 분자수준에
서부터 몸을 구성하는 해부학적인 단위에 이르기
까지의 생물체의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
문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생물체의 생명현상에 
관한 기초지식을 포함해서, 특별히 인체에서의 이
루어지고 있는 세포, 조직, 장기 및 기관 간의 상
호작용에 관한 현상들을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해되도록 강의한다. 

현장실습 Ⅰ 2-0-4 (4학년 1학기)

관련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생물정보학 3-3-0 (4학년 1학기)

생물자료의 수집, 관리, 저장 등 정보처리 및 
해석을 다루는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본 개념과 
지식을 이해시키고, 이의 바이오산업에서의 응용
과 전망을 강의한다.

나노생체계측기기 3-3-0 (4학년 1학기)

나노생체공학에 필요한 측정 기기의 사용법과 
해석법을 학습한다.

독성학 3-3-0 (4학년 1학기)

생체재료들이 생체에 미치는 안전성, 독성 및 이
들의 반응기전과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효능평가법  3-3-0 (4학년 2학기) 

인체에 적용 가능한 유용성 소재들이 가지는 
약물학적인 효능, 면역학적인 효능, 세포생물학적
인 효능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특
별히 이를 위해서 표적 효소수준, 표적 세포수준, 
표적동물모델 수준 및 임상실험 수준에서의 연구
법을 기존의 보고된 최신의 연구논문 및 자료들
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생물소재물성론 3-3-0 (4학년 2학기)

생체재료(biomaterial)의 기본개 념을 이해하고, 
생체재료의 종류와 물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특히 
고분자의 일반물성, 점탄성 및 생체재료로서 가져
야 할 특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생물소재공학연구 2-0-4 (4학년 2학기)

생물소재에 대한 구조분석, 기능적 연구 및 작
용 기작에 대한 세포분자 생물학적 기본 실험 및 
소재 개발을 위한 각종 생물공학적 접근법에 대
한 연구방법을 학습한다. 

생물소재장치학 3-3-0 (4학년 2학기)

생물 공정의 기초 지식을 통해 실제 생물 소재
를 생산하기 위한 공업적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공정 장치들의 도안,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
초 이론을 습득하며, 실제 생산에 필요한 기계 조
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나노생체고분자공학 3-3-0 (4학년 2학기)

나노생체재료에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의 특성
과 재료에 따른 생체의 반응을 학습한다.

천연물이용학 3-3-0 (4학년 2학기)

천연물의 성분 및 이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이해시키고, 천연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이들의 각종 생리기능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이오산업 실무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강의한다.

임상영양학 3-3-0 (4학년 2학기)

임상영양학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병적상태로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양문제를 연구



－ 673 －

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위해 영양대책의 이론
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영양관리를 통해 이를 실
천하는 제반사항 을 공부한다.

유전공학  3-3-0 (4학년 2학기)

미생물 유전학을 기초로 하여 산업적 응용을 

위한 유전공학의 이론 및 기술을 강의한다. 

현장실습 Ⅱ 2-0-4 (4학년 2학기)

관련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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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부

(Division of Biotechnology)

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16600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

2-2 전선 166004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

4-1 전선 166011  취업성공학(Successful Recuriting)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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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 의생명공학전공(Molecular & Medical Biotechnolog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167034
167035

생화학Ⅰ(Biochemistry I)
의생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Science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2-2

전필 167036 생화학Ⅱ(Biochemistry Ⅱ) 전공기본 3-3-0 부필

전선
167037
167007
167001
167038

미생물학 및 실험 (Microbiology and Lab)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Lab)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한방소재공학 (Oriental materials Technology)

B
전공기본

A
B

3-2-3
2-0-6
3-3-0
3-3-0

3-1

전필
167008
167039
167040
167041

효소공학 (Enzyme Technology)
분자생물학1 (Molecular BiologyⅠ)
면역학 (Immunology)
천연물의약공학(Natural Product Biomedical Technology)

A
A
A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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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67013
167042
167043
167044

167045
167046

효소공학실험 (Enzyme Technology Lab)
생리학 (Physiology)
조직배양공학(Tissue Culture Engineering)
천연물의약공학실험
(Natural Product Biomedical Technology Lab)
분자세포공학 (Molecular Cell Technology)
신경학 (Neurology)

B
A
A

전공기본
A
A

2-0-6
3-3-0
3-3-0
2-0-6

3-3-0
3-3-0

3-2

전필 167047 생물의약공정공학(Biopharmaceuticals process engineering) A 3-3-0 부필

전선

167017
167048
167049
167021
167050
167051
167052

분자생물학2 (Molecular Biology Ⅱ)
분자유전학실험 (Molecular Genetics Lab)
바이러스와 질병 (Medical virology)
면역학실험 (Immunology Lab)
기능성화장품공학 (Cosmeceuticals Engineering)
분자세포공학실험 (Molecular Cell Technology Lab)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A
B
A
B
B
B
A

3-3-0
2-0-6
3-3-0
2-0-6
3-3-0
2-0-6
3-3-0

4-1 전선

167053
167054
167055
167056
167057
167058
168059
167999

분자영양학 (Molecular Nutrition)
유전자조절 및 치료 (Gene Regulation & Therapy)
미생물병리학 (Microbial Pathogenesis)
의용공학(Biomedical engineering)
생물공정공학실험 (Bioprocess Engineering Lab.)
질병유전학 (Human Genetics)
발생유전학 (Genetic Control of Development)
전공세미나 (Biotechnology Seminar)

A
A
B
B
B
A
A
A

3-3-0
3-3-0
3-3-0
3-3-0
2-0-6
3-3-0
3-3-0
1-0-2

4-2 전선

167027
167060
167061
167062
167063
167064
167065
167029

공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진단소재공학(Diagnostics Material Engineering)
항체소재공학 (Antibody Engineering)
항생물질 및 생리활성 (Antibiotics and Bioactive)
줄기세포치료학 (Stem Cell Therapy)
현장실습 (Field Training)

B
B
A
A
A
A
A
B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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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부 교육목표

생명공학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현
상을 규명하기 위해 고도의 섬세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 자체의 독특한 능력을 인
류의 복리증진에 이용하는 첨단 학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 게놈 해독을 비롯한 일
부 생물체들의 게놈 청사진이 밝혀지고 클
로닝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동식물의 개
발과 이를 이용한 농업 및 의학에의 이용 
가능성이 날로 커지며 산업으로서의 위치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
공학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
공학부에는 분자․의생명공학전공과 식물생
명공학전공 등 두개의 전공에서 미생물.동
물.식물 등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초와 이론
을 학습하여 생명공학의 산업적응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 분자 ․ 의생명공학전공 교육목표

분자․의생명공학전공의 교육 및 연구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주제는 인간생명과 분
자 (Human life & Molecule)이다. 우리는 인
간 생명현상의 근원적 논리를  학문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인류 생명 일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명공학적 및 의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응용함으로써 우리 자
신과 이웃 모두의 생명을 새로운 건강과 
기쁨의 지평 위에 세우고자 한다. 또한 우
리는 인간 생명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 소재분자와 분자진단방법 등
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21세기 의학․생명공학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생화학 Ⅰ

생체의 구성성분을 이해하고 생체내에서의 성
분간의 화학반응, 에너지출입, 효소등, 주로 세포
를 구성하는 물질과 세포내 환경조건, 반응메카니
즘등 공통적인 생명현상과 관련하여 강의 한다.

의생명공학개론

의용공학, 생명과학, 의학의 기초로부터 실제 
적용까지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21세기 첨단 
학문을 말하며, 학문의공학, 의생명과학, 인체유전
학, 의용전자공학, 임상영양생화학, 의료정보공학, 
인체분자생물학, 임상진단학, 생체역학응용, 의용
재료학 등 첨단 학문분야의 소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화학 Ⅱ

체에너지학을 기초로 하여 탄수화물, 지방, 단
백질로부터 에너지의 획득 및 생체구성성분의 합
성, 식물의 광합성, 생체내 대사조절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생화학 Ⅰ (생체구성성분의 이해) 을 
선수과목으로 한다.  

의약화학

체내에서 약물이 작용하여 나타내는 약리작용
기구 및 화학구조와 생리작용간 상관관계를 규명
하고 이들 지식을 토대로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설계
하고 이를 합성하는 기초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
로 한다.

분자영양학

영양소와 세포내 또는 세포외 분자와의 상호작
용을 연구를 목적으로, 식이영양원이 DNA repair, 
세포증식, 또는 세포사와 같은 세포의 기초적인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영양소가 어떻게 각 개인
의 유전자의 구조나 표현을 변화시킴으로 건강과 
질병의 균형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자수준에서 다
루는 학문이다.

한방소재공학

한방생명자원(한약재)의 기능성을 이해하고 자
원의 생산성 및 이용 증대를 위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과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연구동향의 탐
색하여 최종적으로 한방소재 활용의 과학화와 산
업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물의약공학

천연물의학공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도입되어 생명현상에 관한 새로운 지
견의 응용을 토대로 생리활성 검색모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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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물질의 발굴 및 신물질 창출, 유용 물질
의 대량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과목은 천연
물에 초점을 맞추어 의학공학의 기본원리 및 연
구방법론을 이해토록 하면서, 천연물생산에 있어
서 실제 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천연물의약공학실험

천연물의학공학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광범위한 
학문분야에 도입되어 생명현상에 관한 새로운 지
견의 응용을 토대로 생리활성 검색모델의 개발, 
생리활성물질의 발굴 및 신물질 창출, 유용 물질
의 대량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본 과목은 천연
물에 초점을 맞추어 의학공학의 기본원리 및 연
구방법론을 이해토록 하면서, 천연물생산에 있어
서 실제 실험에 관한 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기능성화장품공학

오늘날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이 단순히 미의 
추구를 위한다는 범주를 벗어나 의약품과 대등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아직도 기능성 화장품은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 부작용의 우려, 시장 개발의 
어려움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를 타개할 수 있는 생물공학적 접근 방법과 이를 
통해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항생물질 및 생리활성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항생물질과 새로 발견되
는 항생물질에 대한 최신지식에 대해 강의하며, 
항생물질의 생산 작용기전, 내성 기전 화학, 생합
성에 대하여 중점을 둔다. 또한 천연 자원으로부
터 항생물질 및 생리활성물질을 분리, 동정하는 
연구방법을 강의한다. 즉, 천연물의 특정 활성에 
대한 pre-screening, screening 방법들을 소개하고 
activity-guided fractionation에 의한 분리법 및 성분
의 단리법, 구조확인 방법들에 관해 강의하고 이
상의 효능 검색법에 필요한 동물세포 배양법 및 
약효성분의 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
으로써의 식물조직배양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생물학 및 실험

생물계는 동물, 식물, 원생생물로 구성되어 있
고 원생생물의 범주에 속하는 미생물은 응용적인

면에서 우리생활과 깊게 관여하며 생명과학의 여
러 가지 연구에 미생물은 좋은 재려로서 미생물
에 관한 연구는 생물과학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본 강의에서는 미생물에 관한 기초 지식을 중심
으로 농업식품, 산업, 제약업, 정밀화학 등 응용분
야에의 적용을 다룬다.

면역학 (Immunology)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 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외래물질의 침입을 받게 되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하여 외래 물질의 침입에 대항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면역학은 생체내
의 이러한 자기방어기작의 구성 및 작용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강좌는 최근 급격히 발전
되고 있는 면역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분
자, 세포, 장기, 개체 수준에서의 면역 반응 (감염
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더 나
아가  이 분야가 우리의 건강 및 생명공학에 얼
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이러스와 질병 (Medical Virology)

본 교과목에서는 바이러스의 증식, 발현, 병원
성, 진단 및 검출 방법, 유전자 치료에 현재 활용
되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의 활용, 바이러스와 암, 
만성 감염 및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등과 관련된 
주제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질병 유전학 (Human Genetics)

인간의 신체에 나타나는 모든 정상적인 혹인 
비정상적인 변이는 각 개인의 유전적 조성과 주
변 생활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본 
강좌의 목적인 수강생들로 하여금 인체 유전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증진시켜 수 많은 인체 질환
의 유전적 배경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유전적 성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항체소재공학 (Antibody engineering)

항체는 우리의 면역계에 존재하는 면역단백질
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 많은 종류의 단백질 
중 표적분자와의 결합 특이성이 가장 우수하여 
현재 생명공학 분야 중 의생명 분야에서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있다. 본 교과에서는 항체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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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항체의 제작 및 신기
능 부여를 위한 조작, 의료용 항체의 생산 및 특
성 분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항체 단백질의 산업화에 대한 실제적 접
근 방법 및 전략을 숙지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생물병리학

∙ 병원성 미생물의 정의 및 분류, 검색과 확인
∙ 병원성 미생물의 pathogenesis 분자 기작에 대

한 이해
∙ Pathogenesis 차단 기제에 대한 이해 
∙ 새로운 분자진단법 디자인

단백질공학

∙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 분석 및 예측방법
에 대한 이해

∙ 단백질 유전자의 표현 및 조절에 대한 이해
∙ Site-directed mutagenesis에 의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이해
∙ Proteome 분석법에 대한 분자적 접근
∙ 새로운 유용 단백질의 디자인 

분자유전학실험

미생물 및 고등세포의 DNA 분리 및 정제법 
실험
∙ DNA의 인위적 조작에 대한 이론적 이해 및 

실험
∙ PCR 기법에 의한 유전자 증폭 및 목적 유전

자 분리 정제 실험
∙ 유전자의 클로닝 및 발현 실험  

유전자 조절 및 치료

∙ 고등세포 유전자의 복제, 발현 및 조절기작에 
대한 분자수준의 이해

∙ 유전적 질병의 분자기제에 대한 통찰
∙ 유전자 치료의 정의 및 실제 접근방법론에 대

한 고찰 
∙ 새로운 유전자 조절 및 치료에 대한 토론 

생물의약공정공학

생물의약산업의 전체적인 개괄 및 생물의약품
의 특징 및 법규를 고려한 생산공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혈액제제, 호르몬, 항체, 백신 등 단백질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물의약품의 연
구개발 현황, upstream 기술, downstream 생산 기
술, 분석기술, 필요 생산시설, 전 임상, 임상 등의 
허가과정 등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 허가, 및 마
케팅에 이르는 전 핵심 과정을 소개함.

의용공학

공학 이론 및 기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체 및 
인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해석함으로써 의학이
나 생물학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배양하며, 또한 재료공학, 생물화학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의 다양한 공학적 원리와 
방법을 융합하여 의료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의료 
분야에서 필요한 인공장기, 생체재료, 진단계측 
기기 등의 의료 재료, 기기, 장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훈련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위해 
의용생체재료공학을 중심으로 의용기계공학, 의용
전자계측공학의 개괄을 소개함.

조직배양공학

조직배양공학은 환자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를 이용하거나 사람의 골수․피부․혈관에 존재
하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인간의 세포를 성장시
킨 뒤 지지체 위에서 키움으로써 생체조직과 장
기를 체외에서 만드는 기술이며, 그 궁극적인 목
표는 기계적·생물학적으로 신체 장기와 유사한 장
기의 개발을 비롯해 인공 심장, 인공 혈관, 이공
피부, 인공 간 등 다양한 인공장기를 개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세포생물학, 생리학 등 기초 생
물학적 지식, 유체역학, 이동현상론, 재료공학등 
공학적 기본 원리, 장기이식, 면역학 등 임상학적 
지식, 그리고 세포배양, 세포분리 등의 생물공학
적 지식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본 교과목을 통해 조직공학에 필요한 모든 다양
한 분야의 지식들의 개념적 틀을 정립함. 

진단소재공학

다양한 Biochip 제품이 인간의 질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Biochip
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oligonucleotide 
나 지표단백질 등의 생물소재 기술, microarray 나 
chip 기판의 미세 가공기술, 검출 및 분석 기술, 
검출결과를 컴퓨터로 집계 처리하는 정보처리 기
술 등 BT, NT, IT, 및 생물정보학 등의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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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됨. 본 교과목을 통하여 Biosensor, DNA 
Microarray, Protein Chip, Cell Chip, Neuron Chip, 
Lab-on-a Chip 등 다양한 진단용 Biochip 제품개발
을 위한 바이오 나노소재기술 및 기타 핵심 융합
기술 전반에 대해 소개함.

생물공정공학실험

생물공정이란 원료를 Biocatalyst에 의해 처리하
여 인류에게 유용한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하는 

공정임. 생물공학 제품이 대량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scale-up 된 생물공정을 통해야함. 생물공
정은 대량배양을 포함한 생물반응공정과 생물분
리공정으로 대별되고 있음. 본 과정을 통하여 생
물공학제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미생물, 동물세포, 
및 식물세포의 대량배양공정과 배양산물의 분리
정제에 필요한 단위 분리공정에 필요한 기본조작 
및 방법론을 실험을 통하여 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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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명공학전공(Plant Biotechnology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68001
168067

식물생리학 및 실험(Plant Physiology and Lab.)
식물유전학 및 실험(Plant Genetics and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
3-2-2

부필
부필

전선
168094
168068
168069
168070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Plant Biotechnology)
식물의 세계(Botany)
대사생화학(Metabolic Biochemistry) 
곤충과 생활(Insects and Life)

전공기본
A+B

전공기본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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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2-2

전필
168071
168072

생물공정공학(Bioprocess Engineering)
기능성 바이오소재화학
(Chemistry of  Functional Biomaterials)

전공기본
전공기본

3-3-0
3-3-0

부필
부필

전선
168073
168074
168075

식품자원과학(Food Resources Science)
식물보호학(Plant Protection)
생약자원학(Biomedicinal Resource)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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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68076 곤충생리학 및 실험(Insect Physiology and Lab.) 전공기본 3-2-2 부필

전선

168077

168078
168079
168080
168047

기능성 바이오소재 검증학 및 실험
(Functional Biomaterials Screening and Lab.)
바이오텍 MBA (Biotechnology MBA)
생약가공학(Medicinal Plant Processing Engineering)
향장소재공학(Cosmetic Material Engineering)
식물생명종합실습 1(Plant Biotech Lab.1)

A+B

B
A+B
A+B
A+B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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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68081 분자생물학 및 실험(Molecular Biology and Lab.) 전공기본 3-2-2 부필

전선

168082
168083

168066
168084
168085
168086
168053

세포배양공학(Cell Culture and Engineering)
기능성소재 이용학 및 실험
(Utilization of Functional Materials and Lab.)
식물유전자원학(Plant Genetic Resources)
의용곤충학(Biomedical Entomology)
나노한방공학(Nano Technology for Medicinal Plant)
식물 바이오에너지공학(Plant Bioenergy)
식물생명종합실습 2(Plant Biotech Lab.2)

A+B
A+B
A+B
A+B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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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168087
168088

168089

식물발생유전공학(Plant Developmental Genetic Engineering)
기능성 바이오소재와 건강
(Functional Biomaterials and Health)
생물재료공학(Engineering Materials for Bioprocess)

A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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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168090
168091
168092
168093

식물바이오텍 산업현장실습(Plant Biotechnology Internship)
바이오텍 혁명(Biotechnology Innovation)
대사생리학(Metabolic Physiology)
바이오시스템공학(Biosystems Engineering)

B
B
A

A+B

3-0-4주
3-3-0
3-3-0
3-3-0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681 －

▶ 생명공학부 교육목표

생명공학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고도의 섬세한 기술
을 이용하여 생물체 자체의 독특한 능력을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용하는 첨단 학문이
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 게놈 해독을 비롯
한 일부 생물체들의 게놈 청사진이 밝혀지
고 클로닝 기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동식물
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농업 및 의학에의 
이용 가능성이 날로 커지며 산업으로서의 
위치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명공학의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 생명공학부에는 분자 ․ 의생
명공학전공과 식물생명공학전공 등 두개의 
전공에서 미생물, 동물, 식물 등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초와 이론을 학습하여 생명공
학의 산업적응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
부한다. 

▶ 식물생명공학전공 교육목표

금세기를 대표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첨단생명공학분야 큰 주축을 차지하
는 식물 Bio-Tech분야는 식물과 관련된 자
연 생태적 Bio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인
류복지향상 및 기능성 식량의 개발과 증대
를 선도할 인재를 적극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식물을 활용하는 식량 및 식품의 생산과 
실버시대에 도래한 지금, 건강 생명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웰빙 제품의 개발과 생산, 
인체에 유용하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리
활성물질의 개발, 초미세 나노기술을 이용
한 한방바이오소재의 개발과 활용, 고금에
서 제시하는 한의학 관련 생약자원의 생명 
공학적 해석, 개발 및 생산에 지금의 첨단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기술과 이론을 접목
하여 방식도 주목된다. 

기존의 유용식물자원의 개발, 신품종의 
육성 및 기능성 물질의 탐구와 활용 등에
도 식물 Bio-Tech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

을 두루 갖춘 신세대형 인재가 양성되어 
참여된다면 그 발전 가능성에 새로운 전기
가 마련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식물 Bio-Tech의 학문분야가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첨단동력산업으로 
자리맺음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흐름
을 선도하고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신 한
국형 과학인재 육성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

<학부공통교과목>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3-3-0)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들의 구조, 유기물
들 간의 반응, 이용 등을 학습하는 기초 교과목.

세포생물학(Cell Biology) (3-3-0)

생명체의 근본인 세포의 종류, 분화 및 발달 
및 최근의 세포공학에 이르는 학문영역을 학습함. 

취업성공학(Successful Recruiting) (3-3-0)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취업 
준비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사항들을 
학습함.

<전공필수>

분자생물학 및 실험

(Molecular Biology and Lab.) (3-2-2)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분자적 단
위와 기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조절 기작이 지
니는 생명현상에 대하여 분자적 수준에서 전반적
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실험을 통하여 종합적으
로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의 분야이다.

곤충생리학 및 실험

(Insect Physiology and Lab.) (3-2-2)

곤충의 물질 대사, 생식, 휴면, 기능성 물질 생
산에 대한 생리, 생화학, 분자생물학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학문이다. 응
용분야로 생리활성물질 생산, 식물과 곤충간의 화
학전(chemical arms race), 곤충 조절 물질의 작용
기작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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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정공학(Bioprocess Engineering)  (3-3-0)

본 강의에서는 약용, 식품, 화학, 생약 및 의약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약 자원을 이용하여 
공학적 원리에 입각한 제품 생산 공정 및 기기 
설계, 분석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고자 함.

식물생리학 및 실험(Plant Physiology and Lab.)

(3-2-2)

식물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현상을 
밝히는 식물생명공학의 한분야로 식물의 생리적 
현상에 대하여 학습한다.

기능성 바이오소재 화학(Chemistry of Functional 

Biomaterials) (3-3-0)

바이오 자원중 건강기능성 소재의 물리화학적 
성질, 기능 등을 강의

식물유전학 및 실험

(Plant Genetics and Lab) (3-2-2)

멘델의 완두콩 유전, 우장춘 박사의 수박유전, 
더 나아가 다양한 컬러감자유전, 옥수수 유전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의 원리를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
게 하는 유전학 강좌.

<전공 선택>

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Plant Biotechnology)

(3-3-0)

새로운 식물바오테크놀로지 산업에 입문하는 학
생들에게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첨
단산업 기술개발, 산업체의 벤처 경영을 학습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

(Biosystems Engineering) (3-3-0)

의약 및 한약, 식품 산업분야에서 제품 생산시 
필요한 분쇄기, 추출기, 건조기, 성형기, 포장기 등
의 기계 구조, 작동 및 조작, 자동 제어 계측, 내마
모성 재료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 

식물생명종합실습 1

(Plant Biotech Lab.1) (3-3-0)

본 교과는 개인적인 연구과제로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인 연구 과제를 수행함.

식물생명종합실습 2

(Plant Biotech Lab.2) (3-3-0)

개인 연구 과제에 대하여 식물생명종합실습1에 
이어 수행한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작성함.

식물바이오텍 산업현장실습(Plant Biotechnology 

Internship) (3-0-4주)

저학년에서 학습한 식물생명공학에 관한 이론
을 식물생명공학 산업현장에서 실습에 의한 현장
체험 인턴 프로그램이다.

식물의 세계(Botany) (3-3-0)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일원으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식물이 지니는 전반을 이해하고
자 하는 학문의 분야로 식물을 구성하는 단위체
인 세포에서 출발하여 생장과 성숙의 과정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최종산물에 대한 이용의 측면
까지를 학습하는 것이다. 

식물유전자원학(Plant Genetic Resources)

(3-3-0)

지구상의 생물자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식물에 대하여 각각이 지닌 유전자원으로서의 
의의, 탐색 및 수집, 평가 및 이용, 보존 및 교류 
등에 활동에 관한 이론적 부분을 이해하고 식물유
전자원이 지닌 각각의 유전자를 은행식으로 구축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규명하는 학문의 분야이다.

식물발생유전공학(Plant Developmental Genetic 

Engineering) (3-3-0)

식물의 발생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
고, 식물을 구성하는 각각에 기관의 생성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에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를 
이용하여 보다 개량된 분야에서의 응용을 고려하
는 기술 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곤충과 생활(Insects and Life) (3-3-0)

인간의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곤충에 대한 소개를 
한다. 곤충의 기본적인 특징, 식물과의 관계, 생태
계에서의 역할, 환경정화, 생산물질, 첨단과학에의 
이용 등을 포함하는 곤충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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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식물보호학(Plant Protection) (3-3-0)

식물을 가해하는 해충과 병에 대한 특성 및 방
제법에 대한 강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친환경 
식물자원의 생산을 위한 화분매개충과 천적 생물
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의용곤충학(Biomedical Entomology) (3-3-0)

의학과 약학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곤충과 곤
충유래물질에 대한 것을 강의한다. 의용곤충의 생
물학적 특성 및 관리, 질병매개 및 방제, 물질(또
는 기주, 기생자)에 대한 분자세포학적 반응기작 
등에 대한 소개를 한다.

생약가공학(Medicinal Plant Processing 

Engineering) (3-3-0)

본 강의에서는 천연물 식품 자원인 생약을 이
용하여 한방 및 의약품 생산시 필요한 단위공정
인 분쇄, 혼합, 연합, 제립, 건조 및 타정 등의 여
러 제조공정 과정에 관한 이론과 실제 응용 기기
들에 대한 지식 배양.

나노한방공학(Nano Technology for Medical Plant)

(3-3-0)

생약 및 한방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천연 약
용 자원을 나노화하여 의약 및 약물 전달시스템, 
양약 및 한방 관련 제형 개발, 나노 기능성 물질
로 사용되므로 본 강의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학문에 대한 지식 배양.

생물재료공학(Engineering Materials for 

Bioprocess) (3-3-0)

본 강좌에서는 금속재료, 세라믹스 재료, 고분자 
재료와 이를 혼합한 복합재료의 화학적 성분, 물
리적 성질 및 기계적 특성 등에 관한 지식을 배양
하여 생물 공정 설계 및 제작시 활용하고자 함.

생약자원학(Biomedicinal Resource) (3-3-0)

의약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식물 및 천연자
원을 발굴,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과 생약
의 성분, 구조 등을 학습한다.

향장소재공학

(Cosmetic Material Engineering) (3-3-0)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발굴,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과 생리활성, 피부효과 등 
천연화장품개발에 필요한 소재의 응용기술을 학
습한다.

식물 바이오에너지공학(Plant Bioenergy) (3-3-0)

일반적인 에너지의 원료의 대체에너지로 식물
로부터 에너지 자원 발굴,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초이론과 에너지효율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기능성 바이오소재 검증학 및 실험(Functional 

Biomaterials Screening and Lab.) (3-2-2)

바이오 자원중 건강기능성을 보유한 소재들의 
분리, 추출하는데 필요한 과학이론과 기술을 강의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성을 검증하는데 
관련된 생화학적 검증기술 및 관련기기 등에 대
해 실험을 통해 훈련함.

기능성소재 검증학 및 실험(Functional 

Materials Screening and Lab.) (3-2-2)

바이오(기능성)자원중 건강기능성 소재의 분리, 
추출하는 기술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성
을 검증하는데 된 생화학적 검증기술 및 관련기
기 등을 강의

기능성 바이오소재 이용학 및 실험(Utilization 

of Functional Biomaterials and Lab.) (3-2-2)

건강기능성이 입증된 바이오 소재를 이용하여 
첨단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관련제조
과학을 강의하고 실습함

기능성 바이오소재와 건강(Functional 

Biomaterials and Health) (3-3-0)

바이오 소재중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물질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생화학적 또는 생
리학적 기작으로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최신 연구논문을 통해 과학화하고 학습한다.

식품자원과학(Food Resources Science)(3-3-0)

인간이 식용 가능한 식품자원중의 각 성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자원의 이용가공시 예상되
는 성분의 변화 및 2차 생성물의 특성을 이해하
여 자원이용에 필수적 지식들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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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생리학(Metabolic Physiology) (3-3-0)

식용가능한 바이오 자원들이 함유하는 성분들
이 인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생명체내에서 예상되
는 생리현상들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대사생화학(Metabolic Biochemistry) (3-3-0)

바이오자원에 함유된 영양소들의(탄수화물, 단
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 등) 특성과 생체대사 
과정, 효소의 생명체내 역할 등을 학습한다.

세포배양공학(Cell Culture and Engineering)(3-3-0)

생물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생물의 조직 및 줄
기세포 배양 및 무병주 대량생산 기술에 대한 이

론과 실제를 강의함. 

바이오텍 혁명(Biotechnology Innovation) (3-3-0)

급속히 변하고 있는 21세기 바이오텍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술과 기업들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미래 산업을 예견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지닌 기
업탐방을 통한 직접 체험. 

바이오텍 MBA (Biotechnology MBA) (3-3-0)

바이오텍 관련 기업의 마케팅, 윤리학, 회계학, 
재무관리, 생산관리, 경제전략을 배우는 MBA 미
니코스로 이론과 사례 및 스스로 참여하는 프로
젝트를 통해서 미래의 실무 경영인을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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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생명과학과(Department of Molecular Bio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24045

324046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세포학 및 실험 (Cell Biology and Lab.)

3-3-0
4-3-3

부필
부필

전선 324047  분자유전학 (Molecular Genetics) 3-3-0

2-2 전필
324048
324049
324050

 생화학 (Biochemistry)
 미생물학 및 실험 (Microbiology and Lab.)
 분자생물학 및 실험 (Molecular Biology an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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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3-1 전선

324035
324009
324021
324051
324052
324053
324054

 면역학 (Immunology)
 면역학 실험 (Immunology Lab.)
 응용미생물학 (Applied Microbiology)
 식물분자생물학 (Plant Molecular Biology)
 식물분자생물학 실험(Plant Molecular Biology Lab.)
 생태학 (Ecology)
 생태학 실험 (Ecolog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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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24005
324020
324055
324056
324057
324058
324059

 바이러스학 (Virology)
 바이러스학 실험 (Virology Lab.)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분자생리학 실험 (Molecular Physiology Lab.)
 발생학 (Embryology)
 발생학 실험 (Embryology Lab.)
 진핵세포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of Eucaryot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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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24042
324060
324016
324061

324004
324999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줄기세포생물학 (Stem cell Biology)
 병원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세포배양 및 유전자조작 실험  
 (Cell culture and Gene Manipulation Lab.)
 균학 (Mycology)
 전공세미나 Ⅰ(Special Topic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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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1-0-2

4-2 전선

324062
324063
324027
324043
324999

 신경생물학 (Biology of Nervous System)
 분자미생물공학 (Molecular Microbial Biotechnology)
 유전체학 (Genomics)
 진화학 (Evolution)
 전공세미나 Ⅱ(Special Topics Ⅱ)

3-3-0
3-3-0
3-3-0
3-3-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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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생명과학과 교육목표

분자생명과학과는 21세기 첨단학문인 생
명과학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
된 학과로 분자생물학을 기초로 인간을 포
함한 다양한 생명체의 생명현상의 원리를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 장수,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학과에서는 분자생물학을 비롯하여 
세포학, 분자유전학, 분자생리학, 면역학, 
바이러스학, 발생학 등 생명과학의 기본적
인 학문을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분자
미생물공학, 줄기세포생물학, 생물정보학, 
세포배양 및 유전자조작, 신경생물학, 유전
체학 등 좀 더 깊이있는 학문을 학습한다. 
또한 이론과 실험실습을 분리하여 교과목
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직접 실험
하고 실습하도록 교육하여 실제 생명과학
의 이용분야 및 응용기술을 학습토록 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21세기에 요구
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가 요구
하는 생명과학의 요람이 되고 의 ․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중점
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졸업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에도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바이오 산업
체, 생명과학 및 식품관련 기업체, 국내외 
병원 연구소, 제약회사 연구소, 식약청 등
의 보건복지 관련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생명과학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졸업생
들은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국내외 대학은 물론 기업
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유기화학 (3-3-0)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결
합구조 및 작용기들의 반응, 유기물질의 합성을 
공부한다.

세포학 및 실험 (4-3-3)

생물체의 구성단위인 세포를 형성하는 각 소기
관의 미세구조와 역할, 세포들의 상호작용, 생체 
내의 모든 대사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
해함으로서 전반적인 세포학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분자유전학 (3-3-0)

유전자의 복제와 재조합, 원핵세포생물에서의 
전사와 그 조절기작, 진핵세포 생물의 유전자 해
독,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발암, 유전자 조작과 그 
이용을 공부한다.

생화학 (3-3-0)

생체 내 주요 구성성분들의 구조와 기능을 이
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반응과 생물체의 신진대사
들을 공부한다.

미생물학 및 실험 (4-3-3)

미생물 세포의 구조와 기능, 대사, 유전현상을 
비롯하여 미생물과 환경 또는 인간과의 상호작용
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해함으로서 미생물의 
기초적인 학문 및 응용 미생물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한다.

분자생물학 및 실험                (4-3-3)

거대분자의 구조와 기능, 유전물질의 특징과 
발현조절 기구 및 응용 분자생물학에의 적용 등
에 대한 방법 및 체계를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공
부한다.

면역학 (3-3-0)

최신 면역학의 기초 개념 파악. 중요분야는 선
천적 면역체계, 후천적 면역체계, 면역유전학, 면
역화학, 감염에 대한 면역, 과민성 반응, 이식 면
역학, 자가면역 질병임.

면역학실험 (2-0-4)

면역학의 중요이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실험을 실시. 주요 실험 내용은 혈청의 분리, 세
포의 분리 및 배양, 그리고 면역 형광염색법 등 
최신 면역 정량법 등임.

응용미생물학 (3-3-0)

균주분리, 변이주 개발, 배양 공정, 생물산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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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추출 및 정제 등, 생물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생물학의 응용분야에 관해서 주로 
강의한다.

식물분자생물학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유전자 발
현의 조절기작과 에너지 대사조절 과정을 연계시
켜 생명현상에 대하여 분자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식물분자생물학 실험

식물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실험 방법을 습득한다.

생태학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을 개체, 개체군 및 군
집의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고유한 특징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하여 공부한다.

생태학 실험

생태학과 관련된 실험 방법들을 다루는데 시료
채취, 군집의 변화, 서식지 특성, 생물의 기능 등
을 배운다.

바이러스학 (3-3-0)

동물, 식물 및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의 
생활사와 숙주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의 구조, 유전자의 특성과 변이를 알아보
고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특징
들을 소개한다.

바이러스학실험 (2-0-4)

바이러스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 실험 기술을 
배우는 과목으로서 바이러스의 순수분리 및 각종 
바이러스의 혈청학적,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공부
하고 이를 응용하여 실제로 분리된 바이러스의 
특성을 밝히는 실험을 수행한다.

분자생리학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에서 일어나
는 많은 생리기능들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체분자들
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분자 차원에서 공부한다.

분자생리학 실험

분자생리학과 관련된 실험 방법을 배운다.

발생학

동물 생식세포의 수정으로부터 기관 및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 기능적 활동의 추이, 기관 및 조
직의 위치관계, 모체와 태아의 기능적 상호관계 
등을 이해한다.

발생학 실험

발생학과 관련된 실험을 통하여 이론의 이해를 
돕는다.

진핵세포 분자생물학

원핵세포와는 다른 세포 구조와 유전자 구조를 
가진 진핵세포 생물체에서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기작을 공부한다.

생물정보학 (3-3-0)

생물학의 모든 정보들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이다. 이 과목은 통계학적 기
초지식과 컴퓨터의 지식이 요구되므로 생물학과 
정보통계학의 혼합 학문이다. 생물정보의 효과적
인 비교 분석 및 data base화 작업 등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줄기세포 생물학

자기증식능력이 있고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이
며,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능으로 인하여 
인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의 특성
을 공부한다.

병원미생물학 (3-3-0)

주로 병원세균에 대한 감염 질병의 병리 기작
을 이해. 중요 분야는 병원체의 침입, 병원체에 
대한 면역, 면역체계에 대응하는 병원체의 전략, 
병원체의 조직 파괴 기작 등임.

세포배양 및 유전자조작 실험

세포배양 방법, 유전자 조작 방법 등을 배운다.

균학 (3-3-0)

진핵성 미생물로서의 균류를 소개하는 과목이
다. 균류의 생리, 세포, 형태(미세구조 포함), 생화
학 및 분자생물학적인 기초지식과 응용생물학적인 
지식을 소개하며, 균류의 기본적인 분류체제를 학
습케하며 균류 전반의 기초과목으로서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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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세미나 Ⅰ (1-0-2)

현대 미생물학 경향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도록 학생들에게 제
공한다. 

신경생물학

신경계의 다양한 기능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해한다.

분자미생물공학

균주 분리, 변이주 개발, 배양 공정,  생물산업 
제품의 추출 및 정제 등, 생물산업에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생물학의 응용분야에서 관하여 공
부한다.

유전체학 (3-3-0)

생명현상을 유전자 수준에서 비교 연구하는 새
로운 학문분야이다. 이 과목에서는 전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생명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공부
하게 된다. 이 분야에는 새로운 기술과 분석법이 
요구되므로 최근 분자생명공학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진화학 (3-3-0)

본 강좌는 생명의 기원과 문화 진화의 메카니즘 
및 진화설의 역사 변천에 대해 소개하여 미래의 
진행 방향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공세미나 Ⅱ  (1-0-2)

현대 미생물학 경향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를 
통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도록 학생들에게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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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성화 학부(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기 자공학 공

－ 기 자 Program

－ 자공학 Program

자통신공학 공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공

컴퓨터과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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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부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전자공학부 학부 공통교과목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1-1 전선 382999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0-1-0-0

1-2

전필 382001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산학공통(C+E) 3-3-0-0 부필

전선
382002

382999

 회로이론 (Circuit Theory)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산학공통(E) 3-3-0-0

0-1-0-0

부필

전기전자공학부 학부 공통교과목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   

시수

부 공

구  분

1-2

필 382001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산학공통(C+E) 3-3-0-0

선 382002 회로이론 (Circuit Theory) 산학공통(E)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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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전공 (Progra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기 자 Program (Progra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43081
143085
143049
143999

전기전자기초실험(Basic 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s)
창의설계(Ingenious Design)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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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3094 회로해석(Circuit Analysis) 전공기본 3-3-0-0

2-2

전필

143082
143003
143055
143999

전기전자실험(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전자기학(Electromagnetics) 
시스템시뮬레이션(System Simulation)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A+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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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43052
143002
143074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전자회로응용(Electronic Circuit Applications)
신호 및 시스템(Signal and System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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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43999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기본 0-1-0-0

전선

143089
143066
143092
143026
143007
143006
143084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s)
에너지변환(Energy Conversion)
전력시스템(Power Systems)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전자파이론(Propagation Theory)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A+B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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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43054

143056

143999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Microprocessor Application Design)
전기전자시스템설계 및 제작(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Production)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A+B+산학6․7

A+B

전공기본

3-0-0-3

3-0-0-3

0-1-0-0

부필

부필

전선

143037
143028
143029
143012
143063
143033

디지털통신(Digital Signal Processing) 
모터 및 응용(Motor and Applications)
전력시스템응용(Power System Applications)
센서 및 계측(Sensors and Instrumentations) 
제어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안테나 및 초고주파
(Antenna and High Frequency Systems)

A+B+산학공통(E)
A+B
A+B
A+B
A+B

A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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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필
143058

143999

종합설계1(Capstone Design I)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B

전공기본
3-0-0-3

0-1-0-0

전선

143021

143016

143017

143038

143073

143042

143059

자동화시스템(Automation Systems)

광통신(Optical Fiber Communications)

지능시스템(Intelligent Systems)

VLSI설계(VLSI Design)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 

조명공학(Illumination Engineering)

현장실습1(Field Training)

B

A

A

B+산학7

B+산학공통(C+E)

B

B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4-2

전필
143060

143999

종합설계2(Capstone Design II)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B

전공기본
3-0-0-3

0-1-0-0

전선

143043

143044

143078

143001

143030

143046

143031

143061

143062

통신시스템실험(communication System Lab)

분산에너지시스템(Distributed Generatio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 

반도체공학(Physics in Semiconductors) 

전자정보기기(Electronic Information Appliance)

전기설비(Electrical Instrumentation)

필터설계론(Filter Design Theory)

현장실습2(Field Training)

현장실습3(Field Training)

B+산학6

A

A+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B

B

A

B

B

2-1-3-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8-0-24-0

15-0-45-0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설계 18학점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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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Program (Progra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143081
143085

전기전자기초실험(Basic 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s)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2-1-3-0
3-3-0-0 부필

전선 143049
143094

창의설계(Ingenious Design)
회로해석(Circuit Analysis)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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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43082
143003

전기전자실험(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전자기학(Electromagnetics)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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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43052
143002
143074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전자회로응용(Electronic Circuit Applications)
신호 및 시스템(Signal and System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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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143055
143089
143066
143092
143026
143007
143006
143084

시스템시뮬레이션(System Simulation)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 lProcessing) 
통신시스템(Communication Systems)
에너지변환(Energy Conversion)
전력시스템(Power Systems)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전자파이론(Propagation Theory)

A+B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A+B
A+B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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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43054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Microprocessor Application Design)

A+B+산학6․7 3-0-0-3 부필

전선

143056

143037
143028
143029
143012
143063
143033

전기전자시스템설계 및 제작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Production)
디지털통신(Digital Signal Processing) 
모터 및 응용(Motor and Applications)
전력시스템응용(Power System Applications)
센서 및 계측(Sensors and Instrumentations) 
제어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안테나 및 초고주파
(Antenna and High Frequency Systems)

A+B

A+B+산학공통(E)
A+B
A+B
A+B
A+B

A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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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4-1

전필 143058 종합설계1(Capstone Design I) B 3-0-0-3

전선

143021
143016
143017
143038
143073
143042
143059

자동화시스템(Automation Systems)
광통신(Optical Fiber Communications)
지능시스템(Intelligent Systems)
VLSI설계(VLSI Design)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 
조명공학(Illumination Engineering)
현장실습1(Field Training)

B
A
A

B+산학7
B+산학공통(C+E)

B
B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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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143060
143043
143044
143078
143001
143030
143046
143031
143061
145055

종합설계2(Capstone Design II)
통신시스템실험(communication System Lab)
분산에너지시스템(Distributed Generatio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s) 
반도체공학(Physics in Semiconductors) 
전자정보기기(Electronic Information Appliance)
전기설비(Electrical Instrumentation)
필터설계론(Filter Design Theory)
현장실습2(Field Training)
 현장실습3(Field Training)

전공B
B+산학6

A
A+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B
B
A
B
B

3-0-0-3
2-1-3-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8-0-24-0

15-0-45-0

※ 비고 : 전기전자전공에서는 현장실습Ⅰ,Ⅱ,Ⅲ,Ⅳ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산학

삼성전자 정보통신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C+E 및 E) 전과목과 산학6
과 산학7 중 최소한 하나를 택1하여 이수해야 한다. (산학6: 시스템디자인 트랙, 산학7: SoC 트랙)

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일반․인증 

교과목

과목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143085, 145074 자회로

자공학 로그램

자통신공학 공

143074, 145065 신호  시스템

143066, 145003 디지털신호처리

143003, 145073 자기학

143078, 145067 이동통신

143073, 145039 무선통신

143001, 145061 반도체공학

자공학 로그램143002 자회로응용

143037 디지털통신

145064 센서  계측
자통신공학 공

145075 제어시스템

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인증 교과목
145061 반도체공학 자통신공학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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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프로그램 교육목표

1) 전기전자분야의 기본이론 습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실무지향 기초형성

2) 급변하는 전기전자 분야의 이론과 응
용기술 습득에 능동적인 인재 양성 

3) 창의적 설계능력과 당면문제 해결능력
을 갖춘 종합실무형 기술전문인력 양
성

4) 인화와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과제추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5) 전문가로서 갖추어야할 폭넓은 지식과 
자질 함양 

6) 글로벌 사회에서 국제적 활동에 자신
감을 가지며, 사회전반에서 리더로 성
장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비고 : 전기전자전공에서는 현장실
습Ⅰ,Ⅱ,Ⅲ,Ⅳ 중 선택 1과목만 인
정한다.

공학교육상담지도 (0-1-0-0, 전공기본)

학생들의 미래 목표를 바탕으로한 수강지도 및 
교육상담,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담
을 매학기 마다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능률 및 전공분야 수행능력을 높이며 미래 
사회생활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사회성 고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의설계 (전공기본,3-0-0-3)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작동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응용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 및 마이
크로프로세서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제반 응용에 
대한 이해를 함께 습득하게 된다. 

논리회로 (3-3-0-0, 전공기본)

논리회로 설계의 개념과 기술에 관한 강좌로
서, 컴퓨터 구조 과목을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운
다. 조합회로 분석 및 해저드 검증, IC논리회로소
자, ROM, PAL, PLA, PLD 및 이들을 이용한 조
합회로 설계, 플립플롭 특성, 순차회로 분석, 플립
플롭과 조합회로를 이용한 순차회로 설계 등을 

다룬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위
해 필요한 기초회로인 가산/감산기, 카운터, 레지
스터, ROM 및 RAM 회로 구성 등에 대해 다룬
다.

회로이론 (전공기본,3-3-0-0)

전기전자공학의 바탕이 되는 전기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회로 해석을 위한 여러가
지 법칙과 방법을 학습한다. 각종 전기적 물리량
과 기본 소자의 특성, 전기회로의 기본 법칙, 1계 
및 2계 회로, 회로 해석을 위한 선형회로망의 제
정리, 정현파 해석, 주파수 응답 등을 다룬다. 또
한 PSPICE 등의 회로해석용 S/W의 사용법을 배
운다.

전기전자기초실험 (전공기본,2-1-3-0)

디지털논리회로 설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에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서 디지털IC의 종류와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IC를 이용하여 복잡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론 과
목인 디지털논리회로의 선행 이수를 필요로 한다.

 
전자회로 (전공기본,3-3-0-0)

반도체 소자인 다이오드를 중심으로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응
용회로를 다룬다. 개별 소자에 대하여 터득한 후 
대표적인 증폭기의 구조와 바이어스에 관하여 배
운 다음, 트랜지스터와 FET의 모델을 이용한 소
신호 해석법을 배운다.

 
회로해석 (전공기본,3-3-0-0)

회로이론 교과목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회로이
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로의 응용방법에 대해 
배운다. 이를 위해, 단상 및 3상 교류해석, 주파수
응답, Laplace Tranform, Fourie Series 및 Fourier 
Transform, 필터회로, 4단자 회로망 해석 등에 대
해 학습한다.

 
전기전자실험 (전공기본,2-1-3-0)

아날로그 전기전자회로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
고 기본적인 응용회로를 구성해 봄으로써 실제 
회로의 설계와 제작 능력을 기른다. 부수적으로는 
전기전자 회로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대해 이
해하고 대표적인 계측기 사용법을 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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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 (전공기본,3-3-0-0)

모든 공학에서 전공과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 이론 적립에 도움이 되는 공업 수학에 이어 
선형 대수학에서 다루어지는 행렬 고유 값 문제
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공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 벡터의 미분 및 적분에 관한 이
론 및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 하는데 목적이 있
다.

전자기학 (전공기본,3-3-0-0)

전기전자공학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물리적 발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
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이다. 벡터해
석을 포함하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전자계에
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전
자계 내에서의 물질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전자회로응용 (전공기본,3-3-0-0)

전자회로에서 반도체 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
터, FET)의 기본원리를 터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증폭기의 주파수 특성, 복합회로, 전력 증폭
기, OP-Amp 및 응용회로, 전원회로, 귀환 및 발
진회로, 선형 IC회로 등의 원리를 다룬다.

 
신호 및 시스템 (전공기본,3-3-0-0)

신호처리와 시스템이론의 기초인 신호 및 시스
템의 기초 이론을 다룬다.  연속시간 및 이산시간
의 신호와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과 해석을 위
한 푸리에 변환을 중심으로 Convolution, Fourier 
Series & Transform 등의 이론과 성질 등을 배운
다.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하여 주파수 특
성, 필터링, 샘플링, Laplace, Z 변환 등도 간단히 
다룬다.

 
시스템 시뮬레이션 (전공심화A+B,3-0-0-3)

실제적인 공학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또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툴들에 대한 사용방
법 및 응용기술들을 익히게 된다. 이를 통하여 시
뮬레이션의 필요성 및 유익성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가지도록 하며, 다루어질 툴로서는 MatLab, 
C++, P-spice, ORCAD 등이 포함된다.

컴퓨터구조 (전공A+B,3-3-0-0)

컴퓨터 설계와 구성의 기본적 개념, 컴퓨터의 
발전, 설계 방법론, 성능의 발전, 기본적 큐 형태, 
CPU설계 세트 소개, ALU설계, 배선에 의한것과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제어, 나노(미소) 프로그래
밍, 메모리 계층, 가상 메모리, 캐쉬 디자이(설계), 
입출력 설계, 인터럽트와 DMA, I/O 프로세서, 병
렬프로세싱,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멀티프로세서 
등을 연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디지털신호처리 (전공심화A+B,3-3-0-0)

각종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가공하
는 기법을 배운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는 방법, 디지털 영역에서 신호를 처리
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기법을 공부한다. 이들은 디지털 
방식의 통신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

 
통신시스템 (전공심화A+B,3-3-0-0)

엔트로피 이론; 코딩, 디코딩 기술 ; Gauss 잡
음에서의 최적 수신기 ; 신호 공간과 결정 이론; 
신호 설계 ; 데이터 통신에서의 디지털 전송 기술 
및 컴퓨터 통신과 위성 통신에의 응용 ; 오차율이 
작은 디지털 신호의 감지 및 설계 ; 전향 및 귀환 
전송 기술; 정합 필터 ; 모뎀 ; block 코딩 , 
convolution 코딩, Viterbi 디코딩을 배운다.

 
에너지변환 (전공심화A+B,3-3-0-0)

전기에너지 변환의 기본 이론에 대해 공부하
며, 직류 에너지 변환기기인 DC전동기 및 발전기
의 기본 동작 원리와 특성, 그리고 교류 에너지 
변환기기인 변압기, 동기전동기 및 발전기의 기본 
동작원리와 특성 등을 다룬다

 
전력시스템 (전공심화A+B,3-3-0-0)

전기 에너지원과 전력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공부하며, 직류․ 교류송전, 송․변․배전 전압, 
송전 용량, 무효 및 유효전력, 동기기 특성, 전력
용 변압기 특성, 선로정수, 정상 상태의 전력 계
통, 조류계산 등을 다룬다.

 
전력전자 (전공심화A+B,3-3-0-0)

전력용 반도체 소자 및 전력 변환을 위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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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변환 장치를 공부한다. 다이오드 정류회로, 
위상제어 정류회로, 쵸퍼, DC-DC 컨버터, 인버터, 
AC-AC 컨버터의 기본이론과 동작원리를 이해한
다.

전자파이론 (전공심화A+B,3-3-0-0)

각종의 유선 및 무선의 통신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되었다. 이에 무선 및 유선상의 전자파의 
전송 원리를 알아보고 그 전송 매체 및 전송 시
스템에 따른 특성을 공부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의 다양한 유무선 전송 시스템을 이해하고 개척
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전기전자시스템 설계 및 제작

(전공심화A+B, 3-0-0-3)

전기기기, 전력계통, 전력전자에서 다룬 내용을 
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또한 순차제어 회로의 실
습과 PLC 제어기의 기동방법을 알아본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전공심화A+B, 3-0-0-3)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본 구조 및 기능을 공
부하고 이를 실험한다. 레지스터 개념의 기초, 메
모리 인터페이스, I/O 인터페이스, 어셈블러 작성
법, 타이머카운터 인터페이스, 직렬 통신의 기초, 
각종 제어의 응용기초실험이 포함된다.

디지털통신 (전공심화A+B,3-3-0-0)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되는 통신 기술의 
원리를 배운다. 디지털 변복조, 심볼간 간섭 현상
과 그 대응 방법, 동기 확보 방법, 오류 제어 기
술 등 요소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요소 
기술 외에도 디지털 이동 통신이나 디지털 텔레
비젼 등 신매체를 구성하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
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모터 및 응용 (전공심화A+B,3-3-0-0)

교류 에너지 변환기기인 유도전동기의 기본 구
조와 동작원리를 다루며, DC 전동기와 AC 전동
기의 구동원리 및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스텝모
터, 단상전동기, 선형전동기의 특수전동기에 대해 
기본 구조 및 원리를 살펴보고, 전동기 구동에 필
요한 속도, 전류전압 센서를 다룬다.

전력시스템 응용 (전공심화A+B,3-3-0-0)

최적 발전 배분, 송전 손실, 최적 운용, 전력 
계통 제어, 주파수 및 전압 제어, 전력계통의 과
도현상, 대칭 및 비대칭 고장해석, 과도안정도 해
석, Swing 방정식, 보호계전 계통에 대하여 다룬
다.

 
센서 및 계측 (전공심화A+B,3-3-0-0)

빛, 온도, 힘, 속도, 위치, 전압, 전류 등 다양한 
물리량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서
의 구조 및 응용 방법, 전기전자 계측기들의 기본 
구조와 측정 원리, 디지털 계측 장치의 구성 원
리, 원격 센싱, 센서 신호 처리 등에 대하여 배운
다.

 
제어시스템 (전공심화A+B,3-3-0-0)

각종 센서, 모터, 기어, 저항, 콘덴서, 인덕터 
등 제어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및 이들
로 구성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 방법
을 비롯하여 상태변수 모델, 시스템의 안정도, 시
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스템 해석, 제어
기 설계 기법 등을 다룬다. 

 
안테나 및 초고주파 (전공심화A,3-3-0-0)

전자기학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통신에 사용되
는 초고주파의 전파 원리와 특성을 배운다. 그리
고 이에 따른 안테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배운
다. 무선 통신, 위성 통신, 방송 등 초고주파 매체
를 사용하는 통신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초 기술
에 해당한다.

종합설계Ⅰ (전공심화B,3-0-0-3)

4학년 1년동안 그동안 학부과정에서 배운 것을 
총정리하면서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들에 대한 사전 경험을 축적하므로써  졸업후의 
취업에 대비하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을 고취
시키고자 한 다. 전공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분야
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한 사전 분석 및 검토
후에 깊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써 졸업후에 바로 현
장에 투입되어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자동화시스템 (전공심화B,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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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스템의 기본요소인 센서, 엑추에이터
의 동작 원리 및 응용을 비롯하여 자동화의 기본 
단위가 되는 NC의 기본 개념과 이를 응용한 최
근의 컴퓨터 수치제어 방식, 산업용 로봇의 동작 
제어와 프로그래밍 방식 및 응용, 산업 논리제어
의 기본 개념과 PLC 프로그래밍 및 응용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광통신 (전공심화A,3-3-0-0)

광통신과 광 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본적 원리, 
송신기, 광파이브전달, 감지와 수신의 원리에 대
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지능시스템 (전공심화A,3-3-0-0)

퍼지이론과 신경회로망을 중심으로 지능 시스
템의 개요와 인간의 사고 및 추론의 모사, 지적 
동작 구현을 위한 학습과 데이터 처리 등의 문제
를 다룬다.

VLSI설계 (전공심화B,3-3-0-0)

MOS 회로의 동작 및 특성, MOS 논리회로의 
설계, VLSI 칩 설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하드웨어 설계언어인 VHDL을 이용하여 
각종 디지털 회로의 집합체인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설계한다. CAD tool을 이용하여 프로세서를 
설계하고 FPGA로 구현한 후 tool-kit을 이용하여 
테스트해 봄으로써 실무 능력을 기른다.

 
무선통신 (전공B,3-3-0-0)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 위성통신 등을 위시
하여 광범위하게 개발되고 사용되어지는 무선통
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구성과 각 블
록의 요구 조건들을 알아보고, 간단한 설계방법론
에 대해서도 배운다.

 
필터설계론 (전공심화A,3-3-0-0)

수동소자로 이루어진 필터, 능동 R-C 필터에 
대한 해석 및 설계를 다룬다.

조명공학 (전공심화B,3-3-0-0)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조명의 실시에 있어 인
간에게 가장 좋은 조명을 경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해하여야 할 각종 기본 지식을 획득하
고, 조명의 적용 장소와 작업의 종류에 따라 고려

할 각종 사항들을 파악한다.

현장실습1~3

(전공심화B,3/8/15-0-0-9/24/45)

관련 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
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종합설계Ⅱ (전공심화B,3-0-0-3)

종합설계 I에 이어 동일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
하며 프로토타입의 제작 및 시험, 그리고 완성품
의 전시출품 단계까지 수행된다. 이를 통하여 학
생들의 취업 및 현장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
움을 해소하고 산업체들의 신입사원 재교육의 필
요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통신시스템실험 (전공심화B,2-1-3-0)

3학년과정에서 배우는 아날로그 통신 및 디지
털 통신을 실험키트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하
여 실제로 다루어 봄으로써 각 통신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변복조 신호파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통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세우며 새로운 통신방식에 대한 창의성을 고취시
키고자 한다.

분산에너지시스템 (전공심화A,3-3-0-0)

차세대의 전력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산전원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기
본 이론 및 응용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본 과목에
서는 구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에
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분산에너지 시
스템과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 발전 등과 같은 소
형 분산 전원을 이용한 에너지시스템의 특성 및 
응용방법, 분산에너지시스템의 진단 및 모니터링 
기법, 전력시스템과의 연계기법 등에 대해 공부한
다.

 
이동통신 (전공심화A, 3-3-0-0)

휴대폰 및 모바일인터넷 등 오늘날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및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
동통신의 기본 변복조 방식 및 전송방식, 그리고 전송
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 및 이에 대한 대처기술 
등을 배우며 나아가 현재 사용되는 이동통신 기술들에 
대한 원리 및 프로토콜 등이 간략히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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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학 (전공심화A+B,3-3-0-0)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 평행 상태 및 비평형 
상태에서의 charge의 흐름, P-N 접합 등을 공부하
고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특성에 대하여 공부한
다. 다루어지는 주요 소자는 P-N 접합 다이오드, 
Bipolar 트랜지스터, MOS 트랜지스터 등이다.

전자정보기기 (전공심화B,3-3-0-0)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제어가 
가능한 각종 가전기기, LC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장치, PDA 등 첨단 전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정보기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본적
인 설계 및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전기설비 (전공심화B,3-3-0-0)

현대건축에서의 전기설비의 비중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본 과목은 현대 건축물 내의 전력부하
설비, 전원설비, 배선설비, 수변전설비, 전원설비, 
반송설비, 정보설비, 방재설비 등의 개요와 함께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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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학 Program (Program of Electronics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2-1

전필
143068
143085
143049

디지털실험 (Digital Lab.)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s)  
창의설계 (Capstone Design)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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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3070
143999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Microprocessor Architecture)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3-3-0-0

0-1-0-0

2-2

전필
143083
143071
143074

전자공학실험(Electronic Engineering Lab.)
마이크로프로세서 실험 (Microprocessor Lab.)
신호 및 시스템 (Signal and Systems)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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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3002
143080
143999

전자회로 응용 (Electronic Circuits Applications)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s)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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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43066
143093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통신이론(Communication Theory)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산학공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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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전선

143003
143076
143072
143075
143999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멀티미디어공학(Multimedia Engineering)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공기본+산학공통(E)
A+B

A+산학공통(C+E)
A+산학공통(C+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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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43065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전공기본+산학공통(E) 3-1-0-2 부필

전선

143037
143095
143090
143001
143079
143999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DSP프로세서실험 (Digital Signal Processor Lab)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반도체공학 (Physics in Semiconductors)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A+B+산학공통(E)
A+B+산학6․7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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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필 143086
전자회로 설계 프로젝트 I 
(Electronic Circuits Design Project I)

B 3-0-0-3

전선

143038
143016
143069
143088

143078
143059
143999

VLSI 설계 (VLSI Design)
광통신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디지털 필터 (Digital Filter)
차세대이동통신기술 및 통신망
(Communication Network and System Design)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A+B+산학7
A+B
A+B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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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0-9-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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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4-2 전선

143096
143091

143073
143067
143087

143061
143062
143064
143999

SoC 설계 (Soc Design)
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설계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and Network)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 
디지털 신호처리 응용(DSP Applications)
전자회로 설계 프로젝트 II 
(Electronic Circuits Design Project II)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현장실습 Ⅲ(Field Training Ⅲ)
현장실습 Ⅳ(Field Training Ⅳ)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A+B+산학7
A+B+산학6

A+B+산학공통(C+E)
A+B

B

B
B
B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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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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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8-0-24-0

15-0-45-0
0-1-0-0

※ 비고 : 전자공학전공에서는 현장실습Ⅰ,Ⅱ,Ⅲ,Ⅳ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산학 : 삼성전자 정보통신 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C+E 및 E) 전과

목과 산학6과 산학7 중 최소한 하나를 택1하여 이수해야 한다. (산학6: 정보통신 시스템디자인 트
랙, 산학7: 정보통신 SoC 트랙)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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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공학 Program(Program of Electronics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2-1

전필 143068
143085

디지털실험 (Digital Lab.)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s)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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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3049
143070

창의설계 (Capstone Design)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Microprocessor Architecture)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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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43083
143071

전자공학실험(Electronic Engineering Lab.)
마이크로프로세서 실험 (Microprocessor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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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3074
143002
143080

신호 및 시스템 (Signal and Systems) 
전자회로 응용 (Electronic Circuits Applications)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s)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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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선

143066
143093
143003
143076
143072
143075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통신이론(Communication Theory)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멀티미디어공학(Multimedia Engineering)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산학공통(E)

A+B
A+산학공통(C+E)
A+산학공통(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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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3-2 전선

143065
143037
143095
143090
143001
143079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 
DSP프로세서실험 (Digital Signal Processor Lab)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반도체공학 (Physics in Semiconductors)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

전공기본
A+B+산학공통(E)
A+B+산학6․7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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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4-1

전필 143086
전자회로 설계 프로젝트 I
(Electronic Circuits Design Project I)

B 3-0-0-3

전선

143038
143016
143069
143078
143059

VLSI 설계 (VLSI Design)
광통신 (Optical Fiber Communications)
디지털 필터 (Digital Filter)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A+B+산학7
A+B
A+B

A+B+산학공통(E)
B

3-2-0-1
3-3-0-0
3-2-0-1
3-3-0-0
3-0-9-0

4-2 전선

143096
143073
143067
143087

143061
143062
143064

SoC 설계 (Soc Design)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 
디지털 신호처리 응용(DSP Applications)
전자회로 설계 프로젝트 II 
(Electronic Circuits Design Project II)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현장실습 Ⅲ(Field Training Ⅲ)
현장실습 Ⅳ(Field Training Ⅳ)

A+B+산학7
A+B+산학공통(C+E)

A+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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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0
8-0-24-0

15-0-45-0

※ 비고 : 전자공학전공에서는 현장실습Ⅰ,Ⅱ,Ⅲ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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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일반․인증 

교과목

과목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143085 자회로

기 자공학 공

자통신공학 공

143074 신호  시스템

143066 디지털신호처리

143003 자기학

143078 이동통신

143073 무선통신

143001 반도체공학

기 자공학 공143002 자회로응용

143037 디지털통신

145056 자료구조  실습

자통신공학 공

145078 통신이론

145066 운 체제

145035 도우즈 로그래

145024 컴퓨터네트워크

145038 디지털시스템설계

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인증 교과목

145060 멀티미디어공학

자통신공학 공145076 차세 이동통신기술  통신망

145077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설계 

▶ 전자공학프로그램 교육목적

전자공학 전공에서는 전자공학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등의 기반 기
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들 기반 기술
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분야 중
에 하나인 IT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
로서 여러 응용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디지털 시스템 설계, VLSI/ASIC 설계, SoC 
설계 등의 반도체 응용분야, 디지털 통신, 
무선 통신, 이동통신, 광통신등의 통신 응
용 분야, 비디오, 오디오, 음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응용의 신호처리 분야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
과 실무를 균형 있게 교육하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를 양성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1) 전자공학 분야 관련 기초 지식 확립
(2) 반도체, 통신, 신호처리 등 IT 관련 

핵심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3)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설계, 제작 등

의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
(4) 엔지니어로서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배양 
(6)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자공학 엔지니어 양성

디지털 실험 (2-0-2-1)

디지털논리회로 설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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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서 디지털IC의 종류와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IC를 이용하여 복잡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론 과
목인 논리회로의 선행 이수를 필요로 한다.

전자회로 (3-3-0-0)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다이오드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연산 증폭기의 동작원리, 
특성, 응용 등에 대해 공부한다. 주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증폭기의 회로모델, 다이오드의 
전류전압 특성 및 회로모델, 응용회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전류전압 특성 및 바이어스, 증폭기 
응용, FET의 동작특성 및 응용, 이상적인 연산증
폭기와 실제 연산증폭기의 특성 및 응용을 다룬
다.

논리회로 (3-3-0-0)

논리회로 설계의 개념과 기술에 관한 강좌로
서, 컴퓨터 구조 과목을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운
다. 조합회로 분석 및 해저드 검증, IC논리회로소
자, ROM, PAL, PLA, PLD 및 이들을 이용한 조
합회로 설계, 플립플롭 특성, 순차회로 분석, 플립
플과 조합회로를 이용한 순차회로 설계 등을 다
룬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회로인 가산/감산기, 카운터, 레지스
터, ROM 및 RAM 회로 구성 등에 대해 다룬다.

회로이론 (3-3-0-0)

전기전자공학의 바탕이 되는 전기회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회로 해석을 위한 여러가
지 법칙과 방법을 학습한다. 각종 전기적 물리량
과 기본 소자의 특성, 전기회로의 기본 법칙, 1계 
및 2계회로, 회로 해석을 위한 선형회로망의 제정
리, 정현파 해석, 주파수 응답 등을 다룬다. 

창의 설계 (3-1-0-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작동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응용 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 및 마이
크로프로세서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제반 응용에 
대한 이해를 함께 습득하게 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 (3-3-0-0)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시스템의 구조 해석과 
설계에 대한 강좌로서, 인텔/자일로그/모토롤라사
의 8/16비트 프로세서에 대하여 다룬다.

전자공학실험 (2-0-2-1)

아날로그 전자회로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고 기
본적인 응용회로를 구성해 봄으로써 실제 회로의 
설계와 제작 능력을 기른다. 다이오드, 트랜지스
터, OP 앰프와 같은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소
자를 다루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회로를 구현한
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실험 (3-1-2-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16비트급의 
CPU 구성, 동작 및 명령어를 다루고 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제로 제작하게 된다. 메모리
와 Key-Pad, LCD 등의 I/O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어셈블리어와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다루
며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제 프로그래밍
의 기초를 익히게 한다.

신호 및 시스템 (3-3-0-0)

신호처리와 시스템이론의 기초인 신호 및 시스
템의 기초 이론을 다룬다. 연속시간 및 이산시간
의 신호와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과 해석을 위
한 푸리에 변환을 중심으로 Convolution, Fourier 
Series & Transform 등의 이론과 성질 등을 배운
다.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하여 주파수 특
성, 필터링, 샘플링, Laplace, Z 변환 등도 간단히 
다룬다.

전자회로응용 (3-3-0-0)

전자회로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바이폴라 및 
FET 트랜지스터 차동증폭기, 능동부하 및 능동부
하 차동증폭기, 전달함수 및 주파수 응답, FET회
로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회로의 주파수 응답, 
고주파 증폭기, Feedback 회로의 분석과 설계 등
을 다룬다. 

자료구조 및 실습 (2-0-2-1)

알고리즘 발달의 기술과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포괄적인 분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실험 그리
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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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실험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
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프로그램 언어 구문과 정
적과 실행시간 어이론, (scope, 절차 증명recursion
(희귀), 추상적 데이터 형, 그리고 매개변수 통과 
방법, 구조화된 데이터 형, 포인터, 연결된 데이터 
구조, 스택, 큐, 배열, 레코드, 트리)에 대해서 다
룬다. 

디지털신호처리 (3-3-0-0)

각종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가공하
는 기법을 배운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는 방법, 디지털 영역에서 신호를 처리
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기법을 공부한다. 이들은 디지털 
방식의 통신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

통신이론 (3-3-0-0)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통신방식을 학습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랜덤변수, 랜덤 프로세스, 
전력 스펙트럼 밀도, 가우시언프로세스 등의 기본
이론을 알아보고, 잘 알려진 AM, FM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변조/복조 방법을 배운다. 
디지털통신 과목의 선수과목이다. 

윈도우즈프로그래밍 (3-1-2-1)

Visual C++ IDE 환경에서 기본 문법과 class 개
념을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익힌 후에 MFC 
Windows Programming의 기초와 응용을 배우고 연
습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기본문법(function, 
pointer, structure), Class 정의 및 사용법, MFC 기
본 및 사용(Menu, Event, Controls), MFC 응용
(Calculator, Image Processing, Serial Communication)
과 같다.

임베디드 시스템 (3-3-0-0)

본 과목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및 개
발을 위한 이론을 소개하고, 실습을 통하여 이를 
습득한다. 우선 임베디드 리눅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와 커널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시스템 및 각종 입출력 장치 등 
하드웨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이들을 효과적으
로 구동시키기 위한 인터럽트 처리 기법, 실시간 
운영체제 (RT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

밍 방법을 배운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시스템 개
발 장치를 사용하여 부트로더의 구현, 리눅스 커
널의 컴파일 및 포팅,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실습 
등을 통해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
한 실용적인 기술들을 습득한다.

전자기학 (3-3-0-0)

전기전자공학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물리적 발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
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이다. 벡터해
석을 포함하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전자계에
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전
자계 내에서의 물질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DSP 프로세서실험 (3-1-2-1)

디지털신호처리 프로세서(DSP)는 일반 범용 프
로세서와 달리 디지털 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실험에서
는 DSP의 구조, 데이터 버스 구조, 메모리 인터
페이스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디지털통신 (3-3-0-0)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되는 통신 기술의 
원리를 배운다. 디지털 변복조, 심볼간 간섭 현상
과 그 대응 방법, 동기 확보 방법, 오류 제어 기
술 등 요소 기술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요소 기
술을 기초로 구성되는 대역확산시스템, 디지털 무
선통신시스템을 소개한다.

컴퓨터네트워크 (3-3-0-0)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해하
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망의 개념적인 요소를 살
펴보고 브리징과 라우팅 등 인터네트워킹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동작 원리
와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통신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멀티미디어공학 (3-3-0-0)

멀티미디어 입출력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그 드라이버
의 구현 기술에 대해 배우고 이들을 통해 형성되
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저장 및 통합 처리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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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스템설계 (3-1-0-2)

디지털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방법, CAD tool
을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설계 기법, 알고리즘 수
준 설계방법, 구조수준 설계 방법,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사용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을 다룬다.

반도체공학 (3-3-0-0)

반도체의물리적특성, 평형상태및비평형상태에
서의charge의흐름, P-N 접합등을공부하고다양한반
도체소자의특성에대하여공부한다. 다루어지는주요
소자는P-N 접합다이오드, Bipolar 트랜지스터, 
MOS 트랜지스터등이다.

운영 체제 (3-3-0-0)

컴퓨터의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에 대하여 그 기능, 구조 및 구현 방법을 배운다. 
프로그램 수행의 기본 단위인 프로세스 및 이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개념, 프로세스/스레드들 간의 
문맥교환 원리 및 구현 방법, 프로세스/스레드들 
간의 동기화 및 통신, 프로세스 스케줄링, 가상 
메모리와 디멘드 페이징, 보조기억장치 및 파일 
시스템 통일된 입출력 장치 제어, 바이러스나 해
커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기법등을 다룬다.

광통신 (3-3-0-0)

광통신과 광정보처리 시스템의 기본적 원리, 
송신기, 광파이브전달, 감지와 수신의 원리에 대
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VLSI설계 (3-2-0-1)

MOS large-scale 집적회로의 회로 레벨 해석 및 
설계, 소자 특성, 기생효과, 논리 및 기억 기능을 
위한 static 및 dynamic 디지털 회로, 레이-아웃으
로부터의 동작 속도 및 전력 소모 계산, ROM 및 
RAM 설계, CAD 사용 등을 다룬다.

이동통신 (3-3-0-0)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핵심 
요소기술의 기본 원리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셀룰라의 개념, 주파수 
재사용 원리, 시스템 캐패시티, 핸드오버, 로밍 기
술을 다룬다. 이동통신에서의 전파전파 특성, 채
널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변복조 

방식, 페이딩에 대응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무
선접속방식에 근간을 이루는 CDMA 방식 등 다
원접속 기술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성능을 검토
한다.

통신네트워크 및시스템 설계 (3-2-0-1)

RF 시스템/회로 설계를 학습하며 트랜시버 구
조와 Noise/IM/Gain/spectrum Mask의 개념을 이해
하고, 물리계층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칩과 RF 회
로와의 연결 및 F/W를 학습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이동 통신(GSM, CDMA, WLAN, 
CDMA2000)의 기본 개념과 규격을 학습하고, 차
세대 통신의 요소기술들(WiBro, UMTS, FTTH)을 
이해하고 디지털 방송에 사용되는 요소 기술을 
학습한다.

차세대이동통신기술 및 통신망 (3-3-0-0)

차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인 
space time coding, Adaptive Modulation, Smart 
Antenna에 대해 개념과 Multimedia Data 
Tranmission에 사용되는 다양한 QoS 제어 방식 및 
Hybrid ARQ 방식의 개념을 습득하고 IS 2000, 
EV-DO, EV-DV 규격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 통신
망의 현황과 IEEE 802.16의 하나인 WiBro 개요 
및 기초 기술을 이해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발정 방향, WiMAX, DMB, 위성통신 방식을 학습
한다. 더불어 유무선 통합망의 발전 방향과 국내
외 운용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학습한다.

디지털 필터 (3-2-0-1)

디지털 필터는 디지털 신호처리에서 선형시스
템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에서 익히기 어려
운 FIR 및 IIR 필터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하여 배
우고 구현 시 해결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MatLab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 실습 및 실시간 구현 실습을 병행한다. 학기 
후반부에서는 적응필터 및 표본화 주파수 변경과 
같은 응용 시스템에 대하여도 간략히 소개한다.

전자회로 설계 프로젝트 Ⅰ, Ⅱ (3-0-0-3)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각 팀별로 전공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주제는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자유롭게 정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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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인 능력과 협동 작업 능력을 배양한다. 설계
한 내용의 완전한 구현과 이의 전시 및 평가가 
포함된다. 

SoC 설계 (3-2-0-1)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이용하
여 SoC(System on a chip)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기법을 배운다. 내장형 프로세서의 특징, 아키텍
처, 개발환경에 대하여 배운다. 이 프로세서를 이
용하여 특정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주변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단일칩으로 구현해 본다. 

무선통신 (3-3-0-0)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통신에 대한 다
양한 기법을 배우고 이들의 응용에 대한 장단점
을 익힌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무선 통신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실습함으로써 무선통신에 대한 제
약사항을 생각하게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배운다.

디지털 신호처리 응용 (3-3-0-0)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을 기반으로 디지털 필
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실무에 도
움이 되는 실시간 신호 처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대
표적인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아키텍쳐를 소개한
다. 음성신호처리, 영상신호처리, 오디오신호처리
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 및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
로한 응용 기술에 대하여도 학습한다.

현장실습Ⅰ～Ⅳ (3/3/8/15-0-09/9/24/25-0)

관련 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
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공학교육상담지도 (0-1-0-0)

학생들의 미래 목표를 바탕으로한 수강지도 및 
교육상담,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담
을 매학기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능률 및 전공분야 수행능력을 높이며 미래 사회
생활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사회성 고취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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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공학전공(Program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공학인증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2-1

전필
145043
145074
145044

디지털시스템실험 (Digital System Lab.)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s) 
창의설계 (Capstone Design)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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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45065
145999

신호 및 시스템 (Signal and Systems)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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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145072
145003

전기전자공학실험(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2-1-2-0
3-3-0-0 부필

전선
145080
145078
145056
145999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Microprocessor Lab.)
통신이론(Communication Theory)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s)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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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3-1

전필 145051
145035

임베디드시스템(Embeded System)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전공기본
전공기본

3-2-2-0
3-1-2-1 부필

전선

145023
145007
145021
145036
145060
145066
145070
145999

145073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컴퓨터구조 및 설계 (Computer Architecture and Design)
멀티미디어공학(Multimedia Engineering)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전공세미나(Seminar)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A+산학공통(E)
B
B
A

A+산학공통(C+E)
A+산학공통(C+E)

전공기본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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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2 전선

145024
145067
145039
145068
145069

145022

145061
145038
145999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 
임베디드소프트웨어(Embeded Software)
임베디드 프로세서 응용실험
(Embeded Processor Application Lab.)
윈도우즈프로그래밍응용 
(Windows Programming Applications)
반도체공학(Physics in Semiconductors)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C+E)
A+B

A+B+산학6․7

A+B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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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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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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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4-1

전필 145062 설계프로젝트  Ⅰ 전공기본 3-0-0-3

전선

145076

145027
145006
145075
145025
145079
145050
145999

차세대이동통신기술 및 통신망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and Network) 
네트워크프로그래밍(Network Programming) 
DSP프로세서실험 (Digital Signal Processor Lab)
제어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통신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for Communication)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B+산학공통(E)

B
B
A

A+산학2
B
B

전공기본

3-3-0-0

3-2-2-0
3-1-2-1
3-3-0-0
3-3-0-0
3-3-0-0
3-0-9-0
0-1-0-0

4-2

전필 145063 설계프로젝트 Ⅱ 전공기본 3-0-0-3

전선

145077

145058
145048
145029
145064
145053
145054
145055
145999

통신네트워크 및 시스템 설계
(Communication Network and System Design)
로봇공학(Robotics) 
의용전자공학(Medical Electronics)
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Signal Processing)
센서 및 계측(Sensors and Instrumentation)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현장실습 Ⅲ(Field Training Ⅲ)
현장실습 Ⅳ(Field Training Ⅳ)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B+산학6

B
B

A+B+산학3
B
B
B
B

전공기본

3-2-0-1

3-3-0-0
3-3-0-0
3-2-2-0
3-3-0-0
3-0-9-0
8-0-24-0

15-0-45-0
0-1-0-0

 

※ 비고 : 전자통신공학전공에서는 현장실습Ⅰ,Ⅱ,Ⅲ,Ⅳ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 A트랙 : 학문지향 +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 B트랙 : 기업지향 +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 조건을 

충족
※ 산학 : 삼성전자 정보통신 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C+E 및 E) 전과

목과 산학6과 산학7 중 최소한 하나를 택1하여 이수해야 한다. (산학6: 시스템디자인 트랙, 산학7: 
SoC 트랙)

※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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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공학전공(Program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2-1
전필

145043
145074
145044

디지털시스템실험 (Digital System Lab.)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s) 
창의설계 (Capstone Design)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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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45065 신호 및 시스템 (Signal and Systems) 전공기본 3-3-0-0

2-2

전필 145072
145003

전기전자공학실험(Electrical and Electronic Lab.)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2-1-2-0
3-3-0-0 부필

전선 145019
145078
145056

마이크로프로세서및실험 (Microprocessor Lab.)
통신이론(Communication Theory)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s)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산학공통(C+E)

3-1-2-1
3-3-0-0
2-0-2-1 부필

3-1 전선

145051
145035
145023
145007
145021
145036
145066
145070
145073

임베디드시스템(Embeded System)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s) 
컴퓨터구조 및 설계 (Computer Architecture and Design)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전공세미나 Ⅰ(Seminar Ⅰ)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전공기본
전공기본

A+산학공통(E)
B
B
A

A+산학공통(C+E)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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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3-2 전선

145024
145067
145039
145069

145038
145071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 
윈도우즈프로그래밍응용 
(Windows Programming Applications)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전공세미나 Ⅱ(Seminar Ⅱ)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E)

A+B+산학공통(C+E)
A+B

전공기본+산학공통(E)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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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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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4-1 전선

145027
145006
145075
145079
145025
145050

네트워크프로그래밍(Network Programming) 
DSP프로세서실험 (Digital Signal Processor Lab)
제어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통신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for Communication)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현장실습 Ⅰ(Field Training Ⅰ)

B
B
A
B

A+산학2
B

3-2-2-0
3-2-2-0
3-3-0-0
3-3-0-0
3-3-0-0
3-0-9-0

4-2 전선

145058
145048
145029
145064
145053
145054
145055

로봇공학 (Robotics)
의용전자공학(Medical Electronics)
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Signal Processing)
센서및계측(Sensors and Instrumentation) 
현장실습 Ⅱ(Field Training Ⅱ)
현장실습 Ⅲ(Field Training Ⅲ)
현장실습 Ⅳ(Field Training Ⅳ)

B
B

A+B+산학3
B
B
B
B

3-3-0-0
3-3-0-0
3-2-2-0
3-3-0-0
3-0-9-0

8-0-24-0
15-0-45-0

※ 비고 : 전자통신공학전공에서는 현장실습Ⅰ,Ⅱ,Ⅲ,Ⅳ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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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일반․인증 

교과목

과목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143085 자회로

기 자공학 공

자공학 로그램

143074 신호 시스템

143066 디지털신호처리

143003 자기학

143078 이동통신

143073 무선통신

143012 센서 계측
기 자공학 공

143063 제어시스템

143080 자료구조  실습

자공학 로그램

143093 통신이론

143075 운 체제

143076 도우즈 로그래

143090 컴퓨터네트워크

143065 디지털시스템설계

주 공에서 인정하는 

타 학과( 공) 인증 교과목

143072 멀티미디어공학

자공학 로그램143088 차세 이동통신기술  통신망

143091 통신네트워크  시스템설계 

143001 반도체공학 기 자공학 공

▶ 전자통신공학전공교육목적

전자통신공학전공에서는 차세대 통신기
술 및 첨단 전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이
동통신, 네트워킹, 인터넷 응용, 멀티미디어 
통신,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바이오메
디컬 기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을 배운
다. 급변하는 전자, 통신, 컴퓨터 분야 기술 
혁신에 대응하도록, 그리고 한국이 IT분야
에서 세계 일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공학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교육목표

(1) 정보/통신/시스템 분야 관련 기초 지
식 확립

(2) 21세기 첨단 정보산업을 이끌어갈 창
의성 있는 전문인력 양성

(3)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설계, 제작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

(4) 문제해결을 위한 끈기와 협력하여 목
표를 달성하는 팀 정신 함양

(5)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스스로 문
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재 양성

(6) 지구촌 시대에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보산업 인력 양성

 
디지털시스템실험 (2-1-2-0)

디지털논리회로 설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에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서 디지털IC의 종류와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IC를 이용하여 복잡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론 과
목인 논리회로의 선행 이수를 필요로 한다.

전자회로 (3-3-0-0)

반도체 소자인 다이오드를 중심으로 반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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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이오드의 대표적인 응
용회로를 다룬다. 개별 소자에 대하여 터득한 후 
대표적인 증폭기의 구조와 바이어스에 관하여 배
운 다음, 트랜지스터와 FET의 모델을 이용한 소
신호 해석법을 배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3-1-2-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16비트급의 
CPU 구성, 동작 및 명령어를 다루고 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실제로 제작하게 된다. 메모리
와 Key-Pad, LCD 등의 I/O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어셈블리어와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다루
며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제 프로그래밍
의 기초를 익히게 한다.

윈도우즈프로그래밍 (3-1-2-1)

Visual C++ IDE 환경에서  MFC Windows 
Programming의 기초와 응용을 배우고 연습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MFC 기본 및 사용으로 
Menu, Event, Controls, 타이머, Active-X, Text, 
Font, GDI, SDI, MDI, Tool bar, status bar, File 
Access, ODBC database 등을 배운다.

자료구조 및 실습 (2-0-2-1)

알고리즘 발달의 기술과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포괄적인 분석,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실험 그리
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프로그램이 실험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위
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프로그램 언어 구문과 정
적과 실행시간 어이론, (scope, 절차 증명recursion
(희귀), 추상적 데이터 형, 그리고 매개변수 통과 
방법, 구조화된 데이터 형, 포인터, 연결된 데이터 
구조, 스택, 큐, 배열, 레코드, 트리)에 대해서 다
룬다. 

신호 및 시스템 (3-3-0-0)

신호처리와 시스템이론의 기초인 신호 및 시스
템의 기초 이론을 다룬다.  연속시간 및 이산시간
의 신호와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과 해석을 위
한 푸리에 변환을 중심으로 Convolution, Fourier 
Series & Transform 등의 이론과 성질 등을 배운
다.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하여 주파수 특
성, 필터링, 샘플링, Laplace, Z 변환 등도 간단히 

다룬다.

전공세미나 (1-0-2-0)

전공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져 전공에 
대해 친숙해지고, 앞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전
공활동을 유도하는 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전공 공부에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이론을 살펴
보고, 전공 관련 최신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전
공 내에서의 실험실 활동 등을 알아본다.

전공세미나 (1-0-2-0)

전공세미나 Ⅰ에 이어서 전공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져 전공에 대해 친숙해지고, 앞으
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전공활동을 유도하는 데 
본 교과목의 목적이 있다. 전공 공부에 기본이 되
는 기초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전공 관련 최신 기
술에 대해 소개한다. 전공 내에서의 실험실 활동 
등을 알아본다.

디지털신호처리 (3-3-0-0)

각종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가공하
는 기법을 배운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
로 변환하는 방법, 디지털 영역에서 신호를 처리
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등의 기법을 공부한다. 이들은 디지털 
방식의 통신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

윈도우즈프로그래밍응용 (3-1-2-1)

MFC Windows Programming의 DLL, Multitasking, 
Active-X, Winsock등의 고급기법을 배우고, Calculator, 
Image Processing, Serial Communication, Data 
Acquisition 등의 MFC 응용과, Win CE 프로그래밍의 
기초와 응용을 통한 PDA 에서의 응용프로그래밍을 
연습한다.

전기전자공학실험 (2-1-2-0)

아날로그 전기전자회로의 기본 원리를 확인하
고 기본적인 응용회로를 구성해 봄으로써 실제 
회로의 설계와 제작 능력을 기른다. 부수적으로는 
전기전자 회로에 사용되는 중요 부품에 대해 이
해하고 대표적인 계측기 사용법을 알게된다.

데이터통신 (3-3-0-0)



－ 713 －

디지털 데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7
계층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각 계층의 역할과 실
제적으로 사용되는 계층별 프로토콜의 구성 및 
구현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서브네트워크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컴퓨터 통신 기술 영역
에 속하는 다른 과목들에 앞서 수강해야 할 기초
과목이다.

컴퓨터구조 및 설계 (3-2-0-1)

컴퓨터의 설계 및 응용을 위한 컴퓨터 구조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게 된다. 프로세서의 구조와 동
작 원리에 주안점을 두고, Cache, 주 메모리, 보조 
메모리로 이루어진 메모리시스템과 외부 입출력
에 대하여 공부한다. 마이크로프로세스실험, 디지
털신호처리프로세스실험, 집적회로설계 등 관련 
과목의 기초를 제공한다.

컴퓨터네트워크 (3-3-0-0)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해하
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망의 개념적인 요소를 살
펴보고 브리징과 라우팅 등 인터네트워킹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 동작 원리
와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통신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시스템프로그래밍 (3-2-2-0)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동에 필요한 시스템 소프
트웨어에는 운영체제, 로더, 컴파일러, 자주 사용
되는 유틸리티,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구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부한다. 컴퓨
터 구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DSP프로세서실험 (3-1-2-1)

디지털신호처리 프로세서(DSP)는 일반 범용 프
로세서와 달리 디지털 신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신호처리프로세서실험에서
는 DSP의 구조, 데이터 버스 구조, 메모리 인터
페이스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디지털통신 (3-3-0-0)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되는 통신 기술의 
원리를 배운다. 디지털 변복조, 심볼간 간섭 현상

과 그 대응 방법, 동기 확보 방법, 오류 제어 기
술 등 요소 기술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요소 기
술을 기초로 구성되는 대역확산시스템, 디지털 무
선통신시스템을 소개한다.

컴퓨터그래픽스 (3-3-0-0)

2D/3D 그래픽스 영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그
래픽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이론인 2D/3D 객체 모델링, 기하변환, 3D 뷰
잉, 커브, 조명, 음영 등의 알고리즘을  공부한다. 
C, C++ 및 OpenGL을 이용한 실습이 병행된다.

디지털시스템설계 (3-1-0-2)

디지털 시스템의 구성 및 설계 방법, CAD tool
을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 설계 기법, 알고리즘 수
준 설계방법, 구조수준 설계 방법,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을 사용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을 다룬다.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2-2-0)

여러 가지 운영체제와 컴퓨터 언어 환경에서 네
트워크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방법과 이러한 네트
워킹 기능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
법을 배우고 실습을 통해 구현 능력을 배양한다.

무선통신 (3-3-0-0)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선 통신에 대한 다
양한 기법을 배우고 이들의 응용에 대한 장단점
을 익힌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무선 통신 프로토
콜을 사용하고 실습함으로써 무선통신에 대한 제
약사항을 생각하게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배운다.

의용전자공학 (3-3-0-0)

의용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센서 및 의료영상
장비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 그 구체적
인 내용으로, X-ray, Computed Tomography, 
Nuclear Medicine, Ultrasonic Imaging, MRI 등의 
동작원리를 공부하고, 의료영상 처리의 기초를 공
부한다.

디지털영상처리 (3-3-0-0)

영상신호의 시각적 특성을 향상시키고 변화시
키는 필터링, 영상신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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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지 추출, 영상 패턴 인식, 영역 분활 등에 
관하여 공부하고 실제 영상에 이들 이론을 적용
하여 제반이론을 실습해 본다.

이동통신 (3-3-0-0)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핵심 
요소기술의 기본 원리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셀룰라의 개념, 주파수 
재사용 원리, 시스템 캐패시티, 핸드오버, 로밍 기
술을 다룬다. 이동통신에서의 전파전파 특성, 채널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적합한 변복조 방
식, 페이딩에 대응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무선
접속방식에 근간을 이루는 CDMA 방식 등 다원접
속 기술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성능을 검토한다.

멀티미디어공학 (3-3-0-0)

멀티미디어 입출력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와 그 드라이버
의 구현 기술에 대해 배우고 이들을 통해 형성되
는 멀티미디어 정보의 저장 및 통합 처리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임베디드 시스템 (3-2-2-0)

본 과목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및 개
발을 위한 이론을 소개하고, 실습을 통하여 이를 
습득한다. 우선 임베디드 리눅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운영체제와 커널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시스템 및 각종 입출력 장치 등 
하드웨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이들을 효과적으
로 구동시키기 위한 인터럽트 처리 기법, 실시간 
운영체제 (RTO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
밍 방법을 배운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 시스템 개
발 장치를 사용하여 부트로더의 구현, 리눅스 커
널의 컴파일 및 포팅,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실습 
등을 통해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현에 필요
한 실용적인 기술들을 습득한다.

현장실습Ⅰ～Ⅳ (3/3/8/15-0-09/9/24/25-0)

관련 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
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통신이론 (3-3-0-0)

통신시스템을 설계 및 해석하는데 기본이되는 
수학적 배경으로서 랜덤변수, 랜덤프로세서, 자기

상관함수, 전력스펙트럼밀도 등에 대해서 배우고, 
AM, FM을 중심으로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변
조/복조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다음 학기에 편성
될 디지털통신 과목의 선수과목이다.

센서 및 계측 (3-3-0-0)

빛, 온도, 힘, 위치, 속도, 가속도, 진동, 전압, 
전류 등 다양한 물리량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서의 구조 및 응용 방법, 그리고 이
러한 센서들을 컴퓨터와 인터페이스하는 방법 등
에 대해서 배운다.

창의설계 (3-1-0-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작동원리를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응용 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하여 컴퓨터 및 마이
크로프로세서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제반 응용에 
대한 이해를 함께 습득하게 된다. 

전자기학 (3-3-0-0)

전기전자공학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물리적 발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
는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목이다. 벡터해
석을 포함하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전자계에
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전
자계 내에서의 물질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통신전력전자 (3-3-0-0)

전력용 반도체 소자 및 전력 변환을 위한 각종 
전력 변환 장치를 공부한다. 다이오드 정류회로, 
위상제어 정류회로, 쵸퍼, DC-DC 컨버터, 인버터, 
AC-AC 컨버터의 기본이론과 동작원리를 이해한다.

디지털통신 (3-3-0-0)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에 이용되는 통신 기술의 
원리를 배운다. 디지털 변복조, 심볼간 간섭 현상
과 그 대응 방법, 동기 확보 방법, 오류 제어 기
술 등 요소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요소 
기술 외에도 디지털 이동 통신이나 디지털 텔레
비젼 등 신매체를 구성하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
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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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시스템 (3-3-0-0)

각종 센서, 모터, 기어, 저항, 콘덴서, 인덕터 
등 제어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및 이들
로 구성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 방법
을 비롯하여 상태변수 모델, 시스템의 안정도, 시
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스템 해석, 제어
기 설계 기법 등을 다룬다. 

설계프로젝트Ⅰ (3-0-0-3)

4학년 1년 동안 그동안 학부과정에서 배운 것
을 총 정리하면서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에 대한 사전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졸업 
후의 취업에 대비하며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을 
고취시키고자한다. 전공내에서 학생이 원하는 분
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 대한 사전 분석 및 검
토 후에 깊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
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 후에 바
로 현장에 투입되어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설계프로젝트Ⅱ (3-0-0-3)

설계프로젝트 I에 이어 동일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며 프로토타입의 제작 및 시험, 그리고 완
성품의 전시출품 단계까지 수행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취업 및 현장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두
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체들의 신입사원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반도체공학 (3-3-0-0)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 평행 상태 및 비평형 
상태에서의 charge의 흐름, P-N 접합 등을 공부하
고 다양한 반도체 소자의 특성에 대하여 공부한
다. 다루어지는 주요 소자는 P-N 접합 다이오드, 
Bipolar 트랜지스터, MOS 트랜지스터 등이다.

임베디드소프트웨어 (3-3-0-0) 

임베디드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
를 바탕으로 임베디드 리눅스에서의 소프트웨어 작
성, uCOS를 비롯한 실시간 운영체제하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시리얼 통신, 
USB, EtherNet, LCD, LED 등과 같은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응용한 다양한 프
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
트웨어 개발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한다.

리눅스시스템프로그래밍 (3-2-2-0)

리눅스/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며, 특히 다양한 시스템
에서의 리눅스 운영체제 적용에 관해 학습한다.

차세대이동통신기술 및 통신망 (3-3-0-0)

차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기본 기술인 
space time coding, Adaptive Modulation, Smart 
Antenna에 대해 개념과 Multimedia Data 
Tranmission에 사용되는 다양한 QoS 제어 방식 및 
Hybrid ARQ 방식의 개념을 습득하고 IS 2000, 
EV-DO, EV-DV 규격을 이해한다. 또한 기존 통신
망의 현황과 IEEE 802.16의 하나인 WiBro 개요 
및 기초 기술을 이해하며 차세대 이동통신망의 
발정 방향, WiMAX, DMB, 위성통신 방식을 학습
한다. 더불어 유무선 통합망의 발전 방향과 국내
외 운용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학습한다.

통신네트워크시스템 및 시스템 설계 특론 

(3-2-0-1) 

RF 시스템/회로 설계를 학습하며 트랜시버 구
조와 Noise/IM/Gain/spectrum Mask의 개념을 이해
하고, 물리계층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칩과 RF 회
로와의 연결 및 F/W를 학습한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이동 통신(GSM, CDMA, WLAN, 
CDMA2000)의 기본 개념과 규격을 학습하고, 차
세대 통신의 요소기술들(WiBro, UMTS, FTTH)을 
이해하고 디지털 방송에 사용되는 요소 기술을 
학습한다.

로봇공학 (3-3-0-0)

로봇공학의 역사와 로봇의 구성요소, 로봇의 
좌표변환, 정역학, 동력학을 기본으로 하여 로봇
제어에 대하여 배운다. 로봇제어 알고리즘의 이해
와 지능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각 종 센서, 모터제
어 방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동롭소의 운동학과 
역학에 관한하여 학습하고,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
하여 학습한다.

운영체제 (3-3-0-0)

컴퓨터의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에 대하여 그 기능, 구조 및 구현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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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행의 기본 단위인 프로세스 및 이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개념, 프로세스/스레드 들간의 
문맥교환 원리 및 구현 방법, 프로세스/스레드 들
간의 동기화 및 통신, 프로세스 스케줄링, 가상 
메모리와 디멘드 페이징, 보조기억장치 및 파일 
시스템, 통일된 입출력 장치 제어, 바이러스나 해
커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기법 등을 다룬다. 

임베디드프로세서응용실험 (3-1-2-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임베디드시
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16비트
급의 CPU 를 이용하여 간단한 시스템을 설계하
여 실제로 제작하게 된다. 메모리와 Key-Pad, 
LCD 등의 I/O 인터페이스를 다루고 어셈블리어
와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다루며 간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제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익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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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부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컴퓨터학부(공학인증(CAC))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383999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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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Program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공학인증(CAC)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필

144999

144081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0-1-0-0

3-2-2-0

전선 144066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전공기본+산학공통(C+E) 3-3-0-0

2-1
전필

144999

144063
144046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디지털시스템 설계(Digital System Design)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
전공기본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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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전선 144002 인터넷 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and Lab.) 전공기본 3-2-2-0

2-2

전필
144999

144062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자료구조 및 실습(Data Structure and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0-1-0-0

3-2-2-0

전선
144070
144076
144071
144079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s)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멀티미디어 공학(Multimedia Engineering)
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onic Engineering)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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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44999

144006
144038
144032
144013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s)
알고리즘(Algorithms)

전공기본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C)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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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44029
144077
144073

파일처리(File Processing)
윈도우즈 프로그래밍(Windows Programming)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A+B+산학공통(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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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44999

144011
144039
144034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프로그래밍언어론(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네트워크 프로그래밍(Network Programming)

전공기본

A+B+산학공통(C)
A

B+산학공통(C)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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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위탁

전선

144078
144069
144014
144067
144033
144020

임베디드 OS(Embedded OS)
라우팅 프로토콜 (Routing Protocol)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

B+산학1
B+산학공통(C)

A
A+B+산학3

A+B
A+산학공통(C)

3-2-2-0
3-3-0-0
3-3-0-0
3-3-0-0
3-3-0-0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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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비 고

4-1

전필

144999

144052
144057
144064

144051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캡스톤 설계1(Capstone Design 1)
소프트웨어설계(Software Design)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설계(Database Design)

전공기본

A+B
A+B

A+산학1

A+B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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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

위탁

위탁

전선

144010
144072
144053
144068
144021

컴파일러(Compilers)
무선인터넷 (Wireless Internet)
현장실습 1(Field Training 1)
디지털 영상 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산학공통(C)
A+B+산학공통(C+E)

B
B+산학3

A

3-3-0-0
3-3-0-0
3-0-9-0
3-3-0-0
3-3-0-0

4-2

전필
144999

144056

공학교육상담지도
(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캡스톤 설계2(Capstone Design 2)

전공기본

A+B+산학공통(C)

0-1-0-0

3-0-0-3

전선

144074
144075
144080
144065
144018
144059
144060
144082

실시간 운영체제 커널 (Real Time OS Kernel)
오디오 신호처리(Audio Signal Processing)
차세대 네트워크 (Next Generation Network)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y)
분산시스템(Distributed Systems)
현장실습 2(Field Training 2) 
현장실습 3(Field Training 3)
현장실습 4(Field Training 4)

B+산학1
B+산학3

A+산학공통(C)
A+B+산학공통(C)

A
B
B
B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8-0-24-0
15-0-45-0

컴퓨터정보통신전공에서는 현장실습1,2,3,4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산학
삼성전자 정보통신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C+E 및 C) 전과목과 산학1

과 산학3 중 최소한 하나를 택1하여 이수해야 한다. (산학1: 정보통신 임베디드 트랙, 산학3: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트랙)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학년 전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요건을 충족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요건 충족



－ 720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Program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2
전필 144081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전공기본+산학공통(C+E) 3-2-2-0

전선 144066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전공기본+산학공통(C+E) 3-3-0-0

2-1

전필 144063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 Oriented Programming) 전공기본+산학공통(C) 3-2-2-0 부필
전선 144046

144002
디지털시스템 설계(Digital System Design)
인터넷 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and Lab.)

전공기본
전공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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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144062
144070
144076
144071
144079

자료구조 및 실습(Data Structure and Lab.)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s)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멀티미디어 공학(Multimedia Engineering)
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onic Engineering)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산학공통(C+E)

전공기본
전공기본+산학공통(C+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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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144006
144038
144032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s)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C+E)
A+B+산학공통(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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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부필
부필

전선
144013
144029
144077
144073

알고리즘(Algorithms)
파일처리(File Processing)
윈도우즈 프로그래밍(Windows Programming)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A+B+산학공통(C)
A+B+산학공통(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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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144011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A+B+산학공통(C) 3-3-0-0 부필

전선

144039
144034
144078
144069
144014
144067
144033
144020

프로그래밍언어론(Concepts of Programming Languages)
네트워크 프로그래밍(Network Programming)
임베디드 OS(Embedded OS)
라우팅 프로토콜 (Routing Protocol)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소프트웨어 공학(Software Engineering)

A
B+산학공통(C)

B+산학1
B+산학공통(C)

A
A+B+산학3

A+B
A+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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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4-1 전선

144052
144057
144064

144051
144010
144072
144053
144068
144021

캡스톤 설계1(Capstone Design 1)
소프트웨어설계(Software Design)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 설계(Database Design)
컴파일러(Compilers)
무선인터넷 (Wireless Internet)
현장실습 1(Field Training 1)
디지털 영상 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B
A+B

A+산학1

A+B
A+산학공통(C)

A+B+산학공통(C+E)
B

B+산학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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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
3-3-0-0
3-3-0-0
3-0-9-0
3-3-0-0
3-3-0-0

위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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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2 전선

144056
144074
144075
144080
144065
144018
144059
144062
144082

캡스톤 설계2(Capstone Design 2)
실시간 운영체제 커널 (Real Time OS Kernel)
오디오 신호처리(Audio Signal Processing)
차세대 네트워크 (Next Generation Network)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y)
분산시스템(Distributed Systems)
현장실습 2(Field Training 2) 
현장실습 3(Field Training 3)
현장실습 4(Field Training 4)

A+B+산학공통(C)
B+산학1
B+산학3

A+산학공통(C)
A+B+산학공통(C)

A
B
B
B

3-0-0-3
3-3-0-0
3-3-0-0
3-3-0-0
3-3-0-0
3-3-0-0
3-0-9-0

8-0-24-0
15-0-45-0

컴퓨터정보통신전공에서는 현장실습1,2,3,4 중 선택 1과목만 인정한다.
∙학문지향 트랙 (A)

학문 내재적 가치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대학원 진학 등)
∙기업지향 트랙 (B)

사회ㆍ경제적 요구를 중시하는 전공 운영(전공 관련 기관 및 산업체 취업 등)
∙산학

삼성전자 정보통신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C+E 및 C) 전과목과 산학1
과 산학3 중 최소한 하나를 택1하여 이수해야 한다. (산학1: 정보통신 임베디드 트랙, 산학3: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트랙)

▶ 컴퓨터정보통신 전공 교육목표

－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초 이
론과 실무 응용 능력을 균형 있게 갖
춘 인재 양성

－ 팀 단위 공동 작업에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갖춘 정보기술 인력 양성

－ 창의적 설계 능력을 갖춘 컴퓨터 전
문 인력 양성

－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춰 적응성이 
높은 기술 인력 양성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학생들의 미래 목표를 바탕으로한 수강지도 및 
교육상담,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담
을 매학기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능률 및 전공분야 수행능력을 높이며 미래 사회
생활에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사회성 고취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3-0-0)

논리회로 설계의 개념과 기술에 관한 강좌로
서, 컴퓨터 구조 과목을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운
다. 조합회로 분석 및 해저드검증, IC논리회로소
자, ROM, PAL, PLA, PLD 및 이들을 이용한 조
합회로 설계, 플립플롭 특성, 순차회로 분석, 플립
플과 조합회로를 이용한 순차회로 설계 등을 다
룬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회로인 가산 /감산기, 카운터, 레지스
터, ROM 및 RAM 회로 구성 등에 대해 다룬다.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3-2-2-0)

C 언어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익히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2-2-0)

클라스 및 객체의 개념을 익히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또한 객체 지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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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배우고 이를 C++ 혹은 Java를 사용하여 
실습함으로써 현대 프로그램의 주류가 된 객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힌다.

인터넷 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and Lab.) (3-2-2-0)

인터넷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고, 웹의 개
요와 웹문서 표준 언어,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 대
해 이해한다. 서버사이드 언어와 클라이언트사이
드 언어에 대해 이해하며, ASP, HTML, DHTML, 
JAVA script, JAVA applet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
다. 또한 정보 검색, 전자 상거래,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해본다.

디지털시스템 실험

(Digital System Lab.) (2-0-0-2)

디지털논리회로 설계와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에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서 디지털IC의 종류와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IC를 이용하여 복잡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이론 과
목인 논리회로의 선행 이수를 필요로 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3-3-0-0)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 주체인 마이크로프로세
서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어셈블리프로
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數체계, 데이터표현 및 
저장원리, 명령어의 구성과 동작, 프로그램개발환
경, 메모리시스템, 입출력인터페이스 등을 이해하
고, 서로 다른 종류의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을 비교 
분석, 마이크로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설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2-1-2-0)

웹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 프로그래
밍 언어인 ASP(Active Server Page)의 시작부터 활
용까지를 다룬다. ASP 기초 문법, 함수, 객체 등
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게시판, 쇼핑몰의 구축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실습한다. 매주 해당 주
제에 대한 설계 실습을 설계 시간에 한다. 모든 
수강생은 쇼핑몰 혹은 회원전용 커뮤티니사이트
를 구축하는 설계 과제를 수행하여 학기말에 발
표해야 한다. 본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TML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공학

(Multimedia Engineering) (3-3-0-0)

기존의 컴퓨터시스템에서 다루던 텍스트기반의 
모노미디어 자료뿐만 아니라 실시간 특징을 갖는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를 처리하는데 관련된 자
료의 코드화 방법과 코드화된 자료의 복원에 관
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컬러 코팅, JPEG 및 MPEG 알고리즘, 멀티미디어 
운영체제,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및 멀티미
디어 응용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에 대하여 소개
한다.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 and Lab.) (3-2-2-0)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지
식은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자료구조의 이해이다. 
본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널리 활용되는 자료
구조로서 배열, 스택 및 큐, 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의 표현 방법과 처리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루며, 
프로그래밍에 기본이 되는 정렬 및 탐색기법 등에 
대하여 실습을 통한 실무 기술을 배운다.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0)

컴퓨터의 구성요소와 동작흐름, 프로그램실행
의 기본원리와 작업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응용력
을 배양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관
점에서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 CPU 데이
터경로, 파이프라이닝, 프로그램의 실행특성과 메
모리계층, 입출력시스템, 성능평가방법론 등과 최
근의 고성능화 기법들을 학습한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3-3-0-0)

컴퓨터의 기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에 대하여 그 기능, 구조 및 구현방법을 배운다. 
프로그램 수행의 기본 단위인 프로세스 및 이를 
구성하는 스레드의 개념, 프로세스/스레드 들간의 
문맥교환 원리 및 구현 방법, 프로세스/스레드 들
간의 동기화 및 통신, 프로세스 스케줄링, 가상 
메모리와 디멘드 페이징, 보조기억장치 및 파일 
시스템, 통일된 입출력 장치 제어, 바이러스나 해
커로부터의 시스템 보호 기법 등을 다룬다.

파일처리(File Processing)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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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의 주요 활용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저장장치 관리와 파일조직 관
리이며, 본 과목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하
부구조로서 파일의 기본개념과 파일 시스템, 파일 
구성 방법, 효율적인 파일 처리 기법 등에 관하여 
기본 이론과 프로그래밍 실습 등을 통하여 실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알고리즘(Algorithms) (3-3-0-0)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개념, 알고
리즘들 간의 비교 평가기준을 다루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구조로서 devide-and-conquer, greedy 
method, dynamic programming, backtracking, 
branch-and-bound 등의 기법을 다양한 적용분야 
예제를 통하여 배운다. 또한 병렬처리 컴퓨터의 
확산 추세에 따라 병렬 알고리즘도 다룬다.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디지털 데이터 통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7
계층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각 계층의 역할과 실
제적으로 사용되는 계층별 프로토콜의 구성 및 
구현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인 서브네트워크 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컴퓨터 통신 기술 영역
에 속하는 다른 과목들에 앞서 수강해야 할 기초
과목이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3-0-0-3)

Visual C++ IDE 환경에서 기본 문법과 class 개
념을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익힌 후에 MFC 
Windows Programming의 기초와 응용을 배우고 연
습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기본문법(function, 
pointer, structure), Class 정의 및 사용법, MFC 기
본 및 사용(Menu, Event, Controls), MFC 응용
(Calculator, Image Processing, Serial Communication)
과 같다.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3-3-0-0)

연속 및 이산 시간 신호와 시스템을 다룬다. 
Linear Time Invariant 의 특성에 기반하는 연속 
시간 시스템, Fourier Series, Fourier 변환, Laplace 
변환, 이산 시간 시스템, Z 변환, 이산 Fourier 변
환을 학습한다. Matlab으로 신호 및 시스템을 구
현한다.

임베디드 OS(Embedded OS) (3-2-2-0)

임베디드 시스템 및 임베디드 운영체제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
발환경을 이해한다. 또한 임베디드 리눅스의 특성
을 숙지한다.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3-3-0-0)

Security 개념을 이해하고, Security Algorithm, 
DES, 3DES, AH, ESP를 공부한다. 응용으로서 
VPN, IPSEC, Key management, 인증 프로토콜에 
대하여 공부한다.

프로그래밍언어

(Programming Language) (3-3-0-0)

본 과목은 여러가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 
특히 절차형 언어를 중심으로 그 설계원리와 
identifier, data type, expression, assignment statement, 
control statement, subprogram 등에 대한 설계이슈 
및 구현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다룬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일방적인 지식으로서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체득하는 프
로그래밍 언어의 방법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기존 프로그래밍 언
어는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인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평가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패러다임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객체지향형 언어), LISP
(함수형 언어), Prolog(논리형 언어)의 특성 및 사
용법을 습득함으로써 다음 과정인 컴파일러의 설
계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라우팅 프로토콜(Routing Protocol) (3-3-0-0)

IP망의 기본 routing protocol을 이해하고, Router
의 구조와 기본 Switching 이론이해한다. 또한 
Fault tolerant 및 초고속 router 위한 고급개념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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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시스템

(Database Systems) (3-3-0-0)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전산학 분야의 가장 중
요한 한 분야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현
재로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많
은 상용 시스템이 출현하여 여러 정보 시스템 응
용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
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 모델, 데
이터베이스 언어,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
스시스템 구조 등에 대하여 이론 강의를 진행하
며, 실무적인 지식 함양을 위하여 MS SQL 서버
와 오라클 등 상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기반으
로 SQL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웹 연동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실습을 수행한다.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3-3-0-0)

보다 높은 품질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
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
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안전하며 생산성 높
으면서도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을 만들기 위해 사람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 분야
에 대해 다루며, 입출력 기술과 상호작용의 유형
에 대해 공부한다.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0)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역변환 할 수 있
으며, 이산신호 처리 Processor를 구현 최적화 능력
을 배양한다. 또한 디지털필터의 구현, Discrete 
Fourier 변환(DFT), Fast Fourier 변환(FFT), 주파수
특성분석, 파형분석, Sampling Theory, 이산신호에 
대한 Z변환등을 공부한다.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3-3-0-0)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개념과 알고리즘을 이
해하며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CAD/CAM, 컴퓨터 애니메이
션, 과학적 가시화 (visualization)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탐구한다. 그리고 그래픽스 패키지를 이해
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보며 3차
원 그래픽스 전용 하드웨어를 이해한다.

전자공학개론(Introduction to Electronic 

Engineering) (3-3-0-0)

회로이론, 반도체회로, 전자회로등의 전자공학
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PSPICE, 
Matlab 등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
용한다.

캡스톤설계1,2

(Capstone Design 1,2) (1-0-0-1,3-0-0-3)

컴퓨터 정보통신공학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익
힌 지식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
함으로서 졸업 후 연구 개발 및 실무 업무에 능
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3-0-0-3)

Embedded Linux 개발에 최적화된 통합 개발환
경(WiDE)의 사용을 통한 개발환경 전반 을 이해
한다. 또한 Target Platform(ARM9)을 통한 Linux 
포팅 및 Remote Debugging 기법 습득한다. 그리
고 System/Application Optimization tool 및 
Profiling tool을 활용한 target 최적화 기법 및 고
급 debugging 기법 습득한다.

컴파일러(Compilers) (3-3-0-0)

본 과목은 고급언어 번역기인 컴파일러의 설계 
및 작성에 필요한 기초 원리를 익혀 컴파일러 설
계 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
을 기르게 한다. 이를 위해 컴파일러 설계에 필요
한 어휘 및 구문 분석기법, 코드 생성 및 최적화 
기법 등을 소개하고 소규모 컴파일러 작성 실습
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운다. 본 과목의 목표
는 컴파일러의 작동 및 구현 과정을 배움으로써 
컴퓨터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구현해
봄으로써 프로그래밍 기술을 늘리는 기회를 제공
한다.

무선인터넷(Wireless Internet) (3-3-0-0)

WLAN/WiBro 구조 및 망 이해 및 802.11계열 
spec. 이해한다. 또한 WLAN Security 및 인증 
protocol, 802.1x에 대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IP주
소체계(IPv4, IPv6)와 IPv6 전환기술에 대하여 이
해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Database Design)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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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 활용 분야의 기반기술이 
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내용, 응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
이스의 구성을 결정하는 작업으로서 데이터베이
스 응용 시스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하는 작업이다. 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관련 기본과목을 이수한 후 현장에 직접 적용 가
능한 프로젝트 설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
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 분석, 개념적/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 상용 CASE 툴을 사용한 
응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프로그래밍 실습 등
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0)

소프트웨어의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및 유지 보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를 실습과 
도구를 통해 예제를 수행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고 운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또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현장실습 1~4(Field Training 1~4) 

(3-0-9-0, 3-0-9-0, 8-0-24-0, 15-0-45-0)

관련 분야 현장에 나가 실무를 통해 사회봉사
와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한다.

디지털 영상 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3-0-0)

Multimedia에 대한 기본이해와 국제 표준화 동
향, 압축/신장개념 bitstream구조, FILE구조/전송포
맷 및 응용 Application을 이해한다. 또한 멀티미
디어의 특성이해, MPEG/JPEG/H.26x/PNG 등 기본
압축, 신장개념, 압축 data의 구조/저장/전송방법 
등을 공부한다. 그리고  Multimedia 개론/공학에서 
이해한 Video/Image에 대한 기초지식위에 구체적 
영상/이미지 신호처리 및 압축/신장, 후처리 알고
리즘 및 방법을 이해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3-0-0)

지식의 표현, 검색, 추론, 학습 등 인공지능의 
제반 주제와 전문가 시스템, 컴퓨터 비젼, 자연어

처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최신 연구 동향에 관하
여 논의한다. C 네트워크 구조와 구성요소, 네트
워크 함수, 계층화된 네트워크 구조,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흐름제어, 에러 검색 및 BBS 서버 프
로그램 등을 다루며, 프로그래밍 환경으로는 
UNIX 환경을 이용한다.

실시간 운영체제 커널

(Real Time OS Kernel) (3-3-0-0)

Embedded system에 포팅되는 RTOS의 커널의 
특징, 시스템, 구조 등을 이해하고 구현을 Source 
level에서 확인한다.

오디오 신호처리

(Audio Signal Processing) (3-3-0-0)

Audio의 특성 및 전처리/후처리 기본개념 및 
알고리즘, 압축/신장 구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Audio의 특성 이해,Audio signal 처리에 
필요한 기본 수학적/인지적(Perceptual)기법 및 이
론이해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Next Generation Network) (3-3-0-0)

점차 고속화, 광역화 하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
크(NGN)의 구조를 다루고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BcN 의 개념을 이해하며, MPLS, QoS, 방송/통신/
인터넷 통합망 구조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홈 
네트워크, WLAN, Bluetooth, XDSL, STB, PLC, 
IEEE/1394 개요를 다룬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2-2-0)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과 인터넷 프
로그램의 기본 인터페이스인 소켓 프로그래밍을 배
운다.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프로그램 설계방법
을 다룬 후, TCP/UDP를 이용한 에코, 채팅 등의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
램의 설계와 구현을 수행한다.

소프트웨어설계(Software Design) (3-0-0-3)

C프로그래밍 언어와 UNIX 상의 C 프로그래밍 
언어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또한 UNIX시스템 프로그래밍 항목으로 파일 시
스템, 프로세스, 시그널, 내부 프로세스간 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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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과의 C 인터페이스를 
다루며 충분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분산시스템(Distributed Systems) (3-3-0-0)

분산처리시스템은 점차 컴퓨터 과학 분야의 주
요 관심 분야가 되고 있으며, 수 많은 기업체에서 
이의 개발 및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분산처리 응용을 위해 Java를 이용한 
분산 프로그래밍 기법과 CORBA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분산처리 응용 프로그래밍을 다양한 사례 
및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본 과목의 목표는 
분산처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산 프로그
래밍 기법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분산시스템 설계 능력을 키운다.



－ 727 －

컴퓨터과학전공(Program of Computer Science) : 공학인증(CAC)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비고

1-2 전필 327999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2-1

전필 327001
327999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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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27004
327010
327046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웹프로그래밍 및 실습 (Web Programming and  Practice)

산학공통(C+E)

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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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27017
327008
327999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산학공통(C+E)
3-3-0-0
3-3-0-0
0-1-0-0

전선
327012
327036
327037
327047
327053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 Design)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정보검색 및 실습 (Information Retrieval and  Practice)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리눅스/유닉스프로그래밍 (Linux/Unix Programming)

산학공통(C)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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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27014
327018
327011
327999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컴퓨터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산학공통(C+E)
산학2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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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27022
327016
327032
327023
327015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수치해석응용 (Numerical Analysis Applications)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컴퓨터특강 (Computer Topics)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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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27002
327021
327057
327999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시스템 분석과 설계(System Analysis and Design)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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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327024
327044
327026
327030
327027
327051

컴퓨터시스템설계 (Computer System Design)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화상처리 (Image Processing)
시뮬레이션 (Simulation)
형식언어와 오토마타 (Formal Language and  Automata)
정보시스템 보안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산학공통(C)

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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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27029
327033
327025
327031
327048
327049
327054

327058
327055

327999

컴파일러구성론 (Compiler Construction Theory)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시각공학 (Visual Engineering)
프로젝트 실무 (Application Project)
모바일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Mobile Network and
Programming)
파일처리(File Processing)
소프트웨어 설계 및 프로젝트1
(Software Design and Project 1)
공학교육 상담지도(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산학공통(C)

산학공통(C+E)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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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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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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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 수 비 고

4-2 전선

327045
327050
327041
327038
327056

327052
327999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병렬컴퓨터구조 (Parallel Computer Architecture)
멀티미디어 (Multimedia)
마이크로프로그래밍 (Microprogramming)
소프트웨어 설계 및 프로젝트2
(Software Design and Project 2)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ies)
공학교육 상담지도
(E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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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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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

 삼성전자 정보통신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 전 과목(C+E 및 C)과 산학
2를 이수해야 한다(산학2: 정보통신 Application 트랙).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 학년 전 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요건을 충족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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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전공 (Program of Computer Science) : 일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교육목표
(지향유형)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327001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3-3-0

전선
327003
327004
327010
327005
327046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논리회로 (Logic Circuits)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웹프로그래밍 및 실습 (Web Programming and  Practice)

산학공통(C+E)

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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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27017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3-0

전선

327008
327009
327012
327036
327037
327047
327053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 Design)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정보검색 및 실습 (Information Retrieval and  Practice)
객체지향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Programming)
리눅스/유닉스프로그래밍(Linux/Unix Programming)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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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27014
327018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산학공통(C+E)
산학2

3-3-0
3-3-0

전선

327011
327022
327016
327032
327023
327015

컴퓨터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수치해석응용 (Numerical Analysis Applications)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컴퓨터특강 (Computer Topics)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산학공통(C)

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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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27002
32702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3-3-0
3-3-0

전선

327057
327024
327044
327026
327030
327027

시스템 분석과 설계 (System Analysis and Design)
컴퓨터시스템설계 (Computer System Design)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화상처리 (Image Processing)
시뮬레이션 (Simulation)
형식언어와 오토마타 (Formal Language and Automata)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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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27029
327033
327025
327031
327048
327049
327058

컴파일러구성론 (Compiler Construction Theory)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시각공학 (Visual Engineering)
프로젝트 실무 (Application Project)
파일처리 (File Processing)

산학공통(C)

산학공통(C+E)
산학공통(C+E)

산학공통(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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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27045
327050
327052
327041
327038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병렬컴퓨터구조 (Parallel Computer Architecture)
네트워크 보안 (Network Securities)
멀티미디어 (Multimedia)
마이크로프로그래밍 (Microprogramming)

산학공통(C)
산학공통(C+E)

3-3-0
3-3-0
3-3-0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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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삼성전자 정보통신트랙을 의미한다. 정보통신트랙을 이수하려면 산학공통 전 과목(C+E 및 C)과 산학2
를 이수해야 한다(산학2: 정보통신 Application 트랙).
공학교육 상담 과목은 전 학년 전 학기에 이수하되, 6학기 이상 가(Success)를 획득해야 졸업요건을 충족
설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 요건 충족

▶ 컴퓨터과학전공 교육목표

컴퓨터과학전공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익히고 컴퓨터 및 정
보기술에 필요한 고도의 직식을 교육하며 
고도의 정보시대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
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발전과 학문 발전에 
공헌하는 인간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
었다.

주요 교육 및 연구 분야로는 컴퓨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하는 운영체제, 컴퓨터 
하드웨어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컴퓨터구
조,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및 유지 보
수기법에 관한 소프트웨어 공학, 프로그래
밍 언어의 설계와 구현에 관한 원리를 연
구하는 컴파일러, 수학적 모델에 대한 해를 
구하고 수치적 해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수
치해석, 정보의 축적과 검색을 제공하는 정
보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에 지능을 갖도록 하여 추론하고 인
식하게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통신과 네트
워크 등이 있다
▶ 교과목 개요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3-3-0-0)

고수준 언어 C, C++, PASCAL 등의 특성을 소
개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논리적 기능보다 효율
적인 프로그래밍 기법 및 언어 개념을 소개한다.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3-0-0)

디지털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의 진법과 
연산, 코드의 변환, 조합논리회로 및 순차논리회
로의 설계 등 부울 대수를 기초로 디지털논리회
로의 기본 내용을 배운다.

수리통계학(Mathematical Statistics) (3-3-0-0)

통계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확률론을 바탕으
로 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계적 방법의 이론
적 배경을 알아보며, 확률변수, 확률분포, 적률모
함수, 추정 및 가설검정 등을 고찰한다.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3-3-0-0)

벡터 공간과 선형사상은 현대 수학의 아주 중
요한 개념이다. 본 강좌에서는 그 이론과 실습의 
중요성을 다룬다. 

이산수학(Discreate Mathematics) (3-3-0-0)

Computer Science의 수학적 기초인 set, relation, 
graph, theory, recurrence, function, group, ring, 
Boolean algebra에 대해 강의한다.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3-3-0-0)

반복법의 일반 개념과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
한 뉴튼의 방법, 선형 시스템, 유한 차분법, 보간
법, 미적분 등의 기본이론과 개념을 이해한다.

웹프로그래밍 및 실습

(Web Programming and Practice) (3-2-2-2)

인터넷 및 WWW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
발자로서의 웹 프로그래밍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 구동 환
경 등을 익히고, 대표적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동적 홈페이지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공학교육상담지도(Engineering Education 

Advice and Counseling) (0-1-0-0)

학생들의 미래 목표를 바탕으로 한 수강지도 
및 교육상담,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담을 매학기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 능률 및 전공분야 수행능력을 높이며 미래 
사회생활에 원활한 진입을 위한 사회성 고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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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3-3-0-0)

지능 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지능 시스템 제작의 핵심인 문제 표현방법, 표기 
시스템과 표기 구조의 선택 방법과 설명, 문제의 
표현과 해답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탐색방법을 
설명한다. 

자료구조(Data Structures) (3-3-0-0)

전산분야에서 개발 시스템 및 시스템 개발에 
따르는 자료처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자료 구조를 관찰하고 구현 및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 탐구와 실습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선형 리스트, 트리, 그래프, 메모리관
리, 정렬과 탐색 등이다.

디지털 회로 설계

(Digital Circuit Design) (3-2-2-2)

조합논리회로 및 순서논리회로의 설계와 디지
털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3-3-0-2)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인 기법과 도구들에 대
한 공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검색 및 실습

(Information Retrieval and Practice) (3-2-2-2)

정보의 개념, 정보의 분석과 가공, 색인 작성
법, 색인 언어, 정보의 탐색과 평가, 정보검색 시
스템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 이론의 기
초에 대하여 연구한다.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3-2-2-2)

클래스 및 객체 등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
법을 배운다. 또한 객체 지향 개념으로 프로그램
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C++ 또는 Java
를 사용하여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리눅스/유닉스 프로그래밍

(Linux/Unix Programming) (3-2-2-2)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리눅스/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리눅스/유닉스 환
경에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시스템 호출을 학습한다. 본 과목에
서는 리눅스/유닉스와 관련한 시스템 개요, 명령
어, 각종 도구, 시스템 호출, 프로세스 간 통신 기
법 등을 학습한다.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3-3-0-0)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과 동작원리 및 
설계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컴퓨터시스템
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을 기른다.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3-3-0-0)

데이터통신의 개념과 발전 추세, OSI 통신 모
델, 신호전송 및 부호화, 데이터 링크제어, 다중
화, 라우팅 등 계층별 프로토콜 특성과 기능에 대
하여 학습한다. 또한 인터넷, LAN 및 광대역 통
신망, 무선 통신망, 인터네트워킹, 통신 응용 프로
토콜 및 통신망 운용관리에 대한 기본 기술을 습
득한다. 

컴퓨터 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3-3-0-0)

컴퓨터 응용에서 자주 일어나는 설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습득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위한 기술을 익힌다.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3-0-0)

어셈블리어의 조직을 다루고 로더와 매크로의 구
성 방법을 다루며, 컴파일러와 운영조직의 기초 이
론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수치해석 응용(Numerical Analysis 

Applications) (3-3-0-0)

반복법의 일반 개념과 방적식의 해를 찾기 위
한 뉴턴의 방법, 선향 시스템, 유한 처분법, 보간
법, 미적분 이외의 개념과 그 응용을 통하여 수치
해석을 위한 기술을 익힌다. 

컴퓨터 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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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하여 표현 대상이 모델생성, 저
장,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이에 필요한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 자료구조, 표현 대상의 수치적 
처리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및 구현 알고리즘 
등의 제반사항을 연구하여 동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컴퓨터 특강(Computer Topics) (3-3-0-0)

컴퓨터의 최신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강의 세미
나 및 실습을 한다.

자료처리(Data Processing) (3-3-0-0)

자료의 저장관리와 정렬과 탐색, 자료 구조의 
형식 등에 대해 습득하고 저장 구조와 구성, 프로
그래밍 언어들에서의 파일 구조에 대해 배운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3-3-0-0)

운영조직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운영조직의 각 과정
들의 생성과 조절 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며 기
억장치와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 (3-3-0-0)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구성의 일반 사항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 즉 스키마, 관계형 
모델, 계층형 모델, Network Model 등의 구조와 
설계방법을 주요 탐구 내용으로 한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

(System Analysis and Design) (3-3-0-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에 대
해서 이해한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개발 계획, 요구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의 개
발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소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Computer System Design) (3-3-0-0)

컴퓨터의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에 대
해 학습한다.

네트웍 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2-2-2)

인터넷 계층 구조, 각 계층별 프로토콜과 기능, 
응용서비스,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하여 배
운다. 또한 TCP/IP의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
조,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공부하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을 개
발 기법을 습득한다.

화상처리(Image Processing) (3-3-0-0)

벡터 및 레스터 그래픽스 시스템을 위한 H/W 
및 S/W를 소개하고 물체의 2차원 및 3차원 표현 
방법, 기하학적인 변환, hidden surface제거법 등을 
다룬다. 

시뮬레이션(Simulation) (3-3-0-0)

일반적으로 경험 현상의 복잡한 과정을 유사하
면서 비교적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계산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습득한다. 

형식언어와 오토마타

(Formal Language and Automata) (3-3-0-0)

형식 문법과 언어 그리고 그들에 관계되는 오
토마타, 언어의 계층, Context free 문법과 언어, 
언어에 대한 연산, 파싱 알고리즘, 유한 오토마타 
모델 : equivalence, minimization, state assignment, 
push down  automata 등의 내용을 다룬다. 

정보시스템 보안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3-3-0-0)

컴퓨터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
기 위한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본지식(운영체제, 
네트워크 등)과 함께, 보안의 개요, 보안 관리자
의 자세, 각종 해킹 기법의 이해, 방화벽 및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을 학습한다. 또한, 현업에서 필요
로 하는 보안 기법을 습득하여, 실제 보안 시스템
을 설계 및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컴파일러 구성론 

(Compiler Construction Theory) (3-3-0-0)

프로그래밍언어의 구현방법과 기법을 소개하고 
컴파일러의 주요 기능을 관찰하여 언어의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컴파일러 
작성방법과 컴파일러 구성에 필수적인 스캐너, 파
서, 중간어생성기, 최적화, 기계어 생성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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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론을 소개한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3-2-2-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에 있어 효율적인 프
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광대역 코아 통신망, 광대역 LAN, 홈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차세대 통신망과 
같은 다양한 통신망의 구조, 특성 및 핵심 기술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및 
관리, 응용 서비스, 요소 기술에 대하여 배운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mputer) (3-2-2-2)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마이크로컴퓨터의 기능과 
구성 CPU와 주변 장치, 마이크로컴퓨터의 인터페
이스, 마이크로 명령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공부한다.

시각 공학(Visual Engineering) (3-3-0-0)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또는 출력을 시각화하고, 편안하고 
즐거우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다양
한 입출력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 공부한
다.

프로젝트 실무(Application Project) (3-2-2-3)

프로젝트를 통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하고 개발함으로서, 실무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높인다.  

파일처리(File Processing) (3-3-0-0)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 체계에 있어서, 가장 기
본적인 요소인 파일에 대한 구조와 다양한 파일 
종류를 이해한다. 디스크, 테이프와 같은 물리적 
장치와 논리적 장치인 파일 간의 관계를 학습하
고, 다양한 색인 기법 및 해싱 기법을 익히고, 관
련된 알고리즘을 파악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프로젝트1 

(Software Design and Project I) (3-2-2-3)

소규모 및 중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단독 
및 집단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학
적 접근법에 따라 문서화 및 개발이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프로젝트 2 

(Software Design and Project II)(3-2-2-3)

중규모 및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단독 
및 집단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학
적 접근법에 따라 문서화 및 개발이 이루어진다.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3-3-0-0)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저장시켜 인
간이 의논하거나 자문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관하여 소개한다. 

병렬컴퓨터구조

(Parallel Computer Architecture) (3-3-0-0)

병렬컴퓨터의 기본개념 및 이론, 최적 자원 할
당 방법, 병렬 알고리즘, 병렬프로그래밍언어, 그
리고 병렬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적 응용 방안에 
관하여 학습한다. 

디지털 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0)

디지털 영상 및 음성신호, 생성, 잡음제거, 신
호 처리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디지털 신호처리의 응용분야를 알아본다. 

멀티미디어(Multimedia) (3-3-0-0)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개관을 설명하고, 멀티미
디어 구성요소와 구조화된 멀티미디어,  멀티미디
어 정보 시스템, 멀티미디어 통신 시스템, 지식기
반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이크로프로그래밍 

(Microprogramming) (3-3-0-0)

마이크로컴퓨터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
로프로그램의 기본 이론과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ies) (3-3-0-0)

OSI 보안 구조, 위협, 보안 서비스 및 보안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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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즘, 보안표준에 대한 기본 기술에 대하여 학
습한다. 또한 암호화, 인증 및 키관리 기법, 네트
워크 응용보안(웹, 전자메일, IP 보안) 및 보안관
리, VPN, NAT, 방어벽 등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모바일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Mobile Network and Programming)(3-2-2-2)

모바일 인터넷,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반기술과 기술동향을 공부하고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모일 인터넷 언어를 이
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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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부(대학)

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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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비 고

1-1 전필

360001
360058
360003
360004
360005
360006

수의해부학 및 실험 Ⅰ(Veterinary Anatomy and Lab.Ⅰ)
수의생화학 및 실험 Ⅰ(Veterinary Bio Chemistry and Lab.Ⅰ)
수의생리학 및 실험 Ⅰ(Veterinary Physiology and Lab.Ⅰ)
수의발생학 및 실험 Ⅰ(Veterinary Embryology and Lab.Ⅰ)
수의조직학 및 실험 Ⅰ(Veterinary Histology and Lab.Ⅰ)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Ⅰ(Veterinary Microbiology and Lab.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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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필

360007
360059
360009
360010
360011
360012

수의해부학 및 실험 Ⅱ(Veterinary Anatomy and Lab.Ⅱ)
수의생화학및실험 Ⅱ(Veterinary Biochemistry and Lab.Ⅱ)
수의생리학 및 실험 Ⅱ(Veterinary Physiology and Lab.Ⅱ)
수의조직학 및 실험 Ⅱ(Veterinary Histology and Lab.Ⅱ)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Ⅱ(Veterinary Microbiology and Lab.Ⅱ)
발생공학 및 실험 Ⅱ(Developmental Biotechnology and Lab.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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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360013
360014
360015
360016
360017
360060
360061
360062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Ⅰ(Veterinary Parasitology and Lab. Ⅰ)
수의병리학 및 실험 Ⅰ(Veterinary Pathology and Lab. Ⅰ)
수의약리학 및 실험 Ⅰ(Veterinary Pharmacology and Lab. Ⅰ)
수의독성학 및 실험 Ⅰ(Veterinary Toxicology and Lab. Ⅰ)
수의임상진단학 및 실습(Veterinary Clinical Diagnostics and Practices)
환경위생학(Environmental sanitation)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Ⅰ(Laboratory Animal Medical Science and Lab.Ⅰ)
조류질병학및 실험 Ⅰ(Avian Diseases and Practice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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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필

360020
360021
360022
360023
360063
360064

360076
360065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Ⅱ(Veterinary Parasitology and Lab. Ⅱ)
수의병리학 및 실험 Ⅱ(Veterinary Pathology and Lab. Ⅱ)
수의약리학 및 실험 Ⅱ(Veterinary Pharmacology and Lab. Ⅱ)
수의독성학 및 실험 Ⅱ(Veterinary Toxicology and Lab. Ⅱ)
조류질병학및 실험 Ⅱ(Avian Diseases and Practices. Ⅱ)
역학․인수공통 질병학 및 실습 
(Epidemiology, Zoonoses and Practices)
수생동물질병학 (Fish Disease and Clinical Practices)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Ⅱ(Laboratory Animal Medical Science and Lab.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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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1-1-2

3-1 전필

360027

360028

360029
360030
360031
360032

360033

수의전염병학및 실습 Ⅰ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and Practices Ⅰ)
수의내과학 및 실습 Ⅰ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and Practices Ⅰ)  
수의외과학 및 실습 Ⅰ(Veterinary Surgery and Practices Ⅰ)
수의산과학 및 실습 Ⅰ(Veterinary Obstetrics and Practices Ⅰ)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 Ⅰ(Veterinary Radiology and Practices Ⅰ)
수의임상병리학및실습 Ⅰ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and Practices Ⅰ)
식품위생학 및 실험(Food Sanitation and Lab.)

2-2-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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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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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비고

3-2 전필

360034

360035
360036
360037
360038

360039

360040

수의내과학 및 실습 Ⅱ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and Practices Ⅱ)
수의외과학및 실습 Ⅱ(Veterinary Surgery and Practices Ⅱ)
수의산과학 및 실습 Ⅱ(Veterinary Obstetrics and Practices Ⅱ)
수의영상진단학 및 실습(Veterinary Diagnostic Imaging and Practices)
수의임상병리학및실습 Ⅱ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and Practices Ⅱ)
수의전염병학및실습 Ⅱ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and Practices Ⅱ)
야생동물질병학 및 실습(Wild animal Diseases and Practices)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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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2-2-2

4-1

전필
360041
360066
360067
360068

실험설계론(Experimental Design)
기초수의종합실습 Ⅰ(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Ⅰ)--- 택1
예방수의종합실습 Ⅰ(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Ⅰ)
임상수의종합실습 Ⅰ(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Ⅰ) ---

3-3-0
10-0-30
10-0-30
10-0-30

전선

360043

360045
360069
360070
360146
360047

360048

기초수의학통합강의 Ⅰ
(Veterinary Basic Science Block Lecture Ⅰ)
응용미생물학(Applied Microbiology)
동물실험방법론(Laboratory animal care and use Programs)
임상세미나 Ⅰ(Clinical Seminar Ⅰ)
병성감정기법(Veterinary Diagnostic Techniques)
수의심장․안과․번식과학 통합강의(Veterinary Cardiology, 
Ophthalmology and Reproductive Management)
수의피부․마학․응급의학 통합강의(Veterinary Derma-tology, Equine 
medicine and Emergency Medicine)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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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4-2

전필

360999
360049
360071
360072
360073

전공세미나(Tutorial seminar)
수의법규(Veterinary Jurisprudence)
기초수의종합실습 Ⅱ(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Ⅱ)-- 택1
예방수의종합실습 Ⅱ(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Ⅱ)
임상수의종합실습 Ⅱ(Veterinary Basic Science Lab. Ⅱ)--

1-0-2
2-2-0

10-0-30
10-0-30
10-0-30

전선

360051

360052
360053
360054

360074
360075
360055

360056

기초수의학통합강의 Ⅱ
(Veterinary Basic Science Block Lecture Ⅱ)
신경과학 (Neuroscience)
식품의 안전성 관리(Food Safety Control)
수의임상면역약리 및 독성학
(Veterinary Clinical Immunopharmacology and Immunotoxicology)
임상세미나 Ⅱ (Clinical Seminar Ⅱ)
야생조류 및 포유류 기생충학(Wild animal Parasitology)
수의내분비․치과․수정란이식 통합강의
(Veterinary Endocrinology, Dentistry and Embryo Transfer)
수의종양․침술․병원경영학 통합강의(Veterinary Oncology, Acupuncture
 and Practice Management)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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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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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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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학과 교육목표

수의학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발전과 그와 관련된 학문의 이론적 실제를 
교육, 연구, 활용하여 의약학, 공중보건학 
등 관련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을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게 
한다는 목표아래 1988년 3월 수의학과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4년 1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현재 스물한명의 교수가 있으며 부속시
설로는 동물을 진료, 치료할 수 있는 동물
병원과 해부학실험실, 조직학실험실, 생리
학실험실, 발생번식학실험실, 생화학실험실, 
병리학실험실, 면역약리학실험실, 공중보건
학실험실, 미생물학실험실, 독성학실험실, 
실험동물실험실, 전염병학실험실, 기생충학
실험실, 내과학실험실, 소동물내과학실험실, 
산과학실험실, 외과학실험실, 방사선학실험
실, 야생동물질병학실험실, 임상병리학실험
실, 조류질병학실험실 등에서 학부생 160명
과 대학원생 30명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
고 있다. 

수의학의 주영역은 초기에는 전염병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에 주력하였으나 사회․문
화적 환경의 변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
라 새로운 동물진료의 개발 및 가축생산기
술의 향상, 야생 및 수생동물의 보존, 생명
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에 관한 연
구, 축산식품을 비롯한 각종 식품의 안전공
급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환경보호
를 통한 인류보건의 향상, 의약품 및 신물
질개발 등에 대한 생명공학기법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
어 가고 있다. 

본 수의학과는 현재 학부 4년제 교육과
정이나 98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수의예과로 
입학하여 6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수
의사 자격국가고시에 합격하면 D.V.M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으로 수의사 
면허증을 획득하여 대동물 및 중소동물 치

료를 위한 개업수의, 식품의 위생관리 책임
업무, 생명과학관계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업무, 공항, 항구 등지에서
의 국제적 동물검역업무와 대단위 동물원
의 야생동물 진료업무, 여러 관계 분야 및 
연구직 공무원과 해외진출 등 여러 분야에
서 활동할 수 있다.

수의해부학 및 실험Ⅰ,Ⅱ (4-3-3)

척추동물 중 주요 가축을 대상으로 각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비교해부학적, 계통해부학적
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실습은 기본 구조를 갖춘 
개를 기본으로 하며 주요 가축(말, 소, 돼지, 염
소, 고양이, 토끼, 닭) 의 구조에 대해서 실습을 
병행한다. 

수의생화학 및 실험Ⅰ,Ⅱ (3-3-3)

생명현상의 생리적 기전을 세포내에서 일어나
는 생화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학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수업과 실습을 통하여 수의학에서 필
요로 하는 다양한 기초적인 지식을 세포 수준에
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습득한다.

수의생리학 및 실험Ⅰ,Ⅱ (4-3-3)

가축체가 나타내는 생명현상을 자연과학의 입
장에서 연구하며, 가축의 생산 및 그 생물체의 이
용을 위한 기초분야 및 임상수의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수의발생학 및 실험 (2-2-3)

가축의 단일수정으로부터 기관 및 조직이 형성
되는 과정, 기능적 활동의 추이, 기관 및 조직의 
위치관계, 모체와 태아의 기능적 상호관계 등을 
이해한다. 

발생공학 및 실험 (2-2-3)

동물발생과정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응용기술로
서 체외수정 성판별, 복제동물 생산, 형질전환동
물생산 등의 동물생명공학 즉, 발생공학적 기법에 
관하여 이해하고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경험한다.

수의조직학 및 실험Ⅰ,Ⅱ (3-2-3)

동물체를 구성하는 각종 장기조직의 미세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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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기능에 관하여 계통별로 이해하며 장기조직
을 이루는 여러 형태의 세포, 내부구조를 면밀히 
관찰한다.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Ⅰ,Ⅱ (4-3-3)

수의미생물 세균, 진균, 면역, 그리고 바이러스
학과 그에 따른 실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균과 진균학은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진균의 구조, 유전, 대사 등의 특성을 이해하여 
세균과 진균에 의한 질병의 적절한 진단, 치료, 
예방법을 익힌다. 면역학은 숙주의 면역학적 구조
와 기능, 선천성 면역과 획득면역, 백신의 개발과 
응용, 그리고 숙주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면역
반응에 대하여 학습한다. 바이러스학은 바이러스
의 특징적 구조, 유전, 증식 등을 학습하여 바이
러스에 의한 동물 질병의 발병기전과 진단, 예방, 
치료법을 익힌다.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Ⅰ,Ⅱ (3-2-3)

가축에 대한 기생충의 형태와 기능, 생활사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여 각 동물에게 야기되는 기
생충 질병의 병인론, 치료법, 예방법을 익힌다. 

수의병리학 및 실험Ⅰ,Ⅱ (4-3-3)

세포의 변성, 사멸, 침윤, 염증, 신생 등을 포함
하는 조직의 손상에 대해서 기본적 기전을 이해
하며 각 조직의 손상기전을 습득한다. 또한 가축
의 전염성/비전염성 질병의 기전을 이해하며 부검
을 통한 실습을 병행한다. 

수의약리학 및 실험Ⅰ,Ⅱ           (3-3-3)

각종 약물의 동물생체 내에서의 작용기전을 이
해하고 동물의 치료와 관련된 약리학적 이론을 확
립하여 합리적인 임상에 적용하는 기본을 익힌다.

수의독성학 및 실험Ⅰ,Ⅱ (2-2-3)

가축 및 인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각종 동물독, 
식물독 및 중금속 화합 물질 등의 생체 내에서의 
작용기전 및 독작용을 이해하고 아울러 임상에서
의 치료 등의 적용방법을 익힌다. 

수의임상진단학 및 실습 (2-2-2)

동물 질병의 진단 및 치료와 동물실험에 필요
한 신체검사 기법과 치료 기법을 장기별로 강의

와 실습을 실시하여 각종 기법을 습득한다.

환경위생학 (3-3-0)

수의학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연계시키는 
실용성을 강조하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
염, 소음, 진동등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발생원인
과 사람과 동물에서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익힌다.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Ⅰ           (2-2-2)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Ⅱ           (1-1-2)

실험동물의 사육과 관리, 유전자관리, 미생물제
어, 환경제어,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실
험의학의 이론으로부터, 인체질환모델의 개발과 
이용, 안전성 및 유효성 검정, 동물세포를 이용한 
실험법, 임상 및 기초의학 응용이론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생명과학을 이해하고 수의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Ⅰ           (2-2-2)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Ⅱ          (3-3-3)

가축전염병의 발생의 기본개념과 주요 전염병
의 발생양식 및 관리방법을 강의와 세미나 형식
으로 각 조별로 준비하고 발표하여 토론을 통해
서 습득한다.

역학․인수공통질병학 및 실습  (2-2-2)

법정전염병으로 고시되어 있는 각종 병원체의 
종류와 병인론, 증상, 병리학적 소견, 치료법과 동
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양식과 과정을 파악하여 
인수공통질병의 전파방지 방법을 숙지한다.

수생동물 질병학 (3-3-3)

어패류의 기본적인 사육과 생태를 기본적으로 
이해한 후, 어류질병의 발생과 예방과 관련된 관
리와 이용, 병인론, 역학, 진단 및 위생을 숙지하
도록 교육하여 어류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능
력을 배양한다. 

수의내과학 및 실습Ⅰ,Ⅱ (4-3-3)

각 동물의 질병원인과 증상을 이해해서 그 질
병에 대한 치료법을 익히는데 있으며, 크게 소동
물과 대동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강의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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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행되어 실시된다.

수의외과학 및 실습Ⅰ,Ⅱ (4-3-3)

각 동물의 부위별로 외과적 질환의 원인과 증
상 그리고 치료법을 시청각 기자재를 통하여 입
체적으로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올바른 수술기술
을 습득하여 실제 외과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의산과학 및 실습Ⅰ,Ⅱ (4-3-3)

동물 생식기관의 생리학적 기능과 해부학적 특
징을 바탕으로 성주기, 인공수정, 임신과 분만과
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난산 및 번식장해 등 각종 
이상 및 질병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기
술을 축적함으로써 산업동물의 생산성을 향상 및 
반려동물의 번식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수정란이
식, 체외수정 및 핵이식 등 첨단 번식기법을 통한 
가축의 개량에 관한 최근 지식을 습득한다.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 (2-2-2)

수의학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동물들의 방
사선학적 해부학, 형태학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생체 각부의 방사선학적 특징과 정상상을 바탕으
로 질병에 따른 변화 및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
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치료방법, 치료경과 및 예
후판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수의임상병리학 및 실습 Ⅰ, Ⅱ      (2-2-2)

질병의 진단, 치료방법의 선택 및 결과와 예후
판정을 위한 다양한 임상병리학적 검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을 익히고 각종 측정 
장비의 원리와 사용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함으
로써 향후 임상에서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식품위생학 및 실험 (3-3-3)

우유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 계란, 식육 등의 
처리과정과 생산과정의 원리를 이해하여 각 제품
별로 그 특성을 익히고 파악하여 공중위생과 관
련하여 이해한다. 

수의영상진단학 및 실습 (2-2-2)

근래 소동물 임상영역에서 활용의 폭이 넓어지

고 있는 초음파진단의 원리, 각 장기의 정상적인 
초음파상과 질병에 따른 변화상에 대한 진단능력
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섬광조영술(핵의학)을 
이용한 진단능력을 기른다.

조류질병학 및 실습 Ⅰ,Ⅱ (1-1-2), (2-2-2)

닭, 오리 등 조류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조류질병 전문 수의사 양성에 필요한 기
술들을 배양하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이 높
은 전염성 질병을 조기에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임상능력을 배양시킨다. 

야생동물질병학 및 실습 (2-2-2)

포유류, 조류, 파충류를 포함한 각종 야생동물
의 생태 및 질병의 병인론, 증상, 병리학적 소견, 
치료법등을 통하여 향후 실제로 임상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험설계론 (3-3-0)

연구과제의 선정요령, 연구의 필요성, 가설의 
설정, 구체적 연구목표 수립의 전 과정을 배우고 
실습한다.

기초, 예방, 임상 수의종합실습Ⅰ,Ⅱ (10-0-30)

기초, 예방 및 임상 수의학 분야로 구분하여 
여러 과목을 실제로 접목하여 학생들의 실제 활
용능력을 배양한다

전공세미나 (1-0-2)

전공별로 논문작성에 필요한 이론 및 실험방법 
등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수의법규 (2-2-0)

수의업무와 관련된 실제적인 수의사법, 식품위
생법 등을 포함하는 각종 법규를 통하여 수의 업
무를 법규 내에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는데 있다. 

기초수의학통합강의Ⅰ,Ⅱ (3-3-0)

기초 수의학을 서로 응용 융합하여 강의함으로
서 실제적인 응용성을 기른다. 

응용미생물학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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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성을 학습하고, 주요 동물 감염질병의 
원인체에 대한 방어 작용인 면역반응에 대하여 
최신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병성감정기법 (3-3-0)

병리학적 진단기술을 익히고 병변을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한다.

수의심장․안과․번식과학 통합강의 (3-3-0)

동물의 심장 질환과 안과 질병의 치료 및 번식
과 생산에 대해 강의한다.

수의피부․마학․응급의학 통합강의 (3-3-0)

동물의 피부 질환과 마학 및 응급의학에 대한 
통합적 강의를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 응
용 능력을 기른다.

신경과학 (3-3-0)

대동물과 소동물의 척수와 말초신경계 질병의 
내․외과적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 (3-3-0)

수의학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연계시키는 
실용성을 강조하며 우유위생, 식육위생에 관한 내
용을 강의 및 실습 그리고 현장견학을 통하여 숙
지하여 식품의 안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

수의임상면역약리 및 독성학  (3-3-0)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세포, 항
체 및 싸이토카인 등의 작용기전을 기본으로 강
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체에 작용하는 각종 약
물․독극물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을 익힌다

수의내분비․치과․수정란이식 통합강의(3-3-0)

동물의 내분비 및 치과적 치료와 수정란 이식
에 대해 강의한다.

수의종양․침술․병원경영학 통합강의(3-3-0)

동물의 종양 치료와 침술 및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습득하게 한다.

야생조류 및 포유류 기생충학 (3-3-0)

야생 조류 및 포유류에 감염되어 있는 기생충
에 관한 유래에 대해 연구한다. 

임상세미나 Ⅰ,Ⅱ                   (3-3-0)

임상분야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증례들을 대상
으로 진료자료를 분석하고 발표함으로서 임상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임상 분
야별로 특이질환 및 세분화된 진료사례에 대한 
전문분석을 시도하는 임상심화 학습을 실시한다.

동물실험방법론 (3-3-0)

생명공학 분야의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
는 실험결과로서 필수적인 동물실험에 있어, 필요
한 동물종의 선택조건, 사육관리 및 실험환경조
건, 필수적인 실험조건 및 동물복지와 윤리에 적
합한 실질적인 실험계획의 수립 과 수행을 기초
적인 동물실험 프로그램 이해를 통하여 효과적으
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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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 공

스포츠지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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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Division of Sport Science)

학부공통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1-1
전필 371043

371005
 수영 Ⅰ (Swimming Ⅰ)
 육상 Ⅰ (Track & Field Ⅰ)

1-0-2
1-0-2

부 필
부 필

전선 371003
371004

 배드민턴 (Badminton)
 탁구 (Table Tennis)

1-0-2
1-0-2

1-2

전필 371006  체조 Ⅰ (Gymnastics Ⅰ) 1-0-2 부 필

전선
371014
371008
371030

 테니스 Ⅰ (Tennis Ⅰ)
 볼링 (Bowling)
 태권도 (Taek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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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전필 371002  체육원리 (Principle of Physical Education) 3-3-0 부 필

전선
371012
371013
371016
371044

 육상 Ⅱ (Track & Field Ⅱ)
 체조 Ⅱ (Gymnastics Ⅱ)
 수상안전 및 인명구조 (Life Guard)
 스포츠마사지 (Sports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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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전선
371007
371033
371015
371045
371021

 체육사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한국무용 (Korean Dance) 
 수영 Ⅱ (Swimming Ⅱ)
 스키 Ⅰ (Ski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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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전필 371023  구급 및 응급처치 (First Aid & EMS) 1-0-2

전선
371026
371046
371037

 건강관리론 (Theory of Health Administration)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해양스포츠 (Ocea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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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필 371022  스포츠정보처리 (Sport Data Processing) 3-3-0

전선
371047
371048
371011
371035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여가사회학 (Leisure Sociology)
 스포츠 진로교육 (Sport Future Education)
 핸드볼 (Hand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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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71024
371049
371018
371036

 스포츠사회학 (Sport Sociology)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테니스 Ⅱ (Tennis Ⅱ)
 슬라롬과 래프팅 (Slalom & 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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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필

4-2 전선
371039
371041
371050
371999

 특수체육 (Adapted Physical Education)
 유도 (Judo)
 동계스포츠 (Winter Sports)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3-3-0
1-0-2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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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전공(Program of Sport Scien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필 372001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Basic Anatomy & Physiology for Physical Education

3-3-0 부필

전선
372027

372028
372002

 운동학습과 제어 및 실험
 (Motor Learning and Control & Lab)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배구Ⅰ (Volleyball Ⅰ)

3-2-2

3-3-0
1-0-2

2-2

전필 372006  체육측정평가 및 실습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 Lab)

3-2-2
0

전선
372009
372008
372007
372012

 운동생리 및 실험 (Exercise Physiology)
 축구 Ⅰ (Soccer Ⅰ)
 농구 Ⅰ (Basketball Ⅰ)
 배구 Ⅱ (Volleybal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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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
0
0
0

3-1 전선

372029

372014
372030
372016
372017
372019

 체육학 설계 및 통계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s of Physical Education)
 스포츠 행정 (Administration of Sports)
 생활체육론 (Theory of Sport for All)
 축구 Ⅱ (Soccer Ⅱ)
 농구 Ⅱ (Basketball Ⅱ)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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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선

372031

372020
372021
372022
372032

 체력트레이닝학 및 실험
 (Training for Physical Fitness & Lab) 
 운동역학 및 실험 (Biomechanics & Lab)
 체력운동 (Exercise for Physical Fitness)
 스키 Ⅱ (Ski Ⅱ)
 뉴 스포츠  (New Sport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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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전선

372033
372034
372035
372036
372024

 스포츠영양학 및 실험 (Sport Nutrition & Lab)
 체육강독 (English Lecture for Physical Education)
 스포츠 현장실습Ⅰ (Sport Field Work Ⅰ)
 골프 (Golf)
 산악스포츠 (Mountai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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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전선
37237
372038
372039
372040

 스포츠지도론 (Theory of Sports Instruction)
 레크리에이션론 (Theory of Recreation)
 스포츠현장실습 Ⅱ (Sport Field Work Ⅱ)
 사격 (Shooting)

3-3-0
3-3-0
2-0-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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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과학전공 교육목표

스포츠과학전공은 현대화와 정보화시대
에 부합하는 스포츠과학도를 육성하는 것
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교과목의 편성은 스포츠과학의 학문분
야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구
성하였다. 가급적 기존의 실기교과목의 비
중을 줄이고 이론중심의 교과는 물론 이에 
따른 실습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내용들을 
개설함으로써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에 능
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교육학 (3-3-0)

∙ 스포츠교육의 역사를 알며 학교체육은 물론 
사회체육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원리와 연구의 영역, 연구방법을 인지하고 스
포츠교육에 대한 문화를 이해한다.

스포츠지도론 (3-3-0)

∙ 점차 생활화되고 있는 스포츠를 지도하는데 
있어 과학화된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은 물
론 효율적인 지도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
행할 수 있다.

코칭론 (3-3-0)

∙ 엘리트스포츠 지도자로서가 갖추어야 할 인지
적, 심동적,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요
소들을 알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방법의 
과학화와 다양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탁구 (1-0-2)

∙ 탁구경기에 대한 특성 및 효과를 이해하고 기
초기술과 응용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평
생체육 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다양한 지도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준다.

스포츠진로교육 (2-2-0)

∙ 각 전공에 따라 예상되는 취업에 대한 실제적
인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희망직종의 성공
한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과 취재를 통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영 (1-0-2)

∙ 물에 대한 적응능력과 각종 영법을 이론과 실
기를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체육원리 (3-3-0)

∙ 체육․스포츠현상을 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
는 기본적 바탕을 이해하고 혼자 관련도서를 
찾아 읽을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배드민턴 (1-0-2)

∙ 배드민턴의 기본기술과 경기법 전략 등을 논
의하며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탁구 (1-0-2)

∙ 탁구경기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실기능력과 이
론적 배경을 가질수 있도록 실기와 이론을 다
룬다.

육상Ⅰ (1-0-2)

∙ 육상경기에 관한 동작의 원리, 학습원리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며 기능향상과 지도력을 함양
한다.

체조Ⅰ (1-0-2)

∙ 맨손 체조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기술을 체
계적으로 연구한다.

체육사 (3-3-0)

∙ 체육사의 개념, 요인, 형성과정 범위를 이해하
고 그 발전과정과 각 철학의 특성을 비교하여 
체육의 성격, 방향, 목표를 설정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볼링 (1-0-2)

∙ 볼링의 기본기술 및 경기방법 및 규칙을 소개
하고 나아가 그 지도방법을 연구한다.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3-3-0)

∙ 인체의 구조와 형태 및 기능을 통하여 체육과
학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다. 특히 인체의 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운동과 인체의 해부생리
학적 측면과의 이해를 통하여 중등체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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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서 다루는 지식을 함양한다.

배구Ⅰ (1-0-2)

∙ 배구 경기의 규칙 및 기술응용, 연습계획 및 
경기운영과 심판법을 익힌다.

운동학습 및 실험  (3-2-2)

∙ 기본적인 학습원리와 지도방법을 배우며, 현장
실습을 통하여 운동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익힌다.

스포츠경영 (3-3-0)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의 여러 
현상을 관리, 경영학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육상Ⅱ (1-0-2)

∙ 육상경기는 모든 선수에게 필요한 과제일 뿐
만 아니라 양적 강화를 통한 참가자의 증대로 
국민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기초운동으로서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단거리 경기를 통하여 
종목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다.

체조Ⅱ (1-0-2)

∙ 기구체조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기술을 체계
적으로 연구한다.

테니스Ⅰ (1-0-2)

∙ 테니스 경기의 기술체득 및 경기진행 이론과 
심판법을 습득하여 경기의 참여능력과 선수지
도능력을 갖도록 한다.

한국무용 (1-0-2)

∙ 한국무용의 이론과 기능을 익혀 나아가 무용
창작능력을 기른다.

수상안전 및 인명구조 (1-0-2)

∙ 수상에서의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
전지도에 필수적인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는다.

체육측정평가 및 실습 (3-2-2)

∙ 인간의 형태와 그 형태 및 유형에 따른 신체

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측정, 검사하여 운동능
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적용시키는 
방법을 논의한다.

농구Ⅰ  (1-0-2)

∙ 초보자들이 게임을 행할 수 있도록 농구의 지
도단계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
다.

축구Ⅰ (1-0-2)

∙ 경기규칙 및 방법을 소개하고, 실기를 통한 기
본기술 및 전술을 개발한다.

스포츠마케팅 (3-3-0)

∙ 실제 마케팅 전략기획의 연습을 통한 학문적 
및 실용적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응용력을 기른다.

운동생리 및 실험  (3-2-2)

∙ 운동을 통한 생리학적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한다.

배구Ⅱ (1-0-2)

∙ 배구의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배구경기의 특성
을 이해하고 중등학교 교사로서의 필요한 배
구의 기술과 지도법 심판법을 실습, 연구하므
로서 팀의 운영, 관리의 능력까지도 기르도록 
한다.

테니스Ⅱ (1-0-2)

∙ 테니스 경기의 기술체득 및 경기진행 이론과 
심판법을 습득하여 경기의 참여능력과 선수지
도능력을 갖도록 한다.

에어로빅스 (1-0-2)

∙ 에어로빅을 통하여 신체의 원활한 대사작용을 
경험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화있는 균형
을 유지한다.

사격  (1-0-2)

∙ 사격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기를 체득하여 체
육교사로서의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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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1-0-2)

∙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의 방지
를 위한 응급처지 방법을 습득한다.

스키Ⅰ (1-0-2)

∙ 초보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스키의 지도단계
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스포츠정보처리  (3-3-0)

∙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
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중등
체육교과 정보처리자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급 및 응급처치 (1-0-2)

∙ 스포츠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상황의 원
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치방법이
나 조치능력을 실습을 통해 숙달하고 현장능
력을 키운다. 

스포츠사회학 (3-3-0)

∙ 체육이나 스포츠를 하나의 사회사실로 보고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이해 가능한 방
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여 교육현장에 나가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른다.

스포츠행정  (3-3-0)

∙ 체육분야의 다양한 조직내에서 지도자로서 필
요한 역량을 관련된 여러 이론을 통하여 배우 
고 실무에 나아가 자신의 임무를 좀더 효과적
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축구Ⅱ (1-0-2)

∙ 경기규칙 및 방법을 이해하고 실기를 통한 기
본기술 및 전술을 개발한다.

농구Ⅱ (1-0-2)

∙ 초보자들이 게임을 행할 수 있도록 농구의 지
도단계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
다.

댄스스포츠 (1-0-2)

∙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건강관리 스

트레스 해소, 건전한 취미생활에 적합한 운동
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 세계적 레크리에이
션 문화형성과 흐름을 알고자 한다. 다양한 
기교와 음악이 성취동 기유발과 성취만족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강도가 균배되어 있어 
심폐기능 강화운동이며 가족, 직장, 마을 단위
의 레크리에이션이므로 사회성 육성에도 효과
적이다. 건전한 춤에 대한 이해와 레크리에이
션으로서의 역할 다양한 스텝과 기술을 익혀 
주고자한다.

 
건강관리론 (3-3-0)

∙ 신체의 생리적 계통을 이해하고 운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
시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생활체육론  (3-3-0)

∙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여가의 방법을 이해하
며, 특히 현대생활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작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
한다.

체력트레이닝학 및 실험 (3-2-2)

∙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개선과 활동능력의 개
발을 위하여 주로 체육운동 등을 의도적, 계
획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하고 실천한
다.

운동역학 및 실험 (3-2-2)

∙ 인체운동 및 스포츠 기술 분석을 위한 운동학과 
인체측정학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한다.

볼링 (1-0-2)

∙ 볼링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한다.

태권도 (1-0-2)

∙ 국기 태권도의 무도 정신을 바탕으로 기본자
세, 품세, 겨루기, 시범 등 무도수련을 통하여 
정의로운 인간성과 경기규칙, 심판법, 지도법 
등을 배운다.

운동처방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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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관리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
하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에 있어서 종
목별 검토와 운동강도를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한다. 

해양스포츠  (1-0-2)

∙ 여가증대에 따른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새로
운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여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원영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
내력을 향상시킨다.

스포츠경영학 (3-3-0)

∙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분야의 이론
과 실제를 이해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단체, 
기관 등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
키도록 한다.

여가사회학 (3-3-0)

∙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와 관련된 인간의 
사회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실제에 대하
여 학습한다. 

핸드볼 (1-0-2)

∙ 핸드볼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게임 운영과 팀 
전술 및 심판법을 배운다.

스포츠심리학  (3-3-0)

∙ 체육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본질 구명과 스포
츠의 과학화 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위상, 
개념, 기여내용 등을 알아보는데 목표를 둔다.

슬라롬과 래프팅 (1-0-2)

∙ 슬라롬과 래프팅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초기술
을 습득하고, 반복연습을 통하여 응용동작까
지 익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지
도할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수체육 (3-3-0)

∙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자의 발달특성과 운동
능력, 장애자를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의 구
성과 실행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특수체육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도  (1-0-2)

∙ 유도의 특징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 기초이론
과 기본기를 체득하게 하며 심판법과 용어해
설을 익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동계스포츠 (1-0-2)

∙ 생활스포츠의 일환으로 스키, 스케이팅, 스노
우보드를 실시하며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인
간 형성과 여가선용의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
다.

전공세미나  (1-0-2)

∙ 각 스포츠과학 분야의 이론 및 실제 현장 적
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
인 스포츠과학 연구의 기초를 확립한다. 

운동학습과 제어 및 실험 (3-2-2)

∙ 운동기능의 학습 과정과 제어에 관한 제반 이
론들과 개념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학습 및 제어 분야의 이론적
인 측면들을 실제 운동기능의 학습이나 지도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체육학 설계 및 통계  (3-3-0)

∙ 체육학연구를 위한 주제선정, 방법, 실험절차,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법을 연구한다.

수상스포츠 (1-0-2)

∙ 수상스포츠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기초
동작부터 응용동작까지 학습을 통해 수상스포
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뿐 아니라 여가활동
에 더 가까이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체력운동 (1-0-2)

∙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위한 생활의 지식
을 얻는다.

수영Ⅱ (1-0-2)

∙ 수영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영법을 익
히고 실제 운동기능의 학습이나 지도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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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스키Ⅱ (1-0-2)

∙ 겨울방학동안 집중강의로써, 스키의 응용기술
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한다. 

뉴스포츠 (1-0-2)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
양한 응용기술동작을 익혀 레저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스포츠영양학 및 실험 (3-2-2)

∙ 운동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증진과 체력 및 건강교육의 조
직적인 계획과 실체를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
다. 

체육강독  (3-3-0)

∙ 강의시간에 원서를 접함으로서 독해 및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지식을 얻는다. 

스포츠현장실습Ⅰ (2-0-4)

∙ 스포츠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골프  (1-0-2)

∙ 골프에 대한 기본기술과 응용기술을 연마시키
며 규칙을 이해시켜서 골프를 즐길수 있는 능
력과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산악스포츠  (1-0-2)

∙ 산악스포츠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산악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능
력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스포츠지도론 (3-3-0)

∙ 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신체기능적, 사회적, 
도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의 원리와 기법을 습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배양시
킨다.

레크리에이션론 (3-3-0)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며 현대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각 나라의 레크리에이션 현황도 파
악하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 레크리
에이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스포츠현장실습Ⅱ  (2-0-4)

∙ 스포츠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사격  (1-0-2)

∙ 사격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를 이해하
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 학습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현장에서의 지도력을 키운다.

운동생리학 (3-3-0)

∙ 인체가 운동을 할 때의 상태를 계통적으로 연
구 분석하고 그 법칙성을 밝히고, 인체의 기능
을 연구하는데 있다.

체육측정평가 (3-3-0)

∙ 인체의 자세 및 형태, 체력과 운동능력 등의 
심동적 영역의 측정, 운동과 관련된 지식요인
에 대한 인지적 영역,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측정방법을 배워 체육학연구의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개인경기지도법Ⅰ (2-0-4)

∙ 스포츠전공 학생들의 필수적인 개인경기 실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실기기능을 갖
춘 지도자로 자질을 갖추게 한다.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Ⅰ  (2-0-4)

∙ 구기운동 및 라켓운동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
해하고 기초기술 익혀 다양한 실기능력을 갖
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레저스포츠지도법Ⅰ (2-0-4)

∙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
고, 실제 경험을 통해 경기 규칙 및 방법을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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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경기지도법Ⅱ (1-0-2)

∙ 스포츠전공 학생들의 필수적인 개인경기 실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실기기능을 갖
춘 지도자로 자질을 갖추게 한다.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Ⅱ (1-0-2)

∙ 구기운동 및 라켓운동의 기초기술 및 응용동
작을 익히고,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제 지도능
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배구  (1-0-2)

∙ 배구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게임 운영과 팀 
전술 및 심판법을 배운다.

농구 (1-0-2)

∙ 실기수업을 통하여 농구의 기초기술, 응용기술
을 기른다.

체력트레이닝학  (3-3-0)

∙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체력의 
육성과 전문체력의 훈련방법을 터득하고 훈련
의 발전하는 추세에 적응하여 실제 훈련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하여 훈련의 극대화하는
데 역점이 있다.

운동역학 (3-3-0)

∙ 운동의 법칙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와 필요성
에 대하여 논하고 각종 스포츠에 대한 운동의 
역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개인경기전문실기Ⅰ (2-0-4)

∙ 현대 사회에 맞는 개인경기를 이해하고 전문
적인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학습을 
통하여 기술을 더 향상시킨다.

레저스포츠지도법Ⅱ (1-0-2)

∙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경험을 통해 경기 규칙 
및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스포츠단체 및 행
사에 참여하여 지도능력을 배양한다.

축구 (1-0-2)

∙ 축구의 역사와 기본기술을 습득시키고 경기에 

필요한 체력과 다양한 기능을 배양시킨다. 

레저사격 (1-0-2)

∙ 레저사격의 이론을 이해하고 기본기술을 체득
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골프Ⅰ (1-0-2)

∙ 골프의 발생과 변천, 시설, 용구, 각종 클럽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타구자세와 
스윙법을 익힌다.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Ⅰ (2-0-4)

∙ 현대 사회에 맞는 구기 및 라켓운동의 전문적
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실제 학습을 통하여 
기술을 더 향상시킨다.

레저스포츠 전문실기Ⅰ (2-0-4)

∙ 레저스포츠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기초
기술부터 전문기술까지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다양한 레저스포츠 기술을 향상시킨다.

체력운동Ⅰ (1-0-2)

∙ 체력운동을 위한 트레이닝의 생물학적, 의학적
인 원리를 이해하고 트레이닝 방법을 익힌다.

골프Ⅱ  (1-0-2)

∙ 골프의 정확한 타구자세와 스윙법을 익힐뿐 
아니라 현장체험을 통하여 경기의 전개기술을 
습득한다. 

운동학습과 제어 (3-3-0)

∙ 인간의 복잡한 운동기술은 어떻게 생성되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그 적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있
다.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Ⅱ (1-0-2)

∙ 구기 및 라켓운동의 전문적인 응용기술을 체
험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능력을 
겸비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지도실습Ⅰ  (2-0-4)

∙ 교과과정을 통하여 배운 여러 가지 이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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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목들을 스포츠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자
신의 지도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한다.

개인경기전문실기Ⅱ (1-0-2)

∙ 개인경기의 다양한 응용기술을 익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현장체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능
력을 겸비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2-1-2)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며 현대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각 나라의 레크리에이션 현황도 파
악하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 레크리
에이 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체력운동Ⅱ (1-0-2)

∙ 체력운동을 위한 트레이닝의 방법을 익히고, 
응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운동
의 지식을얻는다.

스포츠실무영어  (3-3-0)

∙ 영어의 정확한 발음과 의사표현 및 어법에 대
한 집중연습과 영어를 통한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영어구사력을 기른다.

스포츠영양학 (3-3-0)

∙ 운동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증진과 체력 및 건강교육의 조
직적인 계획과 실체를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
다.

레저스포츠전문실기Ⅱ (2-0-4)

∙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접하고 현장실습 및 다양한 응용기술을 통해 
현장에서필요로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한다. 

스포츠지도실습Ⅱ (2-0-4)

∙ 스포츠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포츠지도경험을 통해 
자신감 배양 및 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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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전공(Program of Sport Coach)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2-1 전선

373003

373004

373001

373002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개인경기지도법 Ⅰ
 (Teaching Method of Individual Sports Ⅰ)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 Ⅰ
 (Teaching Method of Ball & Racket Sports Ⅰ)

3-3-0

3-3-0

2-0-4

2-0-4

2-2 전선

373005

373006

373007

373008

373009

373025

 레저스포츠지도법 Ⅰ
 (Teaching Method of Leisure Sports Ⅰ)

 개인경기지도법 Ⅱ
 (Teaching Method of Individual Sports Ⅱ)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 Ⅱ
 (Teaching Method of Ball & Racket Sports Ⅱ)

 배구(Volleyball)

 농구(Basketball)

 댄스스포츠(Dance Sports)

2-0-4

1-0-2

1-0-2

1-0-2

1-0-2

1-0-2

3-1

전필 373026  체력트레이닝학(Training for Physical Fitness) 3-3-0

전선

373010

373012

373011

373013

373027

373028

373029

 운동역학(Biomechanics)

 개인경기전문실기 Ⅰ
 (Practical Training of Individual Sports Ⅰ)

 레저스포츠지도법 Ⅱ
 (Teaching Method of Leisure Sports Ⅱ)

 축구(Soccer)

 레저사격(Leisure Shooting)

 골프 Ⅰ(Golf Ⅰ)

 에어로빅스(Aerobics)

3-3-0

2-0-4

1-0-2

1-0-2

1-0-2

1-0-2

1-0-2

3-2

전필 373030  코칭론(Theory of Coaching) 3-3-0

전선

373015

373016

373017

373031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 Ⅰ
 (Practical Training of Ball Game & Racket Sports Ⅰ)

 레저스포츠 전문실기 Ⅰ
 (Practical Training of Leisure Sports Ⅰ)

 체력운동 Ⅰ(Exercise for Physical Fitness Ⅰ)

 골프 Ⅱ(Golf Ⅱ)

2-0-4

2-0-4

1-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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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부전공
구  분 비고

4-1 전선

373032

373020

373033

373019

373034

373021

 운동학습과 제어(Motor Learning and Control)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 Ⅱ
 (Practical Training of Ball & Racket Sports Ⅱ)

 스포츠지도실습 Ⅰ(Coaching Practice Ⅰ)

 개인경기전문실기 Ⅱ
 (Practical Training of Individual Sports Ⅰ)

 레크리에이션의 실제(Practice of Recreation)

 체력운동 Ⅱ(Exercise for Physical Fitness Ⅱ)

3-3-0

1-0-2

2-0-4

1-0-2

2-1-2

1-0-2

4-2 전선

373035

373036

373023

373037

 스포츠실무영어(Practical English of Sport)

 스포츠영양학(Sport Nutrition)

 레저스포츠 전문실기 Ⅱ
 (Practical Training of Leisure Sports Ⅱ)

 스포츠지도실습 Ⅱ(Coaching Practice Ⅱ)

3-3-0

3-3-0

2-0-4

2-0-4

▶ 스포츠지도전공 교육목표

스포츠지도전공은 경기력 향상은 물론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공적인 지도
자의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이론적 
배경에 충실하며 실제에 비중을 둔 실습중
심의 교과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여 지도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불필요한 이
론적인 교과목보다는 실제 스포츠지도에 
유익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연마함으로써 
자신감을 부여하여 장차 인정받는  지도자
로서 육성하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스포츠교육학 (3-3-0)

∙ 스포츠교육의 역사를 알며 학교체육은 물론 
사회체육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적 
원리와 연구의 영역, 연구방법을 인지하고 스
포츠교육에 대한 문화를 이해한다.

스포츠지도론 (3-3-0)

∙ 점차 생활화되고 있는 스포츠를 지도하는데 
있어 과학화된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은 물

론 효율적인 지도방법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
행할 수 있다.

코칭론 (3-3-0)

∙ 엘리트스포츠 지도자로서가 갖추어야 할 인지
적, 심동적,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필수적인 요
소들을 알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방법의 
과학화와 다양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탁구 (1-0-2)

∙ 탁구경기에 대한 특성 및 효과를 이해하고 기
초기술과 응용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평
생체육 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다양한 지도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러준다.

스포츠진로교육 (2-2-0)

∙ 각 전공에 따라 예상되는 취업에 대한 실제적
인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희망직종의 성공
한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과 취재를 통한 
진로를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영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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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대한 적응능력과 각종 영법을 이론과 실
기를 통해 습득하도록 한다.

체육원리 (3-3-0)

∙ 체육․스포츠현상을 과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
는 기본적 바탕을 이해하고 혼자 관련도서를 
찾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배드민턴 (1-0-2)

∙ 배드민턴의 기본기술과 경기법 전략 등을 논
의하며 지도방법을 모색한다.

탁구 (1-0-2)

∙ 탁구경기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실기능력과 이
론적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실기와 이론을 
다룬다.

육상Ⅰ (1-0-2)

∙ 육상경기에 관한 동작의 원리, 학습원리 등을 
중심으로 지도하며 기능향상과 지도력을 함양
한다.

체조Ⅰ (1-0-2)

∙ 맨손 체조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기술을 체
계적으로 연구한다.

체육사 (3-3-0)

∙ 체육사의 개념, 요인, 형성과정 범위를 이해하
고 그 발전과정과 각 철학의 특성을 비교하여 
체육의성격, 방향, 목표를 설정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볼링  (1-0-2)

∙ 볼링의 기본기술 및 경기방법 및 규칙을 소개
하고 나아가 그 지도방법을 연구한다.

체육의 기초해부생리 (3-3-0)

∙ 인체의 구조와 형태 및 기능을 통하여 체육과
학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다. 특히 인체의 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운동과 인체의 해부생리
학적 측면과의 이해를 통하여 중등체육의 이
론에서 다루는 지식을 함양한다.

배구Ⅰ (1-0-2)

∙ 배구 경기의 규칙 및 기술응용, 연습계획 및 
경기운영과 심판법을 익힌다.

운동학습 및 실험 (3-2-2)

∙ 기본적인 학습원리와 지도방법을 배우며, 현장
실습을 통하여 운동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익힌다.

스포츠경영 (3-3-0)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의 여러 
현상을 관리, 경영학적 측면에서 이해한다.

육상Ⅱ (1-0-2)

∙ 육상경기는 모든 선수에게 필요한 과제일 뿐
만 아니라 양적 강화를 통한 참가자의 증대로 
국민체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기초운동으로서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단거리 경기를 통하여 
종목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다.

체조Ⅱ (1-0-2)

∙ 기구체조의 기본적인 이론과 기초기술을 체계
적으로 연구한다.

테니스Ⅰ (1-0-2)

∙ 테니스 경기의 기술체득 및 경기진행 이론과 
심판법을 습득하여 경기의 참여능력과 선수지
도능력을 갖도록 한다.

한국무용  (1-0-2)

∙ 한국무용의 이론과 기능을 익혀 나아가 무용
창작능력을 기른다.

수상안전 및 인명구조 (1-0-2)

∙ 수상에서의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안
전지도에 필수적인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는다.

체육측정평가 및 실습 (3-2-2)

∙ 인간의 형태와 그 형태 및 유형에 따른 신체
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측정, 검사하여 운동능
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가, 적용시키
는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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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Ⅰ  (1-0-2)

∙ 초보자들이 게임을 행할 수 있도록 농구의 지
도단계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축구Ⅰ (1-0-2)

∙ 경기규칙 및 방법을 소개하고, 실기를 통한 기
본기술 및 전술을 개발한다.

스포츠마케팅 (3-3-0)

∙ 실제 마케팅 전략기획의 연습을 통한 학문적 
및 실용적 스포츠 마케팅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응용력을 기른다.

운동생리 및 실험 (3-2-2)

∙ 운동을 통한 생리학적 현상을 실험을 통하여 
규명한다.

배구Ⅱ (1-0-2)

∙ 배구의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배구경기의 특성
을 이해하고 중등학교 교사로서의 필요한 배
구의 기술과 지도법 심판법을 실습, 연구하므
로서 팀의 운영, 관리의 능력까지도 기르도록 
한다.

테니스Ⅱ  (1-0-2)

∙ 테니스 경기의 기술체득 및 경기진행 이론과 
심판법을 습득하여 경기의 참여능력과 선수지
도능력을 갖도록 한다.

에어로빅스  (1-0-2)

∙ 에어로빅을 통하여 신체의 원활한 대사작용을 
경험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화있는 균형
을 유지한다.

사격 (1-0-2)

∙ 사격의 이론을 이해하고 실기를 체득하여 체
육교사로서의 지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마사지  (1-0-2)

∙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의 방지
를 위한 응급처지 방법을 습득한다.

스키Ⅰ  (1-0-2)

∙ 초보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스키의 지도단계
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스포츠정보처리 (3-3-0)

∙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
으로 수집, 저장,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 중등
체육교과정보처리자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다.

구급 및 응급처치 (1-0-2)

∙ 스포츠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응급상황의 원
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치방법이
나 조치능력을 실습을 통해 숙달하고 현장능
력을 키운다. 

스포츠사회학 (3-3-0)

∙ 체육이나 스포츠를 하나의 사회사실로 보고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이해 가능한 방
법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여 교육현장에 나가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른다.

스포츠행정 (3-3-0)

∙ 체육분야의 다양한 조직내에서 지도자로서 필요
한 역량을 관련된 여러 이론을 통하여 배우고 
실무에 나아가 자신의 임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축구Ⅱ (1-0-2)

∙ 경기규칙 및 방법을 이해하고 실기를 통한 기
본기술 및 전술을 개발한다.

농구Ⅱ (1-0-2)

∙ 초보자들이 게임을 행할 수 있도록 농구의 지
도단계의 실제 및 지도법을 중심으로 실시한
다.

댄스스포츠 (1-0-2)

∙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한 건강관리 스
트레스 해소, 건전한 취미생활에 적합한 운동
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 세계적 레크리에이
션 문화형성과 흐름을 알고자 한다. 다양한 
기교와 음악이 성취동기유발과 성취만족을 하
는데 큰 효과가 있고 강도가 균배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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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기능 강화운동이며 가족, 직장, 마을 단위
의 레크리에이션이므로 사회성 육성에도 효과
적이다. 건전한 춤에 대한 이해와 레크리에이
션으로서의 역할 다양한 스텝과 기술을 익혀 
주고자한다.

 
건강관리론 (3-3-0)

∙ 신체의 생리적 계통을 이해하고 운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
시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생활체육론 (3-3-0)

∙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여가의 방법을 이해하
며, 특히 현대생활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작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
한다.

체력트레이닝학 및 실험  (3-2-2)

∙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개선과 활동능력의 개
발을 위하여 주로 체육운동 등을 의도적, 계
획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하고 실천한
다.

운동역학 및 실험 (3-2-2)

∙ 인체운동 및 스포츠 기술 분석을 위한 운동학과 
인체측정학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한다.

볼링 (1-0-2)

∙ 볼링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한다.

태권도 (1-0-2)

∙ 국기 태권도의 무도 정신을 바탕으로 기본자
세, 품세, 겨루기, 시범 등 무도수련을 통하여 
정의로운인간성과 경기규칙, 심판법, 지도법 
등을 배운다.

운동처방 (3-2-2)

∙ 체력관리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
하고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에 있어서 종
목별 검토와 운동강도를 측정하여 운동처방을 
한다. 

해양스포츠  (1-0-2)

∙ 여가증대에 따른 다양한 해양 스포츠의 새로
운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여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원영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인
내력을 향상시킨다.

스포츠경영학 (3-3-0)

∙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분야의 이론
과 실제를 이해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단체, 
기관 등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
키도록 한다.

여가사회학 (3-3-0)

∙ 현대 사회에서 여가의 의미와 관련된 인간의 
사회행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실제에 대하
여 학습한다. 

핸드볼 (1-0-2)

∙ 핸드볼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게임 운영과 팀 
전술 및 심판법을 배운다.

스포츠심리학 (3-3-0)

∙ 체육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본질 구명과 스포
츠의 과학화 차원에서 스포츠 심리학의 위상, 
개념, 기여내용 등을 알아보는데 목표를 둔다.

슬라롬과 래프팅 (1-0-2)

∙ 슬라롬과 래프팅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초기술
을 습득하고, 반복연습을 통하여 응용동작까
지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수체육 (3-3-0)

∙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자의 발달특성과 운동
능력, 장애자를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의 구
성과 실행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특수체육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도 (1-0-2)

∙ 유도의 특징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 기초이론과 
기본기를 체득하게 하며 심판법과 용어해설을 
익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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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 (1-0-2)

∙ 생활스포츠의 일환으로 스키, 스케이팅, 스노
우보드를 실시하며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인
간 형성과여가선용의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다.

전공세미나 (1-0-2)

∙ 각 스포츠과학 분야의 이론 및 실제 현장 적용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인 
스포츠과학 연구의 기초를 확립한다. 

운동학습과 제어 및 실험  (3-2-2)

∙ 운동기능의 학습 과정과 제어에 관한 제반 이
론들과 개념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운동학습 및 제어 분야의 이론
적인 측면들을 실제 운동기능의 학습이나 지
도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체육학 설계 및 통계 (3-3-0)

∙ 체육학연구를 위한 주제선정, 방법, 실험절차,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법을 연구한다.

수상스포츠 (1-0-2)

∙ 수상스포츠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기초
동작부터 응용동작까지 학습을 통해 수상스포
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뿐 아니라 여가활동
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체력운동 (1-0-2)

∙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위한 생활의 지식
을 얻는다.

수영Ⅱ (1-0-2)

∙ 수영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각종 영법을 익
히고 실제 운동기능의 학습이나 지도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스키Ⅱ (1-0-2)

∙ 겨울방학동안 집중강의로써, 스키의 응용기술
을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을 습득한다. 

뉴스포츠  (1-0-2)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
양한 응용기술동작을 익혀 레저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스포츠영양학 및 실험 (3-2-2)

∙ 운동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증진과 체력 및 건강교육의 조
직적인 계획과 실체를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
다. 

체육강독 (3-3-0)

∙ 강의시간에 원서를 접함으로서 독해 및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지식을 얻는다. 

스포츠현장실습Ⅰ  (2-0-4)

∙ 스포츠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골프 (1-0-2)

∙ 골프에 대한 기본기술과 응용기술을 연마시키
며 규칙을 이해시켜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능력과 앞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여 준다. 

산악스포츠 (1-0-2)

∙ 산악스포츠의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산악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능
력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준다.

스포츠지도론  (3-3-0)

∙ 체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신체기능적, 사회적, 
도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의 원리와 기법을 습득하고, 실제 현
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배양시킨
다.

레크리에이션론 (3-3-0)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며 현대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각 나라의 레크리에이션 현황도 파
악하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 레크리
에이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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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현장실습Ⅱ (2-0-4)

∙ 스포츠현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사격 (1-0-2)

∙ 사격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고 현장에서의 지도력을 키운다.

운동생리학 (3-3-0)

∙ 인체가 운동을 할 때의 상태를 계통적으로 연
구 분석하고 그 법칙성을 밝히고, 인체의 기
능을 연구하는데 있다

체육측정평가 (3-3-0)

∙ 인체의 자세 및 형태, 체력과 운동능력 등의 
심동적 영역의 측정, 운동과 관련된 지식요인
에 대한 인지적 영역, 태도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측정방법을 배워 체육학연구의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개인경기지도법Ⅰ (2-0-4)

∙ 스포츠전공 학생들의 필수적인 개인경기 실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실기기능을 갖
춘 지도자로 자질을 갖추게 한다.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Ⅰ (2-0-4)

∙ 구기운동 및 라켓운동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
해하고 기초기술 익혀 다양한 실기능력을 갖
춘 지도자의자질을 갖추게 한다.

레저스포츠지도법Ⅰ (2-0-4)

∙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
고, 실제 경험을 통해 경기 규칙 및 방법을 이
해한다.

개인경기지도법Ⅱ (1-0-2)

∙ 스포츠전공 학생들의 필수적인 개인경기 실기
기능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실기기능을 갖
춘 지도자로 자질을 갖추게 한다.

구기 및 라켓운동 지도법Ⅱ (1-0-2)

∙ 구기운동 및 라켓운동의 기초기술 및 응용동
작을 익히고,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제 지도능
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배구  (1-0-2)

∙ 배구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게임 운영과 팀 
전술 및 심판법을 배운다.

농구 (1-0-2)

∙ 실기수업을 통하여 농구의 기초기술, 응용기술
을 기른다.

체력트레이닝학 (3-3-0)

∙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체력의 
육성과 전문체력의 훈련방법을 터득하고 훈련
의 발전하는 추세에 적응하여 실제 훈련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하여 훈련의 극대화하는
데 역점이 있다.

운동역학 (3-3-0)

∙ 운동의 법칙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각종 스포츠에 대한 운동의 역학
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개인경기전문실기Ⅰ  (2-0-4)

∙ 현대 사회에 맞는 개인경기를 이해하고 전문
적인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실제 학습을 
통하여 기술을 더 향상시킨다.

레저스포츠지도법Ⅱ (1-0-2)

∙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경험을 통해 경기 규칙 
및 방법을 이해하고, 각종 스포츠단체 및 행
사에 참여하여 지도능력을 배양한다.

축구 (1-0-2)

∙ 축구의 역사와 기본기술을 습득시키고 경기에 
필요한 체력과 다양한 기능을 배양시킨다. 

레저사격 (1-0-2)

∙ 레저사격의 이론을 이해하고 기본기술을 체득
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골프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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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의 발생과 변천, 시설, 용구, 각종 클럽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타구자세와 
스윙법을 익힌다.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Ⅰ (2-0-4)

∙ 현대 사회에 맞는 구기 및 라켓운동의 전문적
인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실제 학습을 통하여 
기술을 더 향상시킨다.

레저스포츠 전문실기Ⅰ (2-0-4)

∙ 레저스포츠의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기초기
술부터 전문기술까지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다양한 레저스포츠 기술을 향상시킨다.

체력운동Ⅰ (1-0-2)

∙ 체력운동을 위한 트레이닝의 생물학적, 의학적
인 원리를 이해하고 트레이닝 방법을 익힌다.

골프Ⅱ (1-0-2)

∙ 골프의 정확한 타구자세와 스윙법을 익힐뿐 
아니라 현장체험을 통하여 경기의 전개기술을 
습득한다. 

운동학습과 제어 (3-3-0)

∙ 인간의 복잡한 운동기술은 어떻게 생성되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원리와 그 적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있
다.

구기 및 라켓운동 전문실기Ⅱ (1-0-2)

∙ 구기 및 라켓운동의 전문적인 응용기술을 체
험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능력을 
겸비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지도실습Ⅰ  (2-0-4)

∙ 교과과정을 통하여 배운 여러 가지 이론과 실
기 종목들을 스포츠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자
신의 지도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게한다.

개인경기전문실기Ⅱ  (1-0-2)

∙ 개인경기의 다양한 응용기술을 익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현장체험을 통해 보다 다양한 능
력을 겸비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2-1-2)

∙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며 현대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하며 각 나라의 레크리에이션 현황도 파
악하고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 레크리
에이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체력운동Ⅱ (1-0-2)

∙ 체력운동을 위한 트레이닝의 방법을 익히고, 
응용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운동
의 지식을 얻는다.

스포츠실무영어 (3-3-0)

∙ 영어의 정확한 발음과 의사표현 및 어법에 대
한 집중연습과 영어를 통한 대화 및 토론을 
통해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
는 영어구사력을 기른다.

스포츠영양학 (3-3-0)

∙ 운동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영양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증진과 체력 및 건강교육의 조
직적인 계획과 실체를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
다. 

레저스포츠전문실기Ⅱ (2-0-4)

∙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접하고 현장실습 및 다양한 응용기술을 통해 현
장에서필요로하는 전문성을 갖추게 한다. 

스포츠지도실습Ⅱ  (2-0-4)

∙ 스포츠 현장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포츠지도경험을 통해 자신
감 배양 및 지도 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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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동아시아학전공

레저․스포츠마케팅전공

영상미디어전공

한국학전공

환경관리전공

환경친화물질전공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전공

인터넷정보기술전공

생물정보학전공

나노과학전공

지구환경시스템전공

농업전문경영전공

산림과학전공

의료기기공학전공

국제학전공

공통사회

공통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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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전공(East Asian Studies)

1. 전공의 개요
  동아시아학 전공은 한국․북한․중국․일본․극동지역의 러시아 등 동아시아지역의 문
화․정치․경제․외교 등을 포괄적인 지역학을 연구․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국제화․세계화의 기치아래 초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역전문가의 배출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동아시아지역학의 
전공자는 동아시아지역에 관련된 연구분야, 통상․외교․언론․출판․관광․서비스 분야
에 폭넓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필수 9학점, 선택이수학점 27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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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전공(East Asian Studie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1-1 선택

100360

100361

100377

100543

동아시아의 대륙문화와 예술
(Arts and Culture of the Continental in East Asia)

동아시아의 해양문화와 예술
(Arts and Culture of the Ocean in East Asia)

국사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철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Philosophy)

3-3-0

3-3-0

3-3-0

3-3-0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사학과
철학과

2-1

필수 100230 아시아사입문 (Introduction to Asian History) 3-3-0 사학과

선택
308032

216066

305054

308031

일본사회의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동북아의문화와사회(Northeast Asian Culture & Society)

중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Literature)

일본사 1 (History of Japanese 1)

3-3-0

3-3-0

3-3-0

3-3-0

일본학과
문화인류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2-2 선택
185018

187026

213014

북한정치론 (North Korean Politics)

아시아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Asia)

동양정치사상사(History of Oriental Political Thoughts)

3-3-0

3-3-0

3-3-0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3-1

필수 111026 동북아경제론 (Northeast Asian Economy) 3-3-0 경제학전공

선택
213020

308037

308015

187034

중국정치론(Chinese Politics)

한일교류사 (History of Korean-Japanese Culture Exchange)

일본종교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Religion)

중국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China)

3-3-0

3-3-0

3-3-0

3-3-0

정치외교학과
일본학과
일본학과
지리교육과

3-2 선택
262057

213054

308020

187030

동양미술사 (History of Oriental Art)

현대일본정치(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동아시아비교사상 (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러시아지리 탐구 (Educating Regional Geography of Russia)

2-2-0

3-3-0

3-3-0

3-3-0

미술학과
정치외교학과
일본학과
지리교육과

4-1

필수 185034 북한사회론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3-3-0 윤리교육과

선택
351019

213056

185035

동양건축사 (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러시아정치와 CIS(Politics of Russia & CIS)

동양근․현대윤리사상 
(Thoughts of Modern․Contemporary  Eastern Ethics)

3-3-0

3-3-0

3-3-0

건축학전공
정치외교학과
윤리교육과

4-2 선택 307028 한국철학사 (History of Korean Philosopy) 3-3-0 철학과
◎ 이수원칙 : 특정 전공(학과)별 필수를 포함하여 9학점까지만 인정하며 잔여학점은 기타 전공(학

과)의 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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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마케팅전공(Leisure․Sports Marketing)

1. 전공의 개요
  레저․스포츠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관습중의 하나이다. 레저․스포츠와 
인간은 고대 이래로 인류문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거듭해 왔다.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는 레저․스포츠의 본래의 기능은 
인간의 유익한 동반자로 자리를 같이 해왔다. 
  마침내 20세기 후반에 불어닥친 정보화의 물결은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신산업을 낳으
며 고도 산업사회의 한 물결을 형성했다. 레저․스포츠관련산업은 최근에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레저․스포츠는 인류공동의 언어다. 서로 다른 문화, 관습,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적의 도구인 셈이다. 또 특정 이미지와 결부해 원
하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레저․스포츠마케팅 전공을 개설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학문적 연구와 실행을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필
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진출 분야는 기업의 마케팅분야, 
스포츠 에이전트, 리조트매니저, 이벤트매니저, 각종 레저시설관련 매니저, 각종 레저스
포츠매니저, 레저․스포츠관련분야 창업(헬스클럽 등) 등이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필수 9학점, 선택이수학점 27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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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 스포츠마케팅전공(Leisure ․ Sports Marketing)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1-1 선택 100066
371002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체육원리 (Principle of Physical Education)

3-3-0
3-3-0

회계학전공
스포츠과학부

1-2

필수 100065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3-0 경영학전공

선택
100075
100600
100582
371008

관광학원론 (Principles of Tourism)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여가와 스포츠 (Leisure & Sports)
볼링 (Bo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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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영학전공
경영․관광․회계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2-1
선택

112001
117001
112014
113041

마케팅 (Marketing)
조직행동 (Organization Behavior)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레저사회론 (Sociology of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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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전공
경영․관광․회계
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필수 373003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3-0 스포츠과학부

2-2 선택
112018
112057
371021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스키 Ⅰ (Ski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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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전공
경영학전공
스포츠과학부

3-1 선택

112027
113037
113016
372019

마케팅조사 (Marketing Research)
관광이벤트론 (Intro. to Tourism Event Management)
관광마케팅 (Marketing of Tourism)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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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스포츠과학부

3-2

필수 113046 레저산업론 (Introduction to Leisure Industry) 3-3-0 관광경영학전공

선택 112034
113022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관광홍보론 (Tourism Publicity Theory)

3-3-0
3-3-0

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4-1 선택

113024
3710363
72028

3730253
73028

관광투자론 (Investment for Tourism Business)
슬라롬과 래프팅 (Slalom & Rafting)
스포츠마케팅 (Sports Marketing)
댄스스포츠 (Dance Sports)
골프 Ⅰ (Golf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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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영학전공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4-2 선택
113048
3720243
71033

371044

관광레저사례조사 (Tourism Case Study)
산악스포츠 (Mountain Sports)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스포츠마사지 (Sports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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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영학전공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부

◎ 이수원칙 : 필수 및 각 학과(전공)별로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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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전공(Major of Visual Arts & Media)

1. 전공의 개요
  정부는 1995년 영상진흥법을 제정하고 영상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 산업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등 국내 영상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람 영상산업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영상산업이 갖고 있는 고무가 가치성과 함께 무공해 첨단산업
이라는 특성 그리고 사회의 구조 및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 나라의 문화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적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적인 미디어 교육에서 탈피하고 지역 및 국가산업의 인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 영상 컨텐츠를 생산, 표현하며 디지털 영상문화를 총체
적으로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영상관련 전공영역의 개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우리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개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
로 영상관련 학과들간에 연계전공을 실시함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9학점(한 전공별 최소 6학점이상 이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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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전공(Major of Visual Arts & Media)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1-1 선택 261034 미학개론 (Aesthetics) 3-3-0 미술학과
1-2 선택 217002

261035
커뮤니케이션이론 (Communication Theory)
색채학 (Theory of Art)

3-3-0
3-3-0

신문방송학과
미술학과

2-1 선택

217013
217036

2610362
51031

251025
144002
145045

방송론 (Fundamentals of Broadcasting)
정보사회와 뉴 미디어 
(Information Society and New Media)
사진학 (Photography)
발상과 표현 (Conception and Expression)
디자인색채학 (Color of Design)
인터넷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 Lab)
인터넷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 Lab)

3-3-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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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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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컴퓨터전공
멀티미디어전공

2-2 선택

251044
251013
217022
217054
254023
261037

포토그래피 (Photography)
컴퓨터디자인 Ⅰ(Computer Design Ⅰ)
광고론 (Principle of Advertising)
영화론 (Film Theories)
인터렉티브 디자인 Ⅰ(Interactive Design Ⅰ)
컴퓨터드로잉 (Computer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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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3-1 선택
217057

217066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 Ⅰ 
(Visual Planning and Production Practice Ⅰ)
인터넷저널리즘 Ⅰ (Internet Journalism Ⅰ)

3-2-2

3-3-0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3-2 선택

217060

217034
147005
147004
254034
261050

영상기획 및 제작실습 Ⅱ 
(Visual Planning and Production Practice Ⅱ)
광고․홍보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and P.R)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캐릭터애니메이션 1 (Character Animation Ⅰ)
창작워크샾 1 (Workshop for Creation Ⅰ)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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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멀티공통
컴퓨터,멀티공통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4-1 선택
252059
254036
145005
217061

영상광고디자인 (Film Advertising Design)
애니메이션프로젝트 Ⅰ(Animation Project Ⅰ)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Multimedia Programming)
언론법과 윤리 (Ethics and Laws of  Jour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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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전공
신문방송학과

4-2 선택
145030
147009
144055

멀티미디어통신 (Multimedia Communications)
멀티미디어시스템 (Multimedia Systems)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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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전공
컴퓨터,멀티공통
컴퓨터전공

◎ 이수원칙 :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기전자, 컴퓨터, 멀티미디어), 산업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미술학과 각 전공(학과)에서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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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전공(Korean Studies)

1. 전공의 개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
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주체성의 확립은 물론 지구화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
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은 분과학문의 경계
를 넘어서는 종합학문으로서 “한국학”으로 이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인문과
학과 사회과학들의 다양한 학문분과들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추구할 수 있는 
학문영역이다.
  특히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학부 및 학과에서도 ‘한국’을 주제로 삼고 있는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들을 적절히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체계
를 갖춘 지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영역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자유롭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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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전공(Korean Studie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1-2 선택 306064 한민족의 형성과 고대문화 (Ancient History of Korea) 3-3-0 사학과

2-1 선택

301347

3070592

13043

261008

306066

한국인의 삶과 민속 (Life & Folklore of korea)

중국철학사 Ⅰ(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Ⅰ)

현대한국정치의 이해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한국중세역사와문화 (Medieval History & Culture of Korea)

3-3-0

3-3-0

3-3-0

2-2-0

3-3-0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미술학과
사학과

2-2 선택

306071

216057

213047

351007

한국근세역사와 문화 (Modern History & Culture of Korea)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n  Culture)

북한체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Politics)

한국건축사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3-3-0

3-3-0

3-3-0

3-3-0

사학과
문화인류학과

정치외교학과
건축학전공

3-1 선택 301019

111021

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한국경제론 (Contemporary Korean Economy)

3-3-0

3-3-0

국어국문학과
경제학전공

3-2 선택

187016

301023

301027

306083

308020

183030

215030

213023

111016

11503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국어사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현대문학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현대사의전개 (Studies i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동아시아비교사상 (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한국유학사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한국사회론 (Seminar on Korean Society)

한국정치사상사 (History of Korean Political Thoughts)

한국경제사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한국무역론 (Korean Trade and Development)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지리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한문교육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4-1 선택
308023

185034

한일문화비교론 
(Comparative Study of Korean-Japanese Culture)

북한사회론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3-3-0

3-3-0

일본학과

윤리교육과

4-2 선택
307031

307028

185066

195049

동서비교철학 (East-West Comparative Philosophy)

한국철학사 (History of Korean Philosopy)

한국근대윤리사상
한국가정 생활사 (History of Korean Family Living)

3-3-0

3-3-0

3-3-0

3-3-0

철학과
철학과
윤리교육과
가정교육과

◎ 이수원칙 : 자유롭게 선택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770 －

환경관리전공(Environmental Management)

1. 전공의 개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환경관리가 국가적인 큰 업무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적
합한 인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관리문제는 특성상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종합적 지식을 갖추어야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자연과학적 측면의 환경과학교육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행정 관리부분의 교육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 후 환경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경
우 한 쪽의 지식만으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기본 지식이 부족한 예가 많이 있었다. 지
금까지 많은 졸업생들이 공무원, 연구원 등으로 취업하여 환경관리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환경관리 업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 분야의 인력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상호 보완하는 과정으로서 환경관리
과정을 설치하여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환경관리의 전문인력을 배
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필수를 포함하여 각 영역(사회과학, 환경과학 영역에서 1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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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전공(Environmental Management )

학년
학기 구분 선택

영역
교과목
번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개설학과

1-1

필수 사회 100151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3-3-0 사회대교양

선택 환경 100009  인간과 환경 (Man and Environmental Change) 2-2-0 일반교양
사회 346048  경제통계학  (Statistics for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1-2 선택 사회 100064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3-0 경제․무역

2-1

필수 환경 331002  대기오염론 (Air Pollution) 3-3-0 환경과학과

선택

환경 331055  환경미생물학및실험(Environmental Biology & Lab) 3-2-3 환경과학과
환경 331076  토양오염론 및 실험 (Soil Pollution and Lab.) 3-2-3 환경과학과
사회 211005  조직관리론 (Organization & Management) 3-3-0 행정학과
사회 211006  재무행정론 (Financial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환경 187008  환경지리교육 (The teaching of Environmental Geography) 3-3-0 지리교육과
사회 346003  농업경제학 (Agriculture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사회 1160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 경제․무역
사회 34600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사회 307049  환경철학 (Environmental Philosophy) 3-3-0 철학과

2-2
필수 환경 331009  수질오염론 (Water Pollution) 3-3-0 환경과학과
선택 환경 331059  생태학 (Ecology) 3-3-0 환경과학과

3-1 선택

환경 331060  대기오염관리및실습(Air Pollution Management & Lab) 3-2-3 환경과학과
환경 331064  환경GIS 및 실습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Lab.) 3-2-3 환경과학과
환경 187027  지리정보론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3-3-0 지리교육과
사회 346013  자원경제학 (Resource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사회 346012  토지경제학 (Land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3-2

필수
(택1)

사회 111024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cs) 3-3-0 경제학전공
사회 346020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선택 사회 211031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3-3-0 행정학과
4-1 선택 사회 171023  환경법 (Environmental Law) 3-3-0 법학부

4-2 선택
환경 331032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3-0 환경과학과
환경 331072  환경보호론 (Environmental Conservation) 3-3-0 환경과학과
사회 211047  환경행정론 (Environmental Public Administration) 3-3-0 행정학과
사회 188050  환경과 규범 (Environmental & Norms) 3-3-0 일반사회교육과

◎ 이수원칙 : 필수를 포함하여 각 영역(사회과학, 환경과학)에서 11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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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물질전공(Environmentally Sound Materials)

1. 전공의 개요
  인간의 생활을 지탱하고 편리하게 변화시켜온 많은 물질들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물질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환경친화적인 물질들의 개발과 응
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물질의 상태, 조성 및 성질 등을 변화시켜 제조한 화학합성물질과 펄프 및 종이
와 같은 천연물질의 제조에 관련된 학문들과 이들의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학문들을 연계 교육시켜 환경친화적인 화학합성물질 및 천
연물질을 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전공별 필수포함 12학점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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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물질전공(Environmentally Sound Materials )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2-1

필수 132006  공업유기화학 Ⅰ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Ⅰ) 3-3-0 화학공학과

선택

331002

331054

331055

236008

236004

 대기오염론 (Air Pollution)

 토양오염론 및 실험  (Soil Pollution and Lab.)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Environmental Biology & Lab)

 섬유화학 Ⅰ (Fiber Chemistry Ⅰ)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3-0

3-2-3

3-2-3

3-3-0

3-3-0

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제지공학과
제지공학과

2-2

필수 132012  공업유기화학 Ⅱ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Ⅱ) 3-3-0 화학공학과

선택 331074

236013

 생태학  (Ecology)

 펄프학 및 실험 (Pulping Process & Lab)

3-3-0

3-2-3

환경과학과
제지공학과

3-1

필수 331039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3-0 환경과학과

선택

331011

331062

132018

236019

 대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오염정화미생물학 및 실험
(Pollution Restoration Microbiology and Lab.)

 고분자합성 (Polymer Synthesis)

 섬유회수및탈묵및실험 (Fiber Recovery & Deinking & Lab)

3-3-0

3-2-3

3-3-0

3-2-3

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화학공학과
제지공학과

3-2 선택

331003

331040

132024

132033

236056

 수질화학 (Aquatic Chemistry)

 환경기기분석 
 (Instrumental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Analysis)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제지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Engineering)

3-3-0

3-3-0

3-3-0

3-3-0

3-3-0

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제지공학과

4-1
필수

331069

236037

236057

 생활환경과학 (Society and Environmental Science)

 지류포장공학 (Paper & Paperboard Packaging)

 제지환경공학(Pulp & Paper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

3-3-0

3-3-0

환경과학과
제지공학과
제지공학과

선택 236058  특수기능지론 (Specialty Functional Paper) 3-3-0 제지공학과

4-2 선택 132037

236047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인쇄공학 (Printing Technology)

3-3-0

3-3-0

화학공학과
제지공학과

◎ 이수원칙 : 각 전공(화학공학과, 제지공학과, 환경과학과)별로 필수를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이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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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전공(Digital Economy & Electronic Commerce)

1. 전공의 개요
  전세계는 디지털기술 혁명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경제의 변혁(디지털경제)과 전자상거
래의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핵심인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경제경영학적 
전문성과 정보통신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두 학문 간 교류를 통해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학문적 시야를 넓힐 것이다.
  본 연계전공의 교육에서는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전공 학생은 물론 비전공 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수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혁명시대에 알맞는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진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36학점(전공필수 포함 전공영역별로 15학점이상, 선택이수학점 21학

점 이상)
  ◦ 가군 : A ⇒ 경제․무역학부(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B ⇒ 경영․관광․회계학부(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 나군 : C ⇒ 공대교양,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기전자전공, 컴퓨터전공, 멀티미
                  디어전공) 
            D ⇒ 산업공학과
            E ⇒ 일반교양(컴퓨터개론 및 실습), 컴퓨터과학과
  ㅇ 이수방법 
    - 가군을 기준으로 이수할 경우
      가군(A+B)의 필수 6학점과 선택과목 중 9학점을 이수하여 총 15학점을 이수하

고, 나군(C+D+E)을 이루는 필수 3학점과 선택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15학점을 취득한 후 잔여 6학점은 자유롭게 선택 이수하여야함

  - 나군을 기준으로 이수할 경우
    나군(C+D+E)의 필수 3학점과 선택과목 중 12학점을 이수하여 총 15학점을 

이수하고, 가군(A+B)을 이루는 필수3학점과 선택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 15학점을 취득한 후 잔여 6학점은 자유롭게 선택 이수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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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전공(Digital Economy & Electronic Commer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전공
구분 개설학과

1-
1,2

필수

100064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3-3-0
A
B

경제․무역
경영관광회계

100080  무역학원론(Principlesof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3-3-0
A
B

경제․무역
경영관광회계

100362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2-2 E
일반교양
(컴퓨터과학전공)

선택

100065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3-0
A
B

경제․무역
경영관광회계

100066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3-3-0
A
B

경제․무역
경영관광회계

100600
100231
100385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Economics)
 기초통계학 및 실습 Ⅰ (Elementary StatisticsⅠ)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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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C

경제․무역
자연대교양
공대교양

100546
142363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3-2-2
1-0-2

E
C

컴퓨터과학과
공대교양

2-
1,2

선택

144048

145035
143040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및 설계
(Object Oriented Programming and Design)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2-2

3-2-2
3-2-2

C 전기전자정보

114032  전산회계 (EDP accounting) 3-3-0 B 회계학전공
116001
114045
116002
114049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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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
B

경제․무역
회계학전공
경제․무역
회계학전공

115002  무역상무론 (Foreign Trade practice) 3-3-0 A 무역학전공
112001
114005

 마케팅 (Marketing)
 마케팅 (Marketing)

3-3-0
3-3-0

B
B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112023
128016

 생산관리(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3-3-0
3-3-0

B
D

경영학전공
산업공학과

112014
114006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3-3-0
3-3-0

B
B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327041
145045
144002

 멀티미디어(Multimedia)
 인터넷개론및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 Lab)
 인터넷개론및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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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
C

컴퓨터과학과
전기전자정보
전기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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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영역 개설학과

2-
1,2

선택

112023
128016

 생산관리(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3-3-0
3-3-0

B
D

경영학전공
산업공학과

112014
114006
100355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기업회계(Busines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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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영관광회계

327041
142023

 멀티미디어(Multimedia)
 인터넷개론및실습(Introduction to Internet & Lab)

3-3-0
3-2-2

E
C

컴퓨터과학과
전기전자정보

3,4-
1,2

선택

144011
327021
327033
144051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s)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Database Programming)
 데이터베이스설계(Databas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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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E
C

컴퓨터전공
컴퓨터과학과
컴퓨터과학과
컴퓨터전공

115048  법적협상론(Negot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3-3-0 A 무역학전공
128077  e-Business 3-3-0 D 산업공학과
111017
111014

 시장구조와 기업행동 (Industrial Organization)
 화폐금융론 (Money & Banking)

3-3-0
3-3-0

A
A

경제학전공
경제학전공

115017
112030

 국제경영론(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국제경영(International Business)

3-3-0
3-3-0

A
B

무역학전공
경영학전공

128019
114043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3-3-0
3-3-0

D
B

산업공학과
회계학전공

147003
327018
146006
147004
327025
147006
327044
147009
145030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통신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s)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s Programming)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s Programming)
 멀티미디어시스템(Multimedia Systems)
 멀티미디어통신(Multimedia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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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C
C
E
C
E
C
C

전기전자정보
컴퓨터과학전공
전기전자정보
컴퓨터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 이수원칙 : 전공필수 포함하여 각 대분류(가군, 나군) 전공영역별로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하며 
잔여 6학점은 자유롭게 이수한다.

◎ 전공구분 : 
  - 가군 : 경제무역학부(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A 
          경영․관광․회계학부(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B 
  - 나군 : 공대교양,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전기전자전공, 컴퓨터전공, 멀티미디어전공) C 
          산업공학과 D, 
          자연대교양, 컴퓨터과학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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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기술전공(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1. 연계전공의 개요
  현재에도 엄청난 양의 중요한 정보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있지만, 이러
한 현상은 앞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전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정보전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야 한다. 인터넷정보기술 연계전공은 최신 주목받거나 필수 불
가결한 정보기술 관련 주제인 암호보안, 통신기술, 모델링, 최적화, 데이터마이닝, 지능
화 등에 기본 토양이 되는 여러 관련과목을 교육하여, 정보기술 분야에 과학적이고 통합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하고, 관련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전공필수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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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기술전공(Internet Information Technology)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부
학과, 전공

(영 역)

1-1 필수
100231  기초통계학 및 실습 I (Elementary Statistics Ⅰ) 3-2-2 정보통계
100362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2-2 컴퓨터과학전공

2-1 325006  정수론 (Number Theory) 3-3-0 수학전공
1-1 선택 100546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3-2-2 컴퓨터과학전공
1-2 선택 100232  기초통계학 및 실습 II (Elementary Statistics Ⅱ) 3-2-2 정보통계
2-1 선택 335004  선형대수학 및 실습 I (Linear Algebra I) 3-2-2 수학전공

327001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3-2-2 컴퓨터과학전공

2-2 선택

325048  집합론 Ⅰ(Set Theory Ⅰ) 3-3-0 수학전공
325010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 수학전공
326003  통계계산입문 및 실습 (Intro. to Statistical Computing) 3-2-2 정보통계
335007  확률론 및 연습  (Theory of Probability and Practice) 3-2-2 정보통계
327009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3-0 컴퓨터과학전공
327017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3-0 컴퓨터과학전공

3-1 선택

325013  복소수함수론 I (Complex Variables I) 3-3-0 수학전공
326055  수리통계학 Ⅰ  (Mathematical Statistics Ⅰ) 3-3-0 정보통계
327014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3-3-0 컴퓨터과학전공
327018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3-0 컴퓨터과학전공
327022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2-2 컴퓨터과학전공

3-2 선택
325057  암호학입문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3-3-0 수학전공
326027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Statistical Survey Methodology) 3-2-2 정보통계
326057  퍼지정보론 (Fuzzy Information) 3-3-0 정보통계
327021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 컴퓨터과학전공

4-1 선택
325003  해석학Ⅰ(Analysis I) 3-3-0 수학전공
325066  확률변수론 (Theory of Random Variables) 3-3-0 수학전공
326054  보험통계학 (Actuarial Statistics) 3-3-0 정보통계
326041  통계데이터마이닝개론 및 실습(Intro. Statistical Data Mining) 3-2-2 정보통계

4-2 선택
325018  미분기하학 I (Differential Geometry I) 3-3-0 수학전공
326024  시계열분석입문 및 실습 (Intro. to Time Series Analysis) 3-2-2 정보통계
327002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3-0 컴퓨터과학전공

※ 이수원칙 : 필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고 선택과목에서 각 학과(전공)별로 각 9학점 이상씩 이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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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전공(Bioinformatics)

1. 연계전공의 개요
  지난 수 십 년간 생물학에 관련된 자료가 폭발적으로  축적되어 그 자료들을 효과적으
로 이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 및 분석에 관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
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됨에 따라 이러한 자료들이 생물학적, 의학적, 약학적인 연구를 위하여 공개되고 있으므
로 이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분석, 정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생물정보학이 생물학적인 자료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
터베이스로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학문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이 연계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분자생물학과 통계학 및 전산학을 기초
로 하여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전공필수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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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전공(Bioinformatics)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개설학부
학과, 전공

(영역)

1-1 필수
100231

100546

 기초통계학 및 실습 Ⅰ (Elementary Statistics Ⅰ)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3-2-2

3-2-2

자연대교양(통계)

컴퓨터과학전공

100534  일반생물학 및 실험 Ⅰ(General Biology and Lab. Ⅰ) 3-2-3 자연대교양(생명)

2-1 선택

322036

323045

324032

 세포․분자생물학(Cell and Molecular Biology)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택 1과목
4-4-0

3-3-0

3-2-3

생명과학(생명)

322041

323043

324030

 미생물학(Elementary Microbiology)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학 1 (Microbiology I)

 택 1과목 3-3-0 생명과학(생명)

327001

100529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ing Language Concepts)

 웹과인터넷 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3-3-2

3-2-3

컴퓨터과학전공
수리정보(통계)

2-2 선택

322043

324034

 생물화학(Biological Chemistry)

 세포생화학 (Cellular Biochemistry) 
 택 1과목 3-3-0 생명과학(생명)

322002

323047

 유전학(Genetics) 

 유전학(Genetics) 
택1 과목 3-2-3 생명과학(생명)

327017

335007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확률론 및 연습 (Theory of Probability and Practice)

3-3-0

3-2-2

컴퓨터과학전공
정보통계(통계)

3-1 선택

324003

327018

327014

326053

326048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기초확률과정론 (Elementary Stochastic Processing Theory)

 선형․비선형계획 및 실습(Linear․Nonlinear Programming)

3-3-0

3-3-0

3-3-0

3-2-2

3-2-2

생명과학(생명)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정보통계(통계)

정보통계(통계)

3-2 선택
313004

327021

327002

326023

 분자생물학 및 실험 (Molecular Biology and Lab)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실험계획 및 실습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4-3-3

3-3-0

3-3-0

3-2-2

생명과학(생명)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정보통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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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수

개설학부
학과, 전공

(영역)

4-1 선택

322056

323051

324039

 유전자조작법(Gene Manipulation)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택 1과목 3-3-0 생명과학(생명)

327003

326062

326049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베이지안 통계와 의사결정
 (Bayesian statistics and decision making)
 다변량통계분석 및 실습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3-3-0

3-3-0

3-2-2

컴퓨터과학전공
정보통계(통계)

정보통계(통계)

4-2 선택
327009

323043

326050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진화학 (Evolutionary Biology)

 생존분석 및 실습 (Survival Analysis)

3-3-0

3-3-0

3-2-2

컴퓨터과학전공
생명과학(생명)

정보통계(통계)

※ 이수원칙 : 필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고 선택과목에서 각 학과(전공)별로 각 9학점 이상씩 이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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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전공(Nanoscience)

1. 연계전공의 개요
  나노과학기술 분야는 여러 과학기술이 긴밀하게 융합된 독특한 분야로서 물리․화
학․전자․생물․의학․재료 등의 관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계전공
은 종합적이고 첨단화 되고 있는 나노과학분야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학과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계
전공은 나노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나노테크놀로지 및 소재화학과 관련된 분야의 강의를 
개설하여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분자물질수준의 지식을 접
목시켜 교육함으로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이러한 
협동전공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계 전공에서 이수하게 될 교과목 및 분야는 크게 나누면 nanosystems, 
생명과학의 기본원리, 신소재화학 등을 들 수 있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전공필수 12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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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전공(Nanoscience)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부,학과
(영역)

1-1

필수

100538  일반화학 및 실험 I (General Chemistry and Lab. Ⅰ) 3-2-2 자연대교양(화학)
100532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General Physics and Lab. Ⅰ) 3-2-2 자연대교양(물리)
100534  일반생물학 및 실험 I (General Biology and Lab. Ⅰ) 3-2-2 자연대교양(생명)
100539  일반화학 및 실험 II (General Chemistry and Lab. Ⅱ) 3-2-2 자연대교양(화학)

1-2 100533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General Physics and Lab. Ⅱ) 3-2-2 자연대교양(물리)
100535  일반생물학 및 실험 II (General Biology and Lab. Ⅱ) 3-2-2 자연대교양(생명)

2-1 선택
328004  현대물리학 Ⅰ (Modern PhysicsⅠ) 3-3-0 물리학과(물리)
127022  재료의 미세구조 (Microstructure of material) 3-3-0 신소재공학과
329001  유기화학 I (Organic chemistryⅠ) 3-3-0 화학과(화학)

2-2 선택

322043
324034

 생물화학 (Biological Chemistry)
 세포생화학 (Cellular Biochemistry) 

 택 1과목 생명과학부(생명)

329039  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Chemistry) 3-3-0 화학과(화학)
328009  현대물리학 Ⅱ (Modern PhysicsⅡ) 3-3-0 물리학과(물리)
329006  물리화학 I (Physical chemistryⅠ) 3-3-0 화학과(화학)
329004  유기화학 II (Organic chemistryⅡ) 3-3-0 화학과(화학)

3-1 선택

328013  양자물리학 Ⅰ (Quantum physics Ⅰ) 3-3-0 물리학과(물리)
322041
323043
324030

 미생물학 (Elementary Microbiology)
 미생물학 (Elementary Microbiology)
 미생물학 Ⅰ (Elementary Microbiology Ⅰ)

 택 1과목 3-3-0 생명과학부(생명)

328002  역학 I (MechanicsⅠ) 3-3-0 물리학과(물리)
329011  무기화학 I (Inorganic chemistryⅠ) 3-3-0 화학과(화학)
329008  물리화학 II (Physical ChemistryⅡ) 3-3-0 화학과(화학)

3-2
선택 329019  무기화학 II (Inorganic chemistryⅡ) 3-3-0 화학과(화학)

322011  면역학 (Imunology) 3-3-0 생명과학부(생명)
328012  전자기학 I (Electromagnetism) 3-3-0 물리학과(물리)
328056  고체물리학 (Solid state physics) 3-3-0 물리학과(물리)

4-1 선택
329030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3-3-0 화학과(화학)

127080  분말합성 및 미립자 설계 
 (Powder Synthesis and Fine Particles Design) 3-3-0 신소재공학과

323021  생물리학 (Biophysics) 3-3-2 생명과학부(생명)
322020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 생명과학부(생명)

4-2 선택 328021  통계물리학 (Statistical physics) 3-3-0 물리학과(물리)
329042  기기분석특강 (Instrumental analysis) 3-3-0 화학과(화학)

※ 이수원칙
  - 필수과목 18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화학 전공학생은 물리 및 생명과학 영역에서 총 12학점 이상 이수
    ▷ 물리 전공학생은 화학 및 생명과학 영역에서 총 12학점 이상 이수
    ▷ 생명과학 전공학생은 물리 및 화학 영역에서 총 12학점 이상 이수
    ▷ 그 외의 전공 학생은 두 영역을 선택하여 영역별로 각 6학점 이상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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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시스템전공(Geoenvironmental System)
1. 연계전공의 개요
  산업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전 지구환경을 크게 훼손, 오염시켜 인류
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각종 환경 규제를 통해 높은 무역장벽
을 쌓고 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와 같은 전 인류의 환경문제와 하천, 지하수 등 
각종 용수의 오염과 같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서는 지구환경의 정보수집과 해석 등 지구과학과 환경과학의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구과학지식과 환경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의 한 분야로서 환경종합관리기술, 환경모니터링기술, 환경정보처리 및 해
석, 자연재해 방지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구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국내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와 같이 앞으로 환경수요가 급증할 
국가의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전공필수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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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시스템전공(Geoenvironmental System)

개설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부, 
학과(영역)

1-1

필수
(택3)

100551  일반화학 및 실험 Ⅰ (General Chemistry and Lab. Ⅰ) 3-2-3 자연대교양(화학)

1-2

100550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 (General Physics and Lab. Ⅰ) 3-2-3 자연대교양(물리)

100552  일반생물학 및 실험 Ⅰ (General Biology and Lab. Ⅰ) 3-2-3 자연대교양(생명)

100403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Ⅰ
 (General Earth Science and  Lab. Ⅰ)

3-2-3 지구물리학과(지구)

2-1

선택

331074  생태학  (Ecology) 3-2-3 환경과학과(환경)

331002  대기오염론 (Air Pollution) 3-3-0 환경과학과(환경)

332003  지구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Geophysics) 3-3-0 지구물리학과(지구)

2-2

331009  수질오염론 (Water Pollution) 3-3-0 환경과학과(환경)

332078  환경지구물리 및 실험 (Environmental Geophysics &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332047  층서퇴적학 및 실험 (Stratigraphy &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332049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Geophysical Exploration and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3-1

선택

187027  지리정보론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3-3-0 지리교육과(환경)

332077  야외지질학 및 실험 (Field Geology and Lab) 3-2-3 지질학과(지구)

330069  화석과 지구진화학 및 실험 (Paleontology and Lab) 3-2-2 지질학과(지구)

3-2

331076  토양오염론 및 실험 (Soil Pollution and Lab.) 3-2-3 환경과학과(환경)

332068  광물암석학 및 실험(Petrology and Lab) 4-3-2 지구물리학과(지구)

330016  지구화학 및 실험(Geochemistry and Lab) 3-2-3 지질학과(지구)

4-1

선택

331064
 환경GIS 및 실습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Lab)

3-2-3 환경과학과(환경)

332067  컴퓨터지구물리및실험 (Computer for Geophysicist &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332050  지하수학 및 실험 (Hydrogeology & Lab.) 3-2-2 지구환경(지구)

332069  컴퓨터 수치해석 및 실험 (Computational Geophysics &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4-2

331032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3-0 환경과학과(환경)

331070  환경모델 및 연습 (Environmental Models and Lab) 3-2-3 환경과학과(환경)

332031
 환경수리지질학 및 실험
 (Environmental  Hydrogeology and Lab)

3-2-2 지구물리학과(지구)

※ 이수원칙 : 필수과목 12학점 중에서 9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선택과목에서 각 영역(지구, 
환경)별로 각 12학점 이상씩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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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경영전공(Advanced Agricultural Management)

1. 전공의 개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농생명산업
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 전문인력의 양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수
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업분야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되어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은 다양한 전공영역이 하나의 산업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의 실정으로
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 후 전문경영인을 요구하는 산업체에 투입하기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경영인의 배출이 요구된다. 
  농업전문경영인 과정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7개전공에서 현장이론․생산․유통과정 등 
농업현장경영을 위한 필수 교과목을 배우게 되므로서 이론과 실습, 현장경험을 갖추게 
된다.
  졸업 후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현장 농업의 전문화․생산성제고․경쟁
력을 갖추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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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경영전공(Advanced Agricultural Management)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전공 및 
학과

1-2 전선 346003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3-3-0 농업자원경제

2-1 전선
376002
377002
380002

식물조직배양학 (Plant Tissue Culture)
자원곤충학 (Insect Resource)
토양학 (Soi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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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응용
응용생물학
자원생물환경

2-2 전선

375007
375009
376004
375008
380007
380010
346004
346007

재배학원론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약용식물학 (Medicinal Plants)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생물제어학  (Biological Regulation)
비료․식물영양학 (Fertilizer and Plant Nutrition)
농업경영학 (Farm Management)
농산물 시장론 (Agricultur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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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공학부
생물자원공학부
식물자원응용
생물자원공학부
자원생물환경
자원생물환경
농업자원경제
농업자원경제

3-1 전선
376015
162021
379018
380012

인턴쉽Ⅰ (Internship I)
농업기계학 및 실습 (Agriculture Machinery and Practice)
과수재배기술 (Pomology Production Technique)
농업환경 (Agriculture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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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응용
생물산업공학
원예학
자원생물환경

3-2 전선

376016
376023
377018
377019
161018

161050
380020
380022
379023
379024
379025
379029

식물육종학 (Plant Breeding)
인턴쉽Ⅱ (Internship Ⅱ)
식물병진단 (Plant Disease Diagnosis)
유용미생물학 (Beneficial Microbiology)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and Lab.)
농지정비 보전학 (Farmland Reclamation and Conservation)
잡초방제 및 이용 (Weed Science)
기능성생물소재 (Functional Bio materials)
원예산물 품질관리론 (Horticultural Crops Management)
화훼재배기술 (Floriculture Production Technique)
채소재배기술 (Vegetable Crop Production Technique)
유기농업 (Sustainable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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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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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자원응용
식물자원응용
응용생물학
응용생물학
지역기반공학
 
지역기반공학
자원생물환경
자원생물환경
원예학
원예학
원예학
원예학

4-1 전선

377027
161036
161056
162032
162081
346045
376030

버섯이용학 (Utilization of Mushroom)
농업시설학 (Agricultural Structures)
농촌관광학 (Rural Tourism)
농산가공공학 (Agricultural Process Engineering)
식품저장공학 (Food Storage Engineering)
농기업론 (Agribusiness)
인턴쉽Ⅲ (Internship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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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생물학
지역기반공학
지역기반공학
생물산업공학
생물산업공학
농업자원경제
식물자원응용

4-2 전선
162044
346039
376036

 시설농업 및 실습(Controlled Agriculture and Practice)

 농업경영분석론(Agricultural Management Analysis) 

 인턴쉽Ⅳ (Internship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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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산업공학
농업자원경제
식물자원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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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전공(Forest Sciences)

1. 전공의 개요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사회적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자
연자원과 삶의 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존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산림과학은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
을 추구하는 보존적 입장과 인류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
제적 개발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지의 녹화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아직은 산림자원이 빈약하
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높은 수입 목재 의존도에 대처한 국내산 목재의 안정
적 공급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무공해 청정 임산 부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국토 보존적, 환경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 또한 급격히 증대하였다. 더
욱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에 대한 범세계적인 공
감대가 형성된 현 시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임업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해야할 필요
성은 절실하다. 
  이제까지 산림과학대학이 우리나라 산림 관련 분야 산업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많은 졸업생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
적 혹은 범세계적 추세와 산림자원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전문 인
력 수요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산림과학 연계전공은 기존의 6개 학과 혹
은 전공에서 운영하던 교육 과정 중에서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과목들을 연계전공으로 
편성하여 교육시킴으로서 산림과학 분야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 인력 양
성을 목표로 한다.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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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전공(Forest Science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학과

1-1 선택 100448
100160

조림학원론 (Silvics)
산림환경학 (Forest Environmental Science)

3-3-0
3-3-0

산림자원학부
산림자원학부

1-2 선택
100449
365001
236002

산림공학 (Forest Civil and Machinery Engineering)
제도 및 표현기법 (Drawing and Rendering)
제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Paper Sci. &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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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학부
조경학전공
제지공학과

2-1 선택
356003
357036
357035
357002
365004

식물분류학 및 실습 (Plant Taxonomy and Practices)
산림생물학 (Forest Biology)
산불학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Fire)
야생동물학개론 (Introduction to Wildife Science)
컴퓨터응용기법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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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조경학전공

2-2 선택

356009
359003
359053
365009

365010

산림토양 (Forest Soils)
산림생태계원리 (Principles of Forest Ecosystem)
산림측정학 (Forest Measurement)
조경시공 및 적산
(Landscape Construction and Labor Calculation)
CG 및 GIS (CG and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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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3-1 선택

356008
356014
357006

359007
359055
235036
235009

임목육종학 및 실습 (Tree Breeding and Practice)
수목학 및 실습 I (Dendrology and Practices  I)
산림해충관리 및 실습
(Forest Pest Management and Practices)
산림정책학 (Forest Policy)
임업경제학 (Forest Economics)
세계유용목재론 (World Important Woods)
현장실습 (Forest Resources Practicum )

3-2-2
3-2-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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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주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임산공학과
산림경영학전공

3-2 선택

356013
357012

359055
359014
365006
365019
365036

사방공학 I (Erosion and Control Engineering I)
수목병리학 및 실습
(Forest and Shade Tree Pathology and Lab.)
임업경영학 (Forestry Management)
임도공학 (Forest Road Engineering)
식재계획 (Planting Design)
조경설계 (Landscape Design)
조경현장실습 (Landscapet Field Practicum)

3-3-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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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주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조경학전공

4-1 선택
356016

356019
356012
235053

임목생물공학 및 실습
(Tree Biotechnology and Technology)
조림학 (Silviculture)
특용수재배학 (Economic Tree Cultivation)
특수임산물이용 (Utilization of special Forest Product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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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산림자원조성학전공
임산공학과

4-2 선택
357027
359027
359057

수목관리학 (Tree Maintenance)
혼농임업론 (Agroforestry)
산림휴양관리학 (Forest Recre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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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보호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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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공(International Studies)

1. 전공의개요
  - 국제학은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어문계열 및 이공계열 전공교수님들도 참가할 수 있

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계 전공으로서 이미 국내외의 유수대학에서 주요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

- 본 전공은 전공의 특징에 맞추어 전체 이수과목의 50% 이상 (즉, 36학점 중 18학점)
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매년 2학기 중 학생들을 모집하여 전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본 전공을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소속감과 효율성을 높임.

- 특히 본 전공은 2005년 4월 창립된 Asia-Pacific Leadership Center(소장: 이현훈, 경제
무역학부)가 주관하는 전공으로 함으로써 본 전공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sia-Pacific Leadership Center의 교육기능을 제고할 계획임.

2. 연계전공 이수학점
- 이수학점 : 국제학과목 중 36학점 이상을 이수
- 특정전공(또는 학과)의 과목은 18학점까지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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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전공(International Studies)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및
시 수

개설
학과

1-1,2 선택 100589 영작문초급(Primary English Composition) 2-2-0 공통교양필수
1-2 선택 302045

213002
영어발음과 청해(English Speech Sounds)
국제정치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3-3-0
3-3-0

영어영문학과
정치외교학과

2-1 선택

111052
116001
116002
115021
171003
216066
306067

308032

경제학원론 II(Principles of Economics II)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무역영어회화 I(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I)
국제법 I(International Law I)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Nor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한일관계사연구(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일본사회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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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법학부
문화인류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2-2 선택

116003
216068
216069
171013
213036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African Culture and Society)
세계화와 문화(Globalization and Culture)
국제법II(International Law II)
국제관계이론(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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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전공
문화인류학과
문화인류학과
법학부
정치외교학과

3-1 선택

111026
115046
115017
115022
113017
302053
216019
308021
354007

동북아경제론(Northeast Asian Economy)
국제 e-비즈니스(International e-business)
국제경영론(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
국제관광론(International Tourism)
낭만주의 영미시 산책(English Romantic Poetry)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일본정치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Politics)
환경시스템분석(Environmental Syste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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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0

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영어영문학과
문화인류학과
일본학과
환경공학전공

3-2 선택

308022
115055
115024
115049
115027
171078
216070
346018

일본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f Japanese Economy)
무역영어Ⅰ(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Ⅰ)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세계지역경제(World Regional Economy)
국제재무관리(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국제관계법(International Relations Law)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Latin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농업정책학(Agr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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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학과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무역학전공
법학부
문화인류학과
농업자원경제

4-1 선택
182078

213055

영미문화의 이해와 지도
(Understanding and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국제정치경제(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3-0

3-3-0

영어교육과

정치외교학과
4-2 선택

182079
115051
213038

응용언어학(Applied Linguistics)
동아시아경제론(East Asian Economy)
국제기구론(Internat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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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과
무역학전공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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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학전공

1. 전공 개요 
 - 의료기기공학은 강원대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인 생명건강 산업의 중추적인 학문으로서 

많은 국내대학에서 개설되고 있으며 여러 공학 분야와 경영학, 산업디자인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학제간(Inter-disciplinary)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러한 학제간 학문을 
효과적으로 개설하기 위하여 연계전공의 개설이 필요함.

 - 산학협력중심대학의 주요 사업인 의용공학 특성화와 계약학과 사업에도 필수적인 연
계전공임.

 - (주)메디슨 학생 및 일반 학생들에게 의료기기 연계전공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
하여 경쟁력 있는 연계전공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2. 연계전공 이수학점
   필수과목 없이 42학점 이상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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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수 개설학과

2-1 전선
112001

130059

253045

마케팅(Marketing)

의용공학개론(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

3-3-0

3-3-0

2-1-2

경영학전공
기계의용공학

디자인

2-2 전선

112018

128024

146004

253032

134053

253048

112023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인간공학(Human Factors and Ergonomics)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구조디자인(Structures and Design)

CAD/CAM(CAD/CAM)

제품 렌더링(Product Rendering Technique I)

생산관리(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3-3-0

3-3-0

3-3-0

2-1-2

2-1-2

2-1-2

3-3-0

경영학전공
산업공학

멀티미디어
디자인

메카트로닉스
디자인

경영학전공

3-1 전선

128050

128019

134061

134011

134066

144006

146010

품질시스템 I(Quality System I)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생체역학(Bio-Mechanics)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및실험 I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 I)

생산제조공학(Manufacturing Process)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3-3-0

3-3-0

3-3-0

3-2-3

3-3-0

3-3-0

3-3-0

산업공학
산업공학

기계의용공학
메카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3-2 전선

134054

130024

130064

134027

144011

146007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및실험 II (Microprocessor Application and Lab II)

금형설계(Die Design)

생체재료학(Bio-Materials)

제어계설계및디지털제어(Analog and Digital Control System Design)

데이터베이스시스템(Database System)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3-2-3

3-3-0

3-3-0

2-2-0

3-3-0

3-3-0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멀티미디어

4-1 전선

112027

128033

128042

147007

146011

145029

마케팅조사(Marketing Research)

물류관리(Logistics Management)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VLSI 설계(VLSI Design)

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3-3-0

3-3-0

3-3-0

3-3-0

3-3-0

3-3-0

경영학전공
산업공학
산업공학
컴퓨터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4-2 전선

128041

128049

130070

130056

134043

자재관리(Inventory and Material Management)

산업공학과정보기술(Industri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의료기기(Medical Instruments)

전산기이용기기설계(Computer-Aided Mechanical Design)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

3-3-0

3-3-0

3-3-0

2-2-0

3-3-0

산업공학
산업공학

기계의용공학
기계의용공학
메카트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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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회 연계전공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개설학과

(전공)

1-1

필수 187001  자연지리교육 (The Teaching of Physical Geography) 3-3-0 지리교육

선택 186047

188007

 한국사탐구 (Study on Korean History)

 사회문화탐구 (Inquiry of Society & Culture)

3-3-0

3-3-0

역사교육
일반사회

1-2 필수

186048

186049

187003

188052

 동양사탐구 (Study on Asian History)

 서양사탐구 (Study on European History)

 세계화와 인문지리교육 
 (The Teaching of Globalization and Human Geography)

 정치탐구 (Political Inquiry)

3-3-0

3-3-0

3-3-0

3-3-0

역사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

2-1

필수 188004  경제탐구 Ⅰ (Economic Thinking Ⅰ) 3-3-0 일반사회

선택
186010

186011

187006

187008

 동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서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경제지리교육 (The Teaching of Economic Geography)

 환경지리교육 (The Teaching of Environmental Geography)

3-3-0

3-3-0

3-3-0

3-3-0

역사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지리교육

2-2 선택

186037

188013

186055

188014

188019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Topics in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경제탐구 Ⅱ (Economic Thinking Ⅱ)  

 한국사교육강독 (Readings in Korean History for Teaching)

 법규범탐구 (Law & Society) 

 인간과 문화 (Human & Culture)

3-3-0

3-3-0

3-3-0

3-3-0

3-3-0

역사교육

일반사회
역사교육
일반사회
일반사회

3-1

필수
197012

197013

197014

 공통사회교육론 (Theories of Social Education)

 공통사회교수법 (Instruction of Social Education)

 공통사회교재연구 (Research on Social Education Materials)

3-3-0

3-3-0

3-3-0

학과공통
학과공통
학과공통

선택 188020

188027

 헌법의기본원리(Fundament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aw)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Democracy & Citizenship Education)

3-3-0

3-3-0

일반사회
일반사회

3-2 선택

186032

187016

187039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Topic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국토개발과 공간구조교육 (Educating of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and Spatial Structure)

3-3-0

3-3-0

3-3-0

역사교육

지리교육
지리교육

4-1 선택 186051  서양사교육특강 (Topic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3-3-0 역사교육
4-2 선택 186053  동양사교육특강 (Topic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3-3-0 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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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학 연계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

번  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 수 개설학과

1-1 전선
190001

190002

190018

물리탐구교육 Ⅰ (Educational Inquiry in PhysicsⅠ)

화학탐구교육 Ⅰ (Educational Inquiry in ChemistryⅠ)

멀티미디어 과학교육 (Multimedia in Science Education)

4-3-3

4-3-3

3-3-0

물리교육
화학교육
학부공통

1-2 전선 190005

190006

생물탐구교육 Ⅰ (Educational Inquiry in BiologyⅠ)

지구과학탐구교육 Ⅰ (Educational Inquiry in Earth ScienceⅠ)

4-3-3

4-3-3

생물교육
지구과학

2-1

전필 190009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3-0 학부공통

전선 190007

190008

생물탐구교육 Ⅱ (Educational Inquiry in Biology Ⅱ )

지구과학탐구교육 Ⅱ (Educational Inquiry in Earth ScienceⅡ)

4-3-3

4-3-3

생물교육
지구과학

2-2

전필 190024 과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Science)

3-3-0 학부공통

전선
190003

190004

190023

물리탐구교육 Ⅱ (Educational Inquiry in Physics Ⅱ)

화학탐구교육 Ⅱ (Educational Inquiry in Chemistry Ⅱ)

과학교육과정 및 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of Science)

4-3-3

4-3-3

3-3-0

물리교육
화학교육
학부공통

3-1 전선
190011

190999

과학교육연구 및 통계
(Research and Statistics in Science Education)

과학교육전공세미나

3-3-0

1-1-0

학부공통

학부공통
3-2 전선 190999 과학교육전공세미나 1-1-0 학부공통
4-1 전선 190999 과학교육전공세미나 1-1-0 학부공통

4-2 전선 190022

190999

생활과학 (Sciences in Daily Lives)

과학교육전공세미나
2-2-0

1-1-0

학부공통
학부공통

※ 공통과학 복수전공자는 과학교육학부의 학부공통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과학교육전공세미나는 선택으로 한다.
※ 과학교육학부 주전공(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전공) 자 중 공통과학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주

전공 과목의 과학교육론 이수를 복수전공의 과학교육론 이수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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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육과정 이수지침

Ⅰ. 전공개요
  공통사회(과학) 연계전공은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과정 이수자를 위하여 “공통사회”, 

“공통과학”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과정이며 사범대학 복수전공 과정으로만 
운영한다.

Ⅱ. 교육목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고육과정의 분야별 교과목을 균형 있

게 이수하도록 하여 “공통사회”, “공통과학” 표시과목의 교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Ⅲ. 연계전공 이수요건
  1. 이수대상
    ◦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육전공)
   
  2. 이수요건(현행 교육과정 이수원칙 )
    가. 공통사회 복수전공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는 공통 필수 9학점(역사, 지리, 일반사회교육과 3개 학과에

서 공통개설)
         : 공통사회교육론, 공통사회교수법, 공통사회교재연구를 포함하여 역사, 지리, 

일반사회교육과 3개 학과의 과목을 각각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총 51 학
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역사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① 동양사탐구, 서양사탐구 : 필수 6학점
        ② 한국사탐구, 한국사교육강독,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동양사교육강독, 동양사교육특강, 서양사교육강독, 서양사교육특강 중 선택 2과

목 이상 : 6학점 이상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지리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① 자연지리교육, 세계화와 인문지리교육 : 필수 6학점
        ② 경제지리교육, 환경지리교육, 한국지리, 국토개발과 공간구조교육 중 선택 2과

목 이상 : 6학점 이상
      ◦ 공통사회 복수전공자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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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치탐구, 경제탐구Ⅰ : 필수 6학점
        ② 사회문화탐구, 법규범탐구,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경제탐구Ⅱ, 인간과 문화, 

헌법의 기본원리 중 선택 2과목 이상 : 6학점 이상

    나. 공통과학 복수전공
      ◦ 공통과학 복수전공자는 과학교육학부 공통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 과학교육학부 주전공(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교육전공)자 중 공통과학을 복수전

공하는 자는 주전공 과학교육론 이수를 복수전공 과학교육론 이수로 갈음한다.

Ⅳ. 연계전공 과목 이수
  1.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이수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복수전공(연계전공)하는 자는 주전공(제1전공)의 교과

교육영역 이수와 별도로 “공통사회”, “공통과학” 연계전공에서 공통사회(과학)교
육론, 공통사회(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반드시 이수하여 한다.

  2.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공통사회”, “공통과학” 연계전공과 주전공과정(필수, 선택)에서 이수한 학점 중 

5과목 15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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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전공 운영내역

연계전공명 이수
학점 교육과정 연계 학부(전공, 학과) 주임교수 졸업요건

동아시아학 36
 경제 ․ 무역학부(경제학전공),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문화인류학과,  
미술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일본학과

손승철
졸업종합시험

또는
지역문화실습

레저․스포츠
마케팅 36

 경영 ․ 관광 ․ 회계학부(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스포츠과학부 박상규 졸업종합시험

영상미디어 39
 IT특성화학부(대학), 신문방송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과 한진만 졸업종합시험

한 국 학 36

 경제․무역학부,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한문교육과,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 가정교육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일본학과

이기홍 졸업논문

환경관리 36
 경제학전공, 농업자원경제학과, 법학부,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행정학과, 철학과, 환경과학과 김범철 졸업종합시험

환경친화물질 42  화학공학과, 환경과학과, 제지공학과 김만구 졸업종합시험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 36

 경제 ․ 무역학부(경제학전공, 무역학전공)
 경영 ․ 관광 ․ 회계학부(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IT특성화학부(대학), 산업공학과

정용균 졸업논문

인터넷정보기술 42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최형진 졸업종합시험
생물정보학 42

 생명과학부, 수리정보학부(정보통계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이세원 졸업종합시험

나노과학 42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부 이창희 졸업종합시험
지구환경시스템 42  지질학과, 지구물리학과, 환경과학과, 지리교육과 이종범 졸업종합시험
농업전문경영 42

 생물자원공학부, 생명공학부, 농업공학부, 
 원예 ․ 자원생물환경학과군, 농업자원경제학과 연규석 졸업종합시험

산림과학 42
 산림자원학부, 산림경영․조경학부, 임산공학과,
 제지공학과 김지홍 졸업종합시험

국제학 36
 경제 ․ 무역학부, 문화인류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농업자원경제학과, 환경공학전공 이현훈 연계전공 성적

3.5/4.5 이상
의료기기공학 42

 IT특성화학부(대학), 기계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산업공학과, 경영학전공, 디자인학과 김기택 전공42 학점

이상 이수
공통사회 51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졸업종합시험
공통과학 49  과학교육학부 졸업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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