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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헌장

강원대학교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르침과 배움의 근본으로 삼아

인류의 지적 지평을 일구어 나아가는 학술 공동체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 독단과 편견을 배척하고 공허한 사변과 오류를 

멀리하며 사실에 토대를 두어 이치를 탐구한다. 진리와 허위를 가르고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여 삶의 실제를 바르고 새롭게 비추어 낸다.

  이성의 힘을 믿으며 그 힘이 이끄는 합리적 문화 풍토와 과학과 기술이 베푸는 

선진 문명사회를 이룩한다. 오로지 진리의 빛을 따라 가르친다. 배움의 윤리를 일깨운다. 

이웃 학문의 가치와 업적을 존중하고 지식의 개방과 균형을 추구하며 지적 탁월성을 

기리는 학풍을 조성한다. 학문을 사랑하여 힘써 갈고 닦는 가운데 지성과 덕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정의에 바탕을 둔 대학인의 양심을 길러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를 창조함은 길이 이어갈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며 인류의 숭고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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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념과 목표 체계

교육 이념 실사구시

학문의 자유

교육 목적

학술 이론과 그 실제(응용방법)의 탐구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 양성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연    구 교    육 봉    사

보편적, 전문적 이론 탐구

첨단과학기술 및 응용 

방법 탐구

지역 ․ 국제 간 학술교류

지역사회 개발 ․ 연구

논리적, 과학적 사고능력

창의적, 비판적 사고능력

분석적, 종합적 판단능력

보편적, 전문적 지식탐구

도덕적 품성 형성

과학기술의 혁신과 보급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지역 및 국가인력의 재교육

지역사회개발 및 문화창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목표

단과대학 교육목표

학   과 교육목표

부속기관 교육목표

연 구 소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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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 공통 사항

1. 교육과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53조 및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조부터 제10조에 

의하여 편성한다.

2. 교과목은 대학의 교육이념인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라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계한 융복합 연계전공과 이를 지원하는 특화교양 영역을 설치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

3. 교육과정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화교양, 대학별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자유선택, 

교직과정으로 구성한다.

4. 「강원대학교 학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되, 다음 

대학 또는 학과는 별도로 정한다.

① 평생학습중심학부 : 120학점 이상

② 보건과학대학(간호학과 제외) : 136학점 이상

③ 공과대학 ․ 사범대학 ․ 공학대학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 인문사회

과학대학 유아교육과 : 140학점 이상

④ 약학대학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 160학점 이상

⑤ 공과대학 도시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170학점 이상

5. 교과목번호는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앞의 네 자리는 학과(전공)번호이며, 뒤의 세 자리는 교과목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② 교육과정에서 부여한 교과목번호는 고유 번호로서,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경우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6. 교과목 명칭이 같은 경우 교과목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① 동일 교과목은 이전에 수강한 교과목을 삭제하는 경우에만 재이수할 수 있다.

7.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 재이수하여 취득한 현재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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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교양 교육과정

1. 교양 교과목은 공통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별교양 영역은 대학(학부) 또는 

학과별로 선택 지정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교양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영   역 이수 학점 분   야 이수 방법

기초교양 3

4

글쓰기와 말하기

의사소통영어 1 ․ 2

모든 학과에서 공통 필수로 이수

균형교양 12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선택하여 1과목씩 

필수로 이수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과 건강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선택하여 1과목씩 

필수로 이수

특화교양

(실사구시형)

1∼4 융·복합

미래준비

2개 분야 중에서 1∼4학점을 필수로 이수

대학별교양 0∼30 대학(학부) 공통 또는 기초 이수 학점 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에서 정함

합  계 20∼50

3. 영역별 목표와 편성 교과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   역 주     요     내     용

기초교양 모든 학문과 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적 의사표현과 소통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영역은 기초적으로 모국어 활용능력과 영어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속하며, 전체 학생들은 이를 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균형교양 대학 교육의 핵심적인 교육영역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 삶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인성과 창의적 지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 영역은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과 건강’ 등 총체적 인간 삶과 연관된 학문 분야들로 구성된다.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인간과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학제 간 사유를 통해 전공 지식을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화교양

(실사구시형)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삶의 실제에서 전공 교육의 

수행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공동체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영역은 축적된 전공 지식들을 융합하고 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을 통한 산업 현장에서의 교육의 실질화, 봉사, 해외체험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과 휴머니즘 고취, 취업과 진로 및 개별적 역량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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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주     요     내     용

대학별교양 전공 교육에 필요한 지식 및 학문 탐구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영역은 전공과 연계된 대학(계열)별 공통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4. 교양 교육과정은 기초교육원장과 교양학부장(삼척)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5. 교양 영역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총 이수 학점에서 

10학점을 합한 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에 포함한다.

① 학부(과) 또는 전공의 교양 영역 총 이수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상한 학점(졸업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되, 성적의 

평점 평균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한다.

6. 균형교양 영역 교과목은 1~2학년 중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3~4학년생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학점이 부족하거나, 편입 또는 전과, 재수강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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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 전공 교육과정

1. 전공 교육과정은 학부(과) 또는 전공별로 편성한다.

2. 「강원대학교 학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최소전공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과) 또는 전공 소속 

학생 중 단일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수한다.

① 주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 중에서 전공심화 학점(27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심화 학점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어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요건으로 최소한의 전공 취득 학점을 지정하고, 지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전공의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최소전공학점제

3. 전공별 최소전공학점은 다음과 같이 하되, 최소전공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 또는 

학부(과)의 이수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① 공학계열, 자연계열, 체육계열 : 42학점

② 인문대학 중 어문계열 학과 : 39학점

③ 인문 ․ 사회계열 : 36학점

4. 최소전공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과) 또는 전공은 학점을 기준으로 전공 교과목을 최소전공

학점의 2.5배까지 편성한다.

① 최소전공학점제를 시행하지 않는 학과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한다.

5. 전공필수 교과목은 최소전공학점의 35%까지 편성한다.

6. 전공 교과목 이수 학점을 인정하는 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다.

① 전공필수 학점 초과 시 → 전공선택 학점 초과 시 → 전공심화 학점 초과 시 → 자유선택

7. 다른 대학 또는 학부(과) 및 전공, 부속기관 등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전공 교과목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전공 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8. 다른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재이수를 통하여 성적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9.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이수하도록 한다.

① 모든 학기에 개설한다.

② 재학생은 4개 학기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2개 학기 1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 편성 학점 및 「강원대학교 학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강 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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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부는 학점을 기준으로 전공 공통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학문단위 대형화에 따른 융합학부 : 30% 이상

② 일반학부 : 10% 이상

11.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는 ‘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학부 4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③ 대학원 연계 교과목은 학부 졸업 학점에 포함한다.

④ 대학원 연계 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 중 학부 졸업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동일 전공에 진학한 경우 교과목 개설 단위를 기준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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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 자유선택 영역

1. 자유선택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보다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② 주전공 외에 다른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③ 연계전공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④ 평생교육사과정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⑤ 자유선택 영역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2.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을 초과한 학점을 자유선택 영역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입학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입학년도 인     정     방     법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

교양 ․ 전공을 불문하고, 각 영역별 이수 학점을 초과하면 초과한 학점은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

2005~2013

학년도 입학자

영역별 이수 학점을 초과하면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일반교양으로 이수한 학점 

(균형교양 이수 학점 포함)은 다음과 같이 인정

  ․ 초과한 학점의 10학점까지만 자유선택으로 인정

  ․ 자유선택으로 인정받는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성적 평점평균 산정 시에는 포함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영역별 이수 학점을 초과하면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되, 교양 영역의 전체 학점에서 

초과한 10학점까지만 인정

  ․ 인정 범위를 초과한 학점은 졸업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성적 평점평균 산정 시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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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55555555555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경과조치는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영역별 이수 학점 및 졸업 학점은 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3.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 이수에 관한 총칙은 다음과 같다.

①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한다.

② 재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또는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으로 

하고, 동일 교과목 지정 또는 삭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4. 교양 교과목은 [별표]의 “입학년도에 따른 교양 교과목 이수 요령”에 따라 이수한다.

5. 전공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이수한다.

① 개편 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단, 개편 후에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이 부족한 경우 새로 신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되, 

추가로 이수할 전공필수 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여 전공 영역의 

이수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한 학기에만 편성되었던(학기 완성) 교과목이 연간 편성(통년 완성)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이수한 것을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연간 편성(통년 완성) 교과목이 한 학기에만 편성되는(학기 완성)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종전에 어느 한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학기 완성 및 통년 완성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이고, 통년 완성 

교과목으로서 어느 한 학기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기 완성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 학점은 양 교과목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⑥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종전 교육과정에 따른 어느 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공필수 교과목인 경우에는 통합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강의 교과목과 실험 교과목이 단일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2개 교과목이 1개 교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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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입학년도에 따른 교양 교과목 이수 요령

현행 교육과정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2010~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2005~2009학년도
입학생 대상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 대상

기초교양(필수)

  ․ 글쓰기와 말하기

기초교양(의사소통 분야)

  ․ 계열별(공학, 인문, 

사회, 자연과학) 

글쓰기와 말하기

  ․ 창의적 사고와 표현

  ․ 인문학 고전읽기와 토론

  ․ 사회과학 고전읽기와 토론

  ․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 자연과학 고전읽기와 토론

공통교양(필수)

  ․ 인문학 글쓰기

  ․ 사회과학 글쓰기

  ․ 자연과학 글쓰기

공통교양(필수)

  ․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1

  ․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2

기초교양(필수)

  ․ 의사소통영어 1

  ․ 의사소통영어 2

기초교양(영어 분야)

  ․ 기초영어의 이해

  ․ 스크린영어

  ․ 시사영어

  ․ 영문법과 작문

  ․ 영문의 이해

  ․ 영어회화(초급․중급․고급)

  ․ 영작문(초급․중급)

  ․ 인문사회 계열 영어

  ․ 자연공학 계열 영어

  ․ 토익(초급․고급)

  ․ 토플(초급․고급)

기초교양(제2외국어 분야)

  ․ 한문,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공통교양(필수)

  ․ 영어회화 초급

  ․ 영작문 초급

  ․ 영문의 이해

  ․ 시사영어

  ․ 토익영어

  ․ 토플영어

  ․ 스크린영어

공통교양(필수)

  ․ 교양영어회화 1

  ․ 교양영어회화 2

균형교양

  ․ 언어와 문학

  ․ 역사와 철학

  ․ 사회와 문화

  ․ 수리적 사고

  ․ 과학과 기술

  ․ 예술과 건강

일반교양

  ․ 인문학

  ․ 문화예술과 건강

  ․ 자연과학과 과학기술

  ․ 사회과학

일반교양

  ․ 역사와 철학

  ․ 인간과 사회

  ․ 문화와 예술

  ․ 건강과 체육

  ․ 외국어

  ․ 자연과 과학

일반교양

  ․ 논리와 수리

  ․ 자연과 인간

  ․ 사회와 인간

  ․ 역사와 지역문화

  ․ 철학과 윤리

  ․ 문학과 예술

  ․ 건강과 체육

  ․ 언어와 생활

특화교양 자유교양 - -

대학별교양

  ․ 소속 대학 또는 

학부(과)에서 편성한 

교과목 이수

기초교양(수리 및 기초과학) 대학별교양 대학별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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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 영역별 이수 학점표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단일전공 또는 부전공만 이수하는 경우, 이수 학점표에 명시된 심화전공 

학점만큼 주전공의 전공선택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유의 사항

경영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18 38 18 27

0 45 47
130

단일전공 27 72 20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18 38 24 21

0 45 47
130

단일전공 27 72 20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8 39 9 27

0 36 55
130

단일전공 27 63 28

경제․무역학부
(국제무역학전공)

복수전공
7 12 3 18 40 9 27

0 36 54
130

단일전공 27 63 27

관광경영학과
복수전공

7 12 2 18 39 0 36
0 36 55

130
단일전공 27 63 28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복수전공

7 12 2 18 39 21 24
0 45 46

130
단일전공 27 7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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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기계융합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공학인증 7 12 1 30 50 24 48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8 24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기계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공학인증 7 12 1 30 50 24 50 0 74 16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5 27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나노응용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34 36 0 70 20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2 20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도시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인증

7 12 1 30 50 55 35 0 90 0 140복수전공

단일전공

도시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건축학인증
7 12 2 12 33 111 26 0 137 0 170

복수전공

생물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27 45 8 80 10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7 15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시스템경영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6 66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0 42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자원에너지
시스템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15 57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5 27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토목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30 42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2 30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화학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32 40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6 18

0 44 46
140

단일전공 27 71 19

환경공학과

공학인증 7 12 1 30 50 0 72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0 42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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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농업자원경제학과
복수전공

7 12 4 12 35 9 27
0 36 59

130
단일전공 27 63 32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4 12 35 6 36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복수전공
7 12 4 12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지역건설공학과
복수전공

7 12 4 12 35 14 28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원예․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4 28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원예․시스템공학부
(원예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15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식품생명공학과
복수전공

7 12 1 15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1 41 3 39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동물생명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동물응용과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동물응용과학부
(축산식품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동물자원과학부
(사료생산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동물자원과학부
(축산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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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디자인학과
복수전공

7 12 1 3 23 32 7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무용학과
복수전공

7 12 1 3 23 18 21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미술학과
복수전공

7 12 1 3 23 18 21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영상문화학과
복수전공

7 12 3 3 25 0 36
0 36 69

130
단일전공 27 63 42

음악학과
복수전공

7 12 1 3 23 16 23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사회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문화인류학과
복수전공

7 12 1 12 32 3 33
0 36 62

130
단일전공 27 63 35

부동산학과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사회학과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신문방송학과
복수전공

7 12 2 12 33 6 30
0 36 61

130
단일전공 27 63 34

심리학과
복수전공

7 12 1 12 32 12 24
0 36 62

130
단일전공 27 63 35

정치외교학과
복수전공

7 12 3 12 34 0 36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행정학과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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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단일 ․ 복수 ․ 연계전공 이수 예정자는 각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3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영역에서 지정한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는 교직 공통필수 교과목을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한다.

  ․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과학교육학부 소속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가정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9 22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1 29

0 70 25
140

단일전공 10 80 15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복수전공
7 12 1 3 23 22 65 0

0 65 30
140

단일전공 21 86 9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전공)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5 21

0 66 29
140

단일전공 22 88 7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9 23

0 72 23
140

단일전공 10 82 13

교육학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8 42
0 50 45

140
단일전공 21 71 24

국어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8 33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수학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5 36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역사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7 34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영어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4 27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윤리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30 21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일반사회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7 24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지리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8 33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한문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33 18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체육교육과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5 26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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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산림응용공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3 24 46 14 28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산림응용공학부
(제지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3 24 46 10 32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2 30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산림과학부
(산림환경보호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복수전공

7 12 4 12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수의과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수의예과 단일전공 7 12 1 12 32 0 29 0 29 15 76

수의학과 단일전공 0 0 0 0 0 144 16 0 160 0 160

약학과(3학년 편입)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약학과 단일전공 0 0 0 0 0 129 31 0 160 0 160

의과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간호학과 단일전공 7 12 1 9 29 94 11 0 105 6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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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분자생명과학과
복수전공

7 12 4 24 47 9 33
0 42 41

130
단일전공 27 69 14

생물의소재공학과
복수전공

7 12 3 24 46 14 28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의생명융합학부
(생명건강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4 44 0 42

0 42 44
130

단일전공 27 69 17

의생명융합학부
(시스템면역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4 24 47 13 29

0 42 41
130

단일전공 27 69 14

의생명융합학부
(의생명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3 24 46 13 29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인문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7 12 4 4 27 0 39
0 39 64

130
단일전공 27 66 37

독어독문학과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불어불문학과
복수전공

7 12 3 4 26 12 27
0 39 65

130
단일전공 27 66 38

사학과
복수전공

7 12 4 4 27 2 34
0 36 67

130
단일전공 27 63 40

영어영문학과
복수전공

7 12 3 4 26 0 39
0 39 65

130
단일전공 27 66 38

일본학과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중어중문학과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철학과
복수전공

7 12 1 4 24 12 24
0 36 70

130
단일전공 27 6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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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물리학과
복수전공

7 12 3 21 43 13 29
0 42 45

130
단일전공 27 69 18

생명과학과
복수전공

7 12 1 21 41 14 28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생화학과
복수전공

7 12 1 21 41 14 28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수학과
복수전공

7 12 1 18 38 12 30
0 42 50

130
단일전공 27 69 23

정보통계학과
복수전공

7 12 3 18 40 9 33
0 42 48

130
단일전공 27 69 21

지질․지구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1 41 15 27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지질․지구물리학부
(지질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화학과
복수전공

7 12 3 21 43 14 28
0 42 45

130
단일전공 27 69 18

IT대학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4 21 44 14 28

0 42 44
130

단일전공 27 69 17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전기전자공학부
(전자통신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9 29 12 30

0 42 59
130

단일전공 27 69 32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복수전공
7 12 1 9 29 12 30

0 42 59
130

단일전공 27 6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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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스포츠과학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스포츠지도전공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평생학습중심학부

학부(과) ․ 전공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학점

소계
필수 선택

농생명산업학전공 단일전공 7 12 3 6 28 21 47 0 68 24 120

시설농업학전공 단일전공 7 12 3 6 28 21 47 0 68 2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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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학사조직 등 고유 번호

교양 및 교직 ․ 자유선택

교과목 구분 번호 교과목 구분 번호

기초교양 1100 대학별교양 1400

균형교양 1200 교직 2100

특화교양 1300 자유선택 2200

전공 교과목

학사조직 번호 학사조직 번호

경영대학 4110   토목공학과 4133

  경영․회계학부 4116   화학공학과 4139

    경영학전공 4111   환경공학과 4140

    회계학전공 4113 농업생명과학대학 4170

  경제․무역학부 4117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

    경제학전공 4114   생물자원과학부 4171

    국제무역학전공 4115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2

  관광경영학과 4112     응용생물학전공 4173

  글로벌비즈니스학과 4118   식품생명공학과 4178

공과대학 4130   원예․시스템공학부 4180

  기계융합공학부 4143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177

    기계의용공학전공 4138     원예과학전공 4176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4141   지역건설공학과 4175

  나노응용공학과 4135   환경융합학부 4181

  도시건축학부 4142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

    건축학전공(5년제) 4131     에코환경과학전공 4447

    건축공학전공 4132 동물생명과학대학 4200

  생물공학과 4136   동물응용과학부 4211

  시스템경영공학과 4137     동물생명공학전공 4213

  자원에너지시스템공학과 4134     축산식품과학전공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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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조직 번호 학사조직 번호

  동물자원과학부 4201   일반사회교육과 4283

    사료생산과학전공 4203   지리교육과 4282

    축산과학전공 4202   체육교육과 4310

문화예술대학 4220   한문교육과 4273

  디자인학과 4221   공통사회전공(연계전공) 4280

    비주얼디자인전공 4222 사회과학대학 4320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4223   문화인류학과 4327

    영상디자인전공 4224   부동산학과 4322

  무용학과 4251   사회학과 4326

    한국무용전공 4252   신문방송학과 4324

    발레전공 4253   심리학과 4325

    현대무용전공 4252   정치외교학과 4323

  미술학과 4231   행정학과 4321

    한국화전공 4232 산림환경과학대학 4340

    서양화전공 4233   산림과학부 4347

    조소전공 4234     산림경영학전공 4343

  영상문화학과 4263     산림자원학전공 4341

  음악학과 4241     산림환경보호학전공 4346

    성악전공 4242   산림응용공학부 4348

    피아노전공 4243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4342

    관현악전공 4244     제지공학전공 4345

    작곡전공 4245   생태조경디자인학과 4344

사범대학 4270 수의과대학 4360

  가정교육과 4300   수의예과 4361

  과학교육학부 4290   수의학과 4362

    물리교육전공 4291 약학대학 4370

    생물교육전공 4293   약학과 4371

    지구과학교육전공 4294 의과대학 4380

    화학교육전공 4292   간호학과 4381

  교육학과 4274 의생명과학대학 4390

  국어교육과 4271   분자생명과학과 4391

  수학교육과 4284   생물의소재공학과 4395

  역사교육과 4281   의생명융합학부 4396

  영어교육과 4272     생명건강공학전공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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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조직 번호 학사조직 번호

    시스템면역과학전공 4393     지구물리학전공 4433

    의생명공학전공 4394     지질학전공 4432

인문대학 4410   화학과 4446

  국어국문학과 4411 IT대학 4460

  독어독문학과 4413   전기전자공학부 4461

  불어불문학과 4414     전기전자공학전공 4462

  사학과 4417     전자공학전공 4463

  영어영문학과 4412     전자통신공학전공 4464

  일본학과 4416   컴퓨터학부 4471

  중어중문학과 4415     컴퓨터과학전공 4473

  철학과 4418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2

자연과학대학 4430 스포츠과학부 4480

  물리학과 4445     스포츠과학전공 4481

  생명과학과 4444     스포츠지도전공 4482

  생화학과 4443 평생학습중심학부 4490

  수학과 4441     농생명산업학전공 4491

  정보통계학과 4442     시설농업학전공 4492

  지질․지구물리학부 4431 부속기관 등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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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 기초교양

춘천캠퍼스(3과목 7학점)

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대상 대학

1학기 2학기

글쓰기와
말하기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문화예술대학, 
사범대학(국어, 영어, 한문, 교육, 윤리, 
역사, 지리, 일반사회),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IT대학, 스포츠과학부, 
평생학습중심학부

○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 
경제학과 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수학, 과학, 가정, 체육), 
산림환경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영어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듣기, 말하기)

2-2-0-0 ○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자원경제학과), 문화예술대학, 
사범대학(국어, 영어, 한문, 교육, 윤리, 
역사, 지리, 일반사회),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IT대학, 스포츠과학부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읽기, 쓰기)

2-2-0-0 ○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듣기, 말하기)

2-2-0-0 ○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업자원 
경제학과 제외), 동물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수학, 과학, 가정, 체육), 
산림환경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평생학습중심학부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읽기, 쓰기)

2-2-0-0 ○

삼척캠퍼스(3과목 7학점)

영역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대상 대학

1학기 2학기

글쓰기와
말하기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2-2-0-0 ○ 공학대학(공학교육 인증 시행 학과)

영어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듣기, 말하기)

2-2-0-0 ○ ○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읽기, 쓰기)

2-2-0-0 ○ ○ 공학대학, 디자인스포츠대학, 
보건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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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균형교양

언어와 문학(27과목 81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001 시사영어 3-3-0-0 ○ ○ ○ 기초교육원

1200002 토익 3-3-0-0 ○ ○ ○ ○ 기초교육원, 교양학부

1200003 교양한문 3-3-0-0 ○ ○ ○ ○ 한문교육과, 교양학부

1200004 다매체 시대의 언어생활 3-3-0-0 ○ ○ ○ 국어국문학과

1200005 한자와 생활언어 3-3-0-0 ○ ○ ○ 국어국문학과

1200006 생활독일어 1 3-3-0-0 ○ ○ 독어독문학과

1200007 생활독일어 2 3-3-0-0 ○ ○ 독어독문학과

1200008 생활프랑스어 1 3-3-0-0 ○ ○ 불어불문학과

1200009 생활프랑스어 2 3-3-0-0 ○ ○ 불어불문학과

1200010 영상프랑스어 3-3-0-0 ○ ○ ○ 불어불문학과

1200011 기초중국어 1 3-3-0-0 ○ ○ ○ 중어중문학과, 교양학부

1200012 기초중국어 2 3-3-0-0 ○ ○ ○ 중어중문학과, 교양학부

1200013 인터넷 입문 중국어 1 3-3-0-0 ○ ○ 중어중문학과

1200014 인터넷 입문 중국어 2 3-3-0-0 ○ ○ 중어중문학과

1200015 기초일본어 1 3-3-0-0 ○ ○ ○ 일본학과, 일본어학과

1200016 기초일본어 2 3-3-0-0 ○ ○ ○ 일본학과, 일본어학과

1200017 일본어회화 1 3-3-0-0 ○ ○ 일본학과

1200018 일본어회화 2 3-3-0-0 ○ ○ 일본학과

1200019 생활러시아어 3-3-0-0 ○ ○ ○ 국제어학원

1200020 생활스페인어 3-3-0-0 ○ ○ ○ 국제어학원

1200021 현대인의 문학과 삶 3-3-0-0 ○ ○ ○ 국어국문학과

1200022 유럽명작 읽기 3-3-0-0 ○ ○ ○ 독어독문학과

1200023 유럽의 신화와 전설 3-3-0-0 ○ ○ ○ 독어독문학과

1200024 인문학 고전읽기와 토론 3-3-0-0 ○ ○ ○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1200025 동아시아 문학의 이해 3-3-0-0 ○ ○ ○ 일본학과

1200026 세계 문학과 신화 3-3-0-0 ○ ○ ○ 교양학부

1200027 한국 현대문학과 사회 3-3-0-0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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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철학(21과목 63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028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3-3-0-0 ○ ○ ○ 역사교육과

1200029 강원의 사상과 문화 3-3-0-0 ○ ○ ○ 사학과, 철학과

1200030 동서문화 교류사 3-3-0-0 ○ ○ ○ 사학과

1200031 동양의 역사와 문화 3-3-0-0 ○ ○ ○ 사학과

1200032 미주의 역사와 문화 3-3-0-0 ○ ○ ○ 사학과

1200033 서양의 역사와 문화 3-3-0-0 ○ ○ ○ 사학과

1200034 한국 문화유산 산책 3-3-0-0 ○ ○ ○ 사학과

1200035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3-3-0-0 ○ ○ ○ ○ 사학과, 교양학부

1200036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 ○ ○ ○ 사학과,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037 미의 의미 3-3-0-0 ○ ○ ○ 철학과

1200038 사랑과 죽음 3-3-0-0 ○ ○ ○ 철학과

1200039 성과 철학 3-3-0-0 ○ ○ ○ 철학과

1200040 종교와 문화 3-3-0-0 ○ ○ ○ 철학과

1200041 창의-비판적 사고와 표현 3-3-0-0 ○ ○ ○ 철학과

1200042 힐링철학 3-3-0-0 ○ ○ ○ 철학과

1200043 인간과 윤리 3-3-0-0 ○ ○ ○ 윤리교육과

1200044 현대사회와 윤리 3-3-0-0 ○ ○ 윤리교육과

1200045 강원의 역사와 문화 3-3-0-0 ○ ○ ○ 교양학부

1200046 논리와 사고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047 삶과 철학 3-3-0-0 ○ ○ ○ 교양학부

1200048 세계역사와 문화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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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문화(25과목 75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049 기업과 경영 3-3-0-0 ○ ○ ○ 경영학전공

1200050 시장과 경제 3-3-0-0 ○ ○ ○ 경제학전공

1200051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3-3-0-0 ○ ○ ○ 국제교류본부

1200052 법학의 이해 3-3-0-0 ○ ○ ○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1200053 생활법률 3-3-0-0 ○ ○ ○ ○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 
교양학부

1200054 개인과 국가 3-3-0-0 ○ ○ ○ 윤리교육과

1200055 현대사회와 시민교육 3-3-0-0 ○ ○ 일반사회교육과

1200056 지리와 인간생활 3-3-0-0 ○ ○ ○ 지리교육과

1200057 행정학의 이해 3-3-0-0 ○ ○ ○ 행정학과

1200058 전쟁과 평화 3-3-0-0 ○ ○ ○ 정치외교학과

1200059 매스컴과 사회 3-3-0-0 ○ ○ ○ 신문방송학과

1200060 심리학의 이해 3-3-0-0 ○ ○ ○ ○ 심리학과, 교양학부

1200061 사회학의 이해 3-3-0-0 ○ ○ ○ 사회학과

1200062 성과 사회 3-3-0-0 ○ ○ ○ 사회학과

1200063 다문화 사회의 이해 3-3-0-0 ○ ○ ○ ○ 문화인류학과, 교양학부

1200064 문화인류학의 이해 3-3-0-0 ○ ○ ○ 문화인류학과

1200065 경영학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066 생활과 경제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067 여성학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068 현대 사회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083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 3-3-0-0 ○ ○ ○ 기초교육원 

1200126 젊은이의 삶과 인권 3-3-0-0 ○ ○ ○ 정치외교학과

1200127 통일한국과 국제사회 3-3-0-0 ○ ○ ○ 정치외교학과

1200128 글로벌 세계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129 심성과 인성치료 3-3-0-0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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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기술(21과목 63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125 컴퓨터 활용 3-3-0-0 ○ ○ ○ 기초교육원

1200070 공학과 환경 3-3-0-0 ○ ○ ○ 자원에너지시스템공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1200071 산림과 문화 3-3-0-0 ○ ○ ○ 산림경영학전공

1200072 생활 속의 미생물 3-3-0-0 ○ ○ ○ 분자생명과학과

1200073 생활물리 3-3-0-0 ○ ○ ○ 물리학과

1200074 자연과학의 이해 3-3-0-0 ○ ○ ○ ○ 물리학과, 교양학부

1200075 생명현상의 이해 3-3-0-0 ○ ○ ○ 생화학과

1200076 과학기술과 수학 3-3-0-0 ○ ○ ○ 수학과

1200077 자연재해와 인류의 미래 3-3-0-0 ○ ○ ○ 지구물리학전공

1200078 자원과 환경 3-3-0-0 ○ ○ ○ 지질학전공

1200079 인간과 환경 3-3-0-0 ○ ○ ○ ○ 에코환경과학전공,
환경해양건설공학과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 ○ 컴퓨터과학전공

1200081 컴퓨터 개론 및 실습 3-2-2-0 ○ ○ ○ 컴퓨터과학전공

1200082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3-2-2-0 ○ ○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200083 공학과 환경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084 물리학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085 생물학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086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3-3-0-0 ○ ○ ○ 교양학부

1200087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1 3-3-0-0 ○ ○ ○ 교양학부

1200088 컴퓨터의 이해와 활용 2 3-3-0-0 ○ ○ ○ 교양학부

1200089 한국과학기술사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090 화학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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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사고(12과목 36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091 생활 속의 회계 3-3-0-0 ○ ○ ○ 회계학전공

1200093 생활 속의 수학 3-3-0-0 ○ ○ ○ ○ 수학과, 교양학부

1200096 생활 속의 통계 3-3-0-0 ○ ○ ○ ○ 정보통계학과, 교양학부

1200097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3-3-0-0 ○ ○ ○ 정보통계학과

1200092 논리와 추리 3-3-0-0 ○ ○ ○ 철학과

1200094 수리적 추론 3-3-0-0 ○ ○ ○ 수학과

1200095 수학적 사고법 3-3-0-0 ○ ○ ○ 수학과

1200098 자료와 정보 3-3-0-0 ○ ○ ○ 정보통계학과

1200099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3-2-2-0 ○ ○ ○ 컴퓨터과학전공

1200100 수학과 사회 3-3-0-0 ○ ○ ○ 교양학부

1200101 정보사회와 수학 3-3-0-0 ○ ○ ○ 교양학부

1200102 창의적 사고와 논리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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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건강(22과목 66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200103 디자인과 생활 3-3-0-0 ○ ○ ○ ○ 디자인학과, 교양학부

1200104 무용의 이해 3-3-0-0 ○ ○ ○ 무용학과

1200105 미술의 이해 3-3-0-0 ○ ○ ○ 미술학과

1200106 미술과 애니메이션 3-3-0-0 ○ ○ ○ 영상문화학과

1200107 영상의 이해 3-3-0-0 ○ ○ ○ 영상문화학과

1200108 서양음악의 이해 3-3-0-0 ○ ○ ○ 음악학과

1200109 식생활과 건강 3-3-0-0 ○ ○ ○ 가정교육과

1200110 정신건강 3-3-0-0 ○ ○ ○ 심리학과

1200111 스포츠와 건강 3-3-0-0 ○ ○ ○ 스포츠과학부

1200112 스포츠와 레저 3-3-0-0 ○ ○ ○ 스포츠과학부

1200113 대학생의 건강관리 3-3-0-0 ○ ○ ○ 간호학과

1200114 인간생명과 질병 3-3-0-0 ○ ○ ○ 의학전문대학원(의학과)

1200115 극예술의 이해 3-3-0-0 ○ ○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1200116 문학과 영화 3-3-0-0 ○ ○ ○ 불어불문학과

1200117 유럽 문화와 예술 3-3-0-0 ○ ○ ○ 불어불문학과

1200118 대중문화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119 동서양미술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120 사진과 영상 3-3-0-0 ○ ○ ○ 교양학부

1200121 생활과 건강 3-3-0-0 ○ ○ ○ 레저스포츠학과

1200122 생활스포츠 3-3-0-0 ○ ○ ○ 교양학부(공학인증)

1200123 음악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1200124 한국미술의 이해 3-3-0-0 ○ ○ ○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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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 특화교양

융복합(13과목 38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300001 지구촌의 위기와 국제협력 3-3-0-0 ○ ○ ○ 농업자원경제학과, 산림경영학전공

1300002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3-3-0-0 ○ ○ ○ 사학과, 생명과학과

1300003 문화 콘텐츠와 영상문화 3-3-0-0 ○ ○ ○ 국어국문학과, 영상문화학과

1300004 세계 명저속의 사랑 3-3-0-0 ○ ○ ○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1300005 물과 인류사회 3-3-0-0 ○ ○ ○ 정치외교학과, 에코환경과학전공, 
사회학과, 산림자원학전공

1300006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3-3-0-0 ○ ○ ○ ○ 사학과,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교양학부

1300007 웰빙건강휴양학 3-3-0-0 ○ ○ ○ 생명건강공학전공, 스포츠과학부

1300008 인문학과 치유 3-3-0-0 ○ ○ ○ 불어불문학과, 인문과학연구소

1300009 현대 생명과학과 생명철학 3-3-0-0 ○ ○ ○ 의생명공학전공, 철학과

1300010 미래의 IT 융합기술 3-3-0-0 ○ ○ ○ 교양학부, 제어계측공학과

1300011 빅데이터와 세상읽기 3-3-0-0 ○ ○ ○ 교양학부

1300012 생명의료윤리 3-3-0-0 ○ ○ ○ 교양학부, 응급구조학과

1300026 실사구시 파노라마 2-2-0-0 ○ ○ ○ 기초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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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준비(12과목 22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기 개설 캠퍼스
협력 학과 및 부서

1학기 2학기 춘천 삼척

1300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개 2-2-0-0 ○ ○ ○ ○ 국제교류본부

1300014 해외어학연수 2-0-4(주) ○ ○ ○ ○ 국제교류본부

1300015 직업선택 2-2-0-0 ○ ○ ○ ○ 취업지원과, 교학지원과

1300016 진로탐색 2-2-0-0 ○ ○ ○ ○ 취업지원과, 교학지원과

1300017 현장실습 2-0-4-0 ○ ○ ○ ○ 취업지원과, 교학지원과

1300018 사회봉사 1-0-2-0 ○ ○ ○ ○ 학생과, 교학지원과

1300019 대학생을 위한 학습전략 2-2-0-0 ○ ○ ○ ○ 교수학습개발원

1300020 글로벌 리더십 2-2-0-0 ○ ○ ○ ○ 취업지원과, 교양학부

1300021 발명특허와 창업 2-2-0-0 ○ ○ ○ ○ 산학협력단, 교양학부

1300022 직업윤리 2-2-0-0 ○ ○ ○ ○ 취업지원과, 교양학부

1300023 취업역량 1 1-1-0-0 ○ ○ ○ ○ 취업지원과, 교학지원과

1300024 취업역량 2 2-2-0-0 ○ ○ ○ ○ 취업지원과, 교학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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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 대학별교양

경영대학

학부․과(전공)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18학점)

1400001 경영경제통계 3-3-0-0 ○ 필수

1400003 경제경영수학 3-3-0-0 ○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1400010 회계학원론2 3-3-0-0 ○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18학점)

1400001 경영경제통계 3-3-0-0 ○ 필수

1400003 경제경영수학 3-3-0-0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1400010 회계학원론2 3-3-0-0 ○

1400007 무역학원론 3-3-0-0 ○ 선택 
1과목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1400006 관광학원론 3-3-0-0 ○

경제․무역학부
(국제무역학전공)

(18학점)

1400001 경영경제통계 3-3-0-0 ○ 필수

1400007 무역학원론 3-3-0-0 ○ ○

1400008 세계경제의 이해 3-3-0-0 ○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1400003 경제경영수학 3-3-0-0 ○ 선택 
1과목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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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전공)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관광경영학과
(18학점)

1400001 경영경제통계 3-3-0-0 ○ 필수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1400006 관광학원론 3-3-0-0 ○ ○

1400005 관광산업경영론 3-3-0-0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18학점)

1400135 경영정보학원론 3-3-0-0 ○ 필수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1400052 비즈니스영어1 3-3-0-0 ○

1400053 비즈니스영어2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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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기계융합공학부(기계의용공학전공)(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1과목 선택)

1200005 한자와 생활언어 3-3-0-0 ○ 2개 분야 선택
6학점(권장)

1200002 토익 3-3-0-0 ○

역사와 철학 1200036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

사회와 문화 (지정 교과목 없음)

과학과 기술 1200075 생명현상의 이해 3-3-0-0 ○ 2개 분야 선택
6학점(권장)

수리적 사고 1200098 자료와 정보 3-3-0-0 ○

예술과 건강 (지정 교과목 없음)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MSC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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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융합공학부(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 - - - - - - 12학점(권장)

역사와 철학 - - - - - - -

사회와 문화 1200049 기업과 경영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4 자연과학의 이해 3-3-0-0 ○

수리적 사고 1200095 수학적 사고법 3-3-0-0 ○

예술과 건강 1200103 디자인과 생활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89 일반화학 3-3-0-0 ○ 필수 MSC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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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응용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1200001 시사영어 3-3-0-0 ○ 12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 - - - - - -

사회와 문화 1200049 기업과 경영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4 자연과학의 이해 3-3-0-0 ○

수리적 사고 - - - - - - -

예술과 건강 1200103 디자인과 생활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MSC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94 공업수학 3-3-0-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1200082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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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1200005 (권장) 한자와 생활언어 3-3-0-0 ○ 3개 분야 선택
9학점(필수)

1200003 (권장) 교양한문 3-3-0-0 ○

역사와 철학 1200029 (권장) 강원의 사상과 문화 3-3-0-0 ○

1200036 (권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

사회와 문화 1200062 (권장) 성과 사회 3-3-0-0 ○

1200064 (권장) 문화인류학의 이해 3-3-0-0 ○

예술과 건강 1200114 (권장) 인간 생명과 질병 3-3-0-0 ○

1200103 (권장) 디자인과 생활 3-3-0-0 ○

과학과 기술 1200081 컴퓨터 개론 및 실습 3-2-2-0 ○ 필수 MSC

수리적 사고 - - - - - -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MSC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97 컴퓨터 프로그래밍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12 공학경제 3-3-0-0 ○ 필수(전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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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5년제])(12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200041 창의-비판적 사고와 표현 3-3-0-0 ○ 필수

1200107 영상의 이해 3-3-0-0 ○

1400040 부동산과 사회경제 3-3-0-0 ○

1200081 컴퓨터개론 및 실습 3-2-2-0 ○

◎ 생물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 - - - - - - 12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6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

사회와 문화
(선택 1과목)

1200049 기업과 경영 3-3-0-0 ○

1200060 심리학의 이해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5 생명현상의 이해 3-3-0-0 ○

수리적 사고 - - - - - - -

예술과 건강
(선택 1과목)

1200103 디자인과 생활 3-3-0-0 ○

1200116 문학과 영화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94 공업수학 3-3-0-0 ○ 필수 MSC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1200081 컴퓨터개론 및 실습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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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경영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지정 교과목 없음) 2개 분야 선택
6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6 (권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사회와 문화 1200049 (권장) 기업과 경영 3-3-0-0

과학과 기술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필수 MSC

수리적 사고 (지정 교과목 없음) 1개 분야 선택
3학점(필수)

예술과 건강 1200103 (권장) 디자인과 생활 3-3-0-0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필수 MSC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12 공학경제 3-3-0-0 ○ 전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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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에너지시스템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지정 교과목 없음) 2개 분야 선택
6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6 (권장) 한국의 역사와 문화 3-3-0-0 ○

1200034 (권장) 한국 문화유산 산책 3-3-0-0 ○

사회와 문화 1200059 (권장) 매스컴과 사회 3-3-0-0 ○

1200053 (권장) 생활법률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0 (권장) 공학과 환경 3-3-0-0 ○ 2개 분야 선택
6학점(필수)

수리적 사고 (지정 교과목 없음)

예술과 건강 1200103 (권장) 디자인과 생활 3-3-0-0 ○

1200107 (권장) 영상의 이해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MSC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2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초 3-2-2-0 ○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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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지정 교과목 없음) 2개 분야
선택 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7 (권장) 미의 의미 3-3-0-0 ○

사회와 문화 1200049 (권장) 기업과 경영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4 (권장) 자연과학의 이해 3-3-0-0 ○ 2개 분야
선택 필수

수리적 사고 (지정 교과목 없음)

예술과 건강 1200103 (권장) 디자인과 생활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필수 MSC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14 공업수학 2 3-3-0-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7 컴퓨터 프로그래밍 3-2-2-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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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 - - - - - - 12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0 동서문화 교류사 3-3-0-0 ○

사회와 문화 1200051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3-3-0-0 ○

과학과 기술 1200074 자연과학의 이해 3-3-0-0 ○

수리적 사고 - - - - - - -

예술과 건강
(선택 1과목)

1200110 정신건강 3-3-0-0

1200103 서양음악의 이해 3-3-0-0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MSC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2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초 3-2-2-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3-2-2-0 ○

1400012 공학경제 3-3-0-0 ○ 전문교양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47

◎ 환경공학과(30학점)

이수 영역 및 분야
(이수 학점)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기초교양 1100001 글쓰기와 말하기 3-3-0-0 ○ 7학점(필수)

1100002 의사소통영어 1 2-2-0-0 ○

1100003 의사소통영어 2 2-2-0-0 ○

균형
교양

언어와 문학 - - - - - - - 2개 분야 선택
6학점(필수)

역사와 철학 1200037 (권장) 미의 의미 3-3-0-0 ○

1200043 (권장) 인간과 윤리 3-3-0-0 ○

사회와 문화 1200049 (권장) 기업과 경영 3-3-0-0 ○

1200053 (권장) 생활법률 3-3-0-0 ○

수리적 사고 1200099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3-2-2-0 ○ 필수 MSC

과학과 기술 - - - - - - - 1개 분야 선택
3학점(필수)

예술과 건강 1200111 (권장) 스포츠와 건강 3-3-0-0 ○

1200109 (권장) 식생활과 건강 3-3-0-0 ○

특화교양 (지정 교과목 없음) 1학점(필수)

합      계 20학점

※ 공학인증을 위한 이수 요건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    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MSC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94 공업수학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12 공학경제 3-3-0-0 ○ 전문교양



48 ․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농업자원
경제학과
(12학점)

1400080 기초수학 3-3-0-0 〇 필수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〇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〇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생물자원
과학부

(12학점)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필수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〇
1400089 일반화학 3-3-0-0 〇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〇

지역건설
공학과

(12학점)

1400089 일반화학 3-3-0-0 〇 필수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〇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〇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〇 선택 

1과목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원예․시스템
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12학점)

1400089 일반화학 3-3-0-0 〇 필수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〇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〇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〇 선택 

1과목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원예․시스템
공학부

(원예과학전공)
(12학점)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필수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〇
1400089 일반화학 3-3-0-0 〇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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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식품생명
공학과

(15학점)

1400089 일반화학 3-3-0-0 〇 필수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〇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〇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〇 〇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〇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12학점)

1400016 농생명산업과 경제 3-3-0-0 〇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〇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〇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〇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21학점)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〇 필수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〇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〇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〇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〇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〇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〇



50 ․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생물통계학 및 실습’ 교과목은 소속 학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수한다.

  ․ 동물자원과학부(사료생산과학전공, 축산과학전공) : 1학년 1학기

  ․ 동물응용과학부(동물생명공학전공, 축산식품과학전공) : 1학년 2학기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학부
(18학점)

1400023 축산학개론 3-3-0-0 〇 필수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〇 〇
1400018 동물생명공학의이해 3-3-0-0 〇
1400020 동물영양학 3-3-0-0 〇
1400019 동물생태환경학 3-3-0-0 〇
1400022 축산물이용학 3-3-0-0 〇

문화예술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학과
(3학점)

1400024 예술경영 3-3-0-0 ○ ○ 선택 
1과목

1400025 예술철학 3-3-0-0 ○ ○

1400140 문화예술교육개론 3-3-0-0 ○ ○

1400144 테마문화산책 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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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학과
(3학점)

1400027 문학과 인간교육 3-3-0-0 ○ 선택 
1과목

1400028 교사를 위한 기초수학 3-3-0-0 ○

1400029 교육실무영어 3-3-0-0 ○

1400030 국제사회와 교육 3-3-0-0 ○

1400031 민주시민의 교육의 실제 3-3-0-0 ○

1400032 지역이해와 세계시민교육 3-3-0-0 ○

1400033 교육실용한문 3-3-0-0 ○

1400034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3-3-0-0 ○

1400035 한국사탐구 3-3-0-0 ○ ○

1400036 영화속의 과학여행 3-3-0-0 ○

1400037 예비교사를 위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3-3-0-0 ○

1400104 운동과 건강 3-3-0-0 ○

사회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학과
(12학점)

1400045 범죄와 심리 3-3-0-0 ○ ○ ○ ○ 선택 
4과목

1400046 조사연구법 3-3-0-0 ○ ○ ○ ○

1400038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변동 3-3-0-0 ○ ○ ○ ○

1400039 사회과학 고전토론 3-3-0-0 ○ ○ ○ ○

1400040 부동산과 사회경제 3-3-0-0 ○ ○ ○ ○

1400041 사회과학 고전읽기 3-3-0-0 ○ ○ ○ ○

1400042 세계화와 한국사회 3-3-0-0 ○ ○ ○ ○

1400043 매스컴개론 3-3-0-0 ○ ○ ○ ○

1400044 방송의 이해 3-3-0-0 ○ ○ ○ ○

1400047 현대정치의 이해 3-3-0-0 ○ ○ ○ ○

1400048 행정법총론 3-3-0-0 ○ ○ ○ ○

1400049 헌법 3-3-0-0 ○ ○ ○ ○



52 ․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산림응용
공학부

(24학점)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123 유기화학 3-3-0-0 ○ 선택 
5과목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13 공업수학 1 3-3-0-0 ○

산림과학부
(12학점)

1400054 산림공학의 이해 3-3-0-0 ○ 선택 
4과목

1400055 산림식물 및 조림의 기초 3-3-0-0 ○

1400051 산림통계학 3-3-0-0 ○

1400050 산림경영의 이해 3-3-0-0 ○

1400058 숲과 인간 3-3-0-0 ○

1400059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 3-3-0-0 ○

1400057 산림보호학 3-3-0-0 ○

1400056 산림과 생물 3-3-0-0 ○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12학점)

1400054 산림공학의 이해 3-3-0-0 ○ 선택
4과목

1400055 산림식물 및 조림의 기초 3-3-0-0 ○

1400051 산림통계학 3-3-0-0 ○

1400050 산림경영의 이해 3-3-0-0 ○

1400058 숲과 인간 3-3-0-0 ○

1400059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 3-3-0-0 ○

1400057 산림보호학 3-3-0-0 ○

1400056 산림과 생물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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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의예과
(12학점)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의과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간호학과
(9학점)

1200061 사회학의 이해 3-3-0-0 ○ 필수

1200060 심리학의 이해 3-3-0-0 ○

1400060 보건통계 및 실습 3-2-2-0 ○



54 ․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분자생명
과학과

(24학점)

1400061 BT실용영어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생물의소재
공학과

(24학점)

1400061 BT실용영어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의생명융합학부
(생명건강공학전공)

(24학점)

1400061 BT실용영어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62 의생명의세계 3-3-0-0 ○ 선택 
2과목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27 문학과 인간교육 3-3-0-0 ○

1400104 운동과 건강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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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의생명융합학부
(시스템면역과학전공)

(24학점)

1400061 BT실용영어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의생명융합학부
(의생명공학전공)

(24학점)

1400061 BT실용영어 3-3-0-0 ○ 필수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62 의생명의세계 3-3-0-0 ○ 선택 
2과목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27 문학과 인간교육 3-3-0-0 ○

1400104 운동과 건강 3-3-0-0 ○



56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학과
(4학점)

1400142 실천 인문학개론 2-2-0-0 ○ ○ 선택 
2과목

1400143 인문학적 사고와 대화 2-2-0-0 ○ ○

1400063 한국의 언어와 문화 2-2-0-0 ○ ○

1400064 유럽의 문화와 사회 2-2-0-0 ○ ○

1400066 서양문학의 이해 2-2-0-0 ○ ○

1400067 역사와 나 2-2-0-0 ○ ○

1400068 영미 어문학산책 2-2-0 ○ ○

1400141 일본 문화와 상식 2-2-0-0 ○ ○

1400071 한자의 이해 2-2-0-0 ○ ○

1400137 인문인을 위한 철학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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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모든 학과는 ‘미분적분학 1’을 수강한 경우 ‘기초수학’을 수강할 수 없다.

학과에 따라 다음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 물리학과 : 일반물리학

․ 생명과학과 : 일반생물학

․ 정보통계학과 : 기초통계학, 확률 및 통계

․ 지질․지구물리학부 : 일반지구과학

․ 화학과 : 일반화학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물리학과
(21학점)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58 ․ 강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생명과학과
(21학점)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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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생화학과
(21학점)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60 ․ 강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학과
(18학점)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선택 
2과목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

1400007 무역학원론 3-3-0-0 ○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1400010 회계학원론2 3-3-0-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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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정보통계학과
(18학점)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선택 
2과목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 ○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 ○

1400007 무역학원론 3-3-0-0 ○ ○

1400009 회계학원론1 3-3-0-0 ○

1400010 회계학원론2 3-3-0-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62 ․ 강원대학교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지질․지구
물리학부

(지구물리학전공)
(21학점)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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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지질․지구
물리학부

(지질학전공)
(21학점)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필수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89 일반화학 3-3-0-0 ○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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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화학과
(21학점)

1400090 일반화학 및 실험 1 3-2-2-0 ○ 필수

1400091 일반화학 및 실험 2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17 생물통계학 및 실습 3-2-2-0 ○ ○ 선택 
3과목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77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3-2-2-0 ○

1400078 일반생물학 및 실험 2 3-2-2-0 ○

1400076 일반생물학 3-3-0-0 ○ ○

1400079 기초생물화학 3-3-0-0 ○ ○

1400080 기초수학 3-3-0-0 ○ ○

1400082 미분적분학 2 3-3-0-0 ○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

1400084 기초통계학 및 실습 1 3-2-2-0 ○

1400085 기초통계학 및 실습 2 3-2-2-0 ○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

1400088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2 3-2-2-0 ○

1400086 일반지구과학 3-3-0-0 ○ ○

1400092 환경과학개론1 3-3-0-0 ○

1400093 환경과학개론2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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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학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전공)

(21학점)

1400094 공업수학 3-3-0-0 ○ 필수

1400095 IT 미적분학 3-3-0-0 ○

1400096 선형대수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2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초 3-2-2-0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 응용 3-2-2-0 ○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21학점)

1400094 공업수학 3-3-0-0 ○ 필수

1400095 IT 미적분학 3-3-0-0 ○

1400096 선형대수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74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3-2-2-0 ○

1400075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3-2-2-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전기전자공학부
(전자통신공학전공)

(21학점)

1400094 공업수학 3-3-0-0 ○ 필수

1400095 IT 미적분학 3-3-0-0 ○

1400096 선형대수 3-3-0-0 ○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1400098 프로그래밍기초 및 실습 3-2-2-0 ○

1400073 일반물리학 3-3-0-0 ○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9학점)

1400083 기초통계학 3-3-0-0 ○ 필수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14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응용 3-2-2-0 ○

컴퓨터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9학점)

1400015 확률 및 통계 3-2-2-0 ○ 필수

1400100 이산수학 3-3-0-0 ○

1400096 선형대수 3-3-0-0 ○ 선택 
1과목

1400081 미분적분학 1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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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부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전공
(12학점)

1400102 신체운동의 과학 3-3-0-0 ○ 필수

1400103 여가와 스포츠 3-3-0-0 ○

1400104 운동과 건강 3-3-0-0 ○

1400101 문화와 스포츠 3-3-0-0 ○

평생학습중심학부

학부(과)
(전공)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1학년 2학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전공
(6학점)

1400138 농업생물 3-3-0-0 ○ 필수

1400139 농업화학 3-3-0-0 ○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 전공 교과목

1. 경영대학

2. 공과대학

3. 농업생명과학대학

4. 동물생명과학대학

5. 문화예술대학

6. 사범대학

7. 사회과학대학

8. 산림환경과학대학

9. 수의과대학

10. 약학대학

11. 의과대학

12. 의생명과학대학

13. 인문대학

14. 자연과학대학

15. IT대학

16. 스포츠과학부

17. 평생학습중심학부

18. 연계전공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69

111111111111111111 경영대학

1.1 경영․회계학부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공통 교과목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경영학전공 5과목(15학점) 6과목(18학점) 11과목(33학점)

회계학전공 6과목(18학점) 5과목(15학점) 11과목(33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7001 전선 미시경제학 경제․무역학부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2-2

전필 411600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0 부필
(경영)

전필 4116003 생산관리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3-3-0-0 부필
(경영)

전필 4116005 중급회계 1
(Intermediate Accounting 1)

3-3-0-0 부필

전선 4116001 마케팅
(Marketing)

3-3-0-0 부필
(경영)

경영
필수

전선 4116004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3-0-0 부필
(경영)

경영
필수

전선 4116007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3-0-0 부필
(회계)

회계
필수

2-2 전선 4116008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0

2-2
3-2
4-2

전선 4116006 중급회계 2
(Intermediate Accounting 2)

3-3-0-0 부필
(회계)

회계
필수

3-1
4-1

전선 4116010 파생금융상품론
(Financial Derivatives)

3-3-0-0

3-1
3-2
4-1

전선 4116009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3-3-0-0 회계
필수

4-2 전선 4116011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es)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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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전공(Program of Business Adminstr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8 38 18 27

0 45 47
130

단일전공 27 72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11003 계량경영학
(Operations Research)

3-3-0-0 부선

전선 4111021 생산전략
(Manufacturing Strategy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56 경영과 컴퓨터
(Management & Computer)

3-3-0-0 부선

전선 4111079 조직행동
(Organizational Behavior)

3-3-0-0 부선

전선 4111099 기업외국어 1
(Business Foreign Language 1)

3-3-0-0 부선

2-2 전선 4111081 투자론
(Investments)

3-3-0-0 부선

전선 4111100 기업외국어 2
(Business Foreign Language 2)

3-3-0-0 부선

3-1
4-1

전필 4111033 전략경영
(Strategic Management)

3-3-0-0 부필

전선 4111002 경영조직
(Business Organization)

3-3-0-0 부선

전선 4111026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3-0-0 부선

전선 4111031 글로벌마케팅
(Global Marketing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52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111068 경영시사분석
(Business Topic Analysi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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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4-1

전선 4111071 금융기관경영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75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78 인사/조직세미나
(Seminar in HRM/OB/OT)

3-3-0-0 부선

전선 4111085 경영학특강 1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1)

3-3-0-0 부선

전선 4111088 경영과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Science 2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89 재무특강
(Special Topics in Financial)

3-3-0-0 부선

전선 4111090 조직개발과혁신론
(Organization Development & Innovation)

3-3-0-0 부선

전선 4111092 글로벌경영전략
(Global Business Strategy)

3-3-0-0 부선

전선 4111093 국제비교경영론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1094 글로벌기업리서치
(Multinational Corporate Research)

3-3-0-0 부선

전선 4111101 기업외국어 3
(Business Foreign Language 3)

3-3-0-0 부선

전선 4111102 조직구조와 설계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104 생산관리실무
(Practices in Production Management)

3-3-0-0 부선

3-2
4-2

전필 4111033 전략경영
(Strategic Management)

3-3-0-0 부필

전선 4111018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34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36 보험경영
(Insurance Management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50 e-비즈니스
(e-business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54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5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60 글로벌재무관리
(Global Financial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1069 경영윤리
(Business Ethics Capstone Desig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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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46과목(138학점) 47과목(141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4-2

전선 4111072 기술경영
(Management of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11074 리더십
(Leadership)

3-3-0-0 부선

전선 4111076 문화마케팅
(Cultural Marketing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80 창업론
(Entrepreneurship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86 경영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2)

3-3-0-0 부선

전선 4111087 경영과학특강 1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Science 1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11091 경영과조직특강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 Organization)

3-3-0-0 부선

전선 4111095 국제경영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Business)

3-3-0-0 부선

전선 4111096 해외직접투자론
(Foreign Direct Investment)

3-3-0-0 부선

전선 4111097 국제기업환경론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111098 국제지역연구
(International Area Studies)

3-3-0-0 부선

전선 4111103 기업외국어 4
(Business Foreign Language 4)

3-3-0-0 부선

전선 4111105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3-3-0-0 부선

0-1
0-2

전선 411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73

회계학전공(Program of Account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8 38 24 21

0 45 47
130

단일전공 27 72 20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13046 기업영어회화
(Business English)

3-3-0-0 부선

전선 4113050 상법
(Business Law)

3-3-0-0 부선

전선 4113074 세법입문
(Introduction to Tax Law)

3-3-0-0 부선

2-2 전선 4113013 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34 기업실무영어
(Business English 2)

3-3-0-0 부선

전선 4113052 세무회계 2
(Tax Accounting 2)

3-3-0-0 부선

3-1 전필 4113043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필 4113048 세무회계 1
(Tax Accounting 1)

3-3-0-0 부필

전선 4113019 고급회계
(Advanced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53 재정학
(Public Finance)

3-3-0-0 부선

전선 4113080 상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Commerce)

3-3-0-0 부선

전선 4113075 원가관리회계실무
(Practices in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76 중급회계 3
(Intermediate Accounting 3)

3-3-0-0 부선

3-2 전필 4113043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필 4113048 세무회계 1
(Tax Accounting 1)

3-3-0-0 부필

전선 4113014 회계감사
(Audit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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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46과목(138학점) 47과목(141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4015 전선 재정학 경제학전공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2100115 전선 현장실습 1 취업지원과

2100116 전선 현장실습 2 취업지원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113030 회계학특강
(Special Topics in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81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Commerce)

3-3-0-0 부선

전선 4113082 상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Commerce)

3-3-0-0 부선

전선 4113072 전산세무회계
(Computerized Tax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73 무역실무
(Foreign Trad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3077 회계학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in Accounting)

3-3-0-0 부선

4-1 전선 4113020 회계이론
(Accounting Theory)

3-3-0-0 부선

전선 4113065 ERP회계
(ERP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78 세무회계실무
(Practices in Tax Accounting)

3-3-0-0 부선

4-2 전선 4113060 회계윤리
(Accounting Ethics)

3-3-0-0 부선

전선 4113069 정부 및 비영리조직회계
(Government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3079 회계학종합실습
(General Practices in Account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11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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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무역학부
Division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170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0 부필
(경제)

경제
필수

전선 4117002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3-0-0 부필
(경제)

경제
필수

전선 4117003 무역상무론
(Foreign Trade Practice)

3-3-0-0 부필
(무역)

무역
필수

2-2 전선 4117004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3-3-0-0 부필
(무역)

무역
필수

전선 4117005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3-0-0

3-1
4-1

전선 4117006 한국경제론
(Contemporary Korean Economy)

3-3-0-0

전선 4117007 동아시아경제론
(East Asia Economy)

3-3-0-0

전선 4117008 국제경영론
(International Business)

3-3-0-0 부필
(무역)

무역
필수

3-2
4-2

전선 4117009 재무경제학
(Financial Economics)

3-3-0-0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경제학전공 2과목(6학점) 7과목(21학점) 9과목(27학점)

국제무역학전공 3과목(9학점) 6과목(18학점) 9과목(2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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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전공(Program of Econom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9 27

0 36 55
130

단일전공 27 63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114013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3-3-0-0 부필

전선 4114008 경제사
(Economic History)

3-3-0-0 부선

2-2 전선 4114032 응용계량경제학
(Applied Econometrics)

3-3-0-0 부선

전선 4114038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14053 미시경제학 2
(Microeconomics 2)

3-3-0-0 부선

전선 4114054 거시경제학 2
(Macroeconomics 2)

3-3-0-0 부선

3-1

4-1

전선 4114014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3-3-0-0 부선

전선 4114017 시장구조와기업행동
(Industrial Organization)

3-3-0-0 부선

전선 4114020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3-3-0-0 부선

전선 4114040 지역경제학
(Regional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14042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14056 전략과정보
(Strategy and Information)

3-3-0-0 부선

전선 4114064 환경·생태경제학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conom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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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20과목(60학점) 21과목(63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2009 전선 관광경제론 관광경영학과

4113053 전선 재정학 회계학전공

4115018 전선 국제수지론 국제무역학전공

4115049 전선 세계지역경제론 국제무역학전공

4115083 전선 무역영어회화 1 국제무역학전공

4115084 전선 무역영어회화 2 국제무역학전공

4116002 전선 재무관리 경영·회계학부

4116008 전필 미시경제학 경영·회계학부

4179003 전선 농업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05 전필 미시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06 전선 수리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4-1

전선 4114065 투자분석론
(Investment Analysis)

3-3-0-0 부선

3-2

4-2

전선 4114015 재정학
(Public Finance)

3-3-0-0 부선

전선 4114016 한국경제사
(Korean Economic History)

3-3-0-0 부선

전선 4114018 경제학의역사
(History of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14019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14036 독점규제와공정거래정책
(Public Policies toward Business)

3-3-0-0 부선

전선 4114039 경제발전론
(Economic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14044 경제학특강
(Selected Economic Top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11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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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9011 전필 거시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12 전선 토지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42 전선 계량분석론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59 전선 자원경제ㆍ정책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61 전선 환경경제ㆍ정책 농업자원경제학과

4283040 전선 경제교육론 일반사회교육과

4321043 전선 지방재정경영론 행정학과

4321077 전선 재정이론과 실제 행정학과

4322036 전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학과

4322041 전선 부동산입지론 부동산학과

4323055 전선 국제정치경제 정치외교학과

4327017 전선 문화와 경제행위 문화인류학과

4416022 전선 일본경제의 이해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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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학전공(Program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8 40 9 27

0 36 54
130

단일전공 27 63 27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15052 대외무역법론
(Korean Foreign Trade Law)

3-3-0-0 부선

전선 4115083 무역영어회화 1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1)

3-3-0-0 부선

2-2 전선 4115053 전자무역론
(Understanding Electronic Trade)

3-3-0-0 부선

전선 4115084 무역영어회화 2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2)

3-3-0-0 부선

3-1 전선 4115018 국제수지론
(Balance of Payments Theory)

3-3-0-0 부선

전선 4115030 무역특강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3-3-0-0 부선

전선 4115047 국제무역현장실습
(Fiel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3-2-2-0 부선

전선 4115063 국제통상론
(Theory of International Commerce)

3-3-0-0 부선

전선 4115079 무역결제론
(International Trade Payment Systems)

3-3-0-0 부선

전선 4115085 무역영어 1
(Business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1)

3-3-0-0 부선

3-2 전선 4115028 해상보험론
(Marine Insurance)

3-3-0-0 부선

전선 4115049 세계지역경제론
(World Regional Economy)

3-3-0-0 부선

전선 4115058 관세법론
(Customs Law)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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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20과목(60학점) 21과목(63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6001 전선 마케팅 경영․회계학부

4116008 전선 미시경제학 경영․회계학부

4111092 전선 글로벌경영전략 경영학전공

4111093 전선 국제비교경영론 경영학전공

4111094 전선 글로벌기업리서치 경영학전공

4111095 전선 국제경영세미나 경영학전공

4111096 전선 해외직접투자론 경영학전공

4111097 전선 국제기업환경론 경영학전공

4111098 전선 국제지역연구 경영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115077 글로벌마케팅
(Global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115086 무역영어 2
(Business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2)

3-3-0-0 부선

4-1 전선 4115044 외환론
(Theory of Foreign Exchange)

3-3-0-0 부선

전선 4115061 국제비교경영론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5078 글로벌경영전략
(Global Business Strategy)

3-3-0-0 부선

4-2 전선 4115037 국제기업환경론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115050 국제운송론
(International Transport)

3-3-0-0 부선

전선 4115087 국제투자론
(International Investment)

3-3-0-0 부선

0-1
0-2

전선 411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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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광경영학과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0 36

0 36 55
130

단일전공 27 63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12002 호텔경영론
(Global Hotel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07 관광자원론
(Introduction to Tourism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112041 레저사회론
(Sociology of Leisure)

3-3-0-0 부선

전선 4112049 관광조사론
(Tourism Research)

3-3-0-0 부선

전선 4112085 관광정보론
(Tourism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2-2 전선 4112009 관광경제론
(Economics of Tourism)

3-3-0-0 부선

전선 4112044 관광레저상품론
(Tourism and Leisure Product Programming)

3-3-0-0 부선

전선 4112070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Hotel & Tourism)

3-3-0-0 부선

3-1 전선 4112015 관광개발론
(Introduction to tourism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12018 항공사경영
(Aviation agency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37 관광이벤트론
(Intro. to Tourism Even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53 관광영어 1
(Tourism English 1)

2-2-0-0 부선

전선 4112067 외식사업경영론
(Food & Beverage Manage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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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1과목(90학점) 31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12071 관광일본어
(Tourism Japanese)

2-2-0-0 부선

전선 4112074 관광서비스마케팅
(Tourism Service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112079 국제문화관광론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3-3-0-0 부선

전선 4112081 관광서비스전략론
(Tourism Service Strategy)

3-3-0-0 부선

3-2 전선 4112027 여행사경영론
(Travel Agen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45 호텔관광관리회계
(Managerial Accounting for Hotel & Tourism)

3-3-0-0 부선

전선 4112054 관광영어 2
(Tourism English 2)

2-2-0-0 부선

전선 4112072 관광중국어
(Tourism Chinese)

3-3-0-0 부선

전선 4112073 관광지계획관리실무
(Practice of Tourism Planning &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80 관광자원해설론
(Tourism Storytelling)

3-3-0-0 부선

4-1 전선 4112068 항공·여행실무론
(Practical Airline & Travel Services)

3-3-0-0 부선

전선 4112078 컨벤션산업론
(Introduction to Convention Industry)

3-3-0-0 부선

전선 4112083 HIS
(Hospitality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112086 관광정책론
(Tourism Policy)

3-3-0-0 부선

4-2 전선 4112030 관광법규
(Legislation of Tourism)

3-3-0-0 부선

전선 4112077 관광사례조사론
(Tourism Case Study)

3-3-0-0 부선

전선 4112082 관광브랜드관리론
(Tourism Brand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2084 관광소비자행동
(Tourist behavior)

3-3-0-0 부선

0-1
0-2

전선 411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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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글로벌비즈니스학과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21 24

0 45 46
130

단일전공 27 72 19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118002 마케팅
(Marketing)

3-3-0-0 부선

전필 4118025 글로벌 e-비즈니스
(Global e-business)

3-3-0-0 부선

전선 4118003 경영통계
(Business 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118005 경영조직
(Organizational Theory)

3-3-0-0 부선

전선 4118039 회계학원론 2
(Introduction to Accounting 2)

3-3-0-0 부선

전선 4118040 글로벌프로젝트
(Global Project)

2-2-0-0 부선

2-2 전필 4118007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3-3-0-0 부선

전필 4118008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

3-3-0-0 부선

전선 4118001 중급회계 1
(Intermediate Accounting 1)

3-3-0-0 부선

전선 4118012 데이터베이스 기초
(Database Fundamentals)

3-3-0-0 부선

전선 4118016 무역실무
(Global Trade Practices)

3-3-0-0 부선

전선 4118041 국제비즈니스사례연구
(Global Business Case Stud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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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118013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06 빅데이터분석사례
(Big Data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18010 생산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11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3-3-0-0 부선

전선 4118027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118031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3-3-0-0 부선

3-2 전필 4118019 글로벌전략경영
(Global Strategic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04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3-0-0 부선

전선 4118020 투자론
(Investment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18024 비즈니스 인텔리젠스와 데이터마이닝
(Introduction to Business Intelligence and Data Mining)

3-3-0-0 부선

전선 4118029 연구방법론
(Business Research Methods)

3-3-0-0 부선

전선 4118035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Governance)

3-3-0-0 부선

4-1 전필 4118042 글로벌인적자원관리
(Global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22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Finance)

3-3-0-0 부선

전선 4118023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28 혁신경영론
(Innovation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18043 국제경영법
(International Business Law)

3-3-0-0 부선

전선 4118044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Asia-Pacific Studies)

3-3-0-0 부선

4-2 전선 4118032 졸업논문
(Theis)

3-3-0-0 부선

전선 4118033 국제정치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118034 국제거래협상론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s)

3-3-0-0 부선

전선 4118038 경영윤리
(Business Eth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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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7과목(21학점) 30과목(91학점) 37과목(11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7004 전선 국제무역론 국제무역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18045 국제기업가정신
(Global Entrepreneurship)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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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118046 글로벌인턴십 1
(Global Internship 1)

6-0-24-0

전선 4118047 글로벌인턴십 2
(Global Internship 2)

3-0-12-0

0-1
0-2

전선 4118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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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공과대학

2.1 기계융합공학부
Division of Advanced Mechanical Engineering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43001 CAD
(Computer-Aided Design)

3-3-0-0 부필 메카

1-2 전선 4143002 정역학
(Statics)

3-3-0-0 부선 의용

2-1 전필 4143003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3-3-0-0 부필 메카

전필 4143004 동역학
(Dynamics)

3-3-0-0 부필 의용

전필 4143005 열역학
(Thermodynamics)

3-3-0-0 부필 의용

전선 4143006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0-0-3 부선

2-2 전필 4143004 동역학
(Dynamics)

3-3-0-0 부필 메카

전필 4143007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3-0-0 부필 메카

3-1 전필 4143005 열역학
(Thermodynamics)

3-3-0-0 부선 메카

전필 4143007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3-0-0 부필 의용
인필

전필 4143008 제어공학
(Control Engineering)

3-3-0-0 부선 메카
의용(전선)

전선 4143009 생산제조공학
(Manufacturing Process)

3-3-0-0 부선 의용

전선 4143010 기계설계
(Machine Design)

3-1-0-2 부선 메카

전선 4143011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9-0 부선 의용

3-2 전필 4143009 생산제조공학
(Manufacturing Process)

3-3-0-0 부선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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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기계융합공학부 5과목(15학점) 8과목(24학점) 13과목(39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143010 기계설계
(Machine Design)

3-1-0-2 부필 의용

전선 4143011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9-0 부선 의용

전선 4143012 기계진동
(Mechanical Vibration)

3-3-0-0 부선 메카

4-1 전선 4143013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3 부선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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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용공학전공(Program of Mechan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24 48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8 24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38059 의용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138110 의용전자공학
(Biomedical Electronic Engineering)

3-3-0-0 부선

2-2 전선 4138013 메카니즘 설계 및 해석
(Mechanism Design and Analysis)

3-2-0-1 부선

전선 4138114 의용전자설계
(Biomedical Electronic Circuit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8127 응용고체역학
(Applied Sol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38128 응용열역학
(Applied Thermodynamics)

3-3-0-0 부선

3-1 전선 4138071 공학도를 위한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for Engineers)

3-3-0-0 부선

전선 4138076 공학소프트웨어응용
(Engineering Software Application)

3-2-0-1 부선

전선 4138078 생체계측
(Biomedical and Medical Measurement)

3-3-0-0 부선

전선 4138079 생체재료
(Biomaterials Science)

3-3-0-0 부선

전선 4138102 내연기관 및 설계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8116 열 및 물질전달
(Heat and Mass Transfer)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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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138037 기초유한요소법
(Introduction to Finite Element Method)

3-2-0-1 부필 인필

전선 4138061 생체역학
(Bio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38081 재료 및 기계역학실험
(Material and Mechanical Engineering Experiment)

3-1-4-0 부선

전선 4138084 의용공학실험
(Biomedical Engineering Experiments)

3-1-4-0 부선

전선 4138119 생체신호처리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8129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38130 열동력
(Thermal Power)

3-3-0-0 부선

4-1 전선 4138024 금형설계
(Die and Mol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8039 기체역학
(Gas Dynamics)

3-3-0-0 부선

전선 4138086 열유체공학실험
(Thermal-Fluid Engineering Experiment)

3-1-4-0 부선

전선 4138103 마이크로컴퓨터의학응용
(Microcomputer for Medical Applications)

3-3-0-0 부선

전선 4138104 의료기기
(Medical Instrument)

3-3-0-0 부선

전선 4138120 수송기계
(Transportation System)

3-2-0-1 부선

전선 4138121 성형공정해석
(Forming Processes and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8122 의료영상
(Medical Image)

3-3-0-0 부선

4-2 전선 4138048 공기조화 및 냉동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3-3-0-0 부선

전선 4138051 자동차구조설계
(Automotive Structure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8091 전산유체역학 및 설계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and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8096 재활공학
(Introduction to Rehabilit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8124 의용재료파괴강도학
(Biomaterial Fracture Strength)

3-3-0-0 부선

전선 4138125 인체모델링
(Human Model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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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34과목(102학점) 35과목(10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049 전선 의료기기설계 LINC 사업단

4900065 전선 의료융합생체역학 LINC 사업단

4900076 전선 의료융합인체생리학 LINC 사업단

4900080 전선 의료융합CAD LINC 사업단

4900107 전선 의료기기개론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38126 의용방사선
(Medical Radi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138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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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Program of Mechatronic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24 50 0 74 16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5 27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141106 기초회로설계
(Basic Circuit Design)

3-3-0-0 부필

2-2 전선 4141108 회로설계응용 및 실험
(Circuit Design and Application Experiment)

3-2-0-2 부선

전선 4141109 응용고체역학
(Applied Sol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41110 메카트로닉스소재
(Mechtronics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41111 메카트로닉스 구동 메커니즘 설계
(Design of Mechatronic Mechanisms and Actuation Systems)

3-3-0-0 부선

3-1 전필 4141112 마이크로콘트롤러실습 및 응용
(Practice and Application of Microcontrollers)

3-2-0-2 부선

전선 4141144 응용유체역학
(Applied Sol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41085 마이크로나노가공기술
(Micro-Nano Fabrication)

3-3-0-0 부선

전선 4141118 메카트로닉스시스템동적설계
(Dynamic Design of Mechatronic Systems)

3-3-0-0 부선

3-2 전선 4141121 동력전송요소설계
(Power Transmission Elements Design)

3-2-0-2 부선

전선 4141122 적응형요소기술
(Adaptive Component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41124 유연구조물설계공학
(Design of Flexible Structure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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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141027 제어계설계 및 디지털제어
(Analog and Digital Control System Design)

3-2-0-2 부선

전선 4141084 압축성유체유동
(Compressible Fluid Flow)

3-3-0-0 부선

전선 4141090 마이크로시스템공학
(Microsystem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1094 임베디드시스템설계및응용
(Design and Application of Imbedded Systems)

3-1-2-1 부선

전선 4141116 솔리드모델응용설계
(Solid Model Application Design)

3-3-0-0 부선

전선 4141148 열전달
(Heat Transfer)

3-3-0-0 부선

4-1 전선 4141031 정밀공학
(Precis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1037 소음제어공학
(Noise Contro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1047 항공공학
(aeronaut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1080 Bio-MEMS개론
(Introduction to Bio-MEMS)

3-3-0-0 부선

전선 4141100 휴먼로봇시스템
(Human Robot System)

3-3-0-0 부선

전선 4141125 메카트로닉기술응용및실험
(Application and Experiment of a Mechatronic Technology)

3-2-2-0 부선

전선 4141131 공학통계학특론
(Advanced Engineering 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141137 풍력공학개론
(Introduction to Wind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1145 포토마스크기술
(PhotoMask Technology)

3-3-0-0 부선

4-2 전선 4141086 연료전지개론
(Introduction to Fuelcell)

3-3-0-0 부선

전선 4141093 의용메카트로닉스시스템
(Biomedical Mechatronic Systems)

3-3-0-0 부선

전선 4141136 구조해석 및 설계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3-2-0-2 부선

전선 4141139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41141 나노바이오시스템
(Nano-Biosystems)

3-3-0-0 부선

전선 4141146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3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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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36과목(108학점) 38과목(11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41149 풍력터빈공기역학
(Wind Turbine Aerodynamics)

3-3-0-0 부선

전선 4141150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41151 고성능메카트로닉스설계
(The Design of High Performance Mechatronics)

3-3-0-0 부선

전선 4141128 풍력터빈제어
(Wind Turbine Control)

3-3-0-0 부선

0-1
0-2

전선 414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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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노응용공학과
Department of Nano Applied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34 36 0 70 20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2 20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교과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 기초설계(4135104) → 재료설계 1(4135139) → 재료설계 2(4135140) → 종합설계(4135148)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35134 소재공학개론 1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1)

3-3-0-0 부필

1-2 전필 4135135 소재공학개론 2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2)

3-3-0-0 부필

2-1 전필 4135052 재료열역학 1
(Thermodynamics of Materials 1)

3-3-0-0 부필

전필 4135136 소재공학실험 1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1)

1-0-2-0 부필

전선 4135022 재료의 미세구조
(Microstructure of Materials)

3-3-0-0 부필

전선 4135127 나노재료와 기술개론
(Introduction to Nanomaterials and Nan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35128 바이오재료개론
(Introduction of Biomaterials)

3-3-0-0 부선

2-2 전필 4135055 재료열역학 2
(Thermodynamics of Materials 2)

3-3-0-0 부필

전필 4135104 기초설계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3-0-0-3 부선

전필 4135137 소재공학실험 2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2)

1-0-2-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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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5075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5078 전자물성개론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6 바이오소자개론
(Introduction to Biodevice)

3-3-0-0 부선

3-1 전필 4135037 재료의 기계적 거동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3-3-0-0 부선

전필 4135060 재료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3-3-0-0 부선

전필 4135124 나노소재공학실험 1
(Nano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1)

1-0-2-0 부선

전필 4135139 재료설계 1
(Material Design 1)

3-0-0-3 부선

전선 4135040 고체결함
(Defects in Solid)

3-3-0-0 부선

전선 4135046 반도체재료
(Semiconducting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3 나노분말제조공정
(Nano Powder Synthesis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31 부식 및 방식
(Corrosion & Corrosion Prevention)

3-3-0-0 부선

전선 4135133 세라믹바이오재료제조공정
(Bioceramic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3-3-0-0 부선

3-2 전필 4135125 나노소재공학실험 2
(Nano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2)

1-0-2-0 부선

전필 4135140 재료설계 2
(Material Design 2)

3-0-0-3 부선

전선 4135042 계면공학
(Interfac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5076 X-선결정학 및 실험
(X-ray Crystallography and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135089 탄소재료
(Carbon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1 기능성나노세라믹스
(Functional Nanoceramics)

3-3-0-0 부선

전선 4135122 나노박막제조공정
(Thin Film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45 플라즈마나노바이오응용
(Plasma Assisted Nano-Bio Applications)

3-3-0-0 부선

전선 4135147 금속재료
(Metallic Material)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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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필 4135148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5048 자성재료
(Magnetic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6 나노재료분석학
(Instrumental Analysis of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9 바이오재료와 생체반응
(Interface Reactions of Bi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38 에너지저장나노소재
(Energy Storage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2 저차원나노소재
(Low Dimensional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9 광학재료
(Optical Material)

3-3-0-0 부선

4-2 전필 4135148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5036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0 금속재료의 제조공정
(Metallic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30 반도체나노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41 재료의 생체응용
(Biological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4 친환경나노소재
(Eco-Nanomaterials)

3-3-0-0 부선

0-1
0-2

전선 413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전선 4135118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0-9-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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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6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35134 소재공학개론 1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1)

3-3-0-0 부필

1-2 전필 4135135 소재공학개론 2
(Introduction to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2)

3-3-0-0 부필

2-1 전필 4135052 재료열역학 1
(Thermodynamics of Materials 1)

3-3-0-0 부필

전필 4135136 소재공학실험 1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1)

1-0-2-0 부필

전선 4135022 재료의 미세구조
(Microstructure of Materials)

3-3-0-0 부필

전선 4135127 나노재료와 기술개론
(Introduction to Nanomaterials and Nan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35128 바이오재료개론
(Introduction of Biomaterials)

3-3-0-0 부선

2-2 전필 4135055 재료열역학 2
(Thermodynamics of Materials 2)

3-3-0-0 부필

전필 4135137 소재공학실험 2
(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2)

1-0-2-0 부필

전선 4135104 기초설계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3-0-0-3 부선

전선 4135075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5078 전자물성개론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6 바이오소자개론
(Introduction to Biodevice)

3-3-0-0 부선

3-1 전필 4135037 재료의 기계적 거동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3-3-0-0 부선

전필 4135060 재료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3-3-0-0 부선

전필 4135124 나노소재공학실험 1
(Nano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1)

1-0-2-0 부선

전필 4135139 재료설계 1
(Material Design 1)

3-0-0-3 부선

전선 4135040 고체결함
(Defects in Solid)

3-3-0-0 부선



98 ․ 강원대학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35046 반도체재료
(Semiconducting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3 나노분말제조공정
(Nano Powder Synthesis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31 부식 및 방식
(Corrosion & Corrosion Prevention)

3-3-0-0 부선

전선 4135133 세라믹바이오재료제조공정
(Bioceramic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3-3-0-0 부선

3-2 전필 4135125 나노소재공학실험 2
(Nanomaterials Engineering Experiment 2)

1-0-2-0 부선

전선 4135042 계면공학
(Interfac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5076 X-선결정학 및 실험
(X-ray Crystallography and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135089 탄소재료
(Carbon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1 기능성나노세라믹스
(Functional Nanoceramics)

3-3-0-0 부선

전선 4135122 나노박막제조공정
(Thin Film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40 재료설계 2
(Material Design 2)

3-0-0-3 부선

전선 4135145 플라즈마나노바이오응용
(Plasma Assisted Nano-Bio Applications)

3-3-0-0 부선

전선 4135147 금속재료
(Metallic Material)

3-3-0-0 부선

4-1 전선 4135048 자성재료
(Magnetic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6 나노재료분석학
(Instrumental Analysis of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9 바이오재료와 생체반응
(Interface Reactions of Bi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38 에너지저장나노소재
(Energy Storage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2 저차원나노소재
(Low Dimensional Nan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8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5149 광학재료
(Optical Material)

3-3-0-0 부선

4-2 전필 4135148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6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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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14과목(34학점) 31과목(90학점) 45과목(124학점)

일   반 10과목(22학점) 35과목(102학점) 45과목(12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35036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20 금속재료의 제조공정
(Metallic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30 반도체나노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35141 재료의 생체응용
(Biological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5144 친환경나노소재
(Eco-Nanomaterials)

3-3-0-0 부선

0-1
0-2

전선 413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전선 4135118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0-9-0 부선



100 ․ 강원대학교

2.3 도시건축학부
Division of Urban Design & Architecture

공통 교과목

4학년으로 편성된 교과목은 2018학년도에 개설할 예정이다.

건축학전공 학생은 건축시공(4142004) 교과목을 2018학년도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142001 일반구조
(Building Systems)

3-3-0-0 부선

2-2 전필 4142002 건축사 1
(History of Architecture 1)

3-3-0-0 부선 건축공학
(전선)

전선 4142003 건축디자인과조형
(Architectural design and visual perception)

3-3-0-0 부선

3-1 전필 4142004 건축시공
(Building Construction)

3-3-0-0 부선 건축학
(4-1)

4-1 전선 4142005 BIM기반건축적산
(BIM Based Building Cost Estimate)

2-1-2-0 부선

4-2 전필 4142006 건축법규
(Building Code and Regulation)

3-3-0-0 부선 건축공학
(전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건축공학전공 2과목(6학점) 4과목(11학점) 6과목(17학점)

건축학전공 4과목(12학점) 2과목(5학점) 6과목(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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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Major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55 35 0 90 0 140복수전공

단일전공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32093 창의적 공학설계
(Creative Desig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3-0-0-6 부선 설계(3)

전필 4132099 건축설계 1
(Architectural Design 1)

3-1-0-4 부선

1-2 전필 4132100 건축설계 2
(Architectural Design 2)

3-1-0-4 부선

전필 4132104 건축의 이해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3-3-0-0 부선

2-1 전필 4132064 정역학 및 실습
(Statics and Practice)

2-1-2-0 부선

전필 4132122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

2-2-0-0 부선

2-2 전필 4132014 동역학
(Dynamics)

2-1-2-0 부선

전필 4132041 건설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2003 CAD
(Computer Aided Design)

2-0-4-0 부선

3-1 전필 4132007 구조역학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3-3-0-0 부선

전필 4132067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설계 1
(Reinforced Concret Structures and Design 1)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23 건축환경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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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32097 건축위생설비
(Architectural Sanitation)

3-3-0-0 부선

전선 4132106 건설공정 및 설계
(Construction Scheduling & Design)

3-2-0-2 부선 설계(1)

3-2 전필 4132074 자연채광 및 건축조명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3-2-0-1 부선 설계(1)

전필 4132076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설계 2
(Reinforced Concret Structures and Design 2)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09 건축설계 3
(Architectural Design 3)

3-1-0-4 부선

전필 4132112 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1-0-0-2 부선 설계(1)

전선 4132089 건축재료설계
(Design of Building Materials)

3-2-0-2 부선 설계(1)

전선 4132124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2125 건축열환경
(Architectural Thermal Environment)

3-3-0-0 부선

4-1 전필 4132078 건축통합설계
(Architectural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설계(3)

전필 4132105 강구조 및 설계
(Steel Structures and Design)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26 건축음향학
(Architectural Acoustics)

3-2-0-1 부선 설계(1)

전선 4132039 현장답사
(Site Survey)

1-0-3-0 부선

전선 4132054 공기조화설비
(Building HVAC Systems)

3-3-0-0 부선

전선 4132056 구조계획 및 설계
(Structural Planning and Design)

2-1-0-2 부선 설계(1)

전선 4132071 친환경건축기술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2-1-0-2 부선

전선 4132095 건설관리 1
(Construction Management 1)

3-3-0-0 부선

전선 4132110 건축실무연수 1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1)

3-0-9-0 부선

전선 4132115 BIM기반건축적산
(BIM Based Building Cost Estimate)

2-1-2-0 부선

4-2 전선 4132052 건축법규
(Building Codes and Regulations)

2-2-0-0 부선

전선 4132096 건설관리 2
(Construction Management 2)

3-2-2-0 부선

전선 4132107 건전도진단실험
(Health Monitoring Diagnostic Testing)

3-2-2-0 부선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03

◎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32108 건축방재공학
(Architectural Disaster Mitig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2111 건축실무연수 2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2)

3-0-9-0 부선

전선 4132127 건물유지 및 품질관리
(Building Maintenance & Quality Management)

3-3-0-0 부선

0-1
0-2

전선 413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32093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Design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3-0-0-6 부선 설계(3)

전필 4132099 건축설계 1
(Architectural Design 1)

3-1-0-4 부선

1-2 전필 4132100 건축설계 2
(Architectural Design 2)

3-1-0-4 부선

전필 4132104 건축의 이해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3-3-0-0 부선

2-1 전필 4132064 정역학 및 실습
(Statics and Practice)

2-1-2-0 부선

전필 4132122 건축재료
(Building Material)

2-2-0-0 부선

2-2 전필 4132014 동역학
(Dynamics)

2-1-2-0 부선

전필 4132041 건설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2003 CAD
(Computer Aided Design)

2-0-4-0 부선

3-1 전필 4132007 구조역학
(Mechanics of Architectural Structures)

3-3-0-0 부선

전필 4132067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설계 1
(Reinforced Concret Structures and Design 1)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23 건축환경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3-3-0-0 부선

전선 4132097 건축위생설비
(Architectural Sanit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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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32106 건설공정 및 설계
(Construction Scheduling & Design)

3-2-0-2 부선 설계(1)

3-2 전필 4132074 자연채광 및 건축조명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

3-2-0-1 부선 설계(1)

전필 4132076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설계 2
(Reinforced Concret Structures and Design 2)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09 건축설계 3
(Architectural Design 3)

3-1-0-4 부선

전필 4132112 공학설계
(Integrated Design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1-0-0-2 부선 설계(1)

전선 4132089 건축재료설계
(Design of Building Materials)

3-2-0-2 부선 설계(1)

전선 4132124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2125 건축열환경
(Architectural Thermal Environment)

3-3-0-0 부선

4-1 전필 4132078 건축통합설계
(Architectural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설계(3)

전필 4132105 강구조 및 설계
(Steel Structures and Design)

3-2-0-2 부선 설계(1)

전필 4132126 건축음향학
(Architectural Acoustics)

3-2-0-1 부선 설계(1)

전선 4132039 현장답사
(Site Survey)

1-0-3-0 부선

전선 4132054 공기조화설비
(Building HVAC Systems)

3-3-0-0 부선

전선 4132056 구조계획 및 설계
(Structural Planning and Design)

2-1-0-2 부선 설계(1)

전선 4132071 친환경건축기술
(Technology of Sustainable Architecture)

2-1-0-2 부선

전선 4132095 건설관리 1
(Construction Management 1)

3-3-0-0 부선

4-1 전선 4132110 건축실무연수 1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1)

3-0-9-0 부선

전선 4132115 BIM기반건축적산
(BIM Based Building Cost Estimate)

2-1-2-0 부선

4-2 전선 4132052 건축법규
(Building Codes and Regulations)

2-2-0-0 부선

전선 4132096 건설관리 2
(Construction Management 2)

3-2-2-0 부선

전선 4132107 건전도진단실험
(Health Monitoring Diagnostic Testing)

3-2-2-0 부선

전선 4132108 건축방재공학
(Architectural Disaster Mitig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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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19과목(52학점) 20과목(54학점) 39과목(106학점)

일   반 19과목(52학점) 20과목(54학점) 39과목(10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32111 건축실무연수 2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Design Practice 2)

3-0-9-0 부선

전선 4132127 건물유지 및 품질관리
(Building Maintenance & Quality Management)

3-3-0-0 부선

0-1
0-2

전선 413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106 ․ 강원대학교

건축학전공[5년제](Major in Architec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건축학인증
7 12 2 12 33 111 26 0 137 0 170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31092 건축설계스튜디오 1
(Architectural Design Studio 1)

6-4-8-0 부필

전필 4131102 건축의이해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3-3-0-0 부선

1-2 전필 4131093 건축설계스튜디오 2
(Architectural Design Studio 2)

6-4-8-0 부필

2-1 전필 4131094 건축설계스튜디오 3
(Architectural Design Studio 3)

6-4-8-0 부필

전필 4131106 한국건축의 이해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3-3-0-0 부선

전필 4131107 건축설계이론
(Archiatectural Design Theory)

3-3-0-0 부선

2-2 전필 4131095 건축설계스튜디오 4
(Architectural Design Studio 4)

6-4-8-0 부필

3-1 전필 4131096 건축설계스튜디오 5
(Architectural Design Studio 5: Capstone Design)

6-4-8-0 부선

전필 4131108 친환경주거계획
(Design Method for The Adaptable and Sustainable Housing)

3-3-0-0 부선

전필 4131109 건축사 2
(History of Architecture 2)

3-3-0-0 부선

전필 4131110 건축환경과 설비이해
(Environment and Energy Basic)

3-3-0-0 부선

전필 4131111 건축형상과 재료
(Form and Materials in Architecture)

3-3-0-0 부선

전선 4131023 조경계획 및 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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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131031 환경친화건축
(Ecological Building Studie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3-3-0-0 부선

전필 4131097 건축설계스튜디오 6
(Architectural Design Studio 6: Capstone Design)

6-4-8-0 부선

전필 4131113 도시형태이해
(Understanding of Urban Morphology)

3-3-0-0 부선

전필 4131114 건축구조디자인
(Architectural Structure Design)

3-2-2-0 부선

전선 4131017 건축프로그래밍
(Architecture Programming)

3-3-0-0 부선

전선 4131112 건축과미디어
(Media and Communications)

3-2-2-0 부선

4-1 전필 4131008 건축재료와 구법
(Materials and Assemblies in Architecture)

3-3-0-0 부선

전필 4131025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3-3-0-0 부선

전필 4131081 건축법규
(Building Code and Regulation)

3-3-0-0 부선

전필 4131098 건축설계스튜디오 7
(Architectural Design Studio 7)

6-4-8-0 부선

전선 4131070 도시계획 및 설계
(Urban Planning and Design)

3-3-0-0 부선

전선 4131088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3-2-2-0 부선

전선 4131105 외부환경디자인
(Exterior Design)

3-3-0-0 부선

4-2 전필 4131026 건축설비
(Control of Building Systems)

3-3-0-0 부선

전필 4131056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3-2-2-0 부선

전필 4131099 건축설계스튜디오 8
(Architectural Design Studio 8)

6-4-8-0 부선

전선 4131033 건축이론
(Theory of Architecture)

3-3-0-0 부선

전선 4131041 건축리모델링
(Architectural Remodeling)

3-3-0-0 부선

전선 4131072 건축과 경관
(Architecture in Landscapes)

3-3-0-0 부선

전선 4131091 건축디테일의 구상
(Detail Desig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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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6과목(108학점) 22과목(63학점) 48과목(17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5-1 전필 4131020 건축과 사회
(Architecture and Society)

3-3-0-0 부선

전필 4131059 건물시스템
(Building Systems)

3-3-0-0 부선

전필 4131100 건축설계스튜디오 9
(Architectural Design Studio 9)

6-4-8-0 부선

전선 4131038 강원지역건축
(Architecture in Kangwon Province)

3-3-0-0 부선

전선 4131071 전통건축과 현대
(Traditional Architecture in Contemporary Culture)

3-3-0-0 부선

전선 4131076 건축기획 및 관리
(Pre-Design and Project Management)

3-3-0-0 부선

5-2 전필 4131077 건축실무
(Professional Practice)

3-3-0-0 부선

전필 4131101 건축설계스튜디오 10
(Architectural Design Studio 10)

6-4-8-0 부선

전선 4131062 건축현장실습
(Field Practice)

2-0-6-0 부선

전선 4131078 보존과 개발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31080 건축답사
(Architectural Journey)

1-0-3-0 부선

전선 4131082 건강과 건축
(Architecture and Health)

3-3-0-0 부선

전선 4131089 건축과 도시
(City and Architecture)

3-3-0-0 부선

0-1
0-2

전선 413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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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물공학과
Department of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27 45 8 80 10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7 15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매 학기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36056 생물공학개론
(Introduction of Biotechnology)

3-3-0-0 부선

2-1 전필 4136034 생물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Biotechnology)

2-0-0-2 부선

전필 4136072 생물공학기초실험 1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Basic Lab 1)

2-0-4-0 부선

전선 4136036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6069 생물공학계산
(Stoichiometry in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36074 미생물학 1
(Microbiology 1)

3-3-0-0 부선

2-2 전필 4136073 생물공학기초실험 2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Basic Lab 2)

1-0-3-0 부선

전선 4136040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6041 생물전달현상
(Transport Phenomena In Biosystem)

3-3-0-0 부선

전선 4136049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6075 미생물학 2
(Microbiology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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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136020 단위조작설계
(Unit Operation and Design in Biological Process)

3-2-0-1 부선

전필 4136043 생물반응공학설계
(Bioreactor Engineer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필 4136044 생물공학제품설계
(Bioproduct Design)

2-0-0-2 부선

전필 4136076 생물공학전공실험 1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Lab 1)

2-0-4-0 부선

전선 4136004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136037 생화학 1
(Bio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136045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6078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3-2 전필 4136023 생물공정설계
(Bioprocess Engineering Design)

3-2-0-1 부선

전필 4136046 발효공학설계
(Fermentation Engineer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필 4136077 생물공학전공실험 2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Lab 2)

1-0-3-0 부선

전선 4136006 생리활성천연물
(Biogenic Natur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136029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9-0 부선

전선 4136030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9-0 부선

전선 4136042 생화학 2
(Bio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136047 발효식품학
(Fermented Food)

3-3-0-0 부선

전선 4136048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3-3-0-0 부선

4-1 전필 4136028 생물공학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전필 4136079 생물공학전공실험설계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Lab Design)

2-0-3-1 부선

전선 4136012 단백질공학
(Protei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6013 생물기기분석
(Bio Measurement and Instrument)

3-3-0-0 부선

전선 4136015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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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2과목(27학점) 35과목(98학점) 47과목(12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6029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9-0 부선

전선 4136030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9-0 부선

전선 4136058 생물공학특강 1
(Specific topics in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1)

2-2-0-0 부선

전선 4136060 세포조직공학
(Cell and Tissu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6080 생의약공학
(Biomedicin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6081 바이오에너지공학
(Bioenergy Technology)

3-3-0-0 부선

4-2 전선 4136001 산업미생물학
(Industrial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136016 생체열역학
(Biothermodynamics)

2-2-0-0 부선

전선 4136018 생물공학전공연구
(Research in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2-0-4-0 부선

전선 4136029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9-0 부선

전선 4136030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9-0 부선

전선 4136053 공장설계
(Plant Design)

2-0-0-2 부선

전선 4136054 바이오산업법규
(Bioindustry Related Laws)

2-2-0-0 부선

전선 4136059 생물공학특강 2
(Specific topics in Bioengineering and Technology 2)

2-2-0-0 부선

전선 4136061 시스템생물공학
(Systems Biotechnology)

2-2-0-0 부선

전선 4136071 유전체학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136082 생물소재공학
(Biomateri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6083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13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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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스템경영공학과
Department of System & Management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6 66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0 42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37110 산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3-0-0 부선

1-2 전필 4137058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1-0-2 부선

2-1 전선 4137024 인간공학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3-3-0-0 부필

전선 4137087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3-3-0-0 부필

전선 4137088 시스템경영통계 1
(Theory of System Management Statistics 1)

3-3-0-0 부필

전선 4137089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3-3-0-0 부선

전선 4137090 경영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3-3-0-0 부선

전선 4137091 서비스작업표준화
(Service Work Standardization)

3-3-0-0 부선

전선 4137092 CAD
(Computer Aided Design)

3-3-0-0 부선

2-2 전선 4137030 Database 응용
(Database Application)

3-3-0-0 부선

전선 4137060 통합생산계획 및 통제
(Intergrated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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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7064 인지공학
(Cognitiv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7071 CIM
(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3-3-0-0 부선

전선 4137093 시스템경영통계 2
(Theory of System Management Statistics 2)

3-3-0-0 부선

전선 4137094 게임공학
(Gamific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7095 경영과학 2
(Management Science 2)

3-3-0-0 부선

3-1 전선 4137070 HCI설계
(Human-Computer Interface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7096 품질관리 1
(Quality Control 1)

3-0-0-3 부선

전선 4137097 SME 프로그래밍실습
(Computer Programming Practice in SME)

3-2-2-0 부선

전선 4137098 기술혁신 1
(Technology Innovation 1)

3-3-0-0 부필

전선 4137099 정보시스템설계 및 통합
(Information System Design and Integration)

3-1-0-2 부선

전선 4137100 지능형알고리즘
(Intelligent Algorithm)

3-3-0-0 부선

전선 4137101 최적화실험계획 및 설계
(Experimental Planning and Design for Optimization)

3-2-0-1 부선

3-2 전선 413701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필

전선 4137069 설비계획 및 설계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7102 산업안전보건관리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37103 시스템신뢰성분석
(System Reliability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7105 기술혁신 2
(Technology Innovation 2)

3-2-0-1 부선

전선 4137107 융합시스템최적설계
(Optimal Design in Convergence System)

3-2-0-1 부선

4-1 전필 4137111 산업공학종합설계
(Industri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7027 시뮬레이션
(Simulation)

3-3-0-0 부선

전선 4137033 물류관리
(Logistics Manage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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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7106 인간중심제품설계 및 혁신
(Human Centered Product Design and Innovation)

3-1-0-2 부선

전선 4137108 ICT시스템최적화
(Optimization in ICT System)

3-3-0-0 부필

4-2 전필 4137111 산업공학종합설계
(Industri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7042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3-3-0-0 부선

전선 4137104 품질관리 2
(Quality Control 2)

3-3-0-0 부선

전선 4137112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0-9-0 부선

0-1
0-2

전선 413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37110 산업공학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Engineering)

3-3-0-0 부선

1-2 전선 4137058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1-0-2 부선

2-1 전선 4137024 인간공학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3-3-0-0 부필

전선 4137087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3-3-0-0 부필

전선 4137088 시스템경영통계 1
(Theory of System Management Statistics 1)

3-3-0-0 부필

전선 4137089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3-3-0-0 부선

전선 4137090 경영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3-3-0-0 부선

전선 4137091 서비스작업표준화
(Service Work Standardization)

3-3-0-0 부선

전선 4137092 CAD
(Computer Aided Desig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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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7030 Database 응용
(Database Application)

3-3-0-0 부선

전선 4137060 통합생산계획 및 통제
(Intergrated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3-3-0-0 부선

전선 4137064 인지공학
(Cognitiv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7071 CIM
(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3-3-0-0 부선

전선 4137093 시스템경영통계 2
(Theory of System Management Statistics 2)

3-3-0-0 부선

전선 4137094 게임공학
(Gamific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7095 경영과학 2
(Management Science 2)

3-3-0-0 부선

3-1 전선 4137070 HCI설계
(Human-Computer Interface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7096 품질관리 1
(Quality Control 1)

3-0-0-3 부선

전선 4137097 SME 프로그래밍실습
(Computer Programming Practice in SME)

3-2-2-0 부선

전선 4137098 기술혁신 1
(Technology Innovation 1)

3-3-0-0 부필

전선 4137099 정보시스템설계 및 통합
(Information System Design and Integration)

3-1-0-2 부선

전선 4137100 지능형알고리즘
(Intelligent Algorithm)

3-3-0-0 부선

전선 4137101 최적화실험계획 및 설계
(Experimental Planning and Design for Optimization)

3-2-0-1 부선

3-2 전선 413701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필

전선 4137069 설비계획 및 설계
(Facilities Plann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7102 산업안전보건관리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37103 시스템신뢰성분석
(System Reliability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7105 기술혁신 2
(Technology Innovation 2)

3-2-0-1 부선

전선 4137107 융합시스템최적설계
(Optimal Design in Convergence System)

3-2-0-1 부선

4-1 전선 4137027 시뮬레이션
(Simul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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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2과목(6학점) 35과목(105학점) 37과목(111학점)

일   반 - 37과목(111학점) 37과목(11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7033 물류관리
(Logistics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37106 인간중심제품설계 및 혁신
(Human Centered Product Design and Innovation)

3-1-0-2 부선

전선 4137108 ICT시스템최적화
(Optimization in ICT System)

3-3-0-0 부필

전선 4137111 산업공학종합설계
(Industri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3-0-0-6 부선

4-2 전선 4137042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3-3-0-0 부선

전선 4137104 품질관리 2
(Quality Control 2)

3-3-0-0 부선

전선 4137111 산업공학종합설계
(Industrial Engineering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7112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0-9-0 부선

0-1
0-2

전선 413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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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원에너지시스템공학과
Department of Energy and Resource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15 57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5 27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신청하되,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34099 공학기초설계
(Creative Design)

2-0-0-2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108 에너지자원공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Energy and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134038 광물․암석 및 실험
(Earth Material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34039 구조지질 및 실습
(Structural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34109 에너지자원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for Energy Resource Engineers)

3-3-0-0 부선

2-2 전필 4134006 물리탐사 및 실험
(Geophysical Exploration and Lab)

3-2-2-0 부필

전필 4134100 암반공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and Lab)

3-2-2-0 부필

전선 4134087 지질조사 및 탐사야외실습
(Field Geology and Exploration)

1-0-2-0 부선

전선 4134088 지하공간공학
(Underground Spac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97 응용지구화학
(Applied Geochemistry)

3-3-0-0 부선

3-1 전필 4134063 자원처리 및 실험
(Mineral Processing and Lab)

3-2-2-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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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134085 자원지질학
(Resources Geology)

3-3-0-0 부필

전선 4134014 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34080 석유천연가스공학 및 실험
(Petroleum & Natural Gas Engineering & Lab)

3-2-2-0 부선

전선 4134101 자원물리탐사설계
(Geophysical Exploration and Design for Resource)

3-1-0-2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102 채광시스템공학
(Mining 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0 열과 에너지시스템의 이해
(Understanding Heat and Energy Systems)

3-3-0-0 부선

3-2 전선 4134047 자원처리공정설계
(Mineral Processing Design)

3-1-0-2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062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86 지구통계학
(Introduction to Geo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134090 터널굴착 및 설계
(Tunnel Excavation and Design)

3-1-0-2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094 석유시추공학
(Drilling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04 지화학탐사공학
(Geochemical Explor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1 가스하이드레이트공학 및 실험
(Gas Hydrates Engineering and Lab)

3-2-2-0 부선

4-1 전필 4134050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필 인증
필수

전선 4134077 미래에너지공학
(Future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84 자원경제성평가
(Feasibility Study for Mineral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34091 화학야금공학
(Chemical Metallurgy)

3-3-0-0 부선

전선 4134093 발파진동학및설계
(Blasting Engineering and Design)

3-1-0-2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105 지리정보시스템
(GIS)

3-3-0-0 부선

전선 4134112 토목물리탐사공학
(Geophysical exploration for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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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필 4134050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4007 자원재활용
(Solid Waste Recycling)

3-3-0-0 부선

전선 4134103 지반구조해석
(Underground Structure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4113 석유생산공학
(Petroleum Prod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4 소재공학개론
(Fundamentals of Material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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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134058 산업체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1-0-2-0 부선

전선 4134059 산업체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6-0 부선

전선 4134060 산업체현장실습 3
(Field Training 3)

8-0-16-0 부선

0-1
0-2

전선 413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인증
필수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34099 공학기초설계
(Creative Design)

2-0-0-2 부선

전선 4134108 에너지자원공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Energy and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134038 광물․암석 및 실험
(Earth Material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34039 구조지질 및 실습
(Structural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34109 에너지자원 응용역학
(Applied Mechanics for Energy Resource Engineers)

3-3-0-0 부선

2-2 전필 4134006 물리탐사 및 실험
(Geophysical Exploration and Lab)

3-2-2-0 부필

전필 4134100 암반공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and Lab)

3-2-2-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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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4087 지질조사 및 탐사야외실습
(Field Geology and Exploration)

1-0-2-0 부선

전선 4134088 지하공간공학
(Underground Spac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97 응용지구화학
(Applied Geochemistry)

3-3-0-0 부선

3-1 전필 4134063 자원처리 및 실험
(Mineral Processing and Lab)

3-2-2-0 부필

전필 4134085 자원지질학
(Resources Geology)

3-3-0-0 부필

전선 4134014 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34080 석유천연가스공학 및 실험
(Petroleum & Natural Gas Engineering & Lab)

3-2-2-0 부선

전선 4134101 자원물리탐사설계
(Geophysical Exploration and Design for Resource)

3-1-0-2 부선

전선 4134102 채광시스템공학
(Mining 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0 열과 에너지시스템의 이해
(Understanding Heat and Energy Systems)

3-3-0-0 부선

3-2 전선 4134047 자원처리공정설계
(Mineral Processing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4062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86 지구통계학
(Introduction to Geo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134090 터널굴착 및 설계
(Tunnel Excavation and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4094 석유시추공학
(Drilling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04 지화학탐사공학
(Geochemical Explor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1 가스하이드레이트공학 및 실험
(Gas Hydrates Engineering and Lab)

3-2-2-0 부선

4-1 전필 4134050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필

전선 4134077 미래에너지공학
(Future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084 자원경제성평가
(Feasibility Study for Mineral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34091 화학야금공학
(Chemical Metallur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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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5과목(15학점) 33과목(99학점) 38과목(114학점)

일반 5과목(15학점) 33과목(99학점) 38과목(11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4093 발파진동학및설계
(Blasting Engineering and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4105 지리정보시스템
(GIS)

3-3-0-0 부선

전선 4134112 토목물리탐사공학
(Geophysical exploration for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4-2 전필 4134050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전선 4134007 자원재활용
(Solid Waste Recycling)

3-3-0-0 부선

전선 4134103 지반구조해석
(Underground Structure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34113 석유생산공학
(Petroleum Prod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4114 소재공학개론
(Fundamentals of Material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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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134058 산업체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1-0-2-0 부선

전선 4134059 산업체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3-0-6-0 부선

전선 4134060 산업체현장실습 3
(Field Training 3)

8-0-16-0 부선

0-1
0-2

전선 413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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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30 42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12 30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133060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3098 토목전산제도
(CAD for Civil Engineering)

1-0-2-0 부선

2-1 전필 4133007 응용역학 1
(Applied Mechanics 1)

3-3-0-0 부필

전선 4133044 유체역학 1
(Fluid mechanics 1)

3-3-0-0 부선

전선 4133097 위치정보시스템
(Global Positioning Information System)

3-2-2-0 부선

2-2 전필 4133046 유체역학 2
(Fluid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133001 토목재료 및 실험
(Materials & Lab for civil Engineering)

2-1-2-0 부선

전선 4133011 응용역학 2
(Appiled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133061 지반공학
(Geotechnical Engineering)

2-2-0-0 부선

전선 4133088 스마트수처리시스템
(Smart Water Treament System)

3-3-0-0 부선

3-1 전선 4133019 토질역학 및 실험 1
(Soil Mechanics & Lab. 1)

3-2-2-0 부선

전선 4133018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s & Lab.)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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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33086 상하수도시스템공학
(Water & Sewage 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99 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d Structure)

3-3-0-0 부선

전선 4133100 토목RC공학
(Reinforced Concrete for Civil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33101 하중저항계수강구조설계
(LRFD of Steel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33102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of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3-2 전필 4133023 토질역학 및 실험 2
(Soil Mechanics & Lab. 2)

3-2-2-0 부필

전필 4133092 위치정보응용시스템설계
(Global Positioning Information Applied System Design)

3-2-0-1 부선

전필 4133103 토목RC설계
(Reinforced Concrete Design for Civi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3027 수문학
(Hydrology)

3-3-0-0 부선

전선 4133050 부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33064 수리학 및 설계
(Hydraulics and Design)

3-1-0-2 부필

전선 4133104 Matrix구조해석
(Matrix Analysis of Structures)

3-3-0-0 부선

4-1 전필 4133051 하천공학 및 설계
(River Engineering & Design)

3-1-0-2 부선

전필 413306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전필 4133105 토목구조전산설계
(Computational Design of Civil Structures)

3-1-0-2 부선

전필 4133111 지반구조물공학
(Soil-Structure Intera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32 항만공학
(Habor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67 기초공학및설계
(Foundation Engineer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3090 원격기후변화탐사시스템
(Climatic Change Remote Sensing System)

3-3-0-0 부선

전선 4133106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
(Design of P. S. Concrete Structure)

3-2-0-1 부선

전선 4133107 강구조시스템공학
(Design of Steel Structure System)

3-2-0-1 부선

전선 4133108 교통망 이론
(Theory of Traffic Network)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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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필 413306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33054 해안공학
(Coast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66 교량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 of Bridges)

3-2-0-1 부선

전선 4133071 수자원시스템설계
(Design of Water Resource Systems)

3-2-0-1 부선

전선 4133074 현장실습 1
(Internship Program 1)

3-0-9-0 부선

전선 4133080 터널공학
(Tunne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96 도로계획 및 설계
(Road Planning &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3109 토목관리공학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110 스마트최적화공학
(Smart Optimiz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13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33060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0-0-3 부선

전선 4133098 토목전산제도
(CAD for Civil Engineering)

1-0-2-0 부선

2-1 전필 4133007 응용역학 1
(Applied Mechanics 1)

3-3-0-0 부필

전필 4133097 위치정보시스템
(Global Positioning Information System)

3-2-2-0 부선

전선 4133044 유체역학 1
(Fluid mechanics 1)

3-3-0-0 부선

2-2 전필 4133046 유체역학 2
(Fluid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133001 토목재료 및 실험
(Materials & Lab. for civil Engineering)

2-1-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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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3011 응용역학 2
(Appiled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133061 지반공학
(Geotechnical Engineering)

2-2-0-0 부선

전선 4133088 스마트수처리시스템
(Smart Water Treament System)

3-3-0-0 부선

3-1 전선 4133019 토질역학 및 실험 1
(Soil Mechanics & Lab. 1)

3-2-2-0 부필

전선 4133018 수리학 및 실험
(Hydraulics & Lab.)

3-2-2-0 부선

전선 4133086 상하수도시스템공학
(Water & Sewage 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99 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Determinated Structure)

3-3-0-0 부선

전선 4133100 토목RC공학
(Reinforced Concrete for Civil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33101 하중저항계수강구조설계
(LRFD of Steel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33102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of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3-2 전필 4133023 토질역학 및 실험 2
(Soil Mechanics & Lab. 2)

3-2-2-0 부선

전선 4133027 수문학
(Hydrology)

3-3-0-0 부선

전선 4133050 부정정구조해석
(Analysis of Statically Indeterminated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33064 수리학 및 설계
(Hydraulics and Design)

3-1-0-2 부필

전선 4133092 위치정보응용시스템설계
(Global Positioning Information Applied System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3103 토목RC설계
(Reinforced Concrete Design for Civi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3104 Matrix구조해석
(Matrix Analysis of Structures)

3-3-0-0 부선

4-1 전선 4133032 항만공학
(Habor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51 하천공학 및 설계
(River Engineering &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3067 기초공학및설계
(Foundation Engineering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306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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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11과목(33학점) 33과목(92학점) 44과목(125학점)

일반 4과목(12학점) 40과목(113학점) 44과목(12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3090 원격기후변화탐사시스템
(Climatic Change Remote Sensing System)

3-3-0-0 부선

전선 4133105 토목구조전산설계
(Computational Design of Civil Structures)

3-1-0-2 부선

전선 4133106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
(Design of P. S. Concrete Structure)

3-2-0-1 부선

전선 4133107 강구조시스템공학
(Design of Steel Structure System)

3-2-0-1 부선

전선 4133108 교통망 이론
(Theory of Traffic Network)

3-3-0-0 부선

전선 4133111 지반구조물공학
(Soil-Structure Intera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4-2 전선 4133054 해안공학
(Coast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66 교량계획 및 설계
(Planning and Design of Bridges)

3-2-0-1 부선

전선 413306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전선 4133071 수자원시스템설계
(Design of Water Resource Systems)

3-2-0-1 부선

전선 4133074 현장실습 1
(Internship Program 1)

3-0-9-0 부선

전선 4133080 터널공학
(Tunne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096 도로계획 및 설계
(Road Planning & Design)

3-1-0-2 부선

전선 4133109 토목관리공학
(Construction Management of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3110 스마트최적화공학
(Smart Optimiz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13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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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학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32 40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26 18

0 44 46
140

단일전공 27 71 19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139110 화학공학의이해
(Principle of Chemical Engineering)

2-2-0-0 부선

2-1 전필 4139111 화학공학양론
(Calcula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필 4139112 화학공학실험 1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1)

1-0-3-0 부선

전필 4139115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for Chemical Engineers 1)

3-3-0-0 부필

전선 4139006 공업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1)

3-3-0-0 부선

전선 4139117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1)

1-0-1-1 부선

2-2 전필 4139008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3-3-0-0 부필

전필 4139113 화학공학실험 2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2)

1-0-3-0 부선

전필 4139121 화학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9010 공업수학 2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2)

3-3-0-0 부선 필수
MSC

전선 4139012 공업유기화학 2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2)

3-3-0-0 부선

2-2 전선 4139116 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for Chemical Engineers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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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39118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2)

1-0-1-1 부선

3-1 전필 4139015 화공열전달
(Heat Transfer for Chemical Engineers)

3-2-0-1 부선

전필 4139046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2-0-1 부필

전필 4139054 화공열역학 1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1)

3-2-0-1 부필

전필 4139114 화학공학실험 3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3)

1-0-3-0 부선

전선 4139066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39091 청정석유화학공학
(Clean Petro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09 스마트생체재료설계
(Smart Biomedical Materials Design)

3-3-0-0 부선

전선 4139119 캡스톤디자인 3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

1-0-1-1 부선

전선 4139135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3-2 전필 4139021 물질전달
(Mass Transfer)

3-2-0-1 부필

전선 4139024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3-2-0-1 부선

전선 4139034 분자열역학
(Molecular Thermodynamics)

3-3-0-0 부선

전선 4139047 화학반응기설계
(Chemical Reactor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9055 화공열역학 2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2)

3-2-0-1 부선

전선 4139077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3-3-0-0 부선

전선 4139120 캡스톤디자인 4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4)

1-0-1-1 부선

전선 4139123 콜로이드및계면공학
(Colloid and Surface Engineering)

3-3-0-0 부선

4-1 전필 4139094 종합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9033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3-2-0-1 부선

전선 4139042 화학공정시뮬레이션
(Chemical Process Simulation)

3-0-3-2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139057 분리공정및설계
(Separation Processes and Design)

3-2-0-1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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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9101 제약화학공학
(Pharmaceut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24 화학장치설계
(Chemical Equipment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9125 에너지변환소재
(Energy Conversion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9126 환경화학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Chemical Engineers)

3-3-0-0 부선

전선 4139127 나노화학공정
(Chemical Process in Nano-biotechnology)

3-2-0-1 부선

전선 4139128 화공창업
(Chemical Engineering Start-Up)

3-3-0-0 부선

전선 4139129 콜로퀴움
(Colloquium for Chemical Engineer)

1-0-1-0 부선

전선 4139130 현장실습 1
(Internship Program for Chemical Engineering 1)

3-0-9-0 부선

4-2 전필 4139094 종합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9037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3-2-0-1 부선

전선 4139058 화공경제및공장설계
(Chemical Plant Design and Economics)

3-1-0-2 부선

전선 4139060 청정에너지공학
(Clean Energy Technology)

3-2-0-1 부선

전선 4139061 환경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Technology)

3-2-0-1 부선

전선 4139105 화공촉매공학
(Chemical Engideering Catalyst)

3-3-0-0 부선

전선 4139107 바이오센서공학
(Biosensor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22 화공세미나
(Seminar for Chemical Engineering)

1-0-1-0 부선

전선 4139131 현장실습 2
(Internship Program for Chemical Engineering 2)

3-0-9-0 부선

전선 4139132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33 막분리공정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3-3-0-0 부선

전선 4139134 화공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of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139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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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139110 화학공학의이해
(Principle of Chemical Engineering)

2-2-0-0 부선

2-1 전필 4139111 화학공학양론
(Calcula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필 4139112 화학공학실험 1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1)

1-0-3-0 부선

전필 4139115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for Chemical Engineers 1)

3-3-0-0 부필

전선 4139006 공업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1)

3-3-0-0 부선

전선 4139117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1)

1-0-1-1 부선

2-2 전필 4139008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3-3-0-0 부필

전필 4139113 화학공학실험 2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2)

1-0-3-0 부선

전필 4139121 화학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9010 공업수학 2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2)

3-3-0-0 부선 필수
MSC

전선 4139012 공업유기화학 2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2)

3-3-0-0 부선

전선 4139116 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for Chemical Engineers 2)

3-3-0-0 부선

전선 4139118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2)

1-0-1-1 부선

3-1 전필 4139015 화공열전달
(Heat Transfer for Chemical Engineers)

3-2-0-1 부선

전필 4139046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2-0-1 부필

전필 4139054 화공열역학 1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1)

3-2-0-1 부필

전필 4139114 화학공학실험 3
(Laboratory for Chemical Engineering 3)

1-0-3-0 부선

전선 4139066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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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39091 청정석유화학공학
(Clean Petro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09 스마트생체재료설계
(Smart Biomedical Materials Design)

3-3-0-0 부선

전선 4139119 캡스톤디자인 3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

1-0-1-1 부선

전선 4139135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3-2 전필 4139021 물질전달
(Mass Transfer)

3-2-0-1 부필

전선 4139024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3-2-0-1 부선

전선 4139034 분자열역학
(Molecular Thermodynamics)

3-3-0-0 부선

전선 4139047 화학반응기설계
(Chemical Reactor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9055 화공열역학 2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2)

3-2-0-1 부선

전선 4139077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3-3-0-0 부선

전선 4139120 캡스톤디자인 4
(Capstone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4)

1-0-1-1 부선

전선 4139123 콜로이드및계면공학
(Colloid and Surface Engineering)

3-3-0-0 부선

4-1 전필 4139094 종합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9033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3-2-0-1 부선

전선 4139042 화학공정시뮬레이션
(Chemical Process Simulation)

3-0-3-2 부선

전선 4139057 분리공정및설계
(Separation Processes and Design)

3-2-0-1 부선

전선 4139101 제약화학공학
(Pharmaceutical and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24 화학장치설계
(Chemical Equipment Design for Chemical Engineering)

3-1-0-2 부선

전선 4139125 에너지변환소재
(Energy Conversion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139126 환경화학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for Chemical Engineers)

3-3-0-0 부선

전선 4139127 나노화학공정
(Chemical Process in Nano-biotechnology)

3-2-0-1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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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13과목(32학점) 50과목(132학점) 63과목(164학점)

일반 11과목(26학점) 52과목(138학점) 63과목(16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39128 화공창업
(Chemical Engineering Start-Up)

3-3-0-0 부선

전선 4139129 콜로퀴움
(Colloquium for Chemical Engineer)

1-0-1-0 부선

전선 4139130 현장실습 1
(Internship Program for Chemical Engineering 1)

3-0-9-0 부선

4-2 전필 4139094 종합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3-0-0-6 부선

전선 4139037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3-2-0-1 부선

전선 4139058 화공경제및공장설계
(Chemical Plant Design and Economics)

3-1-0-2 부선

전선 4139060 청정에너지공학
(Clean Energy Technology)

3-2-0-1 부선

전선 4139061 환경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Technology)

3-2-0-1 부선

전선 4139105 화공촉매공학
(Chemical Engideering Catalyst)

3-3-0-0 부선

전선 4139107 바이오센서공학
(Biosensor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22 화공세미나
(Seminar for Chemical Engineering)

1-0-1-0 부선

전선 4139131 현장실습 2
(Internship Program for Chemical Engineering 2)

3-0-9-0 부선

전선 4139132 전기화학공학
(Electro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39133 막분리공정
(Membrane Separation Processes)

3-3-0-0 부선

전선 4139134 화공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of Chemical Engineer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139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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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경공학과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공학인증 7 12 1 30 50 0 72 0 72 18 140

복수전공
7 12 1 30 50 0 42

0 42 48
14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공학인증)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40081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088 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140002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40094 환경유체역학
(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40117 환경공학영어
(Environmental Engineering English)

1-0-2-0 부선

전선 4140124 물질 및 에너지수지
(Mass and Energy Balances)

3-3-0-0 부선

2-2 전선 4140005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40032 물리화학
(Physical Chemisry)

3-3-0-0 부선

전선 4140071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06 환경유기화학
(Environment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3-1 전선 4140011 수질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Water & Wastewater)

3-0-6-0 부선

전선 4140067 기후변화개론
(Introduction to climate chang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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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40112 수환경관리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140116 폐기물처리공학
(Waste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40125 수처리공학
(Water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40126 미기상학
(Micrometeorology)

3-3-0-0 부선

전선 4140127 기초미생물학
(Basic Microbiology)

3-3-0-0 부선

3-2 전선 4140015 대기오염제어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40019 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Air Pollutants)

3-0-6-0 부선

전선 4140061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074 생물학적 폐수 처리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3-3-0-0 부선

전선 4140083 폐기물자원화
(Waste Resource Recovery)

3-3-0-0 부선

전선 4140108 단위공정설계
(Unit Process Design)

3-0-0-3 부선

전선 4140118 환경모델링
(Environmental Modeling)

3-3-0-0 부선

전선 4140128 수질화학
(Water Chemistry)

3-3-0-0 부선

4-1 전선 4140053 폐기물분석 및 실험
(Waste Analysis)

3-0-6-0 부선

전선 4140082 컴퓨터이용설계
(Computer-Aided Design)

3-3-0-0 부선

전선 4140090 환경공학진로탐색
(Environmental Engineering Course search)

1-1-0-0 부선

전선 4140091 환경법
(Environmental Law)

3-3-0-0 부선

전선 4140099 지구규모의 대기오염
(Global Scale Air Pollution)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140107 환경현안주제
(Special Topics)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140109 물질 및 열전달공학
(Material and Heat Transfer)

3-3-0-0 부선

전선 4140110 산업생태학 및 지속가능공학
(Industrial Ecology and Sustainable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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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40129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3-3-0-0 부선

전선 4140130 관망해석 및 설계
(Pipe Network Analysis and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131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34 환경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and Instrumental Analysis)

3-3-0-0 부선

4-2 전선 4140027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nt)

3-3-0-0 부선

전선 414004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102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40104 환경공정동력학
(Process Dynamic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140111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40115 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3-3-0-0 부선

전선 4140121 환경설비제어공학
(Environmental Plant and Contro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32 환경복원공학
(Environmental Restoration)

3-3-0-0 부선

전선 4140133 웹기반환경정보관리
(Web-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140135 온실가스관리
(Greenhouse Gas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40136 화학물질평가 및 관리
(Chem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40137 혐기성소화
(Anaerobic Digester)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140058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9-0 부선

전선 4140059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9-0-27-0 부선

0-1
0-2

전선 414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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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교과목(일반)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40081 창의적공학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088 환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140002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40094 환경유체역학
(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40117 환경공학영어
(Environmental Engineering English)

1-0-2-0 부선

전선 4140124 물질 및 에너지수지
(Mass and Energy Balances)

3-3-0-0 부선

2-2 전선 4140005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40032 물리화학
(Physical Chemisry)

3-3-0-0 부선

전선 4140071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06 환경유기화학
(Environment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3-1 전선 4140011 수질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Water & Wastewater)

3-0-6-0 부선

전선 4140067 기후변화개론
(Introduction to climate change)

3-3-0-0 부선

전선 4140112 수환경관리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140116 폐기물처리공학
(Waste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40125 수처리공학
(Water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40126 미기상학
(Micrometeorology)

3-3-0-0 부선

전선 4140127 기초미생물학
(Basic Microbiology)

3-3-0-0 부선

3-2 전선 4140015 대기오염제어
(Air Pollution Control Engineering)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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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140019 대기오염분석 및 실험
(Analysis of Air Pollutants)

3-0-6-0 부선

전선 4140061 토질 및 기초공학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074 생물학적 폐수 처리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3-3-0-0 부선

전선 4140083 폐기물자원화
(Waste Resource Recovery)

3-3-0-0 부선

전선 4140108 단위공정설계
(Unit Process Design)

3-0-0-3 부선

전선 4140118 환경모델링
(Environmental Modeling)

3-3-0-0 부선

전선 4140128 수질화학
(Water Chemistry)

3-3-0-0 부선

4-1 전선 4140053 폐기물분석 및 실험
(Waste Analysis)

3-0-6-0 부선

전선 4140082 컴퓨터이용설계
(Computer-Aided Design)

3-3-0-0 부선

전선 4140090 환경공학진로탐색
(Environmental Engineering Course search)

1-1-0-0 부선

전선 4140091 환경법
(Environmental Law)

3-3-0-0 부선

전선 4140099 지구규모의 대기오염
(Global Scale Air Pollution)

3-3-0-0 부선 연계

전선 4140107 환경현안주제
(Special Topics)

3-3-0-0 부선 연계

전선 4140109 물질 및 열전달공학
(Material and Heat Transfer)

3-3-0-0 부선

전선 4140110 산업생태학 및 지속가능공학
(Industrial Ecology and Sustainabl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29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3-3-0-0 부선

전선 4140130 관망해석 및 설계
(Pipe Network Analysis and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131 수자원공학
(Water Resource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34 환경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and Instrumental Analysis)

3-3-0-0 부선

4-2 전선 4140027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nt)

3-3-0-0 부선

전선 4140049 종합설계
(Capstone Design)

3-0-0-3 부선 인증
필수

전선 4140102 환경경영
(Environmental Manage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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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공학인증 - 51과목(155학점) 51과목(155학점)

일반 - 51과목(155학점) 51과목(15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40104 환경공정동력학
(Process Dynamic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연계

전선 4140111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40115 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3-3-0-0 부선

전선 4140121 환경설비제어공학
(Environmental Plant and Contro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40132 환경복원공학
(Environmental Restoration)

3-3-0-0 부선

전선 4140133 웹기반환경정보관리
(Web-based Environmen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140135 온실가스관리
(Greenhouse Gas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40136 화학물질평가 및 관리
(Chem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40137 혐기성소화
(Anaerobic Digester)

3-3-0-0 부선 연계

전선 4140058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9-0 부선

전선 4140059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9-0-27-0 부선

0-1
0-2

전선 414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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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 농업생명과학대학

3.1 농업자원경제학과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12 35 9 27

0 36 59
130

단일전공 27 63 3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179003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3-3-0-0 부선

2-1 전필 4179005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0 부선

전필 4179048 경제통계학
(Statistics for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04 농업경영학
(Farm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79057 세계농업문명경제사
(History of World Agricultural Civilization & Economics)

3-3-0-0 부선

2-2 전선 4179006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07 농산물시장론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179011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55 농촌휴양관광경제학
(Economics of Rural Tourism and Recreation)

3-3-0-0 부선

3-1 전선 4179012 토지경제학
(Land Econom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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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79014 농촌조사및실습
(Rural Survey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179033 국제농업개발론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179047 식품경제학
(Food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54 농산업구조론
(Agricultural Industry Structure)

3-3-0-0 부선

전선 4179059 자원경제.정책
(Natural Resource Economics and Policy)

3-3-0-0 부선

전선 4179063 농식품무역통상론
(Agri-food trade theory)

3-3-0-0 부선

3-2 전선 4179018 농업정책학
(Agricultural Policy)

3-3-0-0 부선

전선 4179019 농촌사회학
(Rural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179042 계량분석론
(Econometrics)

3-3-0-0 부선

전선 4179043 협동조합론
(Theory of Cooperative)

3-3-0-0 부선

전선 4179061 환경경제.정책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3-3-0-0 부선

4-1 전선 4179044 지역계획론
(Regional Planning)

3-3-0-0 부선

전선 4179045 농기업론
(Agribusiness)

3-3-0-0 부선

전선 4179056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3-0-0 부선

전선 4179064 농업발전론
(Agricultural Development)

3-3-0-0 부선

4-2 전선 4179051 소비경제학
(Consumer's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53 남북한농업발전론
(Agricultural Development of North and South Korea)

3-3-0-0 부선

전선 4179058 외식산업론
(Introduction to Food Service Industry)

3-3-0-0 부선

전선 4179060 한국근대농업경제사
(Modern History of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9062 기술경제학
(Economics of Techn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179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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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27과목(81학점) 30과목(90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16008 전필 미시경제학 경영․회계학부

4117001 전필 미시경제학 경제․무역학부

4117002 전선 거시경제학 경제․무역학부

4114013 전선 계량경제학 경제학전공

4114038 전선 수리경제학 경제학전공

4114064 전선 환경생태경제학 경제학전공

4115065 전선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국제무역학전공

4171004 전선 재배학원론 생물자원과학부

4180005 전선 재배학원론 원예․시스템공학부

4180012 전선 농업경영학 원예․시스템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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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물자원과학부
Division of Bioresource Sciences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71001 식물병리학
(Plant Pathology)

3-3-0-0 부선 응용
생물

전선 4171002 일반곤충학
(General Entomology)

3-3-0-0 부선 응용
생물

전선 4171004 재배학원론
(Principle of Crop Production)

3-3-0-0 부필 식물
자원

전선 4171012 농업유기화학
(Agricultural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식물
자원

2-2 전선 417100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0 부선 식물
자원

전선 4171007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3-3-0-0 부선 응용
생물

전선 4171008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응용
생물

전선 417100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응용
생물

전선 4171013 작물생리학
(Crop Physiology)

3-3-0-0 부필 식물
자원

3-1 전선 4171010 식물분류학
(Plant Taxonomy)

3-3-0-0 부선 식물
자원

4-1 전선 4171011 잡초방제학
(Weed Control)

3-3-0-0 부선 식물
자원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생물자원과학부 - 11과목(33학점) 11과목(33학점)



144 ․ 강원대학교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Applied Plant Sciences Program)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12 35 6 36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72001 식물유전학
(Plant Genetics)

3-3-0-0 부필

전선 4172017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3-2-2-0 부선

전선 4172057 식물조직배양
(Plant Tissue Culture)

3-3-0-0 부선

2-2 전선 4172004 약용식물학
(Medicinal Plants)

3-3-0-0 부필

전선 4172009 식물형태학및실험
(Plant Morphology & Lab.)

3-2-2-0 부선

전선 4172059 미생물소재학개론
(Introduction to Microbial Materials)

3-3-0-0 부선

3-1 전필 4172008 식용작물학 1
(Crop Science 1)

3-3-0-0 부필

전선 4172012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2060 나노바이오학개론
(Introduction to Nano-bio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72061 농촌지도론
(Rural Leadership)

3-3-0-0 부선

전선 4172064 종자생산학
(Seed Production)

3-3-0-0 부선

전선 4170002 농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Agriculture)

3-3-0-0 부선 교직

3-2 전필 4172020 식용작물학 2
(Crop Science 2)

3-3-0-0 부필

전선 4172007 식물번식학
(Plant Propag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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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22과목(66학점) 24과목(7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9004 전선 농업경영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6015 전필 채소학총론 원예과학전공

4181008 전선 토양환경학및실험 환경융합학부

4173081 전선 생물자원 취․창업디자인 응용생물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172011 환경농업
(Environmental Agriculture)

3-3-0-0 부선

전선 4172016 식물육종학
(Plant Breeding)

3-3-0-0 부필

전선 4172024 분자유전학
(Molecular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172041 생물공학
(Plant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72056 식물성분분석학
(Plant Chemic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70001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 Guidance of Textbooks in Agriculture)

3-3-0-0 부선 교직

4-1 전선 4172026 식물유전자원학
(Plant Genetics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172046 식물유전체학
(Plant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172062 미생물자원이용학
(Microbial Resources Application)

3-3-0-0 부선

4-2 전선 4172019 식물발생학
(Plant Embryology)

3-3-0-0 부선

전선 4172063 식물자원이용학
(Utilization of Plant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172065 LINC WPL
(LINC Work Place Learning)

3-3-0-0 부선

전선 4170003 농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Agriculture)

3-3-0-0 부선 교직

0-1
0-2

전선 417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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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생물학전공(Applied Biology Program)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12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73003 일반미생물학
(General Microbiology)

3-3-0-0 부선

2-2 전선 4173065 바이러스학
(Virology)

3-3-0-0 부선

3-1 전필 4173034 곤충분류학
(Insect Taxonomy)

2-2-0-0 부선

전필 4173066 식물세균학
(Plant Bacteriology)

2-2-0-0 부선

전필 4173067 식물바이러스학
(Plant Virology)

2-2-0-0 부선

전선 4173013 수서곤충학
(Aquatic Insects)

3-3-0-0 부선

전선 4173017 유전자조작의 기초
(Fundamental of Gene Manipulation)

3-3-0-0 부선

전선 4173020 선충학
(Nematology)

3-3-0-0 부선

전선 4173035 곤충분류학실험
(Insect Taxonomy Lab.)

1-0-2-0 부선

전선 4173068 식물세균학실험
(Plant Bacteriology Lab.)

1-0-2-0 부선

전선 4173069 식물바이러스학실험
(Plant Virology Lab.)

1-0-2-0 부선

3-2 전필 4173036 곤충생리학
(Insect Physiology)

2-2-0-0 부선

전필 4173038 곤충생태학
(Insect Ecology)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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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2학점) 25과목(60학점) 31과목(7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173041 균학
(Mycology)

2-2-0-0 부선

전선 4173008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173012 곤충병리학
(Insect Pathology)

3-3-0-0 부선

전선 4173018 식물병진단
(Plant Disease Diagnosis)

3-3-0-0 부선

전선 4173037 곤충생리학실험
(Insect Physiology Lab.)

1-0-2-0 부선

전선 4173039 곤충생태학실험
(Insect Ecology Lab.)

1-0-2-0 부선

전선 4173042 균학실험
(Mycology Lab.)

1-0-2-0 부선

전선 4173070 미생물생명공학
(Microbial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73077 식물의학개론
(Introduction to Plant Medicine)

2-2-0-0 부선

전선 4173080 응용생물학실험설계
(Experimental Strategy for Applied Biology)

1-0-2-0 부선

4-1 전선 4173071 곤충세포면역학
(Insect Cell Immunology)

3-3-0-0 부선

전선 4173072 미생물유전체학
(Microbial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173075 해충관리학
(Insect Pes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73081 생물자원취·창업디자인
(Job and Capstone designs for Bioresource Sciences)

3-3-0-0 부선

4-2 전선 4173062 식물균병학
(Fungal Disease)

3-3-0-0 부선

전선 4173073 생물학적해충방제
(Biocontrol of Insect Pests)

3-3-0-0 부선

전선 4173074 미생물정보검색
(Microbial Bio-computing)

3-3-0-0 부선

전선 4173076 생물학적식물병방제
(Biocontrol of Plant Diseases)

3-3-0-0 부선

0-1
0-2

전선 417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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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2065 전선 LINC WPL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4014 전선 기기분석학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7001 전선 재배학원론 원예과학전공

4179003 전선 농업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04 전선 농업경영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81008 전선 토양환경학 및 실험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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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건설공학과
Department of Region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12 35 14 28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75072 토목전산설계 및 연습 1
(Computer Aided Design and  Practice 1)

3-2-2-0 부선

전선 4175077 지역건설공학개론 1
(Introduction 1 to Region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2-2-0-0 부선

1-2 전선 4175078 지역건설공학개론 2
(Introduction 2 to Region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필 4175065 응용역학 및 연습
(Applied Mechanics and Practice)

3-2-2-0 부필

전선 4175006 수리학
(Hydraulics)

3-3-0-0 부선

전선 4175039 환경토지이용학
(Environmental Land Uses)

3-3-0-0 부선

전선 4175066 응용측량학 및 실습 1
(Applied Land Surveying and Practice 1)

3-2-2-0 부선

전선 4175079 지역건설공학창의설계
(Creative Design for Regional Infrastructure Engineering)

3-3-0-0 부선

2-2 전필 4175013 건설재료학 및 실험
(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oratory)

3-2-2-0 부필

전필 4175064 응용수리학 및 연습
(Applied Hydraulics and Practice)

2-1-2-0 부필

전선 4175033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67 응용측량학 및 실습 2
(Applied Surveying and Practice 2)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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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175068 재료역학 및 연습 1
(Strength of Materials and Practice 1)

3-2-2-0 부선

전선 4175073 토목전산설계 및 연습 2
(Computer Aided Design and Practice 2)

3-2-2-0 부선

3-1 전필 4175025 농촌계획학
(Rural Planning)

3-3-0-0 부필

전선 4175019 토질 및 기초실험 1
(Soils and Foundations Lab. 1)

3-2-2-0 부선

전선 4175021 구조역학 및 연습
(Structural Mechanics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75022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연습
(Reinforced Concrete Engineering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75023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Water and Sewerage Engineering and Practice)

2-1-2-0 부선

전선 4175026 수문학
(Hydrology)

3-3-0-0 부선

전선 4175048 지하수학
(Groundwater)

3-3-0-0 부선

3-2 전필 4175018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and Laboratory)

3-2-2-0 부필

전선 4175020 생산기반공학
(Farmland Constr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27 토질 및 기초실험 2
(Soils and Foundations Lab. 2)

3-2-2-0 부선

전선 4175028 토목시공학
(Construc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30 P.S 콘크리트공학
(Prestressed Concret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50 농지정비보전학
(Farmland Reclamation and Conservation)

3-3-0-0 부선

전선 4175075 수자원설계
(Design of Water Resources)

3-2-2-0 부선

4-1 전선 4175034 도로시스템공학
(Highway 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41 하해공학
(River and Coast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51 지역정보공학
(Regional Information Engineering)

2-2-0-0 부선

전선 4175062 수리구조물설계
(Design of Hydraulic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75071 콘크리트공학
(Concret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5076 건설관리․경제학
(Construction Management & Econom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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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4학점) 32과목(91학점) 37과목(10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175036 농업시설학
(Agricultural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175057 자연정화처리공법
(Natural Systems for Waste Treatment)

2-2-0-0 부선

전선 4175070 지역경관학
(Regional Landscape)

2-2-0-0 부선

0-1
0-2

전선 417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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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예․시스템공학부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Systems Engineering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80001 컴퓨터응용바이오시스템
(Computer-Aided Biosystems)

3-2-2-0 부선 바이오
시스템

전선 4180002 생명과학의 이해
(Understanding Life Science)

3-3-0-0 부선 원예
과학

2-1 전선 4180003 전기전자공학 및 실습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and Practice)

3-2-2-0 부선 바이오
시스템

전선 4180004 에너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nergy Engineering)

3-3-0-0 부선 바이오
시스템

2-2 전선 4180005 재배학원론
(Principles of Crop Produation)

3-3-0-0 부선 원예
과학

3-1 전선 4180006 농업기계학 및 실습
(Agricultural Machinery and Practice)

3-2-2-0 부선 바이오
시스템

3-2 전선 4180007 식품공정공학
(Food Process Engineering)

3-3-0-0 부선 바이오
시스템

전선 4180008 원예현장실습
(Horticultural Field Practice)

3-0-6-0 부선 원예
과학

전선 4180009 원예산물저장학
(Post Harvest Storage)

3-3-0-0 부선 원예
과학

4-2 전선 4180010 생물생산시설환경공학
(Bio-Production Facilities and Controlled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선 바이오
시스템

전선 4180011 원예치료
(Horticultural Therapy)

2-2-0-0 부선 원예
과학

전선 4180012 농업경영학
(Agricultural Management)

2-2-0-0 부선 원예
과학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원예․시스템공학부 - 12과목(34학점) 12과목(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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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Program of Biosystem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4 28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77092 바이오시스템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systems  Engineering)

1-1-0-0 부선

2-1 전필 4177085 공업수학 1
(Engineering Mathematics 1)

3-3-0-0 부필

전선 4177003 공업역학 1
(Engineering Mechanics 1)

3-3-0-0 부선

전선 4177087 기계제도 및 실습 1
(Mechanical Drawing and Practice 1)

2-1-2-0 부선

전선 4177104 공학생물학
(Engineering Biology)

2-2-0-0 부선

2-2 전선 4177006 공업역학 2
(Engineering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177007 열역학
(Thermodynamics)

3-3-0-0 부선

전선 4177008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77086 공업수학 2
(Engineering Mathematics 2)

3-3-0-0 부선

전선 4177088 기계제도 및 실습 2
(Mechanical Drawing and Practice 2)

2-1-2-0 부선

3-1 전필 4177030 계측공학 및 실습
(Instrumentation and Practice)

3-2-2-0 부필

전필 4177077 기계설계 1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1)

3-3-0-0 부필

전선 4177070 생물열․물질전달
(Biological Heat and Mass Transfer)

3-3-0-0 부선

전선 4177101 기계공작 및 실습
(Manufacturing Process)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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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4학점) 33과목(91학점) 38과목(10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4103 전선 바이오에너지학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8045 전선 공업수학 식품생명공학과

4178032 전선 기초미생물학 식품생명공학과

4178085 전선 식품공정공학 및 캡스톤디자인 식품생명공학과

4900108 자선 캡스톤디자인1 LINC 사업단

4900109 자선 캡스톤디자인2 LINC 사업단

4900161 자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자선 LINC 현장실습1 LINC 사업단

4900163 자선 LINC 현장실습2 LINC 사업단

4900164 자선 LINC 현장장기실습1 LINC 사업단

4900165 자선 LINC 현장장기실습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177098 에너지시스템
(Energy Systems)

2-2-0-0 부필

전선 4177022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177091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3-2-2-0 부선

전선 4177105 기계설계 2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2)

3-3-0-0 부선

전선 4177106 바이오공정공학
(Bioprocess and Biosystems Engineering)

3-3-0-0 부선

4-1 전필 4177096 수확후공정공학
(Post-Harvest Process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77020 농업동력학 및 실험
(Farm Power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77045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s)

3-3-0-0 부선

전선 4177095 생물환경시스템공학 및 실습
(Biological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77109 현장실습 및 취업디자인
(Field Training and Job and Capstone Design)

3-0-6-0 부선

4-2 전선 4177047 유압동력 및 실습
((Fluid Power and Practice and Capstone Design)

3-2-2-0 부선

전선 4177107 바이오소재공학
(Biological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2-0-0 부선

0-1
0-2

전선 417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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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과학전공(Program of Horicul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5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176046 원예학입문
(Introductory Horticulture Science)

3-3-0-0 부선

2-1 전필 4176008 원예작물생리학
(Horticultural Crop Physiology)

3-3-0-0 부필

전필 4176015 채소학총론
(Principles of Vegetable Crop)

3-3-0-0 부필

전선 4176002 원예작물번식학
(Propagation of Horticultural Crops)

3-3-0-0 부선

전선 4176009 작물유전학
(Crop Genetic)

3-3-0-0 부필

전선 4176052 토양비료학
(Soil and plant nutrients)

3-3-0-0 부선

2-2 전필 4176010 과수학총론
(Principles of Pomology)

3-3-0-0 부필

전선 4176004 원예장식론및실습 1
(Horticultural Arrangement & Practice 1)

3-1-4-0 부선

전선 4176016 시설원예학및실습
(Protected Horticulture &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176054 허브식물학
(Herb Plant)

3-3-0-0 부선

전선 4176063 식물조직배양학및실습
(Plant Tissue Culture&Practice)

3-2-2-0 부선

3-1 전필 4176001 화훼학총론
(Principles of Floriculture)

3-3-0-0 부필

전선 4176006 원예치료
(Horticultural Therapy)

3-3-0-0 부선

전선 4176022 종묘생산학
(Seed & Seedling Produc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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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2과목(93학점) 36과목(10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1004 전선 재배학원론 생물자원과학부

4171011 전선 잡초방제학 생물자원과학부

4172008 전필 식용작물학 1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2009 전선 식물형태학 및 실험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9004 전선 농업경영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179043 전선 협동조합론 농업자원경제학과

4181008 전선 토양환경학 및 실험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344033 전선 조경수목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76041 과수학각론
(Pomology Crops)

3-1-4-0 부선

전선 4176042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176051 친환경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3-3-0-0 부선

3-2 전선 4176017 원예작물육종학
(Breeding of Horticultural Crop)

3-3-0-0 부선

전선 4176050 채소학각론
(Vegetable Crops)

3-3-0-0 부선

전선 4176056 화훼작물및실습
(Floriculture Crops & Practice)

3-2-2-0 부선

4-1 전선 4176012 원예장식론및실습 2
(Horticultural Arrangement & Practice)

3-1-4-0 부선

전선 4176022 종묘생산학
(Seed & Seedling Production)

3-3-0-0 부선

전선 4176039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3-3-0-0 부선

전선 4176044 수경재배론
(Hydroponics)

3-3-0-0 부선

전선 4176059 원예작물관리및이용학
(Horticultural Crops Management & Used)

3-3-0-0 부선

전선 4176060 조원식물학
(Gardening Plant)

3-3-0-0 부선

4-2 전선 4176030 원예GAP생산론
(GAP of Horticultural Crop)

3-3-0-0 부선

전선 4176055 원예작물발생학
(Horticultural Crop Embryology)

3-3-0-0 부선

전선 4176062 원예작물유전공학
(Biotechnology of Horticultural Crop)

2-2-0-0 부선

0-1
0-2

전선 417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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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품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5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178075 식품생명공학개론
(Introduction of Food  Biotechnology)

3-3-0-0 부선

2-1 전선 4178033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8045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178053 생화학 1
(Bio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178074 유기화학
(Orgar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8087 식품재료학
(Food Materials)

3-3-0-0 부선

2-2 전선 4178032 기초미생물학
(Fundamental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178054 생화학 2
(Bio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178069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8076 식품공정설계학
(Food Process Design)

3-3-0-0 부선

전선 4178082 발효화학
(Fermentation Chemistry)

3-3-0-0 부선

3-1 전필 417800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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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178003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17800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8009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178031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3-3-0-0 부선

전선 4178072 식품가공교재연구및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Food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178083 식품미생물학실험
(Capstone Design for Food Microbiology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178088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6-0 부선

3-2 전필 4178008 영양화학
(Nutrition Chemistry)

3-3-0-0 부필

전필 4178028 발효공학
(Fermentation Engineering and Capstone Design)

3-3-0-0 부필

전선 4178006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3-0-0 부선

전선 4178024 식품분석학
(Food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78058 식품가공학 1
(Food Processing 1)

3-3-0-0 부선

전선 4178084 식품화학·발효학실험
(Capstone Design for Food Chemistry and Fermentation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178085 식품공정공학및캡스톤디자인
(Food Process Engineering and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78088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6-0 부선

4-1 전선 4178011 식품저장학
(Food Preservation)

3-3-0-0 부선

전선 4178013 식품가공학 2
(Food Processing 2)

3-3-0-0 부선

전선 4178016 영양생리학
(Nutrition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178026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s Science)

3-3-0-0 부선

전선 4178043 식품효소공학
(Food Enzym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8073 식품가공논리및논술
(Logic and Writing in Food Process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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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0과목(90학점) 34과목(10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178086 식품가공·공정학실험
(Capstone Design for Food Processing and Engineering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178088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6-0 부선

4-2 전선 4178004 분자유전공학
(Molecular and Genetic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178079 식품경제학
(Food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178080 취업디자인
(Job and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178081 식품품질관리학
(Food Quality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178088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3-0-6-0 부선

0-1
0-2

전선 4178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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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환경융합학부
Division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181001 분석화학 및 실험
(Analytical Chemistry and Lab)

3-2-2-0 부선 바이오
자원

전선 4181002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에코
환경

전선 4181003 대기환경개론
(Introduction to Atmospheric Environment)

3-3-0-0 부선 에코
환경

전선 4181007 환경미생물학 및 실험
(Environmental Microbiology and Lab.)

3-2-2-0 부선 에코
환경

2-2 전선 4181004 생태학
(Ecology)

3-3-0-0 부선 에코
환경

전선 4181005 물환경개론
(Introduction to Water Environment)

3-3-0-0 부선 에코
환경

전선 4181006 식물자원학
(Plant Resources)

3-3-0-0 부선 바이오
자원

전선 4181010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바이오
자원

3-1 전선 4181012 생활환경과학
(Introduction to Society and Environment)

3-3-0-0 부선 에코환경
대학원연계

3-2 전선 4181008 토양환경학 및 실험
(Soil Environment and Lab.)

3-2-2-0 부선 바이오
자원

전선 4181011 작물재배학
(Crop Cultivation)

3-3-0-0 부선 바이오
자원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환경융합학부 - 11과목(33학점) 11과목(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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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Program of Biological Environment)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8 34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174048 바이오자원환경학개론
(Introduction to Biological  Environment)

1-1-0-0 부선

2-1 전선 4174012 농업환경학
(Agriculture and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174092 농산업컴퓨터코딩 1
(Computer Coding for Agriculture 1)

2-2-0-0 부선

전선 4174095 농산업트렌드 1
(Trends in Agricultural Business 1)

2-2-0-0 부선

2-2 전필 4174054 응용유기화학실험
(OrganicandPesticideChemistry    Experiment)

1-0-2-0 부선

전선 4174093 농산업컴퓨터코딩 2
(Computer Coding for Agriculture 2)

2-2-0-0 부선

전선 4174096 농산업트렌드 2
(Trends in Agricultural Business 2)

2-2-0-0 부선

3-1 전필 4174067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1-0-2-0 부선

전필 4174097 환경바이오실험
(Environment and Bioenergy Lab.)

1-0-2-0 부선

전선 4174014 기기분석학
(Instrument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17404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174076 수질화학
(Water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4082 식물생리생화학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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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8학점) 24과목(61학점) 30과목(69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174094 농산업컴퓨터코딩 3
(Computer Coding for Agriculture 3)

2-2-0-0 부선

전선 4174098 농약학
(Pesticide Science)

3-3-0-0 부선

전선 4174099 환경오염과학
(Environmental Pollution Science)

3-3-0-0 부선

3-2 전필 4174068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1-0-2-0 부선

전필 4174100 식물향료학및실험
(Plant Essential Oil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174016 생물제어및독성학
(Bioregulation and Toxicology)

3-3-0-0 부선

전선 4174065 환경화학계산
(Environmental Engineering Calculations)

3-3-0-0 부선

전선 4174084 토양지하수정화기술
(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Technologies)

3-3-0-0 부선

전선 4174085 지식재산및정보검색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Retrieval)

2-2-0-0 부선

4-1 전선 4174087 농식품안전관리
(Agri-food Safety)

2-2-0-0 부선

전선 4174089 벤처창업
(Venture Business)

2-2-0-0 부선

전선 4174101 기후변화와탄소관리
(Climate Change and Carbon Management)

2-2-0-0 부선

전선 4174102 미생물생화학
(Soil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174103 바이오에너지학
(Bio Energy)

3-3-0-0 부선

4-2 전선 4174104 농생명산업공학
(Biotechnology)

2-2-0-0 부선

전선 4174105 미생물이용학
(Microbiology and Industry)

3-3-0-0 부선

전선 4174106 식물신소재산업
(Plant Bio-materials)

2-2-0-0 부선

0-1
0-2

전선 417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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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1007 전선 식물보호학 생물자원과학부

4171002 전선 일반곤충학 생물자원과학부

4179003 전필 농업경제학 농업자원경제학과

4447032 전선 환경영향평가 에코환경과학전공

4900108 자선 캡스톤디자인1 LINC 사업단

4900109 자선 캡스톤디자인2 LINC 사업단

4900161 자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자선 LINC 현장실습1 LINC 사업단

4900163 자선 LINC 현장실습2 LINC 사업단

4900164 자선 LINC 현장장기실습1 LINC 사업단

4900165 자선 LINC 현장장기실습2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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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환경과학전공(Program of Environmental 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3 39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47008 환경물리학
(Environmental Physics)

3-3-0-0

전선 4447124 환경데이터분석 및 실습
(Environmental Data Analysis and Lab.)

3-2-2-0 부선

2-2 전선 4447102 GIS개론 및 실습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2-2-0 부선

전선 4447125 기상학 및 실습
(Meteorolog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47126 대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3-3-0-0 부선

3-1 전필 4447019 야외실습
(Field Survey)

1-0-2-0

전선 4447082 기후변화와 대책
(Climate Change : Mitigation Technique and Policy)

3-3-0-0

전선 4447085 대기환경관리 및 실습
(Air Pollution Management and Lab.)

3-2-2-0

전선 4447088 수질분석 및 실험
(Water Analysis and Lab.)

3-2-2-0

전선 4447114 환경복원학
(Environmental Restoration)

3-3-0-0 부선

전선 4447127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3-0-0 부선

3-2 전필 4447128 환경과학실습 1
(Environmental Science and Lab. 1)

1-0-2-0 부선

전선 4447099 환경통계학
(Environmental Statistics)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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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3학점) 24과목(68학점) 27과목(7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447106 담수생태학
(Fresh Water Ecology)

3-3-0-0 부선

전선 4447122 응용환경학 1
(Application Environment 1)

2-2-0-0 부선

전선 4447130 다매체물질순환
(Mass Transfer in Multimedia)

3-3-0-0 부선

전선 4447131 공기질분석 및 실험
(Air Quality Analysis and Lab.)

3-2-2-0 부선

4-1 전필 4447129 환경과학실습 2
(Environmental Science and Lab. 2)

1-0-2-0 부선

전선 4447029 대기오염제어
(Source Control of Atmospheric Pollution)

3-3-0-0

전선 4447070 환경모델 및 실습
(Environmental Models and Lab)

3-3-0-0 대학원 
연계

전선 4447123 응용환경학 2
(Application Environment 2)

2-2-0-0

전선 4447132 환경원격탐사
(Environmental Remote Sensing)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447133 환경과학특강 1
(Special Topics on Envrionmental Science 1)

3-3-0-0 부선

전선 4447135 취업특강
(Special Topics in Job)

1-0-2-0 부선

4-2 전선 4447032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3-0-0 부선

전선 4447118 환경보건학
(Environmental Health)

3-3-0-0 부선

전선 4447134 환경과학특강 2
(Special Topics on Envrionmental Science 2)

3-3-0-0 부선

0-1
0-2

전선 444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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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174076 전선 수질화학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014 전선 기기분석학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084 전선 토양지하수정화기술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174103 전선 바이오에너지학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2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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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444 동물생명과학대학

4.1 동물응용과학부
Division of Applied Animal Sci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211001 축산미생물학
(Microbiology in Animal Science)

3-3-0-0 부선

2-1 전선 4211002 부산물소재학
(Animal By-products Science)

3-3-0-0 부선 전필
(축산)

전선 4211003 동물유기화학
(Animal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11004 동물분자유전학
(Animal Molecular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211005 동물생리학
(Animal Physiology)

3-3-0-0 부선

2-2 전선 4211006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3-1 전선 4211007 육가공학
(Meat Science and Technology)

3-3-0-0 부선 전필
(축산)

전선 4211008 실험동물학
(Laboratory Animal Science)

3-3-0-0 부선 전필
(생명)

전선 4211009 동물면역학
(Animal Immunology)

3-3-0-0 부선

3-2 전선 4211010 동물세포공학
(Animal Cell Engineering)

3-3-0-0 부선

4-2 전선 4211012 동물산업전자상거래
(E-Commerce for Animal Industry)

3-3-0-0 부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동물응용과학부 - 11과목(33학점) 11과목(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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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명공학전공(Animal Biotechnology Program)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13001 동물생식생물학 및 실험
(Animal Reproductive Biology  & Experiment)

3-2-2-0 부선

2-2 전필 4213002 동물의약공학
(Animal Pharmacological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13003 동물세포분자생물학
(Animal Cell & Molecular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13004 동물해부학 및 실험
(Animal Anatomy & Experiment)

3-2-2-0 부선

3-1 전선 4213005 동물발생공학 및 실험
(Animal Developmental Engineering &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213006 동물유전공학
(Animal Genetic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213007 동물단백질공학 및 실험
(Animal Protein Engineering &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213008 낙농생명공학
(Dairy Biotechnology)

3-3-0-0 부선

3-2 전필 4213009 동물내분비학 및 실험
(Animal Endocrinology &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213010 동물유전체학 및 실험
(Animal Genomics &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213011 동물영양유전체학
(Animal Nutritional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213013 동물줄기세포생물학 및 실험
(Animal Stem Cell Biology & Experiment)

3-2-2-0 부선

전선 4213026 동물질병학
(Animal Diseas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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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22과목(63학점) 25과목(7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13015 동물응용생화학
(Animal Applied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13016 동물바이오산업학
(Animal Bioindustry)

2-2-0-0 부선

전선 4213017 실험창의설계
(Capstone Design in Experiment)

2-2-0-0 부선

전선 4213018 동물분자종양생물학
(Animal Molecular Cance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213019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1
(Animal Biotechnology Practice 1)

3-0-6-0 부선

전선 4213028 동물생명윤리학
(Animal Bioethics)

3-3-0-0 부선

4-2 전선 4213020 동물생명공학종합실습 2
(Animal Biotechnology Practice 2)

3-0-6-0 부선

전선 4213021 전공세미나
(Scientific Semina)

2-2-0-0 부선

전선 4213022 생명공학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in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13023 시스템생물학
(Systems Biology)

3-3-0-0 부선

전선 4213025 동물바이오과학
(Animal Bioscience)

3-3-0-0 부선

전선 4213027 동물생명실무연수
(Practice and Tranining in Animal Biotechnology)

3-0-6-0 부선

0-1
0-2

전선 421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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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과학전공(Animal Products and Food Science Program)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12001 축산식품미생물학
(Microbiology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02 축산식품생명과학및실험
(Life Science of Animal Product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12003 축산식품미생물학실험
(Microbiology of Animal Products Lab.)

2-0-4-0 부선

2-2 전필 4212004 유화학
(Dairy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12005 근육화학
(Muscle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12006 부산물식품학및실험
(Animal By-products Food Science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12026 축산식품분석학
(Food Analysis in Animal Products)

3-3-0-0 부선

3-1 전선 4212008 유가공학
(Dairy Processing and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12009 유가공학실험
(Dairy Processing Lab.)

2-0-4-0 부선

전선 4212010 축산식품영양화학
(Nutritional Science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27 축산식품면역학
(Immunology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3-2 전선 4212014 축산식품영양유전체학
(Nutrigenomics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16 육가공학실험
(Meat Processing Lab.)

2-0-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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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24과목(66학점) 26과목(7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12031 축산식품저장학
(Immunology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32 축산식품위생학
(Sanitation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33 축산식품생리활성물질학
(Bioactive Compounds in Animal Products)

3-3-0-0 부선

4-1 전선 4212018 가금식품학
(Egg and Poultry Food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12019 축산식품종합실험실습 1
(Animal Products Laboratory Training 1)

3-0-6-0 부선

전선 4212025 축산식품실무연수
(Practice and Training for Food Science and Animal Products)

3-0-6-0 부선

전선 4212028 축산식품생리활성물질실험
(Bioactive Compounds in Animal Products Lab.)

2-0-4-0 부선

전선 4212029 축산식품기계학
(Food Machinery in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30 축산식품위해관리및실험
(Animal Products Hazard Analysis and Lab.)

3-2-2-0 부선

4-2 전선 4212020 축산식품종합실험실습 2
(Animal Products Laboratory Training 2)

3-0-6-0 부선

전선 4212024 기능성축산식품학
(Functional Foods of Animal Products)

3-3-0-0 부선

전선 4212034 축산식품품질관리학
(Animal Products Quality Control)

3-3-0-0 부선

0-1
0-2

전선 421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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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물자원과학부
Division of Animal Resource Sci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01001 초지학
(Grassland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01002 가축생화학
(Animal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01003 축산영어
(English for Animal Science)

3-3-0-0 부선

2-2 전선 4201004 동물생리학
(Animal Physiology)

3-3-0-0 부선

3-1 전필 4201005 동물번식학
(Animal Reproduction)

3-3-0-0 부선

전필 4201006 동물육종학
(Animal Breeding)

3-3-0-0 부선

전선 4201007 축산환경학
(Livestock Environment)

3-3-0-0 부선 전필
(축산)

전선 4201008 사료학
(Feed Science)

3-3-0-0 부선 전필
(사료)

3-2 전선 4201014 가축방역학
(Bio-security measures for animal diseases)

3-3-0-0 부선

전선 4201015 축산실용기술
(Animal Field Oriented Tech)

3-0-6-0 부선

4-1 전선 4201011 산지축산학
(Animal Husbandry in Mountain)

3-3-0-0 부선

전선 4201016 동물생명 융·복합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Convergence and Consilience on Animal Life Sciences and Industry)

3-3-0-0 부선

4-2 전선 4201013 동물레저학
(Animal Leisure)

3-2-2-0 부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동물자원과학부 3과목(9학점) 10과목(30학점) 13과목(3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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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생산과학전공(Program of Feed Science and Tech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03001 사료전공용어 및 영어
(Feed Terminology and English)

3-3-0-0 부선

3-1 전선 4203002 사료가공학 및 실습
(Feed Processing and Practice)

3-2-2-0 부선

3-2 전선 4203003 사료배합설계 및 실습
(Feed Formulation and Design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3004 사료미생물학 및 실습
(Feed Microbiology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3005 친환경축산
(Sustainable Animal Production)

3-3-0-0 부선

전선 4203006 사료생물공학
(Feed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03007 조사료이용학 및 실습
(Forage Utilization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3008 사료작물학
(Forage crop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03009 사료분석학및실습
(Feed Analysis and Practice)

3-1-4-0 부선

4-1 전선 4203010 사료기계및설비학
(Feed Processing machinery & Equipments)

3-3-0-0 부선

전선 4203011 부존자원학
(Feed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203012 수산사료학
(Fish Feed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03013 사료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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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2과목(64학점) 22과목(6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03014 사료종합실습 1
(Lab and Practice1of Feed)

3-0-6-0 부선

전선 4203018 사료공장현장실습
(Feed Plant Field Training)

3-1-4-0 부선

4-2 전선 4203015 사료종합실습 2
(Lab and Practice2of Feed)

3-0-6-0 부선

전선 4203016 사료저장학
(Feed Ingredients Storage)

3-3-0-0 부선

전선 4203017 사료공장관리학
(Feed Plant Management)

3-2-2-0 부선

전선 4203019 사료위생관리학
(Feed Hygienic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203020 사료첨가제학
(Feed Additive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03021 사료생산실무연수
(Practice and training in animal feed production)

3-0-6-0 부선

0-2 전선 4203022 기업전공실습 2
(Internship2)

12-0-40-0

0-1
0-2

전선 420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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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전공(Program of Animal 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8 39 12 30

0 42 49
130

단일전공 27 69 2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02001 산업현장실습
(Field Practice)

2-0-4-0 부선

2-2 전선 4202002 동물관리학 및 실습
(Animal Management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03 동물유전학
(Animal Genetic)

3-3-0-0 부선

전선 4202004 가축사양학
(Animal Feeding)

3-3-0-0 부선

전선 4202005 수산양식학
(Aquaculture)

3-3-0-0 부선

3-1 전선 4202006 동물자원미생물학 및 실험
(Animal Resource Microbiolog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02007 동물행동복지학
(Animal Behavior and Welfare)

3-3-0-0 부선

전선 4202027 육우학 및 실습
(Beef Cattle Science and Practice)

3-2-2-0 부선

3-2 전선 4202008 양돈학 및 실습
(Swine Science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10 폐자원이용학 및 실습
(Wasted Resource Recycle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12 동물응용생식학
(Applied Animal Reproduction)

3-3-0-0 부선

전선 4202013 특용동물학
(Special Animal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02028 낙농학 및 실습
(Diary Science and Practice)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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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3과목(66학점) 23과목(6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02014 축산대기환경학 및 실습
(Atmospheric Environment for Livestock Industry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15 축산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3-3-0-0 부선

전선 4202016 마학 및 실습
(Horse Science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17 가금학 및 실습
(Poultry Science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02018 축산종합실습 1
(Animal Science Experiment1)

3-0-6-0 부선

전선 4202022 축산실무연수
(Practice and training in animal business)

3-0-6-0 부선

4-2 전선 4202019 축산종합실습 2
(Animal Science Experiment2)

3-0-6-0 부선

전선 4202021 축산현장실습
(Animal Science Field Practice)

3-1-4-0 부선

전선 4202026 신재생에너지와 축산
(Renewable Energy and Livestock Agriculture)

3-3-0-0 부선

0-2 전선 4202025 기업전공실습 2
(Internship2)

12-0-40-0

0-1
0-2

전선 420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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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55555555555555 문화예술대학

5.1 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Desig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32 7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21031 발상과 표현
(Conception and Expression)

2-1-2-0 부선

전선 4221037 도형기하학
(Descriptive Geometry & Drawing)

2-1-2-0 부선

전선 4221079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Education Program of Design)

2-2-0-0 부선

1-2 전선 4221059 컴퓨터그래픽스 1
(Computer Graphics 1)

2-1-2-0 부선

전선 4221076 디자인드로잉
(Design Drawing)

2-1-2-0 부선

전선 4221077 디자인교수학습방법
(Teaching & Learning Approach to Design)

2-2-0-0 부선

2-1 전필 4221039 디자인잉글리쉬 1
(Design English 1)

2-2-0-0 부선

전선 4221058 캐릭터디자인
(Character Design)

2-1-2-0 부선

전선 4221062 컴퓨터그래픽스 2
(Computer Graphics 2)

2-1-2-0 부선

전선 4221064 디자인과색채
(Design & Color)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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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6학점) 14과목(28학점) 17과목(3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21073 투시도법
(Perspective Projection)

2-1-2-0 부선

2-2 전필 4221040 디자인잉글리쉬 2
(Design English 2)

2-2-0-0 부선

전필 4221072 타이포그래피
(Typography)

2-1-2-0 부선

전선 4221016 디자인사
(History of Design)

2-1-2-0 부선

전선 4221055 스케치렌더링
(Sketch Rendering)

2-1-2-0 부선

전선 4221063 3D모델링
(3D Modeling)

2-1-2-0 부선

3-2 전선 4221078 디자인교육론
(Theory in Teaching Design)

2-2-0-0 부선

0-1
0-2

전선 422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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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디자인전공(Program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21068 시지각이미징 1
(Visual Imaging 1)

2-1-2-0 부선

2-2 전필 4221069 시지각이미징 2
(Visual Imaging 2)

2-1-2-0 부선

3-1 전필 4222052 패키지디자인 1
(Package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2068 광고크리에이티브디자인 1
(Advertising Creative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2082 아이덴티티 1
(Identity 1)

2-1-2-0 부선

전필 4222083 스토리텔링디자인 1
(Storytelling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2084 콘텐츠디자인 1
(Contents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2085 인쇄방법론
(Printing Methodology)

2-1-2-0 부선

전선 4222079 환경그래픽디자인
(Environmental Graphic Design)

2-1-2-0 부선

3-2 전필 4222055 패키지디자인 2
(Package Design 2)

2-1-2-0 부선

전필 4222069 광고크리에이티브디자인 2
(Advertising Creative Design 2)

2-1-2-0 부선

전필 4222086 아이덴티티 2
(Identity 2)

2-1-2-0 부선

전필 4222087 스토리텔링디자인 2
(Storytelling Design 2)

2-1-2-0 부선

전필 4222088 콘텐츠디자인 2
(Contents Design 2)

2-1-2-0 부선

전선 4222089 비주얼디자인졸업연구 1
(Visual Study of Graduation 1)

2-1-2-0 부선

4-1 전선 4222059 영상광고디자인
(Film Advertising Design)

2-1-2-0 부선

전선 4222070 비주얼디자인경영
(Visual Design Management)

2-2-0-0 부선

전선 4222072 소통디자인 1
(Communication Design 1)

2-1-2-0 부선

전선 4222090 비주얼디자인졸업연구 2
(Visual Study of Graduation 2)

3-2-2-0 부선

4-2 전선 4222073 소통디자인 2
(Communication Design 2)

2-1-2-0 부선

전선 4222091 비주얼기획제작및시현
(Capstone Design)

3-2-2-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3과목(26학점) 8과목(18학점) 21과목(4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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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Program of Industrial Design)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21070 인더스트리얼이미징 1
(Industrial Imaging 1)

2-1-2-0 부선

2-2 전필 4221071 인더스트리얼이미징 2
(Industrial Imaging 2)

2-1-2-0 부선

3-1 전필 4223015 실내디자인 1
(Computer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3057 제품의미디자인
(Product Semantics)

2-1-2-0 부선

전필 4223065 CAD디자인제도
(CAD Design Drawing)

2-1-2-0 부선

전필 4223067 스타일스케치
(Style Sketch)

2-1-2-0 부선

전필 4223073 재료와디자인
(Material & Design)

2-1-2-0 부선

전필 4223074 제품3D모델링 1
(Product Modeling 1)

2-1-2-0 부선

전선 4223066 디자인리서치
(Design Research)

2-1-2-0 부선

3-2 전필 4223039 실내디자인 2
(Interior Design 2)

2-1-2-0 부선

전필 4223060 인터페이스디자인
(Interface Design)

2-1-2-0 부선

전필 4223068 유니버셜디자인 1
(Universal Product Design 1)

2-1-2-0 부선

전필 4223070 인간공학과디자인
(Human Engineering & Design)

2-1-2-0 부선

전필 4223075 제품3D모델링 2
(Product Modeling 2)

2-1-2-0 부선

전선 4223076 인더스트리얼졸업연구 1
(Industrial Study of Graduation 1)

2-1-2-0 부선

4-1 전선 4223023 환경디자인 1
(Environmental Design 1)

2-1-2-0 부선

전선 4223069 유니버셜디자인 2
(Universal Design 2)

2-1-2-0 부선

전선 4223071 인더스트리얼디자인경영
(Industrial Design Management)

2-2-0-0 부선

전선 4223077 인더스트리얼졸업연구 2
(Industrial Study of Graduation 2)

3-2-2-0 부선

4-2 전선 4223031 환경디자인 2
(Environmental Design 2)

2-1-2-0 부선

전선 4223078 인더스트리얼기획제작및시현
(Capstone Design)

3-2-2-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3과목(26학점) 8과목(18학점) 21과목(4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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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디자인전공(Program of Visual Design)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21066 디지털미디어 1
(Digital Media 1)

2-1-2-0 부선

2-2 전필 4221067 디지털미디어 2
(Digital Media 2)

2-1-2-0 부선

3-1 전필 4224025 모션그래픽스 1
(Motion Graphics 1)

2-1-2-0 부선

전필 4224053 3D캐릭터모델링
(3D Character Modeling)

2-1-2-0 부선

전필 4224057 디지털모션레이아웃
(Digital Motion Layout)

2-1-2-0 부선

전필 4224061 스토리보드 1
(Storyboard 1)

2-1-2-0 부선

전필 4224063 영상연출
(Visual Directing)

2-1-2-0 부선

전필 4224064 영상커뮤니케이션
(Visual Communication)

2-1-2-0 부선

전선 4224065 영상편집
(Video Editing)

2-1-2-0 부선

3-2 전필 4224030 모션그래픽스 2
(Motion Graphics 2)

2-1-2-0 부선

전필 4224054 3D캐릭터애니메이션 1
(3D Character Animation 1)

2-1-2-0 부선

전필 4224056 3D텍스쳐&라이팅
(3D Texture & Lighting)

2-1-2-0 부선

전필 4224058 디지털아이덴티티디자인
(Digital Identity Design)

2-1-2-0 부선

전필 4224062 스토리보드 2
(Storyboard 2)

2-1-2-0 부선

전선 4224066 영상디자인졸업연구 1
(Visual Study of Graduation 1)

2-1-2-0 부선

4-1 전선 4224029 사운드디자인
(Sound Design)

2-1-2-0 부선

전선 4224055 3D캐릭터애니메이션 2
(3D Character Animation 2)

2-1-2-0 부선

전선 4224060 미디어와경영
(Media & Management)

2-2-0-0 부선

전선 4224067 영상디자인졸업연구 2
(Visual Study of Graduation 2)

3-2-2-0 부선

4-2 전선 4224038 TV프로젝트
(TV Project)

2-1-2-0 부선

전선 4224068 영상기획제작및시현
(Capstone Design)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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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3과목(26학점) 8과목(18학점) 21과목(44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40 전선 미디어콘텐츠의 이해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59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1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60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2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263033 전선 문화행사기획 영상문화학과

4262042 전선 에듀테인먼트스토리디자인 영상문화학과

4263015 전선 스토리보드워크숍 영상문화학과

4263036 전선 영상콘텐츠제작 영상문화학과

4324091 전선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제작 신문방송학과

4324081 전선 광고 제작 실습 신문방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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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용학과
Department of Da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18 21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51064 한국무용기초 1
(Practice Korean Dance 1)

1-0-2-0 부선

전필 4251065 발레기초 1
(Practice Ballet Dance 1)

1-0-2-0 부선

전필 4251066 현대무용기초 1
(Practice Modern Dance 1)

1-0-2-0 부선

전선 4251067 무용개론
(Introduction to Art Dance)

3-3-0-0 부선

1-2 전필 4251068 한국무용기초 2
(Practice Korean Dance 2)

1-0-2-0 부선

전필 4251069 발레기초 2
(Practice Ballet Dance 2)

1-0-2-0 부선

전필 4251070 현대무용기초 2
(Practice Modern Dance 2)

1-0-2-0 부선

전선 4251098 무용감상및비평
(Appreciation & Review of Dance)

2-2-0-0 부선

전선 4251103 무대분장
(Stage make up)

1-0-2-0 부선

전선 4251104 무용사
(History of Dance)

3-3-0-0 부선

2-1 전필 4251072 한국무용기초 3
(Practice Korean Dance 3)

1-0-2-0 부선

전필 4251073 발레기초 3
(Practice Ballet Dance 3)

1-0-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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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2과목(12학점) 17과목(39학점) 29과목(5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51074 현대무용기초 3
(Practice Modern Dance 3)

1-0-2-0 부선

전선 4251075 바디콘디셔닝
(Body Conditioning)

1-0-2-0 부선

전선 4251109 무용심리학
(Psychology of Dance)

3-3-0-0 부선

2-2 전필 4251076 한국무용기초 4
(Practice Korean Dance 4)

1-0-2-0 부선

전필 4251077 발레기초 4
(Practice Ballet Dance 4)

1-0-2-0 부선

전필 4251078 현대무용기초 4
(Practice Modern Dance 4)

1-0-2-0 부선

전선 4251015 무대의상
(Stage Costume)

1-0-2-0 부선

전선 4251107 무용의해부생리학
(Anatomical Physiology of Dance)

3-3-0-0 부선

전선 4251111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Education Program of dance)

2-2-0-0 부선

3-1 전선 4251054 무용비교론
(Theory of Comparative Dance)

3-3-0-0 부선

전선 4251093 무용교육론
(Theory in Teaching Dance)

3-3-0-0 부선

3-2 전선 4251081 무대제작법
(Produce for Stage)

2-1-2-0 부선

전선 4251083 무용예술론
(History of Art)

3-3-0-0 부선

전선 4251100 생활무용
(Dance for all)

2-1-2-0 부선

4-1 전선 4251086 무대연출론
(Production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251110 무용교수학습방법
(Study on the Methods of Teaching-Learning dance)

2-2-0-0 부선

4-2 전선 4251112 문화예술교욱 현장의 이해와 실습
(Culture & Arts education On-site training to  understand)

2-1-2-0 부선

0-1
0-2

전선 425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85

한국무용전공(Program of Korean Dance)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52032 한국무용 1
(Korean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2093 타악기법
(Practice on Percussion Instruments)

2-1-2-0 부선

전선 4252096 한국무용공연실습 1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1)

3-0-6-0 부선

1-2 전선 4252034 한국무용 2
(Korean Dance 2)

2-1-2-0 부선

전선 4252097 한국무용공연실습 2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2)

3-0-6-0 부선

전선 4252108 한국민속무용 1
(Korean Folk Dance 1)

2-1-2-0 부선

2-1 전선 4252044 한국무용 3
(Korean Dance 3)

2-1-2-0 부선

전선 4252098 한국무용공연실습 3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3)

3-0-6-0 부선

전선 4252102 한국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1
(Korea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1)

2-0-4-0 부선

전선 4252109 한국민속무용 2
(Korean Folk Dance 2)

2-1-2-0 부선

2-2 전선 4252053 한국무용 4
(Korean Dance 4)

2-1-2-0 부선

전선 4252073 전통무용 1
(Traditional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2099 한국무용공연실습 4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4)

3-0-6-0 부선

전선 4252103 한국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2
(Korea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2)

2-0-4-0 부선

3-1 전필 4252075 한국무용레파토리 1
(Korean Dance Repertory 1)

2-1-2-0 부선

전선 4252076 전통무용 2
(Traditional Dance 2)

2-1-2-0 부선

전선 4252100 한국무용공연실습 5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5)

3-0-6-0 부선

전선 4252104 한국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3
(Korea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3)

2-0-4-0 부선

3-2 전필 4252078 한국무용레파토리 2
(Korean Dance Repertory 2)

2-1-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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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6학점) 28과목(60학점) 31과목(6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52081 한국무용워크샵 1
(Workshop for Korean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2101 한국무용공연실습 6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6)

3-0-6-0 부선

전선 4252105 한국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4
(Korea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4)

2-0-4-0 부선

전선 4251042 부전공실기현대무용 1
(Submajor Practice Modern Dance 1)

1-0-2-0 부선

전선 4251059 부전공실기발레 1
(Submajor Practice Ballet 1)

1-0-2-0 부선

4-1 전필 4252084 한국무용워크샵 2
(Workshop for Korean Dance 2)

2-1-2-0 부선

전선 4252106 한국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5
(Korea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5)

2-0-4-0 부선

전선 4252107 한국무용창작
(Practice for Creative Korean Dance)

2-1-2-0 부선

전선 4251049 부전공실기현대무용 2
(Submajor Practice Modern Dance 2)

1-0-2-0 부선

전선 4251057 부전공실기발레 2
(Submajor Practice Ballet 1)

1-0-2-0 부선

4-2 전선 4252092 한국무용졸업작품실습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Korean Dance)

3-0-6-0 부선

전선 4252110 한국무용공연실습 7
(Korean Dance Performing Practice 7)

3-0-6-0 부선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187

발레전공(Program of Ballet Dance)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53032 발레 1
(Ballet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3078 무용음악
(Dance Music)

2-1-2-0 부선

전선 4253081 발레공연실습 1
(Ballet Performing Practice 1)

3-0-6-0 부선

1-2 전선 4251088 캐릭터댄스
(Character Dance)

2-1-2-0 부선

전선 4253034 발레 2
(Ballet 2)

2-1-2-0 부선

전선 4253082 발레공연실습 2
(Ballet Performing Practice 2)

3-0-6-0 부선

2-1 전선 4253044 발레 3
(Ballet 3)

2-1-2-0 부선

전선 4253083 발레공연실습 3
(Ballet Performing Practice 3)

3-0-6-0 부선

전선 4253088 발레기획·제작 및 시연 1
(Ballet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1)

2-0-4-0 부선

전선 4253093 발레창작
(Practice for Creative Ballet)

2-1-2-0 부선

2-2 전선 4253053 발레 4
(Ballet 4)

2-1-2-0 부선

전선 4253077 클래식발레
(Classic Ballet)

2-1-2-0 부선

전선 4253084 발레공연실습 4
(Ballet Performing Practice 4)

3-0-6-0 부선

전선 4253089 발레기획·제작 및 시연 2
(Ballet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2)

2-0-4-0 부선

3-1 전필 4253064 발레레파토리 1
(Ballet Repertory1)

2-1-2-0 부선

전선 4253076 재즈댄스
(Jazz Dance)

2-1-2-0 부선

전선 4253085 발레공연실습 5
(Ballet Performing Practice 5)

3-0-6-0 부선

전선 4253090 발레기획·제작 및 시연 3
(Ballet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3)

2-0-4-0 부선

3-2 전필 4253066 발레레파토리 2
(Ballet Repertory 2)

2-1-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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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6학점) 26과목(58학점) 29과목(6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53069 발레워크샵 1
(Workshop for Ballet 1)

2-1-2-0 부선

전선 4253086 발레공연실습 6
(Ballet Performing Practice 6)

3-0-6-0 부선

전선 4253091 발레기획·제작 및 시연 4
(Ballet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4)

2-0-4-0 부선

전선 4251060 부전공실기한국무용 1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 1)

1-0-2-0 부선

4-1 전필 4253071 발레워크샵 2
(Workshop for Ballet 2)

2-1-2-0 부선

전선 4253092 발레기획·제작 및 시연 5
(Ballet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5)

2-0-4-0 부선

전선 4253094 발레안무법
(Ballet choreography)

2-1-2-0 부선

전선 4251058 부전공실기발레 2
(Submajor Practice Korean Dance 2)

1-0-2-0 부선

4-2 전선 4253075 발레졸업작품실습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Ballet)

3-0-6-0 부선

전선 4253087 발레공연실습 7
(Ballet Performing Practice 7)

3-0-6-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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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전공(Program of Modern Dance)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54001 현대무용 1
(Modern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4078 현대무용공연실습 1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1)

3-0-6-0 부선

1-2 전선 4254002 현대무용 2
(Modern Dance 2)

2-1-2-0 부선

전선 4254079 현대무용공연실습 2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2)

3-0-6-0 부선

2-1 전선 4254003 현대무용 3
(Modern Dance 3)

2-1-2-0 부선

전선 4254080 현대무용공연실습 3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3)

3-0-6-0 부선

전선 4254085 현대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1
(Moder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1)

2-0-4-0 부선

전선 4254091 현대무용창작
(Practice for Creative Modern Dance)

2-1-2-0 부선

2-2 전선 4254053 현대무용 4
(Modern Dance 4)

2-1-2-0 부선

전선 4254081 현대무용공연실습 4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4)

3-0-6-0 부선

전선 4254086 현대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2
(Moder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2)

2-0-4-0 부선

3-1 전필 4254064 현대무용레파토리 1
(Modern Dance Repertory 1)

2-1-2-0 부선

전선 4254082 현대무용공연실습 5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5)

3-0-6-0 부선

전선 4254087 현대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3
(Moder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3)

2-0-4-0 부선

3-2 전필 4254066 현대무용레파토리 2
(Modern Dance Repertory 2)

2-1-2-0 부선

전선 4254069 현대무용워크샵 1
(Workshop for Modern Dance 1)

2-1-2-0 부선

전선 4254083 현대무용공연실습 6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6)

3-0-6-0 부선

전선 4254088 현대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4
(Moder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4)

2-0-4-0 부선

4-1 전필 4254071 현대무용워크샵 2
(Workshop for Modern Dance 2)

2-1-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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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6학점) 16과목(32학점) 19과목(3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51058 전선 부전공실기한국무용 2 발레전공

4251060 전선 부전공실기한국무용 1 발레전공

4251088 전선 캐릭터댄스 발레전공

4253076 전선 재즈댄스 발레전공

4253077 전선 클래식발레 발레전공

4253078 전선 무용음악 발레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54089 현대무용기획·제작 및 시연 5
(Modern Dance Planning, Production and Preview 5)

2-0-4-0 부선

전선 4254090 현대무용안무법
(Modern Dance Choreography)

2-1-2-0 부선

4-2 전선 4254075 현대무용졸업작품실습
(Graduation Production Practice for Modern Dance)

3-0-6-0 부선

전선 4254084 현대무용공연실습 7
(Modern Dance Performing Practice 7)

3-0-6-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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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술학과
Department of Fine Art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18 21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31008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2-2-0-0 부선

전선 4231066 소묘 1
(Dessin 1)

3-2-2-0 부선

전선 4231068 평면조형 1
(Flat Modeling 1)

3-2-2-0 부선

전선 4231070 입체조형 1
(Cubic Modeling 1)

3-2-2-0 부선

1-2 전선 4231042 미술해부학
(Anatomy for Art)

2-2-0-0 부선

전선 4231067 소묘 2
(Dessin 2)

3-2-2-0 부선

전선 4231069 평면조형 2
(Flat Modeling 2)

3-2-2-0 부선

전선 4231071 입체조형 2
(Cubic Modeling 2)

3-2-2-0 부선

2-1 전선 4231021 조형 1
(Plastic 1)

3-2-2-0 부선

전선 4231063 서예
(Calligraphy)

3-2-2-0 부선

전선 4231073 컴퓨터아트 1
(Computer Art 1)

3-2-2-0 부선

전선 4231075 서양미술사 1
(History of Western Art 1)

2-2-0-0 부선

전선 4231082 풍경화
(Landscape Art)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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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2과목(90학점) 32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31024 조형 2
(Plastic 2)

3-2-2-0 부선

전선 4232065 전각
(Study of Sealing)

3-2-2-0 부선

전선 4231074 컴퓨터아트 2
(Computer Art 2)

3-2-2-0 부선

전선 4231076 서양미술사 2
(History of Western Art 2)

2-2-0-0 부선

3-1 전선 4231018 판화 1
(Printing 1)

3-2-2-0 부선

전선 4231038 조형예술론
(Theory of Form and Space Art)

3-3-0-0 부선

전선 4231056 미술교육론
(Theory of Art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31077 영상표현기법 1
(Techniques of Visual Expression 1)

3-2-2-0 부선

전선 4231083 미술교수학습방법
(Study on the Methods of Teaching-Learning Art)

2-2-0-0 부선

3-2 전선 4231017 현대미술론
(Theory of Modern Art)

3-3-0-0 부선

전선 4231022 판화 2
(printing 2)

3-2-2-0 부선

전선 4231057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Art)

3-3-0-0 부선

전선 4231078 영상표현기법 2
(Techniques of Visual Expression 2)

3-2-2-0 부선

4-1 전선 4231045 예술행정
(Art &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231055 미술교과논술연구
(Logic Study in Discipline of Fine Art)

3-3-0-0 부선

전선 4231079 매체와 미디어 1
(Medium & Media 1)

3-2-2-0 부선

4-2 전선 4231080 매체와미디어 2
(Medium & Media 2)

3-3-0-0 부선

전선 4231081 미술감상 및 비평
(Seminar in Art Appreciation and Criticism)

3-3-0-0 부선

전선 4231084 미술교육프로그램개발
(Education Program of Art)

2-2-0-0 부선

0-1
0-2

전선 423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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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전공(Program of Korean Painting)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32069 창작한국화 1
(Creative Korean Painting 1)

3-2-2-0 부선

2-2 전선 4232070 창작한국화 2
(Creative Korean Painting 2)

3-2-2-0 부선

3-1 전필 4232071 창작한국화 3
(Creative Korean Painting 3)

3-2-2-0 부필

전선 4232027 한국화기법 1
(Korean Pinting Techniques 1)

3-2-2-0 부선

전선 4232062 현대한국화연구 1
(Study of Modern Korean Painting 1)

3-2-2-0 부선

전선 4232068 한국화사생
(Korean Painting Sketching)

3-2-2-0 부선

3-2 전필 4232072 창작한국화 4
(Creative Korean Painting 4)

3-2-2-0 부필

전선 4232034 한국화기법 2
(Korean Pinting Techniques 2)

3-2-2-0 부선

전선 4232064 현대한국화연구 2
(Study of Modern Korean Painting 2)

3-2-2-0 부선

4-1 전필 4232066 한국화졸업연구 1
(Study of Korean Painting Graduation 1)

3-2-2-0 부필

전필 4232073 창작한국화 5
(Creative Korean Painting 5)

3-2-2-0 부필

전선 4232046 한국화기법 3
(Korean Painting Techniqyes 3)

3-2-2-0 부선

4-2 전필 4232067 한국화졸업연구 2
(Study of Korean Painting Graduation 2)

3-2-2-0 부필

전필 4232074 창작한국화 6
(Creative Korean Painting 6)

3-2-2-0 부필

전선 4232052 한국화기법 4
(Korean Painting Techniques 4)

3-2-2-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8학점) 9과목(27학점) 15과목(4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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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전공(Program of Western Painting)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33066 창작서양화 1
(Creative Korean Painting 1)

3-2-2-0 부선

2-2 전선 4233067 창작서양화 2
(Creative Korean Painting 2)

3-2-2-0 부선

3-1 전필 4233068 창작서양화 3
(Creative Korean Painting 3)

3-2-2-0 부필

전선 4233028 서양화기법 1
(Western Painting Techniques 1)

3-2-2-0 부선

전선 4233062 현대서양화연구 1
(Study of Modern Western Painting 1)

3-2-2-0 부선

3-2 전필 4233069 창작서양화 4
(Creative Korean Painting 4)

3-2-2-0 부필

전선 4233035 서양화기법 2
(Western Pinting Techniques 2)

3-2-2-0 부선

전선 4233063 현대서양화연구 2
(Study of Modern Western Painting 2)

3-2-2-0 부선

4-1 전필 4233064 서양화졸업연구 1
(Study of Western Painting Graduation 1)

3-2-2-0 부필

전필 4233070 창작서양화 5
(Creative Korean Painting 5)

3-2-2-0 부필

전선 4233047 서양화기법 3
(Western Painting Techniques 3)

3-2-2-0 부선

4-2 전필 4233065 서양화졸업연구 2
(Study of Western Painting Graduation)

3-2-2-0 부필

전필 4233071 창작서양화 6
(Creative Korean Painting 6)

3-2-2-0 부필

전선 4233053 서양화기법 4
(Western Painting Techniques 4)

3-2-2-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8학점) 8과목(24학점) 14과목(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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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전공(Program of Sculpture)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34068 창작조소 1
(Creative Sculpture 1)

3-2-2-0 부선

2-2 전선 4234069 창작조소 2
(Creative Sculpture 2)

3-2-2-0 부선

3-1 전필 4234070 창작조소 3
(Creative Sculpture 3)

3-2-2-0 부필

전선 4234028 조소기법 1
(Sculpture Techniques 1)

3-2-2-0 부선

전선 4234062 현대조각연구 1
(Study of Modern Sculpture 1)

3-2-2-0 부선

3-2 전필 4234071 창작조소 4
(Creative Sculpture 4)

3-2-2-0 부필

전선 4234035 조소기법 2
(Sculpture Techniques 2)

3-2-2-0 부선

전선 4234063 현대조각연구 2
(Study of Modern Sculpture 2)

3-2-2-0 부선

4-1 전필 4234064 조소졸업연구 1
(Study of Sculpture Graduation 1)

3-2-2-0 부필

전필 4234072 창작조소 5
(Creative Sculpture 5)

3-2-2-0 부필

전선 4234047 조소기법 3
(Sculpture Techniques 3)

3-2-2-0 부선

전선 4234074 현대조형론
(Theory of Contemporary Plastic)

2-2-0-0 부선

4-2 전필 4234065 조소졸업연구 2
(Study of Sculpture Graduation 2)

3-2-2-0 부필

전필 4234073 창작조소 6
(Creative Sculpture 6)

3-2-2-0 부필

전선 4234053 조소기법 4
(Sculpture Tehniques 4)

3-2-2-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8학점) 9과목(26학점) 15과목(4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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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문화학과
Department of Visual Cul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3 25 0 36

0 36 69
130

단일전공 27 63 4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공통 : 모든 트랙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트랙 : (A) 영상콘텐츠전공트랙, (B) 문화콘텐츠전공트랙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63001 대중문화연구
(Studies in Mass Culture)

3-3-0-0 부선 공통

전선 4263002 디지털그래픽스
(Digital Graphics)

3-3-0-0 부선 공통

전선 4263003 스토리창작의 기초
(Basic Storytelling)

3-3-0-0 부선 공통

1-2 전선 4263004 라이프드로잉
(Life Drawing)

3-3-0-0 부선 공통

전선 4263005 드라마작법의 기초
(Basic Dramaturgy)

3-2-2-0 부선 공통

전선 4263006 공연콘텐츠의 이해와 감상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Performance Contents)

3-3-0-0 부선 공통

2-1 전선 4263007 애니메이션드로잉
(Animation Drawing)

3-3-0-0 부선 (A)

전선 4263008 게임심리학
(Psychology of Game)

3-3-0-0 부선 (A)

전선 4263009 영상타이포그래피
(Image Typography)

3-3-0-0 부선 (A)

전선 4263010 실험영상
(Experimental Film)

3-3-0-0 부선 (A)

전선 4263011 영화분석
(Film Analysis)

3-3-0-0 부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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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63012 캐릭터와 플롯
(Character and Plot)

3-3-0-0 부선 (B)

전선 4263013 만화와 애니메이션
(Cartoon and Animation)

3-2-2-0 부선 (B)

2-2 전선 4263014 게임기획
(Game Planning Study)

3-3-0-0 부선 (A)

전선 4263015 스토리보드워크숍
(Storyboard Workshop)

3-3-0-0 부선 (A)

전선 4263016 영상콘텐츠와 문학
(Visual Contents and Literature)

3-3-0-0 부선 (A)

전선 4263017 발상과 커뮤니케이션
(Idea and Communication)

3-3-0-0 부선 (A)

전선 4263018 픽션창작워크숍
(Workshop of Creative Fiction)

3-3-0-0 부선 (B)

전선 4263019 방송프로그램구성
(Script for Broadcast Programs)

3-3-0-0 부선 (B)

전선 4263020 필름과몽타주
(Film and Montage)

3-3-0-0 부선 (B)

전선 4263021 문화콘텐츠워크숍
(Workshop for Cultural Contents)

3-3-0-0 부선 (B)

3-1 전선 4263022 서사이론
(Narrative Theory)

3-3-0-0 부선 (A)

전선 4263023 문화산업전략론
(Study of Cultural Industry Strategy)

3-3-0-0 부선 (A)

전선 4263025 페스티벌사례분석
((Analysis of Festival Cases)

3-3-0-0 부선 (B)

전선 4263026 영상콘텐츠기획
(Visual Contents Planning)

3-3-0-0 부선 (B)

전선 4263027 영상미학
(Screen Aesthetics)

3-3-0-0 부선 (B)

전선 4263028 영상문화세미나
(Visual Culture Seminar)

3-3-0-0 부선 (B)

전선 4263046 스톱모션애니메이션워크숍
(Stop-motion Animation Workshop)

3-3-0-0 부선 (A)

3-2 전선 4263029 다큐멘터리
(Documentary)

3-3-0-0 부선 (A)

전선 4263030 게임치료
(Game Theraphy)

3-3-0-0 부선 (A)

전선 4263031 커머셜영상제작
(Commercial Contents Production)

3-3-0-0 부선 (A)

전선 4263032 영화-이미지론
(Film-Image theory)

3-3-0-0 부선 (B)

전선 4263033 문화행사기획
(Cultural Event Planning)

3-3-0-0 부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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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46과목(135학점) 46과목(13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24025 전선 모션그래픽스 1 디자인학과

4224030 전선 모션그래픽스 2 디자인학과

4324091 전선 인터넷스마트미디어제작 신문방송학과

4324081 전선 광고제작실습 신문방송학과

4900140 전선 미디어콘텐츠의 이해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59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1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60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2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63034 신화와 스토리텔링
(Myth and Storytelling)

3-3-0-0 부선 (B)

4-1 전선 4263035 애니메이션워크숍
(Animation Workshop)

3-3-0-0 부선 (A)

전선 4263036 영상콘텐츠제작
(Visual Contents Production)

3-3-0-0 부선 (A)

전선 4263037 영상문화특강 1
(Visual Culture Special Lecture 1)

3-3-0-0 부선 (A)

전선 4263038 문화원형의활용
(Practice of Cultural Prototypes)

3-3-0-0 부선 (B)

전선 4263039 문화행정
(Cultural Administration)

3-3-0-0 부선 (B)

4-2 전선 4263040 게임산업
(Gaming Industry Study)

3-3-0-0 부선 (A)

전선 4263041 영상문화특강 2
(Visual Culture Special Lecture 2)

3-3-0-0 부선 (A)

전선 4263042 영상콘텐츠워크숍
(Visual Contents Workshop)

3-3-0-0 부선 (A)

전선 4263043 영상시나리오워크숍
(Workshop for Scenarios)

3-3-0-0 부선 (B)

전선 4263044 영화비평론
(Film Critics Study)

3-3-0-0 부선 (B)

전선 4263045 글로컬리티와 문화콘텐츠
(Glocality and Culture Contents)

3-3-0-0 부선 (B)

0-1
0-2

전선 426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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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음악학과
Department of Music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16 23

0 39 68
130

단일전공 27 66 4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41001 전공실기 1
(Individual Major Practice 1)

2-0-4-0 부필

전선 4241002 합창 1
(Chorus 1)

2-2-0-0 부선 전필
(성악․피아노․작곡)

전선 4241004 합주 1
(Orchestra 1)

2-0-4-0 부선 필수
(관현악)

전선 4241055 시창ㆍ청음 1
(Sight Singing & Listening 1)

1-0-2-0 부선

전선 4241058 연주 1
(Performance 1)

1-0-2-0 부선

전선 4243061 음악이론 1
(Theory of Music 1)

2-2-0-0 부선

1-2 전필 4241005 전공실기 2
(Individual Major Practice 2)

2-0-4-0 부선

전선 4241006 합창 2
(Chorus 2)

2-2-0-0 부선 전필
(성악․피아노․작곡)

전선 4241007 합주 2
(Orchestra 2)

2-0-4-0 부선 필수
(관현악)

전선 4241056 시창ㆍ청음 2
(Sight Singing & Listening 2)

1-0-2-0 부선

전선 4241059 연주 2
(Performance 2)

1-0-2-0 부선

전선 4243062 음악이론 2
(Theory of Music 2)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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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41009 전공실기 3
(Individual Major Practice 3)

2-0-4-0 부필

전선 4241012 서양음악사 1
(History of Western Music 1)

2-2-0-0 부선

전선 4241060 연주 3
(Performance 3)

1-0-2-0 부선

전선 4241085 화성학1
(Harmony 1)

2-2-0-0 부선

전선 4242063 시창ㆍ청음 3
(Sight Singing & Listening 3)

1-0-2-0 부선

전선 4242064 합창 3
(Chorus 3)

2-2-0-0 부선 전필
(성악․피아노․작곡)

전선 4244069 합주 3
(Orchestra 3)

2-0-4-0 부선 필수
(관현악)

2-2 전필 4241015 전공실기 4
(Individual Major Practice 4)

2-0-4-0 부필

전선 4241018 서양음악사 2
(History of Western Music 2)

2-2-0-0 부선

전선 4241061 연주 4
(Performance 4)

1-0-2-0 부선

전선 4241086 화성학2
(Harmony 2)

2-2-0-0 부선

전선 4242066 시창ㆍ청음 4
(Sight Singing & Listening 4)

1-0-2-0 부선

전선 4242067 합창 4
(Chorus 4)

2-2-0-0 부선 전필
(성악․피아노․작곡)

전선 4244071 합주 4
(Orchestra 4)

2-0-4-0 부선 필수
(관현악)

3-1 전필 4241022 전공실기 5
(Individual Major Practice 5)

2-0-4-0 부필

전선 4241062 연주 5
(Performance 5)

1-0-2-0 부선

전선 4241078 음악교육론
(Theories of Music Education)

3-3-0-0 부선 교직

전선 4243067 서양음악사 3
(History of Western Music 3)

2-2-0-0 부선

전선 4245117 음악치료의 이해 1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1)

2-2-0-0 부선

3-2 전필 4241028 전공실기 6
(Individual Major Practice 6)

2-0-4-0 부필

전선 4241063 연주 6
(Performance 6)

1-0-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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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8과목(16학점) 35과목(61학점) 43과목(77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41079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Music)

3-3-0-0 부선 교직

전선 4243071 서양음악사 4
(History of Western Music 4)

2-2-0-0 부선

전선 4245118 음악치료의 이해 2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2)

2-2-0-0 부선

4-1 전필 4241035 전공실기 7
(Individual Major practice 7)

2-0-4-0 부선

전선 4245079 음악분석 1
(Musical Analysis 1)

2-2-0-0 부선

전선 4241064 연주 7
(Performance 7)

1-0-2-0 부선

전선 4241080 음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Music)

3-3-0-0 부선 교직

4-2 전필 4241043 전공실기 8
(Individual Major Practice 8)

2-0-4-0 부선

전선 4245086 음악분석 2
(Musical Analysis 2)

2-2-0-0 부선

전선 4241065 연주 8
(Performance 8)

1-0-2-0 부선

0-1
0-2

전선 424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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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전공(Vocal Music)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41003 클래스피아노연습 1
(Class Piano 1)

1-0-2-0 부선

전선 4242091 이태리딕션 1
(Italian Diction 1)

1-0-2-0 부선

1-2 전선 4241008 클래스피아노연습 2
(Class Piano 2)

1-0-2-0 부선

전선 4242092 이태리딕션 2
(Italian Diction 2)

1-0-2-0 부선

2-1 전선 4241014 클래스피아노연습 3
(Class Piano 3)

1-0-2-0 부선

전선 4242093 독어딕션 1
(German Diction 1)

1-0-2-0 부선

2-2 전선 4241020 클래스피아노연습 4
(Class Piano 4)

1-0-2-0 부선

전선 4242094 독어딕션 2
(German Diction 2)

1-0-2-0 부선

3-1 전선 4242070 합창 5
(Chorus 5)

2-2-0-0 부선

전선 4242095 불어딕션 1
(French Diction 1)

1-0-2-0 부선

전선 4242032 성악문헌 1
(Vocal Literature 1)

2-2-0-0 부선

전선 4241037 지휘법 1
(Conducting 1)

2-2-0-0 부선

3-2 전선 4242074 합창 6
(Chorus 6)

2-2-0-0 부선

전선 4242096 불어딕션 2
(French Diction 2)

1-0-2-0 부선

전선 4242040 성악문헌 2
(Vocal Literature 1)

2-2-0-0 부선

전선 4241045 지휘법 2
(Conducting 2)

2-2-0-0 부선

4-1 전선 4242077 합창 7
(Chorus 7)

2-2-0-0 부선

전선 4242097 영어딕션 1
(English Distion 1)

1-0-2-0 부선

전선 4242089 오라토리오 & 오페라 워크샵
(Oratorio & Opera Workshop)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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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2과목(32학점) 22과목(3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242080 합창 8
(Chorus 8)

2-2-0-0 부선

전선 4242098 영어딕션 2
(English Distion 2)

1-0-2-0 부선

전선 4242090 한국가곡론
(Theory of Korean Art Song)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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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전공(Piano)

◎ 편성 교과목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18과목(32학점) 18과목(3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43030 피아노문헌 1
(Piano Literature 1)

2-2-0-0 부선

전선 4245113 타악기연습 1
(Percussion 1)

1-0-2-0 부선

1-2 전선 4243038 피아노문헌 2
(Piano Literature 2)

2-2-0-0 부선

전선 4245114 타악기연습 2
(Percussion 2)

1-0-2-0 부선

2-1 전선 4243013 피아노듀오 1
(Piano Duo 1)

2-2-0-0 부선

전선 4245119 타악기연습 3
(Percussion 3)

1-0-2-0 부선

2-2 전선 4243021 피아노듀오 2
(Piano Duo 2)

2-2-0-0 부선

전선 4245120 타악기연습 4
(Percussion 4)

1-0-2-0 부선

3-1 전선 4243014 피아노반주 1
(Accompanying 1)

2-1-2-0 부선

전선 4241053 실내악 1
(Chamber Music 1)

2-2-0-0 부선

전선 4242083 피아노조율 1
(Piano Tuning 1)

2-2-0-0 부선

3-2 전선 4243022 피아노반주 2
(Accompanying 2)

2-1-2-0 부선

전선 4241034 실내악 2
(Chamber Music 2)

2-2-0-0 부선

전선 4242084 피아노조율 2
(Piano Tuning 2)

2-2-0-0 부선

4-1 전선 4243046 피아노교수법
(Piano Pedagogy)

2-2-0-0 부선

전선 4241042 실내악 3
(Chamber Music 3)

2-2-0-0 부선

4-2 전선 4243056 현대피아노음악
(Modern Piano Music)

2-2-0-0 부선

전선 4241057 실내악 4
(Chamber Music 4)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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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전공(Orchestra)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44003 관악합주 1
(Wind Ensemble 1)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04 현악합주 1
(String Ensemble 1)

2-0-4-0 부선

전선 4244081 비올라연습 1
(Viola 1)

1-0-2-0 부선

1-2 전선 4244009 관악합주 2
(Wind Ensemble 2)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10 현악합주 2
(String Enxemble 2)

2-0-4-0 부선

전선 4244082 비올라연습 2
(Viola 2)

1-0-2-0 부선

2-1 전선 4244019 관악합주 3
(Wind Ensemble 3)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20 현악합주 3
(String Ensemble 3)

2-0-4-0 부선

전선 4244069 합주 3
(Orchestra 3)

2-0-4-0 부선

전선 4244087 비올라연습 3
(Viola 3)

1-0-2-0 부선

2-2 전선 4244027 관악합주 4
(Wind Ensemble 4)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28 현악합주 4
(String Ensemble 4)

2-0-4-0 부선

전선 4244071 합주 4
(Orchestra 4)

2-0-4-0 부선

전선 4244088 비올라연습 4
(Viola 4)

1-0-2-0 부선

3-1 전선 4244034 관악합주 5
(Wind Ensemble 5)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35 현악합주 5
(String Ensemble 5)

2-0-4-0 부선

전선 4244073 합주 5
(Orchestra 5)

2-0-4-0 부선

전선 4244083 악기제작 및 관리 1
(Instrument Making & Caring 1)

2-1-2-0 부선

3-2 전선 4244075 합주 6
(Orchestra 6)

2-0-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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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6과목(48학점) 26과목(4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41053 전선  실내악 1 피아노전공

4241034 전선  실내악 2 피아노전공

4241042 전선  실내악 3 피아노전공

4241057 전선  실내악 4 피아노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44044 현악합주 6
(String Ensemble 6)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43 관악합주 6
(Wind Ensemble 6)

2-0-4-0 부선

전선 4244084 악기제작 및 관리 2
(Instrument Making & Caring 2)

2-1-2-0 부선

4-1 전선 4244055 관악합주 7
(Wind Ensemble 7)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56 현악합주 7
(String Ensemble 7)

2-0-4-0 부선

전선 4244077 합주 7
(Orchestra 7)

2-0-4-0 부선

4-2 전선 4244066 관악합주 8
(Wind Ensemble 8)

2-0-4-0 부선 1과목
선택

전선 4244067 현악합주 8
(String Ensemble 8)

2-0-4-0 부선

전선 4244079 합주 8
(Orchestra 8)

2-0-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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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전공(Composition)

◎ 편성 교과목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0과목(34학점) 20과목(3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45035 악기론 1
(Instrument 1)

2-2-0-0 부선

전선 4245111 콘트라베이스연습 1
(Contrabass 1)

1-0-2-0 부선

1-2 전선 4245044 악기론 2
(Instrument 2)

2-2-0-0 부선

전선 4245112 콘트라베이스연습 2
(Contrabass 2)

1-0-2-0 부선

2-1 전선 4245121 콘트라베이스연습 3
(Contrabass 3)

1-0-2-0 부선

전선 4245123 건반화성
(Keyboard Harmony)

2-2-0-0 부선

2-2 전선 4245122 콘트라베이스연습 4
(Contrabass 4)

1-0-2-0 부선

전선 4245124 국악작곡법
(Korean Music Composition)

2-2-0-0 부선

3-1 전선 4241066 음향실습 1
(Sound Engineering 1)

1-0-2-0 부선

전선 4245081 컴퓨터음악 1
(Computer Music 1)

2-1-2-0 부선

전선 4245083 현대음악기법 1
(Modern Music Theory 1)

2-2-0-0 부선

전선 4245127 대위법 1
(Counterpoint 1)

2-2-0-0 부선

3-2 전선 4241067 음향실습 2
(Sound Engineering 2)

1-0-2-0 부선

전선 4245088 컴퓨터음악 2
(Computer Music 2)

2-1-2-0 부선

전선 4245090 현대음악기법 2
(Modern Music Theory 2)

2-2-0-0 부선

전선 4245128 대위법 2
(Counterpoin t2)

2-2-0-0 부선

4-1 전선 4245092 컴퓨터음악 3
(Computer Music 3)

2-1-2-0 부선

전선 4245125 관현악기법 1
(Orchestration 1)

2-2-0-0 부선

4-2 전선 4245096 컴퓨터음악 4
(Computer Music 4)

2-1-2-0 부선

전선 4245126 관현악기법 2
(Orchestration 2)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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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66666666666666 사범대학

6.1 가정교육과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9 22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00079 아동학
(Child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300040 생활예절교육
(Living Custom Education)

2-2-0-0 부선

전선 4300052 가정경제
(Family Economics)

3-3-0-0 부선

1-2 전선 4300002 인간발달
(Human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300012 생활공예
(Handcraft Practice)

3-1-4-0 부선

전선 4300059 가정생활과 복지
(Family Welfare)

3-3-0-0 부선

전선 4300065 가정생활문화
(Culture of Family Living)

3-3-0-0 부선

2-1 전필 4300004 영양학
(Nutrition)

3-3-0-0 부선

전필 4300087 소비자학
(Consumer Science)

3-3-0-0 부선

전선 4300003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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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300018 식품영양학실험
(Food Nutrition & Laboratory)

3-1-4-0 부선

전선 4300086 의복재료와 관리
(Textile and Management)

3-3-0-0 부선

2-2 전필 4300014 가정교육론
(Theory o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300088 식품과 조리
(Food Theory and Applications)

3-3-0-0 부선

전선 4300006 복식의장학
(Clothing Design)

3-3-0-0 부선

전선 4300037 식이요법
(Diet Therapy)

3-3-0-0 부선

전선 4300076 가정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of Home Economics)

3-3-0-0 부선

3-1 전필 4300010 가정경영
(Home Management)

3-3-0-0 부선

전필 4300060 가정과 교육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on Home Economics)

2-2-0-0 부선

전선 4300017 한국조리학 및 실습
(Korean Cookery)

3-1-4-0 부선

전선 4300064 가정과 교육과정론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00067 복식문화사
(History ＆ culture of Clothing)

3-3-0-0 부선

전선 4300081 소비문화
(Consumer culture)

3-3-0-0 부선

3-2 전필 4300063 가정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ethod and Research o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300072 주거학
(Housing)

3-3-0-0 부선

전필 4300089 의복디자인과 구성
(Design and Clothing Construction)

3-1-4-0 부선

전선 4300023 한복구성 및 실습
(Construction of Korean Costume)

3-1-4-0 부선

전선 4300024 외국조리학 및 실습
(Western Cookery)

3-1-4-0 부선

전선 4300032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00082 가정과교수법
(Instructional Metho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0 부선

4-1 전선 4300011 피복환경학
(Clothing Hygien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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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0과목(29학점) 33과목(98학점) 43과목(127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300026 피복관리학
(Management of Clothing)

3-3-0-0 부선

전선 4300045 영양교육론
(Nutritio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00048 조리과학 및 실험
(Cookery Science & Lab.)

3-1-4-0 부선

전선 4300071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00080 가족학
(Family Science)

3-3-0-0 부선

4-2 전선 4300036 생활주기영양학
(Nutrition of Life Period)

3-3-0-0 부선

전선 4300061 소비자경제 및 교육
(Consumer Econimics and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00066 가족복지
(Family Welfare)

3-3-0-0 부선

전선 4300068 식생활문화
(Foo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00083 가정교육특강
(Topic in Home Econom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00084 주거실내디자인
(Living interior Design)

3-3-0-0 부선

전선 4300085 식품가공및저장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30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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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과학교육학부
Division of Science Education

공통 교과목

수학교육과의 「수학과 과학」 교과목(4284075)을 이수한 경우 과학교육학부의 해당 교과목(4290042)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90030 일반물리학 1
(General Physics 1)

3-3-0-0 부선

전필 4290032 일반화학 1
(General Chemistry 1)

3-3-0-0 부선

전필 4290034 일반생물학 1
(General Biology 1)

3-3-0-0 부선

전필 4290036 일반지구과학 1
(General Earth Science 1)

3-3-0-0 부선

전필 4290038 일반물리학실험
(General Physics Laboratory)

1-0-2-0 부선

전필 4290039 일반화학실험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1-0-2-0 부선

1-2 전필 4290031 일반물리학 2
(General Physics 2)

3-3-0-0 부선

전필 4290033 일반화학 2
(General Chemistry 2)

3-3-0-0 부선

전필 4290035 일반생물학 2
(General Biology 2)

3-3-0-0 부선

전필 4290037 일반지구과학 2
(General Earth Science 2)

3-3-0-0 부선

전필 4290040 일반생물학실험
(General Biology Laboratory)

1-0-2-0 부선

전필 4290041 일반지구과학실험
(General Earth Science Laboratory)

1-0-2-0 부선

2-1 전선 4290042 수학과 과학
(Mathematics and Science)

3-3-0-0 부선

2-2 전필 4290009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3-0-0 부선

3-1 전선 4290024 과학지도법 및 교재연구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Scienc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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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4과목(33학점) 4과목(12학점) 18과목(4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84075 전선 수학과 과학 수학교육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90043 멀티미디어수학과학교육
(Multimedia in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3-3-0-0 부선

4-1 전필 4290029 과학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Science)

2-2-0-0 부선

4-2 전선 4290045 통합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Integrated Science Educ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29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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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전공(Program of Physic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1 29

0 70 25
140

단일전공 10 80 15

◎ 편성 교과목

「심화물리교육실험」을 수강하려면 선수 과목으로 「물리교육실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통합과학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전자기학탐구교육 1」, 「전자기학탐구교육 2」, 「현대물리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산정 시 중복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91001 수리탐구물리 1
(Mathematical Physics 1)

3-3-0-0 부선

전선 4291045 역학탐구교육 1
(Education Inquiry in Mechanics 1)

3-3-0-0 부선

전선 4291050 전산물리
(Computational physics)

3-3-0-0 부선

2-2 전선 4291037 수리탐구물리 2
(Mathematical Physcis 2)

3-3-0-0 부선

전선 4291046 역학탐구교육 2
(Education Inquiry in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291051 현대물리학
(Modern Physics)

3-2-2-0 부선

3-1 전선 4291006 전자기학탐구교육 1
(Educational Inquiry in Eletromagnetics 1)

3-2-2-0 부선

전선 4291007 물리탐구현장실습 1
(Practical Survey in Physics Education 1)

1-0-2-0 부선

전선 4291047 양자물리학 1
(Quantum Mechanics1)

3-3-0-0 부선

전선 4291052 물리교육실험
(Physics Education Experiments)

2-0-4-0 부선

3-2 전필 4291010 전자기학탐구교육 2
(Educational Inquiry in Eletromagnetics 2)

3-2-2-0 부선

전필 4291044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Phys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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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8학점) 20과목(55학점) 23과목(6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91048 양자물리학 2
(Quantum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291053 물리탐구자료개발
(Physics Instructional Material Development)

3-3-0-0 부선

4-1 전선 4291016 물리탐구현장실습 2
(practical Survey in Physics Inquiry 2)

1-0-2-0 부선

전선 4291040 물리교육연구
(Research on Phys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91054 열 및 통계물리
(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3-3-0-0 부선

전선 4291055 파동 및 광학
(Wave and Optics)

3-3-0-0 부선

4-2 전필 4291056 심화물리교육실험
(Advanced Physics Education & Experiment)

2-0-4-0 부선

전선 4291022 물리학사
(History of Physics)

3-3-0-0 부선

전선 4291032 생활물리
(Physics in Daily Lives)

3-2-2-0 부선

전선 4291041 물리교육특강
(Topics in Teaching Physics)

3-3-0-0 부선

전선 4291057 물리교육연구동향과 이슈
(Readings of Recent Physics Paper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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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전공(Program of Biology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65 0

0 65 30
140

단일전공 21 86 9

◎ 편성 교과목

「생물교육현장실습 2」를 수강하려면 선수 과목으로 「생물교육현장실습 1」을 이수하여야 한다.

통합과학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세포학」, 「분자생물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산정 시 중복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293047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전필 4293049 생물화학 및 실험
(Biochemistry and Laboratory)

3-2-2-0 부선

전선 4293001 동물분류학 및 실험
(Animal Taxonom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93003 식물분류학 및 실험
(Plant Toxonomy and Lab.)

3-2-2-0 부선

2-2 전필 4293009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3-3-0-0 부선

전필 4293048 세포학
(Cell Biology)

3-3-0-0 부선

전선 4293050 유전공학 및 실험
(Genetic Engineering and Laboratory)

3-2-2-0 부선

3-1 전필 4293029 발생학
(Development Biology)

3-3-0-0 부선

전필 4293006 생물교육현장실습 1
(Practical Survey in Biology Education 1)

1-0-2-0 부선

전선 4293051 동물생리학 1
(Animal Physiology 1)

3-3-0-0 부선

전선 4293053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0 부선

3-2 전필 4293015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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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2과목(32학점) 8과목(24학점) 20과목(5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293043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Biology)

3-3-0-0 부선

전선 4293012 면역학
(Immunology)

3-3-0-0 부선

전선 4293052 동물생리학 2
(Animal Physiology 2)

3-3-0-0 부선

4-1 전필 4293054 생태학 및 실험
(Ecology and Laboratory)

3-2-2-0 부선

전필 4293018 생물교육현장실습 2
(practical Survey in Biology Education 2)

1-0-2-0 부선

전필 4293056 생물교육연구
(Research on Biology Education)

3-3-0-0 부선

4-2 전필 4293057 생물교육과 글쓰기
(Writing Biolog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93055 생물교육특강
(Special Topics in Biology Educ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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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교육전공(Program of Earth Science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5 21

0 66 29
140

단일전공 22 88 7

◎ 편성 교과목

통합과학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지질학」, 「대기과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산정 시 중복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94005 지구과학현장실습 1
(Practical Survey in Earth Science  1)

1-0-2-0 부선

전선 4294045 지질학
(Geology)

3-2-2-0 부선

전선 4294046 대기과학
(Atmospheric Science)

3-2-2-0 부선

전선 4294047 천문학
(Astronomy)

3-2-2-0 부선

2-2 전필 4294015 관측천문학 및 실습
(Observational Astronom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94003 일반암석학 및 실험
(General Petrolog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294048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Natural Disaster and Energy Resources)

3-3-0-0 부선

3-1 전필 4294009 야외지질학 및 실험
(Field Geology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294020 지구과학현장실습 2
(Practical Survey in Earth Science 2)

1-0-2-0 부선

전선 4294049 지구물리학
(Geophysics)

3-3-0-0 부선

전선 4294050 실용천문학
(Practical Astronomy)

3-2-2-0 부선

3-2 전필 4294042 지구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Earth  Science)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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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18과목(46학점) 22과목(5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294044 고급대기과학
(Advanced Atmospheric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94021 천체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Astrophysics)

3-3-0-0 부선

전선 4294051 해양학
(Oceanography)

3-3-0-0 부선

4-1 전선 4294010 은하와 우주
(Galaxies and Universe)

3-3-0-0 부선

전선 4294043 지구과학현장실습 3
(Practical Survey in Earth Science 3)

1-0-2-0 부선

전선 4294052 층서지질학
(Stratigraphic Geology)

3-2-2-0 부선

전선 4294053 지구과학교육연구
(Educational Research on Earth Science)

3-2-2-0 부선

4-2 전선 4294035 탐구학습자료개발실습
(Practice in Instructional Material Development)

1-0-2-0 부선

전선 4294037 지구과학교육특강
(Special Topics in Earth Science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94054 지구환경과학
(Earth and environment Scienc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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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교육전공(Program of Chemistry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49 23

0 72 23
140

단일전공 10 82 13

◎ 편성 교과목

「물리화학 2」를 수강하려면 선수 과목으로 「물리화학 1」을 이수하여야 한다.

「고급유기화학」을 수강하려면 선수 과목으로 「유기화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통합과학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은 「무기화학」, 「유기화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산정 시 중복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92055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292057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92058 유기화학실험
(Organic Chemistry Laboratory)

2-0-4-0 부선

2-2 전필 4292059 고급유기화학
(Physical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292056 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292060 물리화학실험
(Physical Chemistry Laboratory)

2-0-4-0 부선

전필 4292061 화학교육현장실습
(Practical Survey in Chemistry Education)

1-0-2-0 부선

3-1 전필 4292020 고급물리화학
(Advanced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92062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92063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92064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y)

2-0-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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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6학점) 17과목(44학점) 23과목(6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292052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Chemistry)

3-3-0-0 부선

전필 4292065 배위화학
(In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필 4292066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292067 무기화학실험
(Inorganic Chemistry Laboratory)

2-0-4-0 부선

4-1 전선 4292030 유기분광학
(Organic Spectroscopy)

3-3-0-0 부선

전선 4292039 화학교육실험연구
(Educational Research on Chemstry Laboratory)

2-1-2-0 부선

전선 4292053 화학특강 1
(pecial Topics in Chemistry 1)

2-2-0-0 부선

4-2 전선 4292015 화학반응속도론
(Chemicial Kinetics)

3-3-0-0 부선

전선 4292022 고급무기화학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292045 화학교육특강
(Special Topics in Chemist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92054 화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Chemistry 2)

2-2-0-0 부선

전선 4292068 생활과학
(Science in Daily Live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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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육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8 42

0 50 45
140

단일전공 21 71 24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74091 교육사의 이해
(History of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93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
(Future Society and Education)

3-3-0-0 부선

1-2 전선 4274007 인간발달과 교육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92 교육철학의 이해
(Philosophy of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97 세계의 교육제도와 동향
(Educational Systems and Trends in Global Age)

3-3-0-0 부선

2-1 전선 4274061 평생교육론
(Life-Long Education)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274088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274098 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Learning)

3-3-0-0 부선

전선 4274099 교육동기론
(Theories of motivation i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20 교육복지론
(Educational Welfare)

3-3-0-0 부선

전선 4274124 대학의 역사
(The History of University)

3-3-0-0 부선

2-2 전필 4274019 교육학교육론
(Teaching Pedag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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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74060 인성과 교육
(Personality and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66 평생교육방법론
(Teaching Methods in Life-Lo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87 교수설계론
(Instructional Theories)

3-3-0-0 부선

전선 4274096 청소년교육론
(Education of Youth)

3-3-0-0 부선

전선 4274100 학교상담
(School Counseling and Guidance)

3-3-0-0 부선

3-1 전필 4274024 교육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Planning i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67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Program Development in Life-Lo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82 학급경영론
(Classroom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274086 성인학습 및 상담론
(Counseling Adult Learners)

3-3-0-0 부선

전선 4274102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of counseling for adolescents)

3-3-0-0 부선

전선 4274121 교육과정
(Curriculum)

3-3-0-0 부선

3-2 전선 4274025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Evalu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64 평생교육경영학
(Management of Life-Lo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083 한국교육정책탐구
(Study of Educational Policy in Korea)

3-3-0-0 부선

전선 4274090 교육법과제도
(Laws & Systems of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05 청소년심리학
(Psychology of Adolescence)

3-3-0-0 부선

전선 4274115 청소년복지와 상담
(Adolescent Welfare & Counseling)

3-3-0-0 부선

전선 4274122 시민교육론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25 교육고전의 이해
(Understanding Classics in Education)

3-3-0-0 부선

4-1 전필 4274077 교육학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in Education)

2-2-0-0 부선

전선 4274071 평생교육실습
(Life-Long Education Site-Practices)

3-1-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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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8학점) 41과목(123학점) 44과목(13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74106 중등교육론
(Seconda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07 교육조사방법론
(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3-3-0-0 부선

전선 4274109 교육행정학세미나
(Semina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17 교육복지프로그램평가론
(Evaluation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

3-3-0-0 부선

전선 4274118 진로교육 및 상담
(Career  Counseling and   Intervention i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4119 사회심리학과 교육
(Social Psychology and Education)

3-3-0-0 부선

4-2 전선 4274075 교육문제와 사회적 쟁점
(Educational Problems and Social Issues)

3-3-0-0 부선

전선 4274111 교육통계의 기초
(Introduction to Educational 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274112 장학론
(Educational Supervision)

3-3-0-0 부선

전선 4274113 한국교육사세미나
(Seminar in Korean educational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74123 기업교육론
(Corporate Educ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27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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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어교육과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8 33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71065 국어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1-2 전선 4271059 문화현장조사방법론 및 실습
(Research Methodology and Practice of Korean Culture)

1-0-2-0 부선

전선 4271066 국문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3-0-0 부선

2-1 전필 4271004 한국문학사 1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1)

3-3-0-0 부선

전필 4271013 국어교육론
(Theory and Practice of Teaching Korean Language Arts)

3-3-0-0 부선

전선 4271003 문학교육론
(Theory of Litero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06 고전소설교육론
(Theory of Classic Novels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18 국어어휘교육론
(Korean Lexcolog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54 수필교육론
(Theory of Essa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55 의사소통교육론
(Theory of Communicatio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63 문법교육론
(Theory of Education on Korean Grammar)

3-3-0-0 부선

2-2 전필 4271008 한국문학사 2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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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필 4271046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eminar in Korean Teaching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271005 국어음운교육론
(Korean Phonolog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10 고전산문교육론
(Theory of Korean Classic Prose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14 국어문법론
(Korean Grammar)

3-3-0-0 부선

전선 4271032 독서교육론
(Theory of Readi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38 현대시교재강독
(Readings in Modern Poetr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61 한국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3-3-0-0 부선

3-1 전선 4271007 국어정서법
(Korean Orthography)

3-3-0-0 부선

전선 4271009 작문교육론
(Theory of Writi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15 고전시가교육론
(Theory of Classic Poetr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16 현대시교육론
(Theory of Modern Poetry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17 현대소설교육론
(Theory of Modern Novels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23 한국문학배경론
(Backgrounds of Korean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271025 문학감상론
(Literary Criticism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62 강원지역문화의 이해
(Introduction to Gangwon Local Culture)

3-3-0-0 부선

3-2 전선 4271021 국어사
(History of Korean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271026 현대소설강독
(Theories in Modern Novels)

3-3-0-0 부선

전선 4271028 국어문제연구
(Seminar in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271043 화법교육론
(Speech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49 고전산문강독
(Reading in Classic Prose Works)

3-3-0-0 부선

전선 4271050 고전시가강독
(Reading in Classic Poetry Work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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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8학점) 38과목(112학점) 44과목(13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필 4271052 국어과논술교육
(Theory of Essay Writing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1031 국어사교재강독
(Readings in Historical Materials fo Korean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271042 구비문학교육론
(Theory of Korean Oral Literature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47 국어교육논문강독
(Readings in Korean Education Essays)

3-3-0-0 부선

전선 4271053 매체및현대국어문화자료강독
(Readings in Media & Current Korean Cultural Writings)

3-3-0-0 부선

4-2 전선 4271027 희곡교육론
(Theory of Drama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36 국어학사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271037 고전문법교육론
(Grammar of Middle Age Korean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51 고전작가론
(Studies on Korean Classical Writers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60 한국현대작가론
(Studies on Korean Modern Writers for Teachers)

3-3-0-0 부선

전선 4271064 국어과교육연습
(Practice in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3-0-0 부선

0-1
0-2

전선 427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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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학교육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5 36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84001 미분적분학 1
(Calculus 1)

3-3-0-0 부선

전선 4284005 수체계
(Number Theory)

3-3-0-0 부선

1-2 전선 4284004 미분적분학 2
(Calculus 2)

3-3-0-0 부선

전선 4284006 수학기초론
(Foundation of Mathematics)

3-3-0-0 부선

2-1 전필 4284061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3-3-0-0 부선

전선 4284008 해석학 1
(Analysis 1)

3-3-0-0 부선

전선 4284018 수학교육론
(Theories on Mathemat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75 수학과 과학
(Mathematics and Science)

3-3-0-0 부선

전선 4284078 조합 및 그래프이론
(Discrete Mathematics and Graph Theory)

3-3-0-0 부선

전선 4284079 확률 및 통계
(Introduction to Probability and Statistics)

3-3-0-0 부선

2-2 전필 4284058 미분방정식론
(Differential Equations)

3-3-0-0 부선

전선 4284012 해석학 2
(Analysis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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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84062 수학과 교육공학
(Technologies in Mathemat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64 수학사 및 수학철학
(History and Philosophies of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284072 미분기하학 1
(Differential Geometry 1)

3-3-0-0 부선

3-1 전선 4284013 수학교육과정론
(Theories and Practice in Mathematics Curriculum)

3-3-0-0 부선

전선 4284070 다변수해석학 1
(Analysis of Several Variables 1)

3-3-0-0 부선

전선 4284073 미분기하학 2
(Differential Geometry 2)

3-3-0-0 부선

전선 4284080 현대대수학 1
(Algebra 1)

3-3-0-0 부선

전선 4284082 위상수학 1
(Topology 1)

3-3-0-0 부선

3-2 전필 4284046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Teaching Methods of  mathematics)

3-3-0-0 부선

전필 4284059 복소함수론 1
(Analysis of Complex Variables 1)

3-3-0-0 부선

전선 4284071 다변수해석학 2
(Analysis of Several Variables 2)

3-3-0-0 부선

전선 4284081 현대대수학 2
(Algebra 2)

3-3-0-0 부선

전선 4284083 위상수학 2
(Topology 2)

3-3-0-0 부선

4-1 전필 4284052 수학과 논리논술
(Mathematical Logic and Writing)

3-3-0-0 부선

전선 4284055 기하교육특강
(Topics in Geomet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57 대수교육특강
(Topics in Algebra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60 복소함수론 2
(Analysis of Complex Variables 2)

3-3-0-0 부선

전선 4284076 수학교육평가론
(Educational Assessment of Mathematics)

3-3-0-0 부선

4-2 전선 4284063 수학교육특강
(Topics in Mathemat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66 위상교육특강
(Topics in Topolog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68 컴퓨터와 수학교육
(Computer and Mathematics Educ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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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5학점) 30과목(90학점) 35과목(105학접)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90043 전선 멀티미디어 수학과학교육 과학교육학부

4290044 전선 융합인재교육특강 과학교육학부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284069 해석교육특강
(Topics in Analysi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4084 조합교육특강
(Topics in Combinatorics Educ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28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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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역사교육과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7 34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81006 고적현장실습 1
(Spot Exetcise in the Historic  Remains 1)

1-0-2-0 부선

전선 4281049 서양사탐구
(Study on European History)

3-3-0-0 부선

1-2 전필 4281001 한국고대사
(Ancient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281011 서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48 동양사탐구
(Study on Asian History)

3-3-0-0 부선

2-1 전필 4281003 서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Europe)

3-3-0-0 부선

전필 4281022 고적현장실습 2
(Spot Exercise in the Historic Remains 2)

1-0-2-0 부선

전선 4281005 동양고대사
(Ancient History of Asia)

3-3-0-0 부선

전선 4281007 한국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281010 동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63 한국근현대사탐구
(Study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281069 한국인의 역사인식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rea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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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필 4281017 동양중세사
(Medieval History of Asia)

3-3-0-0 부선

전선 4281013 한국근세사
(Modern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281037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Topics in Ancient Medieval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50 서양중세사
(Readings in Kor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55 한국사교육강독
(Readings in Kor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3-1 전필 4281054 고적현장실습 3
(Spot Exercise in Historic Remains 3)

1-0-2-0 부선

전선 4281014 서양근세사
(Modern History of Europe)

3-3-0-0 부선

전선 4281016 한국고고학
(Korean Archaeology)

3-3-0-0 부선

전선 4281020 역사교육론
(Theories of Histo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1021 동양근세사
(Modern History of Asia)

3-3-0-0 부선

전선 4281023 한국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3-2 전필 4281062 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Methods and Materials in Teaching of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28 동남아세아사
(History of South-East Asia)

3-3-0-0 부선

전선 4281030 동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Asia)

3-3-0-0 부선

전선 4281032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Topics in Modern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64 역사교육연습
(Seminar in histor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1065 서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3-3-0-0 부선

전선 4281068 동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Historical Writing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n Asia)

3-3-0-0 부선

4-1 전필 4281060 역사과논리 및 논술
(Teaching Logic and Writing :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38 일본사
(Japanese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51 서양사교육특강
(Topic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67 서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Historical Writing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n Wester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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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7과목(17학점) 32과목(94학점) 40과목(11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281029 한국사의 제문제
(Issues in Kore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43 동양사의 제문제
(Issues in Asi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44 서양사의 제문제
(Issues in Europe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1053 동양사교육특강
(Topic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81066 글로벌한국사
(Korean History in the globe)

3-3-0-0 부선

0-1
0-2

전선 428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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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영어교육과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4 27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72062 영어청해와 회화연습
(English Listening and  Conversation Practice)

1-0-3-0 부선

전선 4272096 영어어휘학습론
(English Vocabulary)

3-3-0-0 부선

전선 4272103 영어문법
(English Grammar)

3-3-0-0 부선

1-2 전필 4272104 영문학개론
(Introduction to English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272064 영어작문과 회화연습
(English Composition and Conversation Practice)

1-0-3-0 부선

전선 4272105 영어응용음성학
(Applied Phonetics of English)

3-3-0-0 부선

2-1 전선 4272017 생활영어연습
(Living English Camp)

1-0-3-0 부선

전선 4272054 영어발표연습
(English Speech)

2-1-2-0 부선

전선 4272090 영미희곡감상과 공연
(Reading English Drama and Performance Guidance)

3-3-0-0 부선

전선 4272106 영어교육음운론
(Phonology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72109 영어독해
(English Reading)

3-3-0-0 부선

2-2 전필 4272001 영어학입문
(Introdu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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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72068 교실영어와 회화연습
(Classroom English and Conversation Practice)

2-1-2-0 부선

전선 4272071 영어교육연극연습
(Drama Performance for English Education)

1-0-3-0 부선

전선 4272088 영미소설감상
(Reading English Novel)

3-3-0-0 부선

전선 4272093 영어듣기
(English Listening)

3-3-0-0 부선

전선 4272095 영어쓰기
(English Writing)

3-3-0-0 부선

전선 4272107 영미산문
(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Prose)

3-3-0-0 부선

3-1 전필 4272013 영어교육론
(Theories in English Teaching)

3-3-0-0 부선

전필 4272015 영국문학개관
(Survey of British Literature)

3-3-0-0 부선

전필 4272084 영어 논리와 논술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English)

3-3-0-0 부선

전선 4272051 멀티미디어영어교육
(Multi-media for English Teaching)

3-3-0-0 부선

전선 4272056 영어구문론
(English Syntax)

3-3-0-0 부선

전선 4272072 영미시 감상과 지도
(Reading & Teaching English Poetry)

3-3-0-0 부선

전선 4272094 영어말하기
(English Speaking)

3-3-0-0 부선

3-2 전필 4272021 미국문학개관
(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3-3-0-0 부선

전필 4272097 영어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Materials & Method in Teaching English)

3-3-0-0 부선

전선 4272022 영문법지도
(Teaching English Grammar)

3-3-0-0 부선

전선 4272035 셰익스피어강독
(Readings Shakespeare)

3-3-0-0 부선

전선 4272087 영어토론과 지도
(Teaching English Discussion)

3-3-0-0 부선

전선 4272108 영어평가론
(Introduction to Language Assessment)

3-3-0-0 부선

4-1 전필 4272098 영어과 수업연구
(Teaching English: Theory & Practice)

3-3-0-0 부선

전선 4272023 현대영미시
(Modern British & American Poe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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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8과목(24학점) 34과목(92학점) 42과목(11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72078 영미문화의 이해와 지도
(Understanding and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3-3-0-0 부선

전선 4272080 영어교육특강
(Topics in English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2086 영어의 의미와 활용
(English Meaning and Use)

3-3-0-0 부선

전선 4272089 영미소설강독 및 지도
(Reading and Teaching English Novel)

3-3-0-0 부선

전선 4272099 고급영어표현 1
(Topics in English Education1)

3-3-0-0 부선

4-2 전선 4272036 영어의 기원과 발달
(Origins & Development of English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272081 영상문학과 영어교육
(Film Literature and English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2100 고급영어표현 2
(Topics in English Education 2)

3-3-0-0 부선

전선 4272110 영·한언어비교
(Comparison and Contrast between English and Korean)

3-3-0-0 부선

0-1
0-2

전선 427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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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윤리교육과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30 21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75076 윤리학개론
(Introduction to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1-2 전필 4275003 민주주의론
(Theories of Democracy)

3-3-0-0 부선

전선 4275057 제자백가와 유교윤리
(All Classes of Philosophers and Confucian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2-1 전필 4275077 서양윤리사상
(Western Ethics)

3-3-0-0 부선

전필 4275078 통일교육론
(On Unificatio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08 현대이데올로기론
(Contemporary Ideologies)

3-3-0-0 부선

전선 4275017 사회주의론
(Theories of Socialism)

3-3-0-0 부선

전선 4275045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Liberalism and Market Economy)

3-3-0-0 부선

전선 4275058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Democracy & Polit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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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필 4275074 도덕․윤리과 논술교육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Moral.Ethics)

3-3-0-0 부선

전필 4275079 시민교육론
(On Civic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75080 도덕심리학
(Moral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275010 한국사상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275014 복지국가론
(Theories of Welfare State)

3-3-0-0 부선

전선 4275059 종교와 도덕교육
(Theories of Welfare State)

3-3-0-0 부선

전선 4275060 인도의 윤리사상
(Indian Eth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275064 근대사상과 도덕교육
(Modern Philosophy & Mor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3-1 전필 4275020 도덕․윤리교육론
(Moral and Ethic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75081 동양윤리사상
(Oriental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21 정치사상사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3-3-0-0 부선

전선 4275043 전통윤리교육론
(Korean Eth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47 시민윤리교육론
(Theory of Citizen's Eth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48 산업사회와 유교윤리
(Industrial Society and Confucian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49 윤리사상교육론
(Ethical of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61 국제환경과 통일교육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63 세계화와 국제윤리
(Globalization & Global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71 현대사상과 도덕교육
(Contemporary Philosophy and? Mor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3-2 전필 4275056 도덕․윤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 of Moral and Eth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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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75024 동양중세윤리사상
(Thoughts of Medieval Eastern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25 정치체제비교론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3-3-0-0 부선

전선 4275027 시민사회운동론
(Theory of Citizen's Social Movement)

3-3-0-0 부선

전선 4275028 현대서양윤리사상
(Contemporary Western Ethics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275033 한국윤리사상
(Korean Eth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275051 가치교육론
(Theory of Value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65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Contemporary Politics & Nationality Problems)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4-1 전선 4275031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275032 인간론
(Theories of Human Nature)

3-3-0-0 부선

전선 4275035 동양근․현대윤리사상
(Thoughts of Modern.Contemporary Eastem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62 사회사상과 도덕교육
(Social Thought & Mor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66 한국근대윤리사상
(Contemporary Korean Eth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275067 국제사회와 평화교육
(International Society & Peace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72 도덕․윤리교육과정론
(Curriculum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73 국가론
(Theories of States)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4-2 전선 4275034 북한사회론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3-3-0-0 부선

전선 4275038 응용윤리교육론
(applied Eth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068 현대국가와 시민윤리
(Modern State & Civil Ethics)

3-3-0-0 부선

전선 4275069 세계의 도덕․윤리교육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the World)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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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0과목(30학점) 39과목(115학점) 49과목(14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275070 서양철학과 시민윤리
(Western Philosophy and Civi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75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0-1
0-2

전선 427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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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일반사회교육과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7 24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283004 경제탐구 1
(Economic Thinking 1)

3-3-0-0 부선

전필 4283054 인간과 사회
(Human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283053 사회과교육의 학문적 기초
(Introduction to Social Studie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1-2 전필 4283052 정치탐구
(Political Inquiry)

3-3-0-0 부선

전선 4283005 시민교육실습 1
(Practice in Citizenship Excation 1)

1-0-2-0 부선

전선 4283013 경제탐구 2
(Economic Thinking 2)

3-3-0-0 부선

전선 4283017 사회사상과 시민교육
(Social Thoughts &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67 현대사회학의 기초
(Basic of Contemporary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2-1 전필 4283011 사회교육연구방법
(Method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83070 시민생활과 법 1
(Law & Society 1)

3-3-0-0 부선

전선 4283009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Political Process and Citizen Participa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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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283063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교육
(Civil Society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2-2 전필 4283008 일반사회교육론
(Theorie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83019 인간과 문화
(Human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283015 시민교육실습 2
(practice in Citizenship Education2)

1-0-2-0 부선

전선 4283016 정치사상과 시민교육
(Political Thoughts &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57 비교정치론의 이해
(Comparative Politic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62 사회문제의 경제적 이해
(Economic Understanding of Social Issue)

3-3-0-0 부선

전선 4283066 헌법과 시민교육
(Constitu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3-1 전필 4283072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Instruc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in Sicial Studies)

3-3-0-0 부선

전선 4283010 경제사상과시민교육
(Economic Thoughts &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22 국민경제와 시민교육
(National Economy and Cit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27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Democracy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58 사회과교육과정탐구
(Inquiry of Social Studies Crriculum)

3-3-0-0 부선

전선 4283071 시민생활과 법 2
(Law & Society 2)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3-2 전필 4283064 일반사회논리 및 논술
(Teaching Logic and Writing : Social Studies)

3-3-0-0 부선

전선 4283029 시민교육실습 3
(Practice in Citizenship Education 3)

1-0-2-0 부선

전선 4283031 세계경제와 시민교육
(World Economy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39 가치교육론
(Theories of Value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56 법사상과 시민교육
(Legal Thoughts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65 정치교육과정탐구
(Political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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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9과목(27학점) 43과목(121학점) 52과목(14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283069 사회변동과 법
(Social Change & Law)

3-3-0-0 부선

전선 4283073 일반사회수업연구
(Materials and Demonstration Teaching in Social Studies)

3-3-0-0 부선

전선 4283077 글로벌사회와 시민교육
(Global Society &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78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4-1 전선 4283030 정치교육론
(Theories of polit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38 법교육론
(Theories of Law-Related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40 경제교육론
(Theories of Economic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43 사회문화교육론
(Theories of Socio-cultur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44 시민사회의 법이념
(Idea of Law in Civil Society)

3-3-0-0 부선

전선 4283055 경제학교재연구
(Teaching Materials in Economics)

3-3-0-0 부선

전선 4283060 사회과교육평가
(Evaluat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61 사회문화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Society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4-2 전선 4283023 한국사회와 시민교육
(Korean Society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37 한국정치와 시민교육
(Korean Politics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42 한국경제와 시민교육
(Korean Economy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59 사회과교육연습
(Semina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068 법교육연습
(Seminar in Law-related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0-1
0-2

전선 428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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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지리교육과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18 33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82058 자연지리학
(Physical Geography)

3-3-0-0 부선

1-2 전선 4282059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3-3-0-0 부선

2-1 전선 4282002 향토지리실습 1
(Field work in Geography 1)

1-0-2-0 부선

전선 4282007 자연지리조사법
(Research Method in Physical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60 인구지리학
(Population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61 경제지리학
(Economic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62 환경지리학
(Environmental Geography)

3-3-0-0 부선

2-2 전필 4282063 문화지리학
(Cultural Geography)

3-3-0-0 부선

전필 4282064 산업입지론
(Teaching of Industrial Location)

3-3-0-0 부선

전선 4282004 향토지리실습 2
(Field work in Geography 2)

1-0-2-0 부선

전선 4282012 인문지리조사법
(Research Method in Human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20 지도학
(Cart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65 지형학
(Geomorph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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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282015 지리교육론
(Studies in Geography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282009 향토지리실습 3
(Field work in Geography 3)

1-0-2-0 부선

전선 4282027 지리정보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282066 도시지리학
(Urban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67 중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China)

3-3-0-0 부선

전선 4282068 북한지리
(Regional Geography of North Korea)

3-3-0-0 부선

전선 4282069 세계지리
(World Geography)

3-3-0-0 부선

3-2 전필 428201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3-3-0-0 부선

전필 4282052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Study of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 of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14 향토지리실습 4
(Field work in Geography 4)

1-0-2-0 부선

전선 4282070 기후학
(Climatology)

3-3-0-0 부선

전선 4282071 역사지리학
(Historical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72 공간정보분석
(Spatial information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282073 지리정보실습
(Practice of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282074 러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Russia)

3-3-0-0 부선

전선 4282075 지역개발학
(Regional Development)

3-3-0-0 부선

4-1 전필 4282050 지리논리 및 논술
(Geographical Logic and writing)

3-3-0-0 부선

전선 4282076 한국지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282077 사회·정치지리학
(Social and Political Geography)

3-3-0-0 부선

전선 4282078 아호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frica-Oceania)

3-3-0-0 부선

전선 4282079 아메리카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3-3-0-0 부선

전선 4282080 여행지리
(Travel Geograph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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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8학점) 34과목(91학점) 40과목(109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282081 지리학사
(Geographical History)

3-3-0-0 부선

전선 4282082 구조지형학
(Structural Geomorphology)

3-3-0-0 부선

전선 4282083 유럽지리
(Regional Geography of Europe)

3-3-0-0 부선

전선 4282084 아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sia)

3-3-0-0 부선

0-1
0-2

전선 428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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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한문교육과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33 18

0 51 44
140

단일전공 21 72 2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273001 기초한문 1
(Basics of Chinese Classics 1)

3-3-0-0 부선

전선 4273026 중국현대문강독 1
(Studies in Chinese Morden Literture 1)

3-3-0-0 부선

1-2 전필 4273003 기초한문 2
(Basics of Chinese Classics 2)

3-3-0-0 부선

전선 4273005 한국사서강독
(Studies in Korean Historical Chinese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34 중국현대문강독 2
(Studies in Chinese Mordern Literature 2)

3-3-0-0 부선

2-1 전필 4273007 문자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Characters)

3-3-0-0 부선

전필 4273008 한문학개론
(Introduction to Chinese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09 중국사서강독
(Studies in Chinese Historical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11 중국문학사 1
(History of Korean-Chinese Literature 1)

3-3-0-0 부선

전선 4273050 역대산문선독
(Chinese Classics Prose)

3-3-0-0 부선

2-2 전필 4273013 경서강독 1
(Studies in Confucian Classics 1)

3-3-0-0 부선

전필 4273014 한문문법
(Chinese classics Grammar)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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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273015 중국문언소설강독
(Studies in Chinese Literary Novel)

3-3-0-0 부선

전선 4273016 서발선독
(Selected Reading in Prologue and Epilogue)

3-3-0-0 부선

전선 4273017 중국문학사 2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2)

3-3-0-0 부선

전선 4273033 중국시가선독
(Selected Reading in Chinese Poetics)

3-3-0-0 부선

3-1 전필 4273020 한문교육론
(theory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73021 경서강독 2
(Studies in Confusion Classics 2)

3-3-0-0 부선

전필 4273051 한문국역연습
(Methodology of Korea Chinese Classics Interpretation)

3-3-0-0 부선

전선 4273010 한국한문소설강독
(Studies in Korean-Chinese Novel)

3-3-0-0 부선

전선 4273022 한국한시강독
(Studies in Korean-Chinese Poetics)

3-3-0-0 부선

전선 4273023 한국한문학사 1
(History of Korean Chinese Classics Literature 1)

3-3-0-0 부선

전선 4273024 금석서예
(Epitgraphy and Calligraphy)

3-3-0-0 부선

3-2 전필 4273032 한국한문학사 2
(History of Korean Chinese Classics Literature 2)

3-3-0-0 부선

전필 4273047 한문과논리 및 논술
(Writing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273048 한문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aterial and Methodology of Chinese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29 한문작문
(Conposition in Chinese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31 고문진보강독
(Studies in Archaic True Treasure)

3-3-0-0 부선

전선 4273049 노장 및 제자선독
(Selected Reading in the Treasury of Chinese Masters)

3-3-0-0 부선

4-1 전선 4273025 시화선독
(Selected Readings in Poetic Essay)

3-3-0-0 부선

전선 4273030 한국유학사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3-3-0-0 부선

전선 4273038 한문소설론
(Theory of Chinese Novel)

3-3-0-0 부선

전선 4273039 한시론
(Theory of Chinese Poetic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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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1과목(33학점) 29과목(83학점) 40과목(11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273040 한문학비평
(Criticism of Chi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27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4-2 전선 4273042 삼경선독
(Selected Reading of Three Classics)

3-3-0-0 부선

전선 4273043 한문소설특강
(Topics in Chinese Novel)

3-3-0-0 부선

전선 4273044 한시특강
(Topics in Chinese Poetics)

3-3-0-0 부선

전선 4273045 잡록강해
(Studies in Miscellany)

3-3-0-0 부선

전선 4273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부선

0-1
0-2

전선 427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249

6.12 체육교육과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교직
공통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3 23 22 25 26

0 51 44
140

단일전공 33 84 1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10001 체육사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필 4310002 육상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Track & Field 1)

1-0-2-0 부선

전선 4310005 축구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Soccer 1)

1-0-2-0 부선

전선 4310007 농구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Basketball 1)

1-0-2-0 부선

전선 4310008 태권도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Taekwondo)

1-0-2-0 부선

전선 4310065 스포츠와여가교육론
(Sports and Theory of Leisure Education)

3-3-0-0 부선

1-2 전필 4310003 체조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Gymnastics 1)

1-0-2-0 부선

전필 4310004 수영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Swimming 1)

1-0-2-0 부선

전선 4310009 체육철학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13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1-0-2-0 부선

전선 4310072 운동학습
(Motor Learning)

3-3-0-0 부선

전선 4310074 무용교육
(Teaching Dance)

1-0-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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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10017 체육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10 육상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Track & Field 2)

1-0-2-0 부선

전선 4310019 운동해부기능학
(Anatomy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25 해양스포츠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Ocean Sports)

1-0-2-0 부선

전선 4310028 특수체육
(Adapted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29 체육행정관리
(Administration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76 무용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Dance)

1-0-2-0 부선

전선 4310079 배드민턴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Badminton)

1-0-2-0 부선

2-2 전필 4310080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2-2-0-0 부선

전선 4310020 수영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Swimming 2)

1-0-2-0 부선

전선 4310027 체육교육과정론
(Curriculum Theory and Design in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32 배구실기및지도법 1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Volleyball 1)

1-0-2-0 부선

전필 4310075 스포츠사회학
(Sport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10077 테니스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Tennis)

1-0-2-0 부선

전선 4310081 스키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Ski)

1-0-2-0 부선

전선 4310087 스포츠영양학
(Sport Nutrition)

3-3-0-0 부선

3-1 전필 4310083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3-3-0-0 부선

전필 4310084 운동역학
(Bio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310014 축구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Soccer 2)

1-0-2-0 부선

전선 4310038 운동생리학 2
(Exercise Physiology 2)

2-2-0-0 부선

전선 4310039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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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10040 맨손체조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Free Gymnastics)

1-0-2-0 부선

전선 4310042 배구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Volleyball 2)

1-0-2-0 부선

전선 4310043 인라인스케이트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In-Line Skate)

1-0-2-0 부선

전선 4310044 빙상운동
(Skating)

1-0-2-0 부선

3-2 전필 4310046 응급처치와심폐소생술
(First Aid and CPR)

1-0-2-0 부선

전필 4310085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 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310011 체조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Gymnastics 2)

1-0-2-0 부선

전선 4310015 농구실기및지도법 2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Basketball 2)

1-0-2-0 부선

전선 4310047 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50 운동역학 2
(Biomechanics 2)

2-2-0-0 부선

전선 4310052 교육야영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Outdoor Activity)

1-0-2-0 부선

전선 4310060 야구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Baseball)

1-0-2-0 부선

4-1 전선 4310056 체육의논리및논술
(Logic and Essay in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전선 4310057 생활체육론
(Theory of Sport for All)

3-3-0-0 부선

전선 4310058 스포츠사회학 2
(Sport Sociology 2)

2-2-0-0 부선

전선 4310062 스포츠마사지및테이핑
(Sports Massage and Taping)

1-0-2-0 부선

전선 4310082 뉴스포츠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New Sports)

1-0-2-0 부선

전선 4310086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3-3-0-0 부선

4-2 전선 4310054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10064 운동처방론
(Theory of Exercise Prescription)

3-3-0-0 부선

전선 4310066 운동과성장발달
(Exercise &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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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1과목(25학점) 46과목(81학점) 57과목(10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310071 수상스포츠
(Water Sports)

1-0-2-0 부선

전선 4310073 탁구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Table Tennis)

1-0-2-0 부선

전선 4310078 골프실기및지도법
(Practical Skill and Coaching Method in Golf)

1-0-2-0 부선

0-1
0-2

전선 431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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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문화인류학과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2 32 3 33

0 36 62
130

단일전공 27 63 3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327012 상징과 의례
(symbol and Ritual)

3-3-0-0 부선

전선 4327052 가족과 친족
(Family and Kinship)

3-3-0-0 부선

전선 4327066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
(Nor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7073 문화의 전시와 박물관
(Display of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3-3-0-0 부선

2-2 전필 4327005 문화인류학 기초방법론
(Basic Methodology of Cultural Anthropology)

3-2-2-0 부필

전선 4327008 인류의 기원과 문화
(Human Evolution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7057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n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7068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
(African Culture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7069 세계화와 문화
(Globalization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7074 민속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Folklor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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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29과목(87학점) 30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27019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7027 문화와 정치
(Culture and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7056 강원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Kangwon Province-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327058 문화인류학 현지조사실습
(Practice in Cultural Anthropological Fieldwork-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327075 민족음악의 순례
(Pilgrimage to ethnic music)

3-3-0-0 부선

전선 4327082 영상인류학의 이론과 실습 1
(Theory and Practice of the Ethnographic Film 1-Capstone  Design)

3-2-2-0 부선

3-2 전선 4327002 문화인류학사
(History of Cultural Anthropology)

3-3-0-0 부선

전선 4327053 문화와 종교
(Culture and Religion)

3-3-0-0 부선

전선 4327061 관광과 문화
(Tourism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7070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
(Latin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7078 인간생태학
(Human Ecology)

3-3-0-0 부선

전선 4327083 영상인류학의 이론과 실습 2
(Theory and Practice of the Ethnographic Film 2-Capstone  Design)

3-2-2-0 부선

4-1 전선 4327017 문화와 경제행위
(Culture and Economic Behaviour)

3-3-0-0 부선

전선 4327072 문화와 역사
(Culture and History)

3-3-0-0 부선

전선 4327076 민족정체성연구
(Study of Ethnic Identity)

3-3-0-0 부선

전선 4327084 젠더와 문화
(Gender and Culture)

3-3-0-0 부선

4-2 전선 4327023 문화와 언어
(Culture and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327080 현대사회와 문화비평
(Modern Society and Theory of Culture Critique)

3-3-0-0 부선

전선 4327081 문화인류학특강
(Seminar in Cultural Anthropology)

3-3-0-0 부선

전선 4327085 마케팅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in Marketing)

3-3-0-0 부선

0-1
0-2

전선 432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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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22058 부동산경제학 1
(Real Estate Economics 1)

3-3-0-0 부선

전필 4322076 부동산학개론
(Introduction to Real Estate)

3-3-0-0 부선

1-2 전선 4322013 부동산사법
(Private Law of Real Estate)

3-3-0-0 부선

전선 4322059 부동산경제학 2
(Real Estate Economics 2)

3-3-0-0 부선

2-1 전선 4322009 감정평가이론
(Theory of Real Estate Appraisal)

3-3-0-0 부선

전선 4322012 부동산중개론
(Real Estate Brokerage)

3-3-0-0 부선

전선 4322064 부동산정보론
(Theory of Real Estate Information)

3-3-0-0 부선

전선 4322077 주택관리론
(Housing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22080 부동산공법
(Public Law of Real Estate)

3-3-0-0 부선

2-2 전선 4322005 도시계획
(Urban Planning)

3-3-0-0 부선

전선 4322018 감정평가실무
(Practice of Real Estate Appraisal)

3-3-0-0 부선

전선 4322025 토지정책
(Land Polic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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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28과목(84학점) 30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22036 부동산금융론
(Real Estate Finance)

3-3-0-0 부선

전선 4322075 부동산조세론
(Taxes on Real Estate)

3-3-0-0 부선

3-1 전선 4322021 부동산투자론
(Real Estate Investment)

3-3-0-0 부선

전선 4322028 주택정책
(Housing Policy)

3-3-0-0 부선

전선 4322061 부동산개발론
(Theory of Real Estate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322078 지적및측량학
(Cadastre and Surveying)

3-3-0-0 부선

3-2 전선 4322014 부동산마케팅
(Real Estate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322063 부동산시장분석론
(Market Analysis of Real Estate)

3-3-0-0 부선

전선 4322068 도시재생론
(Urban Regeneration)

3-3-0-0 부선

전선 4322079 지적측량실습
(Cadastral Survey and Practice)

3-2-2-0 부선

4-1 전선 4322027 부동산컨설팅
(Real Estate Consulting)

3-3-0-0 부선

전선 4322041 부동산입지론
(Real Estate's location)

3-3-0-0 부선

전선 4322074 부동산자산관리론
(Real Estate Property and Asse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22081 공간정보분석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4-2 전선 4322069 부동산개발사례실습
(Practice of Development Example)

3-2-2-0 부선

전선 4322070 부동산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Real Estate)

3-3-0-0 부선

전선 4322072 부동산권리분석
(Real Estate Examination of Title)

3-3-0-0 부선

전선 4322082 부동산증권론
(Theory of Real Estate certificate)

3-3-0-0 부선

0-1
0-2

전선 432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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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회학과
Department of Soci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8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326005 사회학의 역사
(History of Sociology)

3-3-0-0 부선

2-1 전필 4326004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3-3-0-0 부선

전필 4326006 사회학강독 1
(Reading in Sociology 1)

3-3-0-0 부선

전선 4326022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al Problems)

3-3-0-0 부선

전선 4326061 사회학의 쟁점
(Issues in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6066 강원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Kangwon Province)

3-3-0-0 부선

전선 4326067 지역사회와 인구문제
(Community and Population)

3-3-0-0 부선

2-2 전필 4326059 사회학강독 2
(Reading in Sociological Studies 2)

3-3-0-0 부선

전선 4326012 현대사회와 사회심리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

3-3-0-0 부선

전선 4326014 사회계급론
(Social Classes)

3-3-0-0 부선

전선 4326016 도시사회학
(Urban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6020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s)

3-3-0-0 부선

전선 4326068 사회조사방법
(Method of Social Research)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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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27과목(81학점) 31과목(9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26007 성과가족
(Gender and Family)

3-3-0-0 부선

전선 4326019 현대사회학이론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3-3-0-0 부선

전선 4326021 조직사회학
(Sociology of Organization)

3-3-0-0 부선

전선 4326024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6062 사회학특강
(Topics in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6069 사회분석실습
(Practice of Social Research)

3-3-0-0 부선

3-2 전선 4326030 한국사회론
(Seminar on Korea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6031 일탈행동과 범죄
(Deviant Behavior and Crime)

3-3-0-0 부선

전선 4326047 현대사회론
(Studies of Modern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6054 환경사회학
(Sociology of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326063 산업사회학
(Industrial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6070 사회적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Social Economy)

3-3-0-0 부선

4-1 전선 4326040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3-3-0-0 부선

전선 4326065 인터넷과 정보사회
(Internet & Information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6071 지역과 문화
(Community and Culture)

3-3-0-0 부선

4-2 전선 4326051 보건의료사회학
(Sociology of Health and Medicine)

3-3-0-0 부선

전선 4326072 특수사회학
(Sociology on Special Topics)

3-3-0-0 부선

전선 4326073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3-3-0-0 부선

0-1
0-2

전선 432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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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문방송학과
Departmen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6 30

0 36 61
130

단일전공 27 63 34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324095 커뮤니케이션 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0 부선

2-1 전선 4324013 방송론
(Fundamentals of Broadcasting)

3-3-0-0 부선

전선 4324022 광고론
(Principle of Advertising)

3-3-0-0 부선

전선 4324036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Information Society and New Media)

3-3-0-0 부선

전선 4324075 방송기획 및 제작
(Broadcasting Planning and Production)

3-2-2-0 부선

전선 4324076 매스컴연습
(Practice of Mass Communication Media)

3-2-2-0 부선

전선 4324087 신문론
(Fundamentals of Newspaper Journalism)

3-3-0-0 부선

전선 4324088 영상편집실습
(Practice of Video Editing)

3-2-2-0 부선

2-2 전선 4324077 PR론
(Principle of Public Relation)

3-3-0-0 부선

전선 4324079 보도사진
(Photo Journalism)

3-2-2-0 부선

전선 4324081 광고제작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3-2-2-0 부선

전선 4324089 방송스튜디오제작 및 실습
(Practice and Production of Broadcasting Studio)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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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24090 취재보도실습
(Understanding Newspaper)

3-2-2-0 부선

3-1 전선 4324008 매스컴과 문화
(Media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4030 언론사 인턴십 1
(Media Internship 1)

2-0-4-0 부선

전선 4324064 정치커뮤니케이션
(Political Communication)

3-3-0-0 부선

전선 4324070 다큐멘터리제작실습
(Practice of Documentary -Capstone Design)

3-2-2-0 부선

전선 4324082 PR제작실습
(Practice of P.R)

3-2-2-0 부선

전선 4324083 스피치의 원리와 실제
(Principle and Practice of speech)

3-2-2-0 부선

전선 4324086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3-3-0-0 부선

전선 4324091 인터넷·스마트미디어제작
(Internet Smart Media Production)

3-2-2-0 부선

3-2 전필 4324005 매스컴연구방법
(Methods in Communication Research)

3-3-0-0 부선

전선 4324031 언론문장론
(New Writhing)

3-3-0-0 부선

전선 4324040 언론사 인턴십 2
(Media Intemship 2)

2-0-4-0 부선

전선 4324072 매스컴특강
(Issues in Communication)

2-2-0-0 부선

전선 4324084 언론사상
(Philosophy of Journalism)

3-3-0-0 부선

전선 4324093 미디어와젠더
(Media and Gender)

3-3-0-0 부선

전선 4324096 영화·드라마론
(Theories of film and drama)

3-3-0-0 부선

4-1 전선 4324061 언론법과 윤리
(Ethics and Laws of Journalism)

3-3-0-0 부선

전선 4324062 잡지출판이론 및 실습
(Principle and Practice in Magazine Publication)

3-2-2-0 부선

4-2 전선 4324085 매스컴세미나
(Seminar in Mass Communication)

3-3-0-0 부선

전선 4324094 미디어쟁점과 이슈
(Media Issue)

3-3-0-0 부선

0-1
0-2

전선 432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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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29과목(84학점) 31과목(90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263015 전선 스토리보드워크숍 영상문화학과

4263036 전선 영상콘텐츠제작 영상문화학과

4263033 전선 문화행사기획 영상문화학과

4262042 전선 에듀테인먼트 스토리 디자인 영상문화학과

4224025 전선 모션 그래픽스 1 디자인학과

4224030 전선 모션 그래픽스 2 디자인학과

4900140 전선 미디어콘텐츠의 이해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59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1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4900160 전선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2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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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심리학과
Department of Psych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2 32 12 24

0 36 62
130

단일전공 27 63 3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25073 심리학입문
(Overview of Psychology)

3-3-0-0 부선

1-2 전필 4325061 기초심리학
(Basics in Psychology)

3-3-0-0 부선

전필 4325066 기초심리통계학
(Statistics of Psychology)

3-3-0-0 부선

2-1 전필 4325011 실험심리학
(Experimental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07 사회심리학
(Social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21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63 발달심리학
(Developmental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69 컴퓨터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 with Computer)

3-3-0-0 부선

2-2 전선 4325012 상담심리학
(Counselling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13 학습심리학
(Psychology of Learning)

3-3-0-0 부선

전선 4325014 청년심리학
(Adolescence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19 지각심리학
(Psychology of Percep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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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26과목(78학점) 30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25050 생물심리학
(Biological Psychology)

3-3-0-0 부선

3-1 전선 4325025 인지심리학
(Cognitive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28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3-3-0-0 부선

전선 4325046 심리검사 및 실습
(Psychological Testing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325067 심리학연구법
(Research Method in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74 산업 및 조직심리학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3-0-0 부선

3-2 전선 4325055 진로상담
(Career Counselling)

3-3-0-0 부선

전선 4325062 동기 및 정서
(Motivation and Emotion)

3-3-0-0 부선

전선 4325070 임상심리학 및 실습
(Clinical Psychology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325071 소비자심리학
(Consumer Psychology)

3-3-0-0 부선

4-1 전선 4325006 심리학사
(History of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56 광고심리
(Advertising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58 공학심리학
(Engineering Psychology)

3-3-0-0 부선

전선 4325065 신경심리학
(Neuropsychology)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325068 집단상담
(Group Counselling)

3-3-0-0 부선

4-2 전선 4325047 성인노인심리학
(Psychology of Adult and Aging)

3-3-0-0 부선

전선 4325075 코칭심리학
(Coaching Psychology)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325076 심리조사론
(Psychology Research Method)

3-3-0-0 부선

0-1
0-2

전선 432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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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치외교학과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2 34 0 36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23064 국제정치의 이해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3073 정치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3-0-0 부선

1-2 전선 4323040 정치와 문화
(Politics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323082 정치학고전읽기
(Classics of Politics)

3-3-0-0 부선

2-1 전선 4323009 비교정치론
(Comparative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3083 국제분쟁론
(International Conflict Theories)

3-3-0-0 부선

전선 4323084 서양정치사상의 이해
(Western Polit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323085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과정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3086 미국정치와 외교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3-3-0-0 부선

2-2 전선 4323063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Governance)

3-3-0-0 부선

전선 4323067 북한정치와 사회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3-3-0-0 부선

전선 4323087 동양정치사상의 이해
(Oriental Political Thought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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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0과목(90학점) 30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23088 현대민주주의론
(Theories of Democracy)

3-3-0-0 부선

전선 4323089 통합유럽과 국제관계
(EU and International Dynamics)

3-3-0-0 부선

3-1 전선 4323049 정치학조사방법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3-3-0-0 부선

전선 4323055 국제정치경제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3-0-0 부선

전선 4323058 지방자치와 강원지역연구
(Local Politics and Kangwon Studies)

3-3-0-0 부선

전선 4323081 현대중국정치와 외교
(Contemporary China Politics and Diplomacy)

3-3-0-0 부선

전선 4323090 한국정치사상
(Korean Political Thoughts)

3-3-0-0 부선

3-2 전선 4323030 정치사회학
(Political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323078 현대일본정치와 외교
(Contemporary Japan Politics and Diplomacy)

3-3-0-0 부선

전선 4323091 비교정치사상
(Comparative Polit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323092 국제개발협력의 정치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3-3-0-0 부선

전선 4323093 현대국제안보론
(International Security)

3-3-0-0 부선

4-1 전선 4323079 현대정치사상의쟁점
(Issues of Contemporary Political Thoughts)

3-3-0-0 부선

전선 4323094 인권과 국제정치
(Human Rights and World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3095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이해
(Understand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3-3-0-0 부선

4-2 전선 4323051 21세기글로벌아젠다
(Global Agenda of the 21th Century)

3-3-0-0 부선

전선 4323070 성과 정치
(Gender and Politics)

3-3-0-0 부선

전선 4323096 한반도와 국제관계
(Korean Peninsular and Regional Affairs)

3-3-0-0 부선

0-1
0-2

전선 432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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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행정학과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2 34 6 30

0 36 60
130

단일전공 27 63 3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321072 사회과학방법론
(Methodology on Social Science)

3-3-0-0 부선

2-1 전필 4321075 행정자료해석과 이해
(Data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Public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06 재무행정론
(Financial Administration)

3-3-0-0 부필

전선 4321031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3-3-0-0 부필

전선 4321073 조직이론과 실제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

3-3-0-0 부필

전선 4321074 인적자원관리론
(Fundamental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0 부필

2-2 전선 4321003 정보체계론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321070 조직행태론
(Organizational Behavior)

3-3-0-0 부선

전선 4321077 재정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in Public Finance)

3-3-0-0 부선

전선 4321083 지방행정론
(Local Public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86 휴먼서비스의 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Service)

3-3-0-0 부선

전선 4321087 공공성의이해
(Understanding of Publicness)

3-3-0-0 부선

3-1 전선 4321019 행정철학
(Administrative Philosoph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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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30과목(90학점) 32과목(9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21034 도시행정론
(Urban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52 전자정부론
(Electronic Government)

3-3-0-0 부선

전선 4321079 갈등관리론
(Conflic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21088 공동체공유자원관리론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in Community)

3-3-0-0 부선

전선 4321089 지역공동체형성론
(Formation of Regional Community)

3-3-0-0 부선

3-2 전선 4321041 정책분석론
(Policy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321042 관료제도론
(Public Bureaucracy)

3-3-0-0 부선

전선 4321065 미래전략기획론
(Strategic Planning for Future)

3-3-0-0 부선

전선 4321066 정부-기업관계론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3-3-0-0 부선

전선 4321080 현대환경행정학
(Advance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3-3-0-0 부선

4-1 전선 4321043 지방재정경영론
(Local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21051 정책평가론
(Public Policy Evalu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67 정부규제론
(Government Regul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81 한국행정론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321085 공공복지서비스론
(Introduction to Public Welfare Policy and Services)

3-3-0-0 부선

4-2 전선 4321063 과학기술정책론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3-3-0-0 부선

전선 4321082 행정과 거버넌스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3-3-0-0 부선

전선 4321084 의회론
(Theory of Congress)

3-3-0-0 부선

전선 4321090 지역위기와 재난관리론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3-3-0-0 부선

0-1
0-2

전선 432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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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8888888888888 산림환경과학대학

8.1 산림응용공학부
Division of Forest Material Science & Engineering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48001 산림과학의 이해
(Introduction of Forest Science)

3-3-0-0 부선

1-2 전선 4348002 산림소재공학의 이해
(Introduction of Forest Material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348003 목재조직학
(Wood Anatomy)

3-3-0-0 부선

2-2 전선 4348004 천연물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of Natural Compounds)

3-3-0-0 부선

전선 4348006 펄프공학 및 실험
(Pulping Processes & Lab.)

3-2-2-0 부선

전선 4348007 초지공학 및 실험
(Sheet Forming Technology & Lab.)

3-2-2-0 부선

4-1 전선 4348008 산림바이오신소재
(Advanced Forest Bio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348009 현장실습
(Internship program)

2-0-2-0 부선

전선 4348012 제지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Engineering for Papermaking)

3-3-0-0 부선

4-2 전선 4348010 바이오나노재료학
(Bionano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348011 인쇄공학
(Printing Technology)

3-3-0-0 부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산림응용공학부 - 11과목(32학점) 11과목(3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347001 전선 산림과학의 이해 산림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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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Program of Forest Biomaterial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4 46 14 28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42060 목재화학
(Wood Chemistry)

3-3-0-0 부선

전필 4342066 목질재료역학
(Mechanics of Wood Based Materials)

3-3-0-0 부선

전필 4342067 목질접착및실험
(Wood Materials Adhesion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42061 목재화학실험
(Experiment of Wood Chemistry)

2-0-4-0 부선

2-2 전필 4342009 목재물리학
(Wood Physics)

3-3-0-0 부선

전선 4342011 목재물리학실험
(Wood Physics Lab.)

2-0-4-0 부선

전선 4342062 목질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of Wood Based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342073 산림식물학실습
(Forest Botany Practice)

2-0-4-0 부선

전선 4342081 산림식물학
(Forest Botany)

3-3-0-0 부선

3-1 전선 4342005 목재식별학실험
(Wood Identification Lab.)

2-0-4-0 부선

전선 4342012 목재식별학
(Wood Identification)

3-3-0-0 부선

전선 4342021 단판구성재료학및실험
(Veneer Based Materials & Lab.)

3-2-2-0 부선

전선 4342056 공학목재
(Engineered Wood)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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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6과목(14학점) 21과목(59학점) 27과목(7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42063 목질도장및실험
(Wood Materials Coating and Laboratory)

3-2-2-0 부선

3-2 전선 4342015 목재건조학및실험
(Wood Drying & Lab.)

3-3-0-0 부선

전선 4342024 보드론및실험
(Board making & Lab.)

3-2-2-0 부선

전선 4342043 목질환경공학
(Environmental Science of Wood Substance)

3-3-0-0 부선

전선 4342058 목구조학
(Wood and Timber Construction)

3-3-0-0 부선

전선 4342069 바이오메스론
(Biomass)

3-3-0-0 부선

4-1 전필 4342082 산림바이오소재의응용 1
(Application of Forest Biomaterials 1)

1-1-0-0 부선

전선 4342028 목가구론
(Wood Furniture)

3-3-0-0 부선

전선 4342036 세계유용목재론
(World Important Woods)

3-3-0-0 부선

전선 4342057 목가구디자인
(Wooden Furniture Design)

3-3-0-0 부선

4-2 전필 4342083 산림바이오소재의응용 2
(Application of Forest Biomaterials 2)

1-1-0-0 부선

전선 4342035 특수재구성재료학
(Modified Reconstituted Materials)

3-3-0-0 부선

전선 4342064 목질보존및실험
(Wood Materials Preservation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42079 목질재료마케팅
(Marketing for Wood Based Materials)

3-3-0-0 부선

0-1
0-2

전선 434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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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학전공(Program of Paper Science &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4 46 10 32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45081 제지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of Papermaking 1)

3-3-0-0 부선

전필 4345093 펄프종이분석실험 1
(Lab. of Pulp and Paper Analysis 1)

2-0-4-0 부선

전선 4345016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Colloid & Surface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45053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1
(Papermaking Unit Operation & Lab. Capstone design 1)

3-2-2-0 부선

전선 4345090 제지목재화학
(Wood Chemistry)

3-3-0-0 부선

2-2 전필 4345082 제지유기화학 2
(Fiber Chemistry 2)

3-3-0-0 부선

전필 4345094 펄프종이분석실험 2
(Lab. of Pulp and Paper Analysis 2)

2-0-4-0 부선

전선 4345054 제지단위공정 및 실험 2
(Papermaking Unit Operation & Lab. Capstone design 2)

3-2-2-0 부선

3-1 전선 4345020 종이도공학 및 실험 1
(Paper Coating & Lab 1)

3-2-2-0 부필

전선 4345031 섬유개질 및 실험
(Fiber Modification & Lab.)

3-2-2-0 부선

전선 4345073 지료조성 및 실험
(Stock Preparation & Lab.)

3-2-2-0 부선

전선 4345074 탈묵공학 및 실험
(Deinking Technology & Lab.)

3-2-2-0 부선

전선 4345095 제지공장경영
(Pulp and Paper Mill Manag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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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0학점) 21과목(63학점) 25과목(73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45050 종이물성학 및 실험
(Paper Physics & Lab)

3-2-2-0 부필

전선 4345055 종이도공학 및 실험 2
(Paper Coating & Lab 2)

3-2-2-0 부선

전선 4345058 특수기능지론
(Specialty Functional Paper)

3-3-0-0 부필

전선 4345077 종이마케팅
(Paper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345088 제지공정설계 및 제어
(Desing and Control of Papermaking Process)

3-3-0-0 부선

전선 4345091 지류포장소재
(Paper Packaging)

3-3-0-0 부선

4-1 전선 4345070 정보산업용지
(Information and Industrial Papers)

3-3-0-0 부선

전선 4345075 판지제조공학
(Paperboard Making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45092 순환제지자원정선
(Recovered Paper Recycling)

3-3-0-0 부선

4-2 전선 4345044 종이품질관리
(Paper Quality Control)

3-3-0-0 부선

전선 4345057 제지환경공학
(Pulp & Paper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부필

전선 4345065 종이치수안정성과 컬
(Dimensional Stability & Curl of Paper)

3-3-0-0 부선

0-1
0-2

전선 434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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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림과학부
Division of Forest Sci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47001 산림과학의 이해
(Introduction of Forest Science)

3-3-0-0 부선

1-2 전선 4347002 산림소재공학의이해
(Introduction of Forest Material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347003 수목학
(Dendrology)

3-3-0-0 부선 전필
(자원)

전선 4347004 곤충과 산림환경
(Insect in Forest Environment)

3-3-0-0 부선

2-2 전선 4347005 산림측정학
(Forest Measurement)

3-2-2-0 부필
(경영)

전선 4347006 전공영어
(Forest English)

2-2-0-0 부선

3-1 전선 4347007 학술림 실습
(Experimental Forest Field Practices)

3-0-6-0 부선 전필
(자원)

전선 4347008 인턴쉽 과정
(Internship Program)

2-0-4-0 부선

전선 4347009 산림경영학
(Forest Management)

3-3-0-0 부필
(경영)

전필
(경영)

3-2 전선 4347007 학술림 실습
(Experimental Forest Field Practices)

3-0-6-0 부선

전선 4347010 조림학본론
(Silviculture)

3-3-0-0 부선 전필
(자원)

전선 4347011 산림현장실습
(Forest Resources Practicum)

1-0-1-0 부선 전필
(자원)

4-1 전선 4347012 수목병진단 및 방제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ree Diseases)

3-3-0-0 부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산림과학부 - 12과목(32학점) 12과목(3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348002 전선 산림소재공학의 이해 산림응용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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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학전공(Program of Forest Management)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2 30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43052 산림경제학의 기초
(Introduction to Forest Economics)

3-3-0-0 부필

전선 4343002 산림경영과학론
(Forest Management Science)

3-3-0-0 부선

전선 4343048 산림정보관리학
(Forest Information Management)

3-3-0-0 부필

전선 4343050 산림측량학
(Forest Surveying)

3-2-2-0 부선

전선 4343071 산림치유학
(Forest Therapy)

3-3-0-0 부선

2-2 전선 4343003 산림생태계원리
(Principles of Forest Ecosytem)

3-2-2-0 부선

전선 4343004 산림관계법규
(Forest Law)

3-3-0-0 부선

전선 4343075 국제산림관리학
(International Fores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43080 산림환경GIS
(Forest environment GIS)

3-3-0-0 부선

3-1 전선 4343006 산림조성갱신
(Silviculture Systems)

3-2-2-0 부선

전필 4343007 산림정책학
(Forest Policy)

3-3-0-0 부필

전선 4343057 산림휴양관리학
(Forest Recreation Management)

3-3-0-0 부선

3-2 전필 4343014 임도공학
(Forest Road Engineering)

3-2-2-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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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8학점) 25과목(65학점) 28과목(7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43037 산림자원평가학
(Forest Resources Valuation)

3-3-0-0 부선

전선 4343045 임업역사
(History of Forestry)

2-2-0-0 부선

전선 4343077 산림생장모니터링
(Forest Growth Monitoring)

3-3-0-0 부선

전선 4343078 산림경제학
(Forest Economics)

3-3-0-0 부선

4-1 전선 4343022 산림행정론
(Forest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343041 산림토목시공학
(Construction of Forest Civi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43042 산림경영자료분석
(Analysis of Forest Management Data)

3-2-2-0 부선

전선 4343068 스페셜스터디
(Special Study)

1-0-2-0 부선

전선 4343081 산림항측공간분석학
(Forest aerial photogrammetry and spatial analysis)

3-3-0-0 부선

4-2 전선 4343076 산림작업시스템학
(Forest Oper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343079 산림창업비즈니스
(Forest Business)

3-3-0-0 부선

전선 4343082 산림원격탐사
(Forest Remote sensing)

3-3-0-0 부선

전선 4343083 산림경영캡스톤스터디
(Capstone Study for Forest Management)

1-0-2-0 부선

0-1
0-2

전선 434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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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학전공(Program of Forest Resource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341001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2-1 전필 4341077 산림측량학 및 실습
(Forest Surveying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1008 임목육종학 및 실습
(Forest Tree Breeding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1037 산림토양
(Forest Soils)

3-3-0-0 부선

2-2 전선 4341027 산림과 환경
(Forest and Global Environment)

3-3-0-0 부선

전선 4341060 산림수문학
(Forest Hydrology)

3-3-0-0 부선

전선 4341061 산림식물번식학
(Forest Plant Propagation)

3-3-0-0 부선

전선 4341084 단기소득산림식물학 3-3-0-0 부선

3-1 전선 4341007 산림생태학 및 실습
(Forest Ecology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1018 산림양분순환
(Forest Nutrient Cycling)

3-3-0-0 부선

전선 4341056 사방공학
(Erosion and Contro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41085 숲생태의 해석
(Understanding of forest ecosystem)

3-3-0-0 부선

3-2 전선 4341044 수목생리학 및 실험
(Tree Physiology and Experiment)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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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25과목(70학점) 26과목(7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41055 계류수질분석학
(Torrent Water Quality Analysis)

2-2-0-0 부선

전선 4341058 사방수리실험
(Sediment Hydraulic models)

3-2-2-0 부선

전선 4341074 산림구조의 이해
(Understanding Forest Stands)

3-3-0-0 부선

전선 4341081 수목학 및 실습
(Dendrology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1083 산림식물생물공학
(Tree Biotechnology and Technology)

3-3-0-0 부선

4-1 전선 4341082 산림식물해부학
(Tree Anatomy)

3-3-0-0 부선

전선 4341043 산림자원관리기술
(Forest Resources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41054 계류생태사방학
(Torrent Ecology Control Works)

3-3-0-0 부선

전선 4341072 해외산림개발론
(Exploitation of Foreign Forest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341073 환경녹화공학
(Environment Reveget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41078 특용식물재배학
(Economic Tree Cultivation)

3-3-0-0 부선

전선 4341079 산림자원연습 1
(Forest Resources Practices 1)

1-0-2-0 부선

4-2 전선 4341080 산림자원연습 2
(Forest Resources Practices 2)

1-0-2-0 부선

0-1
0-2

전선 434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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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보호학전공(Program of Forest Environment Protectio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46035 산불학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Fire)

3-3-0-0 부선

전선 4346065 동물행동학
(Animal Behavior)

3-3-0-0 부선

전선 4346072 산림보전과지구환경변화
(Forest Conservation and Climate Change)

3-3-0-0 부선

전선 4346076 산림대기환경개론
(Atmospheric Environment in Forest Ecosystem)

3-3-0-0 부선

2-2 전필 4346055 야생동물관리학및실습
(Wildlife Management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6010 산림균학
(Forest Mycology)

3-3-0-0 부선

전선 4346015 산림곤충생태학
(Forest Insect Ecology)

3-3-0-0 부선

전선 4346049 산림환경오염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Environmental Pollution)

3-3-0-0 부선

전선 4346064 산불관리학
(Forest Fire Management)

3-3-0-0 부선

3-1 전필 4346014 산림곤충학및실습
(Forest Entomology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6001 버섯학및실습
(Mushroom Science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6007 곤충분류학및실습
(Insect Taxonomy and Practices)

3-2-2-0 부선

전선 4346018 산림기상학
(Forest Meteor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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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3학점) 20과목(60학점) 25과목(7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46068 야생동물생태정보학
(Wildlife Ecoinformatics)

3-3-0-0 부선

전선 4346073 산림물환경오염학
(Water Pollution in Forest Ecosystem)

3-3-0-0 부선

3-2 전필 4346012 수목병리학및실습
(Forest and Shade Tree Patholog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46069 산불방제학
(Forest Fir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46071 산림해충관리학
(Forest Pest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46074 산림토양환경오염학
(Soil Pollution in Forest Ecosystem)

3-3-0-0 부선

전선 4346077 산림생태계오염순환론
(Pollution of Forest Ecosystem)

3-3-0-0 부선

4-1 전필 4346046 산림보호실습
(Forest Protection Practices)

1-0-2-0 부선

전선 4346026 수목생리병학
(Tree Physiological Pathology)

3-3-0-0 부선

전선 4346075 응용산림환경관리
(Applied Forest Environment Management Practices)

3-3-0-0 부선

4-2 전선 4346053 산불생태학
(Forest Fire Ecology)

3-3-0-0 부선

전선 4346067 야생동물보전유전학
(Wildlife Conservation Genet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34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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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생태조경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Ecological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12 35 12 30

0 42 53
130

단일전공 27 69 2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44048 디자인 및 표현기법
(Design & Rendering Technique)

3-2-2-0 부필

1-2 전선 4344032 조경정보 및 문헌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in Landscape Architecture)

2-2-0-0 부선

전선 4344047 조경의이해
(Introduction to Landscape Architecrure)

3-3-0-0 부선

전선 4344049 컴퓨터디자인기법
(Computer Aided Landscape Design)

3-2-2-0 부선

전선 4344050 조경미학 및 입체디자인
(Landscape Aesthetics & Perspective Design)

3-2-2-0 부선

2-1 전선 4344002 조경계획
(Landscape Planning)

3-2-2-0 부필

전선 4344005 환경생태학
(Environmenatal Ecology)

3-3-0-0 부선

전선 4344010 CG 및 GIS
(CG and GIS)

3-2-2-0 부선

전선 4344033 조경수목학
(Landscape Trees)

3-2-2-0 부필

전선 4344045 측량학 및 실습
(Surveying & Practice)

3-2-2-0 부선

2-2 전필 4344011 조경구조공학
(Landscape Engineering)

3-2-2-0 부선

전필 4344051 식재디자인
(Planting Design)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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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44007 경관자원보존론
(Landscape Resources Conservation)

3-3-0-0 부선

전선 4344052 정원디자인
(Garden Design)

3-2-2-0 부선

전선 4344053 환경심리 및 공간디자인
(Environmental Psychology & Spatial Design)

3-3-0-0 부선

3-1 전필 4344054 도시생태 및 녹지디자인
(Urban Ecosystem & Greenspace Design)

3-3-0-0 부선

전선 4344009 조경시공 및 적산
(Landscape Construction and Labor Calculation)

3-3-0-0 부필

전선 4344014 서양조경사
(History of Western Landscape)

3-3-0-0 부선

전선 4344016 환경분석 및 계획
(Environmental Analysis and Planning)

3-3-0-0 부선

전선 4344055 공원디자인
(Park Design)

3-2-2-0 부필

전선 4344056 실내조경디자인
(Interior Landscape Design)

3-2-2-0 부선

3-2 전필 4344017 동양조경사
(History of Eastern Landscape)

3-3-0-0 부선

전선 4344018 조경관리학
(Landscape Management)

3-3-0-0 부선

전선 4344046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3-3-0-0 부선

전선 4344057 조경디자인
(Landscape design)

3-2-2-0 부필

전선 4344058 조경시설물디자인
(Landscape Facility Design)

3-2-2-0 부선

전선 4344059 주거환경디자인
(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3-3-0-0 부선

4-1 전선 4344027 조경관계법규
(Landscape Architectural Law)

3-3-0-0 부선

전선 4344037 조경현장실습
(Landscape Field Practicum)

1-0-2-0 부선

전선 4344041 도시 및 지역계획
(Urban & Regional Planning)

3-2-2-0 부선

전선 4344042 생태디자인 및 시공
(Ecological Design & Construction)

3-3-0-0 부선

전선 4344060 도시경관디자인
(Design for Urban Landscape)

3-2-2-0 부선

4-2 전선 4344044 조경초본식물학
(Landscape Herbaceous Plant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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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2과목(93학점) 36과목(10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344061 농촌경관디자인
(Design for Rural Landscape)

3-2-2-0 부선

전선 4344062 여가공간디자인
(Leisure Space Design)

3-3-0-0 부선

전선 4344063 생태경관복원
(Ecological Landscape Restor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34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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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9999999999999 수의과대학

9.1 수의예과
Department of Preveterinary Medicin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1 12 32 0 29 0 29 15 76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61022 동물자원학
(Animal Resource)

3-3-0-0

전선 4361040 수의학개론 1
(Introduction of Veterinary Science 1)

1-1-0-0

전선 4361046 수의학용어 1
(Veterinary Medical Terminology1)

2-2-0-0

1-2 전선 4361041 수의학개론 2
(Introduction of Veterinary Science 2)

1-1-0-0

전선 4361042 수의역사학
(History of Veterinary Science)

2-2-0-0

전선 4361047 수의학용어 2
(Veterinary Medical Terminology 2)

2-2-0-0

전선 4361051 동물학
(Zoology)

2-2-0-0

2-1 전선 4361020 동물행동학
(Anima Behavior)

2-2-0-0

전선 4361043 동물사양학
(Animal Thremmatology)

3-3-0-0

전선 4361048 동물복지학개론
(Basic Animal Welfare Science)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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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18과목(30학점) 18과목(3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361030 수의윤리학
(Veterinary Ethics)

2-2-0-0

전선 4361038 수의분야직업탐구
(Job Research of Veterinary Medicine)

2-2-0-0

전선 4361049 수의응용통계학
(Applied statistics for Veterinary Science)

2-2-0-0

전선 4361050 동물복지학응용
(Advanced Animal Welfare Science)

2-2-0-0

0-1
0-2

전선 436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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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수의학과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0 0 0 0 0 144 16 0 160 0 16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62001 수의해부학 및 실험 1
(Veterinary Anatomy & Lab 1)

4-3-3-0

전필 4362003 수의생리학 및 실험 1
(Veterinary Physiology & Lab 1)

4-3-3-0

전필 4362004 수의발생학 및 실험 1
(Veterinary Embryology & Lab 1)

2-2-3-0

전필 4362005 수의조직학 및 실험 1
(Veterinary Histology & Lab 1)

3-2-3-0

전필 4362006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1
(Veterinary Microbiology & Lab 1)

3-3-3-0

전필 4362058 수의생화학 및 실험 1
(Veterinary Bio Chemistry and Lab. 1)

3-3-3-0

전필 4362120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1
(Laboratory Animal Medical Science and Lab. 1)

2-1-2-0

1-2 전필 4362007 수의해부학 및 실험 2
(Veterinary Anatomy & Lab 2)

4-3-3-0

전필 4362009 수의생리학 및 실험 2
(Veterinary Physiology & Lab 2)

3-3-3-0

전필 4362010 수의조직학 및 실험 2
(Veterinary Histology & Lab 2)

3-2-3-0

전필 4362011 수의미생물학 및 실험 2
(Veterinary Microbiology & Lab 2)

4-3-3-0

전필 4362059 수의생화학 및 실험 2
(Veterinary Bio Chemistry and Lab. 2)

3-3-3-0



286 ․ 강원대학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필 4362065 실험동물의학 및 실험 2
(Laboratory Animal Medical Science and Lab. 2)

2-1-2-0

전필 4362102 발생공학 및 실험
(Developmental Biotechnology and Lab.)

2-2-3-0

2-1 전필 4362013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1
(Veterinary Parasitology & Lab 1

3-2-3-0

전필 4362014 수의병리학 및 실험 1
(Veterinary Pathology & Lab 1)

4-3-3-0

전필 4362015 수의약리학 및 실험 1
(Veterinary Pharmacology & Lab 1)

3-3-3-0

전필 4362016 수의독성학 및 실험 1
(Veterinary Toxicology & Lab 1)

2-2-3-0

전필 4362062 조류질병학 및 실험 1
(Avian Diseases and Practices 1)

2-1-2-0

전필 4362064 역학 ․ 인수공통질병학 및 실습
(Epidemiology, Zoonoses and Practices)

2-2-2-0

전필 4362121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1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and Lab. 1)

3-3-3-0

전필 4362122 수생동물질병학
(Fish Disease and Clinical Practices)

2-1-2-0

2-2 전필 4362020 수의기생충학 및 실험 2
(Veterinary Parasitology & Lab 2)

3-2-3-0

전필 4362021 수의병리학 및 실험 2
(Veterinary Pathology & Lab 2)

4-3-3-0

전필 4362022 수의약리학 및 실험 2
(Veterinary Pharmacology & Lab 2)

3-3-3-0

전필 4362023 수의독성학 및 실험 2
(Veterinary Toxicology & Lab 2)

2-2-3-0

전필 4362063 조류질병학 및 실험 2
(Avian Diseases and Practices 2)

2-1-2-0

전필 4362123 식품위생학 및 실험
(Food Sanitation and Lab.)

3-3-2-0

전필 4362124 환경위생학
(Environmental sanitation)

2-2-0-0

전필 4362131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2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and Lab.2)

2-2-2-0

3-1 전필 4362024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1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 Practices 1)

2-2-2-0

전필 4362028 수의내과학 및 실습 1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 Practices 1)

4-3-3-0

전필 4362029 수의외과학 및 실습 1
(Veterinary Surgery & Practices 1)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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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362030 수의산과학 및 실습 1
(Veterinary Obstetrics & Practices 1)

4-3-3-0

전필 4362033 식품위생학 및 실험
(Food Sanitation & Lab)

3-3-3-0

전필 4362038 수의임상병리학 및 실습 2
(VeterinaryClinicalPathology    & Practices 2)

2-2-2-0

전필 4362077 수의방사선학 및 실습 1
(Veterinary Radiology and Practices 1)

2-2-2-0

3-2 전필 4362027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2
(Veterinary Infectious Diseses & Practices 2)

3-3-3-0

전필 4362034 수의내과학 및 실습 2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 Practices 2)

4-3-3-0

전필 4362035 수의외과학 및 실습 2
(Veterinary Surgery & Practices 2)

4-3-3-0

전필 4362036 수의산과학 및 실습 2
(Veterinary Obstetrics & Practices 2)

4-3-3-0

전필 4362037 수의영상진단학 및 실습
(Veterinary Diagnostic Imaging Practices)

2-2-2-0

전필 4362040 야생동물질병학 및 실습
(Wild Animal Diseases & Practices)

2-2-2-0

전필 4362064 역학 ․ 인수공통질병학 및 실습
(Epidemiology, Zoonoses and Practices)

2-2-2-0

4-1 전필 4362041 실험설계론
(Experimental Design)

3-3-0-0

전필 4362068 임상수의 종합실습 1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1)

8-0-16-0 1과목 
선택

전필 4362079 기초 ․ 예방수의 종합실습 1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1)

8-0-16-0

전필 4362103 수의내과학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2-2-0-0

전선 4362045 응용미생물학
(Applied Microbiology)

2-2-0-0

전선 4362046 병성감정기법
(Veterinary Diagnostic Techniques)

2-2-0-0

전선 4362069 동물실험방법론
(Laboratory animal care and use Programs)

2-2-0-0

전선 4362081 기초․예방수의학 통합강의 1
(Veterinary Basic Biock Lecture 1)

2-2-0-0

전선 4362083 산업동물임상특론
(Special Topics on Food Animal Clinic)

2-2-0-0

전선 4362086 수의분자병리기전학
(Veterinary Molecular Pathogenesis)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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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0과목(160학점) 16과목(40학점) 66과목(20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362087 수의안과학
(Veterinary Ophthalmology)

2-2-2-0

전선 4362095 젖소정기번식검진
(Reproductive Herd Health  Management in Dairy Cattle)

2-2-0-0

전선 4362104 노령동물의학
(Veterinary Geriatrics)

2-2-0-0

4-2 전필 4362049 수의법규
(Veterinary Jurisprudence)

2-2-0-0

전필 4362073 임상수의 종합실습 2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2)

8-0-16-0 1과목 
선택

전필 4362080 기초 ․ 예방수의 종합실습 2
(Veterinary Basic Science Lab. 2)

8-0-16-0

전필 4362097 소동물일반외과학
(Small Animal General Surgery)

2-2-2-0

전필 4362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전선 4362052 신경과학
(Nuroscience)

2-2-0-0

전선 4362053 식품의안전성관리
(Food safety control)

2-2-0-0

전선 4362082 기초 ․ 예방수의학 통합강의 2
(Veterinary Basic Biock Lecture 2)

2-2-0-0

전선 4362090 수의임상면역 ․ 약리학
(Veterinary Clinical Immunopharmacology)

2-2-0-0

전선 4362093 야생동물기생충학
(Wild Animal Parasitology)

2-2-0-0

전선 4362098 수의외과방사선학특론
(Special Topics on Veterinary Surgery and Radiology)

2-2-0-0

전선 4362099 야생동물관리학 및 실습
(Wild animal Management and Practices)

2-2-2-0

전선 4362100 증거위주 임상진단학
(Evidence-based Diagnostic Medicine)

2-2-0-0

전선 4362105 임상세미나
(Clinical Seminar)

2-2-0-0

0-1
0-2

전선 436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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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약학과
Department of Pharmac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0 0 0 0 0 129 31 0 160 0 16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371015 생약학 1
(Pharmacognosy 1)

3-3-0-0

전필 4371020 해부학
(Anatomy)

2-2-0-0

전필 4371036 약학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y)

1-1-0-0

전필 4371041 약품생화학 1
(Pharmaceutical Biochemistry 1)

3-3-0-0

전필 4371042 약품미생물학 1
(Pharmaceutical Microbiology 1)

3-3-0-0

전필 4371048 약품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for Pharmacy 1)

3-3-0-0

전필 4371162 의약품합성학 1
(Drug Synthesis I)

3-3-0-0

전필 4371166 전공실습 1(의약품분석학실험 ․ 생약학실험)
(Pharmaceutical Analytical Chemistry Lab. / Pharmacognosy Lab.)

1-0-4-0

전필 4371186 의약품분석학 1
(Pharmaceutical Analysis 1)

3-3-0-0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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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필 4371029 생약학 2
(Pharmacognosy 2)

3-3-0-0

전필 4371032 생리학
(Physiology)

2-2-0-0

전필 4371059 약품생화학 2
(Pharmaceutical Biochemistry 2)

3-3-0-0

전필 4371061 약품미생물학 2
(Pharmaceutical Microbiology 2)

2-2-0-0

전필 4371067 약품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for Pharmacy 2)

2-2-0-0

전필 4371163 의약품합성학 2
(Drug Synthesis 2)

3-3-0-0

전필 4371167 전공실습 2(약품생화학실험 ․ 약품미생물학실험)
(Pharmaceutical Biochemistry Lab. / Pharmaceutical Microbiology Lab.)

1-0-4-0

전필 4371187 의약품분석학 2
(Pharmaceutical Analysis 2)

3-3-0-0

전선 4371004 한약학개론
(Introduction to Korean Herbal Medicine)

2-2-0-0

전선 4371005 약용식물학
(Pharmaceutical Botany)

2-2-0-0

전선 4371010 의학용어
(Medicinal Terminology)

3-3-0-0

전선 4371160 유기구조분석학
(Spectrometric Identification of Organic Compounds)

3-3-0-0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4-1 전필 4371046 약품기기분석 1
(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1)

1-1-0-0

전필 4371076 약리학 1
(Pharmacology 1)

3-3-0-0

전필 4371078 약제학 1
(Pharmaceutics 1)

3-3-0-0

전필 4371087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s Chemistry Lab.)

3-3-0-0

전필 4371120 의약화학 1
(Medical Chemistry 1)

3-3-0-0

전필 4371130 무기의약품학
(Inorganic Pharmaceuticals)

1-1-0-0

전필 4371152 약전 및 의약품품질관리학 1
(Pharmacopeia and Quality Control 1)

3-3-0-0

전필 4371158 예방약학 1
(Preventive Pharmacy 1)

3-3-0-0

전필 4371168 전공실습 3(의약품합성학실험 ․ 예방약학실험)
(Drug Synthesis Lab. / Preventive Pharmacy Lab.)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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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371021 약품입체화학
(Drug Stereochemistry)

2-2-0-0

전선 4371135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전선 4371139 신경독성학
(Neurotoxicology)

3-3-0-0

전선 4371157 약품통계학
(Statistics for Pharmacy)

2-2-0-0

전선 4371161 의약품정보학
(Drug Informatics)

2-2-0-0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4-2 전필 4371088 제제공학
(Pharmaceutical Technology)

2-2-0-0

전필 4371099 약리학 2
(Pharmacology 2)

3-3-0-0

전필 4371101 약제학 2
(Pharmaceutics 2)

3-3-0-0

전필 4371121 의약화학 2
(Medical Chemistry 2)

3-3-0-0

전필 4371129 면역학
(Immunology)

2-2-0-0

전필 4371153 약전 및 의약품품질관리학 2
(Pharmacopeia and Quality Control 2)

2-2-0-0

전필 4371159 예방약학 2
(Preventive Pharmacy 2)

3-3-0-0

전필 4371169 전공실습 4(약리학실험 ․ 약제학실험)
(Pharmacology Lab. / Pharmaceutics Lab.)

1-0-4-0

전선 4371065 약품기기분석 2
(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2)

3-3-0-0

전선 4371127 노인학
(Gerontology)

3-3-0-0

전선 4371131 방사성의약품학
(Radiopharmaceuticals)

2-2-0-0

전선 4371149 약물남용 및 중독
(Drug Abuse and Intoxication)

3-3-0-0

전선 4371174 천연물의약품
(Natural Medicines)

3-3-0-0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5-1 전필 4371084 임상약학 1
(Clinical Pharmacy 1)

2-2-0-0

전필 4371110 약국경영학
(Pharmacy Management)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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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5-1 전필 4371128 독성학
(Toxicology)

2-2-0-0

전필 4371132 병태생리학 1
(Pathophysiology 1)

2-2-0-0

전필 4371134 보건의약관계법규
(Pharmaceutical Jurisprudence)

2-2-0-0

전필 4371150 약물치료학 1
(Pharmacotherapeutics 1)

3-3-0-0

전필 4371151 약물치료학 2
(Pharmacotherapeutics 2)

2-2-0-0

전필 4371173 조제학
(Dispensing Pharmacy)

2-2-0-0

전필 4371177 기초약무실습 1-0-4-0 인필

전선 4371055 향장품학
(Cosmetics)

2-2-0-0

전선 4371137 생물의약품학
(Biopharmaceuticals)

2-2-0-0

전선 4371138 식품의약품안전학
(Food and Drug Safety)

2-2-0-0

전선 4371172 제약산업학
(Industrial Pharmaceutical Production)

3-3-0-0

전선 4371175 한약제제학
(Korean Herbal Materia Medica)

3-3-0-0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5-2 전필 4371105 임상약학 2
(Clinical Pharmacy 2)

2-2-0-0

전필 4371133 병태생리학 2
(Pathophysiology 2)

2-2-0-0

전필 4371184 약물치료학 3
(Pharmacotherapeutics 3)

3-3-0-0

전필 4371185 약물치료학 4
(Pharmacotherapeutics Ⅳ)

2-2-0-0

전선 4371109 항생물질학
(antibiotics)

2-2-0-0

전선 4371140 신약개발학
(Topics in New Drug Discovery)

2-2-0-0

전선 4371154 약품기기분석 3
(Pharmaceutical Instrumental Analysis 3)

3-3-0-0

전선 4371171 제약관리학
(Pharmaceutical Management)

2-2-0-0

전선 4371176 환경생태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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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1과목(129학점) 36과목(89학점) 87과목(21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5-2 전선 4371182 제약산업 및 의약품행정기관 3-0-10-0 인필

전선 4371999 전공세미나
(Tutorial Seminar)

1-0-2-0

6-1 전필 4371178 병원실습 1(병원약사 ․ 임상약제 ․ 병동약사) 5-0-14-0 인필

전필 4371180 전공심화연구 1(임상 ․ 제약 ․ 연구 중 선택 1) 5-0-20-0 인필

전필 4371183 지역약국 6-0-14-0 인필

전선 4371097 약학병리 1
(Pathology for Pharmacy 1)

3-3-0-0

전선 4371125 건강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2-2-0-0

전선 4371136 사회약학
(Social Pharmacy)

2-2-0-0

전선 4371165 임상약동학
(Clinical Pharmacokinetics)

2-2-0-0

전선 4371170 제약공학
(Pharmaceutical Production Technology)

2-2-0-0

6-2 전필 4371181 전공심화연구 2(임상 ․ 제약 ․ 연구 중 선택 1) 5-0-20-0 인필

전선 4371115 약학병리 2
(Pathology for Pharmacy 2)

3-3-0-0

전선 4371126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2-2-0-0

전선 4371148 약동학
(Pharmacokinetics)

3-3-0-0

전선 4371164 의약품행정학
(Pharmacy Administration)

2-2-0-0

전선 4371179 병원실습 2(병원약사 ․ 임상약제 ․ 병동약사) 5-0-14-0 인필

0-1
0-2

전선 437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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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1 9 29 94 11 0 105 6 1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381050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to Nursing)

2-2-0-0

전선 4381076 보건사회봉사
(Health Volunteering Program)

1-0-2-0

전선 4381078 보건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Healthcare system)

2-2-0-0

1-2 전필 4381114 인체의 구조와 기능 1
(Construction & Function of Human body 1)

3-3-0-0

전선 4381005 간호용어
(Nursing Terminology)

2-2-0-0

전선 4381051 간호정보학
(Nursing Informatics)

2-2-0-0

전선 4381074 보건교육학
(Health Education)

2-2-0-0

전선 4381122 생화학과간호
(Biochemistry for Nurse)

2-2-0-0

2-1 전필 4381083 보건교육실습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2-0-4-0

전필 4381088 기본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Fundamental Nursing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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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81090 기본간호학 1
(Fundamental Nursing 1)

2-2-0-0

전필 4381115 인체의 구조와 기능 2
(Construction & Function of Human body 2)

3-3-0-0

전필 4381124 임상미생물과 간호
(Clinical Microbiology for Nurse)

2-2-0-0

전선 4381052 한방학개론
(Introduction to Oriental Medicine)

2-2-0-0

전선 4381069 인간행동의 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2-2-0-0

전선 4381070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

2-2-0-0

2-2 전필 4381055 간호과정
(Nursing Process)

2-2-0-0

전필 4381086 건강사정
(Health assessment)

1-1-0-0

전필 4381087 건강사정실습
(Practice in Health assessment)

1-0-2-0

전필 4381089 기본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Fundamental Nursing 2)

1-0-2-0

전필 4381091 기본간호학 2
(Fundamental Nursing 2)

2-2-0-0

전필 4381093 성인간호학 1
(Adult Nursing 1)

2-2-0-0

전필 4381094 성인간호학 2
(Adult Nursing 2)

2-2-0-0

전필 4381123 병태생리학과 간호
(Pathophysiology for Nurse)

2-2-0-0

전필 4381125 임상약리와 간호
(Clinical Pharmacology for Nurse)

2-2-0-0

전선 4381082 PBL
(Problem-based learning)

1-0-2-0

3-1 전필 4381014 성인간호학 3
(Adult Nursing 3)

2-2-0-0

전필 4381015 성인간호학 4
(Adult Nursing 4)

2-2-0-0

전필 4381099 성인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Adult Nursing 1)

2-0-6-0

전필 4381100 성인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Adult Nursing 2)

2-0-6-0

전필 4381103 아동청소년간호학 1
(Children & Adolescents Nursing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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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381106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Children & Adolescents Nursing 1)

2-0-6-0

전필 4381108 여성건강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Women Health Nursing 1)

2-0-6-0

전필 4381110 여성건강간호학 1
(Women Health Nursing 1)

3-3-0-0

3-2 전필 4381029 지역사회간호학 1
(Community Health Nursing 1)

2-2-0-0

전필 4381095 성인간호학 5
(Adult Nursing 5)

1-1-0-0

전필 4381096 성인간호학 6
(Adult Nursing 6)

1-1-0-0

전필 4381101 성인간호학실습 3
(Practice in Adult Nursing 3)

2-0-6-0

전필 4381102 성인간호학실습 4
(Practice in Adult Nursing 4)

2-0-6-0

전필 4381104 아동청소년간호학 2
(Children & Adolescents Nursing 2)

3-3-0-0

전필 4381107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Children & Adolescents Nursing 2)

2-0-6-0

전필 4381109 여성건강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Women Health Nursing 2)

2-0-6-0

전필 4381111 여성건강간호학 2
(Women Health Nursing 2)

2-2-0-0

전필 4381118 정신건강간호학 1
(Mental Health Nursing 1)

2-2-0-0

4-1 전필 4381033 간호연구
(Nursing Research)

2-2-0-0

전필 4381037 지역사회간호학 2
(Community Health Nursing 2)

2-2-0-0

전필 4381049 지역사회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Community Nursing 1)

2-0-6-0

전필 4381084 간호관리학 1
(Nursing Management 1)

2-2-0-0

전필 4381097 성인간호학 7
(Adult Nursing 7)

1-1-0-0

전필 4381098 성인간호학 8
(Adult Nursing 8)

1-1-0-0

전필 4381105 아동청소년간호학 3
(Children & Adolescents Nursing 3)

1-1-0-0

전필 4381119 정신건강간호학 2
(Mental Health Nursing 2)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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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1과목(94학점) 18과목(31학점) 69과목(12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필 4381120 정신건강간호학실습 1
(Practice in Mental Health Nursing 1)

2-0-6-0

전필 4381126 지역사회간호학 3
(Community Health Nursing 3)

1-1-0-0

전선 4381035 재활간호
(Rehabilitation Nursing)

2-2-0-0

전선 4381073 간호와경영
(Nursing & business Administration)

2-2-0-0

전선 4381081 통합간호실습
(Integrated Nursing Practice)

1-0-2-0

전선 4381112 응급재해간호
(Emergency Nursing)

1-1-0-0

전선 4381113 응급재해간호실습
(Practice in Emergency Nursing)

1-0-2-0

4-2 전필 4381041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Community Health Nursing 2)

2-0-6-0

전필 4381042 간호관리학실습
(Practice in Nursing Management)

2-0-6-0

전필 4381044 간호연구실습
(Practice in Nursing Research)

1-0-2-0

전필 4381046 노인간호학
(Geriatric Nursing)

1-1-0-0

전필 4381077 보건의료법규
(Legislation related to Health Service)

2-2-0-0

전필 4381085 간호관리학 2
(Nursing Management 2)

1-1-0-0

전필 4381121 정신건강간호학실습 2
(Practice in Mental Health Nursing 2)

2-0-6-0

전선 4381047 가정간호학
(Home Hearth Care)

2-2-0-0

전선 4381075 보건사업관리
(Management of Health Program)

2-2-0-0

전선 4381079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Health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2-2-0-0

0-1
0-2

전선 438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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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 의생명과학대학

12.1 분자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Molecular Bio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24 47 9 33

0 42 41
130

단일전공 27 69 14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91045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필

전필 4391068 분자생물학 1
(Molecular Biology 1)

3-3-0-0 부필

전선 4391032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0 부필

전선 4391070 분자생물학실험
(Molecular Biology Lab.)

2-0-4-0 부필

2-2 전필 4391069 분자생물학 2
(Molecular Biology 2)

3-3-0-0 부선

전선 4391049 미생물학 및 실험
(Microbiology and Lab.)

4-3-2-0 부선

전선 4391073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391076 조직학 및 비교해부학
(Histology and Comparative Anatomy)

3-3-0-0 부선

3-1 전선 4391005 바이러스학
(Vir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35 면역학
(Immun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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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391075 현대식물학
(Modern Plant 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79 생화학 1
(Bio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391081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Lab.)

2-0-4-0 부선

전선 4391082 면역학실험
(Immunology Lab.)

2-0-4-0 부선

3-2 전선 4391055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56 분자생리학실험
(Molecular Physiology Lab.)

2-0-4-0 부선

전선 4391080 생화학 2
(Bio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391083 분자응용미생물학
(Molecular Applied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84 분자발생학
(Molecular Developmental Biology)

3-3-0-0 부선

4-1 전선 4391038 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43 진화학
(Evolution)

3-3-0-0 부선

전선 4391060 줄기세포생물학
(Stem cell 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72 신경과학
(Neuroscience)

3-3-0-0 부선

전선 4391085 진핵세포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of Eucaryotic Cells)

3-3-0-0 부선

전선 4391086 학부연구프로그램 1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1)

1-0-2-0 부선

4-2 전선 4391016 병원미생물학
(Medical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1027 유전체학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391087 학부연구프로그램 2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2)

1-0-2-0 부선

전선 4391088 바이러스학실험
(Virology Lab.)

2-0-4-0 부선

전선 4391089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3-3-0-0 부선

전선 4391090 현대의학개론 및 방법론
(Modern Biomedical Approache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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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30과목(82학점) 33과목(9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391091 의생명과학논문강독
(Biomedical Science Paper Reading)

3-3-0-0 부선

전선 4391092 생물공학
(Biotechn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39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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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생물의소재공학과
Department of Medical Biomaterial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4 46 14 28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395101 생물의소재공학개론
(Fundamentals of Medical  Biomaterials Engineering)

3-3-0-0 부선

2-1 전선 4395057 미생물소재학개론
(Fundamentals of Microbial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395065 생화학 1
(Bio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395074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395082 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395084 기능성생체소재학
(Functional Medicinal Biomaterials)

3-3-0-0 부선

2-2 전선 4395054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95060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95066 생화학 2
(Bio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395073 화학양론
(Chemical Stoichiometry)

3-3-0-0 부선

전선 4395083 유기화학 2
(Organic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395094 실험설계 및 분석
(Experimental Design and Data Analysi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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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395086 미생물생리학 및 실험
(Microbial Physiology & Lab)

3-2-2-0 부선

전필 4395091 생약학 1 및 실험
(Pharmacognosy 1 & Lab)

3-2-2-0 부선

전필 4395096 의용생물공정공학 및 실습
(Medical Biomaterials Process Engineering & Lab)

2-1-2-0 부선

전선 4395050 나노소재응용공학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5085 나노바이오디바이스
(Nano-Biodevice)

3-3-0-0 부선

전선 4395089 생물약제학
(Biophamaceutics)

3-3-0-0 부선

3-2 전필 4395003 생물고분자공학
(Biopolymer Engineering)

3-3-0-0 부선

전필 4395049 나노생체계측기기 및 실험
(Instrumental Analysis for Nanobiomaterial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95016 생체시스템공학
(BioSystem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5087 미생물스트레스반응학
(Microbial Stress Response)

3-3-0-0 부선

전선 4395090 생물약제학실험
(Biophamaceutics & Lab)

1-0-2-0 부선

전선 4395093 세포생물공학
(Animal Cell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5097 인공지능소재공학
(Artificial intelligence & Biomaterial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5100 생약학 2
(Pharmacognosy 2)

3-3-0-0 부선

4-1 전선 4395006 생체재료학
(Biomaterialogy)

3-3-0-0 부선

전선 4395012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5075 논문지도 1
(Theses Writing 1)

1-0-2-0 부선

전선 4395102 미생물감염학
(Microbial Pathogenesis)

3-3-0-0 부선

4-2 전선 4395008 생체역학
(Bio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395011 독성학
(Toxicology)

3-3-0-0 부선

전선 4395072 현장실습
(Field & Internship program)

2-0-4-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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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4학점) 32과목(91학점) 37과목(10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395076 논문지도 2
(Theses Writing 2)

1-0-2-0 부선

전선 4395095 의약품분석화학
(Pharmaceutic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395098 제제공학
(Pharmaceut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5099 진단미생물학
(Clinical and Diagnostic Microbi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39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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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의생명융합학부
Division of Biomedical converg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396001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96002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6003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2-2 전선 4396004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39600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0 부선

3-1 전선 4396006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6007 생물정보학의 이해
(Exploring Bioinformatics)

3-3-0-0 부선

전선 4396008 면역학
(Immunology)

3-3-0-0 부선

3-2 전선 4396009 의생명융합비즈니스
(Biomedical convergence business)

3-2-2-0 부선

4-1
4-2

전선 4396010 의생명융합현장실습
(Biomedical convergence internship)

3-0-6-0 부선

전선 4396011 의생명융합종합설계
(Biomedical convergence capstone design)

3-0-6-0 부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의생명융합학부 - 11과목(33학점) 11과목(3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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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건강공학전공(Program of Bio-Health Tech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4 44 0 42

0 42 44
130

단일전공 27 69 17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392143 인간생명과학
(Human Life Science)

3-3-0-0 부선

전선 4392152 건강기능식품학
(Health functional food)

3-3-0-0 부선

전선 4392153 화장품학
(Cosmetic science)

3-3-0-0 부선

2-2 전선 4392154 물리약학
(Physical Pharmacy)

3-3-0-0 부선

전선 4392155 의약통계학
(Medi-pharm Statistics)

3-3-0-0 부선

전선 4392156 의약합성 및 실험
(Drug Synthesi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92173 천연물화학
(Chemistry of Natural Products)

3-3-0-0 부선

3-1 전선 4392157 의약품분석학
(Pharmaceutic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392158 제제공학
(Industrial Pharmacy)

3-3-0-0 부선

전선 4392162 생약학
(Pharmacognosy)

3-3-0-0 부선

3-2 전선 4392159 천연물의약품학
(Natural Drug Development)

3-3-0-0 부선

전선 4392160 기기분석및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392161 생물공학
(Biological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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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24과목(72학점) 24과목(7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2100116 전선 현장실습 2 취업지원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92163 의약용동물자원학
(Medical & Medicinal Animal Resources)

3-3-0-0 부선

전선 4392164 약제학
(Pharmaceutics)

3-3-0-0 부선

4-1 전선 4392165 대사생화학
(Metabolism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92166 약리학
(Pharmacology)

3-3-0-0 부선

전선 4392167 약물유전체 및 빅데이터분석
(Pharmacogenomics and Big Data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392168 의약품유기구조분석 및 실험
(Organic Structural Analysis & Lab.)

3-2-2-0 부선

전선 4392169 제약기업분석 및 취업
(Recent Pharmaceutical Company and Job Market)

3-3-0-0 부선

4-2 전선 4392138 유전자치료학
(Gene Therapy)

3-3-0-0 부선

전선 4392170 생리활성평가
(Biological Active Estimation)

3-3-0-0 부선

전선 4392171 약전 및 품질관리(GMP)
(Drug Regulation Pharmaceutical Quality Control(GMP))

3-3-0-0 부선

전선 4392172 향장의약품학
(Medical Cosmet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39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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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면역과학전공(Program of Systems Immu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24 47 13 29

0 42 41
130

단일전공 27 69 14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393055 미생물학-분자생물학실험
(Microbiology-Molecular Biology Lab.)

2-0-4-0 부선 동시 수강
(미생물학)

전선 4393012 분자생명공학
(Molecular Biotechnology)

3-3-0-0 부선

2-2 전필 4393034 생화학방법론
(A Practical Approach in Biochemistry)

3-2-2-0 부선 선수 과목
(생화학, 

일반화학)

전선 4393025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393038 고급생화학
(Advanced Biochemistry)

3-3-0-0 부선 선수 과목
(생화학)

3-1 전필 4393042 생물물리화학방법론
(Methodology of Biophysical Chemistry)

3-2-2-0 부선 선수 과목
(생화학)

전선 4393039 암생물학
(Cance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3056 유전체학
(Genomics)

3-3-0-0 부선

3-2 전필 4393041 세포 및 분자면역학
(Cell and Molecular Immunology)

3-3-0-0 부선 선수 과목
(면역학)

전필 4393057 면역실험기법의 이해
(Methods in Immunology & Lab)

2-0-4-0 부선

전선 4393009 바이오의약
(Biomedicine)

3-3-0-0 부선

전선 4393058 항체공학
(Antibody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3059 동물모델 및 발생
(Animal Models&Development)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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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3학점) 20과목(58학점) 25과목(71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395094 전선 실험설계 및 분석 생물의소재공학과

4472070 전선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2076 전선 웹프로그래밍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2083 전선 디지털시스템설계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2093 전선 임베디드시스템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93060 병원성미생물과 감염질환
(Pathogenic Microbes and Infectious Diseases)

3-3-0-0 부선 선수 과목
(미생물학)

전선 4393061 분자구조생물학
(Molecular Structural Biology)

3-3-0-0 부선 선수 과목
(생물물리

화학방법론)

4-1 전선 4393003 단백질체학
(Proteiomics)

3-3-0-0 부선

전선 4393004 면역질환
(Immunological Disorder)

3-3-0-0 부선

전선 4393023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393044 항체복합체공학
(Antibody Conjugates and Biotechnology)

3-3-0-0 부선 선수 과목
(유기화학, 
생화학)

전선 4393064 바이오의약품임상개발
(Clinical Development of Biopharmaceuticals)

3-3-0-0 부선

4-2 전선 4393047 암면역학
(Tumor Immunology)

3-3-0-0 부선

전선 4393051 줄기세포학
(Stem Cell Biology)

3-3-0-0 부선

전선 4393054 단백질의생명공학
(Protein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3062 바이오산업진로탐색
(Career Search for Bioindustry)

1-1-0-0 부선

전선 4393063 고급면역학
(Advanced Immun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39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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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035 전선 의료융합 마케팅 LINC 사업단

4900036 전선 의료융합 경영기획 LINC 사업단

4900040 전선 면역화학 및 항체공학방법론 LINC 사업단

4900041 전선 의료바이오융합론 LINC 사업단

4900042 전선 의료바이오화학 LINC 사업단

4900049 전선 의료기기설계 LINC 사업단

4900058 전선 심혈관의생명공학개론 2 LINC 사업단

4900065 전선 의료융합 생체역학 LINC 사업단

4900066 전선 의료융합 청정에너지공학 LINC 사업단

4900067 전선 의료융합 품질공학 LINC 사업단

4900071 전선 통신기술 LINC 사업단

4900072 전선 바이오신약개발론 LINC 사업단

4900076 전선 의료융합 인체생리학 LINC 사업단

4900078 전선 의료융합 생물정보학 LINC 사업단

4900080  전선 의료융합 CAD LINC 사업단

4900085 전선 바이오의약품개론 LINC 사업단

4900086 전선 의료융합 지식재산권 실무 LINC 사업단

4900102 전선 면역질환학개론 LINC 사업단

4900107 전선 의료기기개론 LINC 사업단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15 전선 나노화학공정 LINC 사업단

4900116 전선 바이오재료개론 LINC 사업단

4900117 전선 생체계측공학 LINC 사업단

4900119 전선 의료기기 법제학 개론 LINC 사업단

4900120 전선 의약품 법제학 개론 LINC 사업단

4900121 전선 의용생체재료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6 전선 LINC 진로탐색 1 LINC 사업단

4900167 전선 LINC 진로탐색 2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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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전공(Program of Medical Biotechn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4 46 13 29

0 42 42
130

단일전공 27 69 15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394001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y)

3-3-0-0 부선

전선 4394074 진화와 생명
(Evolution and Life)

3-3-0-0 부선

전선 4394084 의료바이오융합론
(Fusion Technology for Life and Health)

3-3-0-0 부선

2-2 전필 4394099 대사생화학
(Metabolism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394006 미생물학실험
(Microbiology Lab.)

3-0-6-0 부선

전선 4394080 세포조직배양공학
(Cellular Tissue Culture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4086 의료산업공학
(Bioindustry and Biotechnology)

3-3-0-0 부선

3-1 전필 4394008 효소공학
(Enzyme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4013 효소공학실험
(Enzyme Technology Lab.)

3-0-6-0 부선

전선 4394025 유전체학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394088 천연물의 생명공학
(Natural Product Biomedical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394100 생명윤리
(Bioethnics)

3-3-0-0 부선

3-2 전필 4394047 생물의약공정공학
(Biopharmaceuticals process engineering)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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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3학점) 22과목(59학점) 27과목(72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72070 전선 마이크로프로세서 LINC 사업단

4472083 전선 디지털시스템설계 LINC 사업단

4900040 전선 면역화학 및 항체공학 방법론 LINC 사업단

4900042 전선 의료 바이오 화학 LINC 사업단

4900063 전선 임베디드 시스템 LINC 사업단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394021 면역학실험
(Immunology Lab.)

3-0-6-0 부선

전선 4394042 생리학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394089 천연물의 생명공학실험
(Natural Product Biomedical Technology Lab.)

3-0-6-0 부선

전선 4394101 유전자조절 및 치료
(Gene Regulation & Therapy)

3-3-0-0 부선

4-1 전필 4394055 미생물병리학
(Bacterial Pathology)

3-3-0-0 부선

전필 4394095 최신의생명토픽 1
(Recent Biomedical Topic 1)

1-0-2-0 부선

전선 4394092 응용미생물생산학
(Applied microbial production)

3-3-0-0 부선

전선 4394102 분자세포공학 및 실험
(Molecular Cell Technology & Lab.)

3-1-4-0 부선

전선 4394103 융합의용공학
(Convergence Biomedical Engineering)

3-3-0-0 부선

4-2 전선 4394065 줄기세포치료학
(Stem Cell Therapy)

3-3-0-0 부선

전선 4394096 최신의생명토픽 2
(Recent Biomedical Topic 2)

1-0-2-0 부선

전선 4394098 바이오산업실무
(Bioindustry Practice)

3-2-2-0 부선

0-1
0-2

전선 439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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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 인문대학

13.1 국어국문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4 27 0 39

0 39 64
130

단일전공 27 66 37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11045 국문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1046 현대대표소설읽기
(Reading in Masterpieces Moder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1076 언어의 상상력과 문학
(Understanding Literature)

3-3-0-0 부선

1-2 전선 4411042 국어학입문
(Introduction to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1043 현대대표시읽기
(Reading in Masterpieces Modern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1044 한국사회언어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Society Language)

2-2-0-0 부선

2-1 전선 4411006 국어학강독
(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1009 현대시론
(Theory of Modern Korean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1019 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3-3-0-0 부필

전선 4411077 문학과 문화콘텐츠
(Literature & Culture content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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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1011 국어음운론
(Theory of korean Phonology)

3-3-0-0 부선

전선 4411012 국어형태론
(Theory of Korean Morphology)

3-3-0-0 부선

전선 4411014 현대소설론
(Theory of Modern Korea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1070 한문명문읽기
(Readings in Sino-Korean's Writings)

3-3-0-0 부선

전선 4411072 고전소설의 이해
(Understanding of Classical Korea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1078 드라마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Drama)

2-2-0-0 부선

3-1 전선 4411007 고전문학강독
(Readings in Classical Korean Literary Works)

3-3-0-0 부선

전선 4411017 국어통사론
(Theory of Syntax)

3-3-0-0 부선

전선 4411049 국어방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Dialectology)

3-3-0-0 부선

전선 4411050 정보화와 훈민정음
(Informationized and Hun-MIn-Jung-Eum)

3-3-0-0 부선

전선 4411071 한시문과 문화유산
(Sino-Korean Poetry & Cultural Heritage)

3-3-0-0 부선

전선 4411079 감수성의 발견과 시쓰기의 즐거움
(How to Write Poetry)

2-2-0-0 부선

전선 4411080 내면의 발견과 소설쓰기의 즐거움
(How to Write a Story)

2-2-0-0 부선

전선 4411606 고급한국어회화 1
(Spoken Korean(Advanced class 1))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7 고급한국어작문 1
(Korean Composition(Advanced class 1))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8 한국어음운론
(Theory of Korean Phonology)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9 생활한자이해
(Understanding of Frequently used Sino-Korean Characters)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0 한국고전문학이해
(UnderstandingofKoreanClassical  Literature)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1 한국현대소설강독
(Readings of Modern Korean Novels)

3-3-0-0 부선 복수학위
(2+2)

3-2 전선 4411023 국어사
(History of Korean Linguistics)

3-3-0-0 부필

전선 4411024 국어의미론
(Theory of Korean Semantics)

3-3-0-0 부선

전선 4411027 현대문학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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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411028 현대비평론
(Theory of Modern Korean Criticism)

3-3-0-0 부선

전선 4411073 고전기행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Classical Korean Travel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1081 창의적설계 및 실습
(Capston Design)

3-2-2-0 부선

전선 4411600 중급한국어회화
(Spoken Korean(Intermediate class))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1 중급한국어작문
(Korean Composition(Intermediate class))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2 한국어정서법
(Rules of Korean Spelling)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3 한국현대문학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Literature)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4 한국문화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05 한국문학사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3-3-0-0 복수학위
(2+2)

4-1 전선 4411082 문학의 감상과 소통
(Literature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2-2-0-0 부선

전선 4411083 구비문학과 민중생활
(Oral Literature & Folklore)

3-3-0-0 부선

전선 4411618 훈민정음이해
(Understanding of Hun-Min-Jung-Eum)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9 한국어강독
(Readings of Korean)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20 한국어의미론
(Theory of Korean Semantics)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21 한중문화비교론
(Comparative Theory of Korean and Chinese Culture)

3-3-0-0 부선 복수학위
(2+2)

전선 4411622 한중문학비교론
(Comparative Theory of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3-3-0-0 부선 복수학위
(2+2)

4-2 전선 4411037 국어학특강
(Topic in Kore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1074 고전시가와 전통예술
(Classical Korean Poetry & Traditional Arts)

3-3-0-0 부선

전선 4411084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Masterpieces of Korean and World Literature)

2-2-0-0 부선

전선 4411612 고급한국어회화 2
(Spoken Korean(Advanced class 2))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3 고급한국어작문 2
(Korean Composition(Advanced class 2))

3-3-0-0 복수학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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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4과목(96학점) 34과목(96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11614 한국어일상회화
(Conversational Korean)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5 한국어문법론
(Theory of Korean Grammar )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6 한국중세국어
(Middle Age Korean)

3-3-0-0 복수학위
(2+2)

전선 4411617 한국현대시강독
(Readings of Korean Modern Poetry)

3-3-0-0 복수학위
(2+2)

0-1
0-2

전선 441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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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독어독문학과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13156 기초독일어 1
(Elementary German 1)

3-3-0-0 부선

1-2 전선 4413157 기초독일어 2
(Elementary German 2)

3-3-0-0 부선

2-1 전선 4413014 독어학입문
(introduction to German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3123 기초독문법
(Elementary German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3131 독일어번역연습 1
(Exercises of German Translation 1)

3-3-0-0 부선

전선 4413135 독일어회화 및 작문 1
(German Speaking & Writing 1)

3-2-2-0 부선

전선 4413143 전공독일어 1
(German for Major 1)

3-2-2-0 부선

전선 4413150 독일문학입문
(Introduction to German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3158 유럽문화학입문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Cultural Studies)

3-3-0-0 부선

2-2 전선 4413115 독일어 어휘의 분석과 이해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German Word)

3-3-0-0 부선

전선 4413118 독일소설
(Germa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3132 독일어번역연습 2
(Exercises of German Translation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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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3136 독일어회화 및 작문 2
(German Speaking & Writing 2)

3-2-2-0 부선

전선 4413144 전공독일어 2
(German for Major 2)

3-2-2-0 부선

전선 4413149 중급독문법
(Intermediate German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3159 유럽놀이·축제문화
(European Culture of Entertainment and Festival)

3-3-0-0 부선

3-1 전선 4413066 독일드라마
(German Drama)

3-3-0-0 부선

전선 4413130 독일어문장구조
(Structure of German Sentence)

3-3-0-0 부선

전선 4413137 독일어회화 및 작문 3
(German Speaking & Writing 3)

3-2-2-0 부선

전선 4413145 전공독일어 3
(German for Major 3)

3-2-2-0 부선

전선 4413152 독일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German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3160 실용독일어번역
(Translation of Practical German)

3-3-0-0 부선

전선 4413161 유럽스포츠·관광문화
(European Culture of Sports and Tourism)

3-3-0-0 부선

3-2 전선 4413117 독일시
(German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3126 독일문학사
(History of German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3129 독일어․영어 번역
(German-English Translation)

3-3-0-0 부선

전선 4413138 독일어회화 및 작문 4
(German Speaking & Writing 4)

3-2-2-0 부선

전선 4413146 전공독일어 4
(German for Major 4)

3-2-2-0 부선

전선 4413153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German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3162 유럽대중·영상문화
(Mass and Visual Culture in Europe)

3-3-0-0 부선

4-1 전선 4413140 신문방송독일어번역
(Translation of Mass Media German)

3-3-0-0 부선

전선 4413154 독일어논리 및 논술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German)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3163 전공독일어 5
(German for Major 5)

2-1-2-0 부선

전선 4413164 유럽공연·전시문화
(European Culture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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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3과목(98학점) 33과목(9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13139 산업경제독일어번역
(Translation of German Economic and Commercial Texts)

3-3-0-0 부선

전선 4413165 유럽문화경영
(Cultural Business in Europe)

3-3-0-0 부선

0-1
0-2

전선 441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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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불어불문학과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4 26 12 27

0 39 65
130

단일전공 27 66 3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414083 프랑스어연습 1
(French Exercises 1)

3-3-0-0 부선

전필 4414084 초급프랑스어 1
(Elementary French 1)

3-3-0-0 부선

1-2 전필 4414085 프랑스어연습 2
(French Exercises 2)

3-3-0-0 부선

전필 4414086 초급프랑스어 2
(Elementary French 2)

3-3-0-0 부선

2-1 전선 4414052 중급프랑스어 1
(Intermediate French 1)

3-3-0-0 부선

전선 4414053 프랑스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French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4054 프랑스단편읽기
(Reading the French Short Stories)

3-3-0-0 부선

전선 4414056 프랑스어회화 1
(French conversation 1)

2-2-0-0 부선

전선 4414094 프랑스문법연습 1
(French Grammar Exercises 1)

2-2-0-0 부선

전선 4414107 프랑스문학과 번역
(French Literature and Translation)

3-3-0-0 부선

2-2 전선 4414012 프랑스문학산책
(Promenade of French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4058 중급프랑스어 2
(Intermediate French 2)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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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4059 실용프랑스어작문
(Practical French Composition)

3-3-0-0 부선

전선 4414061 프랑스어회화 2
(French Conversation 2)

2-2-0-0 부선

전선 4414095 프랑스문법연습 2
(French Grammar Exercises 2)

2-2-0-0 부선

전선 4414108 프랑스어권 문학강독
(Francophone literature reading)

3-3-0-0 부선

3-1 전선 4414063 고급프랑스어문법
(Advanced French Grammer)

3-3-0-0 부선

전선 4414064 프랑스고전극
(French Classical Theater)

3-3-0-0 부선

전선 4414067 프랑스어회화 3
(French Conversation 3)

3-3-0-0 부선

전선 4414071 프랑스어작문
(French Composition)

3-3-0-0 부선

전선 4414091 19C프랑스소설
(19th Century French Novel)

3-3-0-0 부선

전선 4414104 프랑스예술치료
(French Art Therapy)

3-3-0-0 부선

3-2 전선 4414068 프랑스살롱문학
(Literature In French Salon)

3-3-0-0 부선

전선 4414069 프랑스현대시
(French Modern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4073 프랑스어회화 4
(French Conversation 4)

3-3-0-0 부선

전선 4414088 프랑스문학과예술
(French Literature and Art)

3-3-0-0 부선

전선 4414099 프랑스어 음성학
(French Phonetics)

3-3-0-0 부선

4-1 전선 4414037 번역연습
(Translation Practice : Capstone Design)

2-2-0-0 부선

전선 4414079 프랑스현대문학
(French Contemporary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4090 프랑스어권 문화
(Francophone Culture)

2-2-0-0 부선

전선 4414097 프랑스역사와 언어
(French History and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414105 프랑스문학과 치유
(French Literature and Healing)

3-3-0-0 부선

4-2 전선 4414092 전문프랑스어
(Professional French)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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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1과목(86학점) 35과목(9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14098 프랑스현대사회
(French Modern Society)

3-3-0-0 부선

전선 4414109 프랑스영화치료 이론과 실천
(FrenchMovieTherapy, Theory and Practice)

3-3-0-0 부선

0-1
0-2

전선 441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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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사학과
Department of Histor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4 27 2 34

0 36 67
130

단일전공 27 63 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417001 고적답사실습 1
(Field Study in Historic Sites 1)

1-0-2-0 부선

전선 4417062 동양사와 우리
(Outline of Asi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063 서양사의 범위와 대상
(Introduction to Europe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065 서양고전고대문명
(Greek and Roman Civilization)

3-3-0-0 부선

전선 4417067 한일관계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3-3-0-0 부선

전선 4417107 한국고대역사와 문화
(Ancient History of Korea)

3-3-0-0 부선

2-2 전필 4417003 고적답사실습 2
(Field Study in Historic Sites 2)

1-0-2-0 부선

전선 4417066 한국중세역사와 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417068 동양고대역사와 문화
(Ancient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부선

전선 4417069 서양중세역사와 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Europe)

3-3-0-0 부선

전선 4417104 한중관계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3-3-0-0 부선

3-1 전선 4417014 고고학개론
(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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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17072 동양중세역사와 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부선

전선 4417074 서양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From the Renaissance to French Revolution)

3-3-0-0 부선

전선 4417079 동양사사료읽기
(Reading in Asi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101 한국사사료읽기 1
(Reading in Korean History 1)

3-3-0-0 부선

3-2 전선 4417070 세계문화답사실습
(Tutorial Seminar in Cultural Sites of World : Capstone Design)

1-0-2-0 부선

전선 4417071 한국근세역사와 문화
(Modern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417080 서양19세기사
(The Western History of the 19th Century)

3-3-0-0 부선

전선 4417095 박물관학
(Museology :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417098 유럽사연구
(Studies in History of Europe)

3-3-0-0 부선

전선 4417108 한국고고미술특강
(Topics in Archaeological Fine Art History :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전선 4417109 동양 근현대역사와 문화
(Modern-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부선

4-1 전선 4417087 서양20세기사
(The Western History of the 20th Century)

3-3-0-0 부선

전선 4417100 한국 근현대역사와 문화
(Modern-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417105 중동 및 이슬람사
(The Middle East History and Islamic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110 한국지역사연구
(Studies on Local Historiography of Korea)

3-3-0-0 부선

전선 4417111 유라시아사특강
(Topics in Eurasian History)

3-3-0-0 부선

4-2 전선 4417099 미국사연구
(Studies in American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102 한국사사료읽기 2
(Reading in Korean History 2)

3-3-0-0 부선

전선 4417106 일본사연구
(Studies in Japanese History)

3-3-0-0 부선

전선 4417113 인간 ․ 환경 그리고 역사
(Human, Environment, and History)

3-3-0-0 부선

0-1
0-2

전선 4417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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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2학점) 30과목(88학점) 32과목(90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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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영어영문학과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4 26 0 39

0 39 65
130

단일전공 27 66 3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12001 영문법
(English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2063 영미문학의 배경
(Background of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3-3-0-0 부선

1-2 전선 4412004 영미단편소설
(British & American Short Stories)

3-3-0-0 부선

전선 4412045 영어발음과 청해
(English Speech Sounds)

3-3-0-0 부선

2-1 전선 4412003 영어음성학
(English Phonetics)

3-3-0-0 부선

전선 4412006 영어학개론
(Introdction to English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2039 영문학개관
(Survey of English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2048 영미드라마의 이해
(Understanding of British & American Drama)

3-3-0-0 부선

전선 4412064 영어원리의 이해
(Understanding of English Language)

3-3-0-0 부선

2-2 전선 4412010 미문학개관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2012 고급영문법
(Advanced English Grammer)

3-3-0-0 부선

전선 4412013 고급시사영어
(Advanced Current English)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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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2050 영어어휘의 이해
(English Morphology)

3-3-0-0 부선

전선 4412066 영시로 배우는 영어실습
(English Practice through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2067 영미드라마를 통한 세상읽기
(Reading the World through English Drama)

3-3-0-0 부선

3-1 전선 4412015 영어사
(History of English Language)

3-3-0-0 부선

전선 4412017 19세기 미소설
(19th Ct. America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2051 현대영국드라마
(Modern British Drama)

3-3-0-0 부선

전선 4412052 18․19세기 영소설
(18th & 19th Century British Novel)

3-3-0-0 부선

전선 4412053 낭만주의 영미시 산책
(English Romantic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2055 고급영작문
(Advanced English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2068 영어담화와 언어사용의 실제
(English Discourse and Practice)

3-3-0-0 부선

3-2 전선 4412024 현대영소설
(Modern British Novel)

3-3-0-0 부선

전선 4412027 영어통사론
(English Syntax)

3-3-0-0 부선

전선 4412028 응용언어학
(Applied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2029 현대영미시
(Modern British & American Poetry)

3-3-0-0 부선

전선 4412057 셰익스피어와 영화
(Shakespeare & Film)

3-3-0-0 부선

전선 4412058 영어연설과 토론
(Speech & Debate)

2-0-4-0 부선

4-1 전선 4412030 현대미소설
(Modern American Novel)

3-3-0-0 부선

전선 4412061 영어습득의 이해
(Introduc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3-0-0 부선

4-2 전선 4412026 영미비평이론
(Theory of British and American Literary Criticism)

3-3-0-0 부선

전선 4412033 영어의미론
(English Semantics)

3-3-0-0 부선

전선 4412065 고급영어문장분석
(Advanced Analysis English Sentence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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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3과목(98학점) 33과목(9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1
0-2

전선 441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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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일본학과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16001 초급일본어 1
(Elementary Course in Japanese 1)

3-3-0-0 부선

전선 4416067 일본학개설 1
(Introduction of Japanese Studies 1)

3-3-0-0 부선

1-2 전선 4416002 초급일본어 2
(Elementary Course in Japanese 2)

3-3-0-0 부선

전선 4416068 일본학개설 2
(Introduction of Japanese Studies 2)

3-3-0-0 부선

2-1 전선 4416005 중급일본어회화
(Intermediate Course in Japanese Conversation)

2-1-2-0 부선

전선 4416006 일본문학개론
(History of Japanese)

3-3-0-0 부선

전선 4416031 일본사 1
(History of Japanese 1)

3-3-0-0 부선

전선 4416032 일본사회의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3-3-0-0 부선

전선 4416057 일본어문법
(Japanese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6073 일본정치론
(Japanese Politics)

3-3-0-0 부선

2-2 전선 4416010 일본고전문학
(Classical Japa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6022 일본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Econom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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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6034 일본사 2
(History of Japanese 2)

3-3-0-0 부선

전선 4416035 일본어작문 1
(Japanese Writing 1)

2-1-2-0 부선

전선 4416056 일본사상입문
(Primer of Japanese Thought)

3-3-0-0 부선

전선 4416065 일본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Japanese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6074 일본언어문화의 실제
(Practice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3-3-0-0 부선

3-1 전선 4416036 도쿠가와 시대의 문예
(Japanese Literature in the Tokukawa Period)

3-3-0-0 부선

전선 4416037 한일교류사
(History of Korea-Japanese Exchange)

3-3-0-0 부선

전선 4416047 일본어작문 2
(Japanese Writing 2)

2-1-2-0 부선

전선 4416060 일본어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6062 일본전통사상
(Traditional Thought of Japanese)

3-3-0-0 부선

전선 4416064 일본어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Japanese Language)

2-2-0-0 부선 교직

전선 4416075 일본기업경영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Japanese Corporate  Administration)

3-3-0-0 부선

3-2 전선 4416012 고급일본어회화
(Advanced Course in Japanese Conversation)

2-1-2-0 부선

전선 4416038 일본근현대문학
(Modern Japa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6052 근현대일본사상
(Japanese Thought of Modern)

3-3-0-0 부선

전선 4416058 일본어의 경어표현
(Japanese Honorifics)

3-3-0-0 부선

전선 4416066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Japanese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6072 한일관계론
(Comtempor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3-3-0-0 부선

전선 4416076 일본인의 정신문화사
(Japanese Culture History of Spirits)

3-3-0-0 부선

4-1 전선 4416023 한일문화비교론
(Comparative Study of Korean-Japanese Culture)

3-3-0-0 부선

전선 4416027 재일한국인과 일본어문학
(Japanese Literature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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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5과목(98학점) 35과목(9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16070 동아시아비교사상
(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3-3-0-0 부선

4-2 전선 4416028 테마일본사
(Japanese History by Theme)

3-3-0-0 부선

전선 4416030 국제사회와 일본
(Japan in Interantional Society)

3-3-0-0 부선

전선 4416071 일본문학과 번역
(Japanese Literatue and Transl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41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331

13.7 중어중문학과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15051 기초중국어회화
(Basic Chinese Conversation)

3-3-0-0 부선

전선 4415097 중국인의 언어와 생활
(Chinese Language and Life)

2-2-0-0 부선

1-2 전선 4415019 중국어 발음원리 및 연습
(Sound Pattern of Chinese)

3-3-0-0 부선

전선 4415052 초급중국어회화
(Primary Chinese Conversation)

3-3-0-0 부선

2-1 전선 4415056 초급중국어어법
(Primary Chinese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5062 동화중국어
(A Fairy Tale In chinese)

2-2-0-0 부선

전선 4415084 중국 고대문학사의 이해
(Understanding for History of Ancient Chi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5085 중급중국어회화
(Intermediate Chinese Conversation)

3-3-0-0 부선

전선 4415098 중국의 말․글자와 문화
(Chinese Language, Characters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415099 중국서사예술의 이해
(Introduction to Chinese Narrative)

3-3-0-0 부선

2-2 전선 4415057 초급청취중국어
(Elementary Listening of Chinese)

2-2-0-0 부선

전선 4415060 초급중국어작문
(Primary Chinese Composi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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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15061 고사성어중국어
(Chinese Ancient Phrase)

2-2-0-0 부선

전선 4415086 중국 현대문학사의 이해
(Histo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5087 중국어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Chinese Linguistics)

3-3-0-0 부선

전선 4415100 중국시와 시인의 삶
(Chinese Poetry and Life of Poets)

3-3-0-0 부선

3-1 전선 4415063 심화중국어문법
(Chinese Grammar)

3-3-0-0 부선

전선 4415064 문화중국어
(Culture chinese)

3-3-0-0 부선

전선 4415075 당․송시 감상
(Interpretation of Poetry Form Tang and Song Dynasty)

3-3-0-0 부선

전선 4415080 중국어교육론
(Education Theories in Chinese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5088 고급중국어회화
(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3-3-0-0 부선

전선 4415101 중국고전소설 1
(Chinese Classical Novels 1)

3-3-0-0 부선

3-2 전선 4415050 중국신문강독
(Studies in Chinese Newpaper)

3-3-0-0 부선

전선 4415070 심화중국어작문
(Chinese Composition)

3-3-0-0 부선

전선 4415078 중국어방언과 지역문화
(Chinese Regional Culture and Dialects)

3-3-0-0 부선

전선 4415081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ethods and Textbooks for Chinese Language)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5090 비즈니스중국어회화
(Chinese Business Conversation)

3-3-0-0 부선

전선 4415091 중국 현대명작의 세계
(Mastrerpieces of Modern Chinese Writing)

3-3-0-0 부선

전선 4415102 중국학입문과 중국문화
(Introduction to China and Chinese Culture)

2-2-0-0 부선

전선 4415103 중국고전소설 2
(Chinese Classical Novels 2)

3-3-0-0 부선

4-1 전선 4415038 시사중국어
(Chinese Current Events)

3-3-0-0 부선

전선 4415077 중국 현대사회와 문화
(Modern Chinese Society and Culture)

3-3-0-0 부선

전선 4415082 중국어논리 및 논술
(Chinese Logic and Composition)

3-3-0-0 부선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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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35과목(98학점) 35과목(9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15094 중국어번역실습
(Practice in Chinese Translation : Capstone Design)

2-2-0-0 부선

4-2 전선 4415014 송사감상
(Lyric Poetry in the Song Dynasty)

3-3-0-0 부선

전선 4415045 중국현대문학강독
(Studies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3-3-0-0 부선

전선 4415095 중국어발표와 토론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in Chinese)

3-3-0-0 부선

전선 4415096 영상중국어와 중국문화
(Media Chinese and Culture)

2-2-0-0 부선

0-1
0-2

전선 441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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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4 24 0 39

0 39 67
130

단일전공 27 66 4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418059 중국철학사 1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1)

3-3-0-0 부선

전필 4418060 서양철학사 1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1)

3-3-0-0 부선

1-2 전필 4418063 중국철학사 2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2)

3-3-0-0 부선

전필 4418064 서양철학사 2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2)

3-3-0-0 부선

2-1 전선 4418082 윤리와 실천
(Ethics and Practice)

3-3-0-0 부선

전선 4418083 논리와 실제
(Logic and Practice)

3-3-0-0 부선

전선 4418084 철학실천입문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Practice)

3-3-0-0 부선

2-2 전선 4418048 과학철학
(Philosophy of Science)

3-3-0-0 부선

전선 4418085 유학과 도덕치유
(Confucianism and Moral Therapy)

3-3-0-0 부선

전선 4418086 철학상담치료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Therapy)

3-3-0-0 부선

3-1 전선 4418077 철학교육론
(Education Theories in Teaching philosophy)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8087 도가철학과 자연치유
(Taoism and Natural Therap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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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26과목(78학점) 30과목(90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18088 존재와 세계관
(Existence and World-view)

3-3-0-0 부선

전선 4418089 정신건강과 철학실천
(Mental Health and Philosophical Practice)

3-3-0-0 부선

3-2 전선 4418017 인도철학사
(History of Indian Philosophy)

3-3-0-0 부선

전선 4418023 현대영미철학
(Contemporary British & American Philosophy)

3-3-0-0 부선

전선 4418078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philosophy)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8090 지식의 이론과 활용
(Theory and Practice of Knowledge)

3-3-0-0 부선

전선 4418097 독일철학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German Philosophy)

3-3-0-0 부선

전선 4418098 실존철학치료이론과 실천
(Therapy of Existential Philosophy for Theory and Practice)

3-3-0-0 부선

4-1 전선 4418079 철학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philosophy)

3-3-0-0 부선 교직

전선 4418092 불교철학과 명상치유
(Buddhism and Meditative Therapy)

3-3-0-0 부선

전선 4418094 포스트모더니즘과 정신의학
(Postmodernism and Psychiatry)

3-3-0-0 부선

전선 4418099 비판적사고와 철학상담
(Critical Thinking and Philosophical Counselling)

3-3-0-0 부선

전선 4418101 철학실천이론과 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Philosophical Practice : Capstone  Design)

3-3-0-0 부선

4-2 전선 4418067 중국현대철학
(Contemporary Chinese Philosophy)

3-3-0-0 부선

전선 4418095 예술철학과 감성치유
(Philosophy of Art and Emotional Therapy)

3-3-0-0 부선

전선 4418096 추리논증실습
(Practice of Reasoning and Arguments)

3-3-0-0 부선

전선 4418100 한국철학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Philosophy)

3-3-0-0 부선

전선 4418102 철학실천이론과 현장실습
(Theory and Field Training of Philosophical Practice)

3-3-0-0 부선

0-1
0-2

전선 4418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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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 자연과학대학

14.1 물리학과
Department of Phys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1 43 13 29

0 42 45
130

단일전공 27 69 1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445001 물리실험 1
(Experimental Physics 1)

2-0-4-0 부선

전필 4445002 역학 1
(Mechanics 1)

3-3-0-0 부필

전선 4445003 수리물리학 1
(Mathematical Physics 1)

3-3-0-0 부선

전선 4445004 현대물리학 1
(Modern Physics 1)

3-3-0-0 부필

전선 4445005 전자물리 1
(Electronics for Physics Applications 1)

2-2-0-0 부선

2-2 전선 4445006 물리실험 2
(Experimental Physics 2)

2-0-4-0 부선 전공기본

전선 4445007 역학 2
(Mechanics 2)

3-3-0-0 부선

전선 4445008 수리물리학 2
(Mathematical Physics 2)

3-3-0-0 부선

전선 4445009 현대물리학 2
(Modern Physics 2)

3-3-0-0 부선

전선 4445010 전자물리 2
(Electronics for Physics Applications 2)

2-2-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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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445011 물리실험 3
(Mathematical Physics 3)

2-0-4-0 부선

전필 4445012 전자기학 1
(Electromagnetism 1)

3-3-0-0 부필

전필 4445013 양자물리학 1
(Quantum Physics 1)

3-3-0-0 부필

전선 4445016 전산물리 및 실습 1
(Computational Physics 1 with Lab.)

3-2-2-0 부선

전선 4445017 수리물리학 3
(Mathematical Physics 3)

3-3-0-0 부선

전선 4445068 열 및 통계물리학
(Thermal & Statistical Physics)

3-3-0-0 부선

3-2 전선 4445018 물리실험 4
(Experimental Physics 4)

2-0-4-0 부선 전공기본

전선 4445019 전자기학 2
(Electromagnetism 2)

3-3-0-0 부선

전선 4445020 양자물리학 2
(Quantum Physics 2)

3-3-0-0 부선

전선 4445022 광학
(Optics)

3-3-0-0 부선

전선 4445023 전산물리 및 실습 2
(Computational Physics 2 with Lab.)

3-2-2-0 부선

전선 4445046 물리계측론
(Instrumentation for 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51 물리논문연구 1
(Physics Research 1)

1-0-2-0 부선

전선 4445069 수리물리학 4
(Mathematical Physics 4)

3-3-0-0 부선

4-1 전선 4445026 물리실험 5
(Mathematical Physics 5)

2-0-4-0 부선

전선 4445028 원자핵물리학
(Nuclear 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30 응용광학
(Applied Optics)

3-3-0-0 부선

전선 4445031 물리학특강 1
(Special Topics in Physics 1)

3-3-0-0 부선

전선 4445047 가속기물리학
(Accelerator 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48 나노물리학
(Nano-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52 물리논문연구 2
(Physics Research 2)

1-0-2-0 부선



338 ․ 강원대학교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3학점) 34과목(92학점) 39과목(105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45056 고체물리학
(Solid State 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60 물리현장실습 1
(Internship Program for Physics Major 1)

3-0-6-0 부선

전선 4445066 물리음향학
(Physical Acoustics)

3-3-0-0 부선

4-2 전선 4445027 입자물리학
(Particle Physics)

3-3-0-0 부선

전선 4445035 물리실험 6
(Mathematical Physics 6)

2-0-4-0 부선

전선 4445039 물리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Physics 2)

3-3-0-0 부선

전선 4445063 물리현장실습 2
(Internship Program for Physics Major 2)

3-0-6-0 부선

전선 4445067 방사선물리학
(Radiation Phys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445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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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생명과학과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4 28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444081 생명과학연습
(Practice of Biological Science)

3-3-0-0 부선

2-1 전필 4444035 세포․분자생물학
(Cell and Molecular Biology)

3-3-0-0 부필

전필 4444036 세포․분자생물학 실험
(Cell and Molecular Biology Lab.)

1-0-2-0 부선

전필 4444039 분류․생태학
(Taxonomy and Ecology)

3-3-0-0 부필

전필 4444040 분류․생태학 실험
(Taxonomy and Ecology Lab.)

1-0-2-0 부선

전필 4444067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2-2-0-0 부필

전선 4444018 동물분류학 및 실험
(Animal Taxonom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44041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0 부선

2-2 전필 4444037 생리․생화학
(Physiology and Biochemistry)

3-3-0-0 부필

전필 4444038 생리․생화학 실험
(Physiology and Biochemistry Lab.)

1-0-2-0 부선

전선 4444017 식물분류학 및 실험
(Plant Taxonomy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44066 식물생태학 및 실험
(Plant Ecology and Lab.)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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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44080 미생물생태학
(Microbial Ec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86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3-1 전선 4444025 식물생리학
(Plant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48 동물발생학
(Animal Embry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59 면역학
(Immun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60 기능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3-3-0-0 부선

전선 4444065 세포분자생리학
(Cellular Molecular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84 생태복원학
(Restoration Ecology)

3-3-0-0 부선

3-2 전선 4444020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43 생물화학
(Biolog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4050 식물스트레스생물학
(Plant Stress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74 인체분자생리학
(Human Molecular Phys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75 종양생물학
(Tumo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79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85 식물세포생물학
(Plant Cell Biology)

3-3-0-0 부선

4-1 전선 4444027 곤충학
(Entom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54 식물생명공학
(Plant Bio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77 질병생물학
(Biology of Diseases)

3-3-0-0 부선

전선 4444088 바이오의약
(Biopharmaceuticals)

3-3-0-0 부선

전선 4444089 생물심화실험 1
(Capstone Design & Advanced Biology Lab. 1)

2-0-4-0 부선

4-2 전선 4444052 보전생물학
(Conservation Biolog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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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7과목(14학점) 28과목(82학점) 35과목(96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040 전선 면역화학 및 항체공학 방법론 LINC 사업단

4900041 전선 의료바이오융합론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2100115 전선 현장실습 1 BIT융합신산업창의인재양성사업단 

2100116 전선 현장실습 2 BIT융합신산업창의인재양성사업단 

4900185 전선 현장실습 BIT융합신산업창의인재양성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44061 동물생태학
(Animal Ecology)

3-3-0-0 부선

전선 4444090 생물심화실험 2
(Capstone Design & Advanced Biology Lab. 2)

2-0-4-0 부선

0-1
0-2

전선 444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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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생화학과
Department of Biochemistr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4 28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443078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3-3-0-0 부필

전선 4443043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304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3079 생화학개론
(Introduction to Biochemistry)

3-3-0-0 부선

2-2 전필 4443027 생화학 1
(Biochemistry 1)

3-3-0-0 부필

전필 4443091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Lab.)

2-0-4-0 부필

전선 4443047 유전학
(Genetics)

3-3-0-0 부선

전선 4443063 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3-1 전필 4443028 생화학 2
(Biochemistry 2)

3-3-0-0 부필

전선 4443010 효소학
(Enzymology)

3-3-0-0 부선

전선 4443055 면역학
(Immunology)

3-3-0-0 부선

전선 4443084 생화학실험학
(Experimental Biochemis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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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4학점) 24과목(70학점) 29과목(8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43092 생화학창의실험
(Biochemistry Creative Lab.)

2-0-4-0 부선

3-2 전필 4443008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3-0-0 부필

전선 4443033 분자생물학실험
(Molecular Biology Lab.)

2-0-4-0 부선

전선 4443093 생합성대사
(Biosynthetic Metabolism)

3-3-0-0 부선

전선 4443094 구조생물학
(Structural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3095 분자생리학
(Molecular Physiology)

3-3-0-0 부선

4-1 전선 4443051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43096 세포생화학
(Cell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3097 화장품과학
(Cosmetic Science)

3-3-0-0 부선

전선 4443098 단백질생화학
(Protein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3099 생화학특론 1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443100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부선

4-2 전선 4443017 세포막생화학
(Membrane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3087 분자생물학특론
(Special Topics in Molecular Biology)

3-3-0-0 부선

전선 4443101 발효생화학
(Fermentation and Bi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3102 생화학특론 2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443103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0 부선

0-1
0-2

전선 444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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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391016 전선 병원미생물학 분자생명과학과

4391072 전선 신경과학 분자생명과학과

4446002 전선 분석화학 1 화학과

4444048 전선 동물발생학 생명과학과

4900040  전선 면역화학 및 항체공학방법론 LINC 사업단

4900072 전선 바이오신약개발론 LINC 사업단

4900042 전선 의료바이오화학 LINC 사업단

4900041 전선 의료바이오융합론 LINC 사업단

4900078 전선 의료융합 생물정보학 LINC 사업단

4900058 전선 심혈관의생명공학개론 2 LINC 사업단

4900085 전선 바이오의약품개론 LINC 사업단

4900102 전선 면역질환학개론 LINC 사업단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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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수학과
Department of Mathemat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18 38 12 30

0 42 50
130

단일전공 27 69 23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41102 수학의 기초 1
(Foundation of Mathematics 1)

3-3-0-0 부선

1-2 전선 4441103 수학의 기초 2
(Foundation of Mathematics 2)

3-3-0-0 부선

2-1 전필 4441104 선형대수학 1
(Linear Algebra 1)

3-3-0-0 부선

전필 4441106 고등미적분학 1 
(Advanced calculus 1)

3-3-0-0 부선

전선 4441108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41109 집합론
(Set theory)

3-3-0-0 부선

전선 4441128 수치알고리즘
(Numerical Algorithms)

3-3-0-0 부선

2-2 전선 4441105 선형대수학 2
(Linear Algebra 2)

3-3-0-0 부선

전선 4441107 고등미적분학 2
(Advanced calculus 2)

3-3-0-0 부선

전선 4441112 정수론
(Number Theory)

3-3-0-0 부선

전선 4441113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3-3-0-0 부선

전선 4441129 대수알고리즘
(Algorithms in Algebra)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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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441114 대수학 1
(Abstract Algebra 1)

3-3-0-0 부선

전필 4441116 실해석학 1
(Real Analysis 1)

3-3-0-0 부선

전선 4441081 수치해석 1
(Numerical Analysis 1)

3-3-0-0 부선

전선 4441119 위상수학
(Topology)

3-3-0-0 부선

전선 4441130 확률과 통계 1
(Probability and Statistics 1)

3-3-0-0 부선

3-2 전선 4441083 수치해석 2
(Numerical Analysis 2)

3-3-0-0 부선

전선 4441115 대수학 2
(Abstract Algebra 2)

3-3-0-0 부선

전선 4441117 실해석학 2
(Real Analysis 2)

3-3-0-0 부선

전선 4441120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3-3-0-0 부선

전선 4441121 복소해석학
(Complex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441131 확률과 통계 2
(Probability and Statistics 2)

3-3-0-0 부선

4-1 전선 4441028 응용대수
(Applied Algebra)

3-3-0-0 부선

전선 4441123 고급미분방정식
(Advanced Differential Equation)

3-3-0-0 부선

전선 4441124 수학문제해결 1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1)

3-3-0-0 부선

전선 4441132 보험수학
(Insurance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41133 수치해석특강
(Advanced Topics on Numerical Analysis)

3-3-0-0 부선

4-2 전선 4441072 금융수학
(Mathematical Finance)

3-3-0-0 부선

전선 4441122 이산수학특강
(Advanced Topics on Discrete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41125 수학문제해결 2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2)

3-3-0-0 부선

전선 4441126 중등수학교육연구
(Studies on Elementary High School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41127 최적화이론
(Optimization Theo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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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0과목(90학점) 34과목(10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41134 대수학세미나
(Abstract Algebra Seminar)

3-3-0-0 부선

0-1
0-2

전선 444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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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정보통계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Statist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18 40 9 33

0 42 48
130

단일전공 27 69 21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442073 행렬대수학 및 연습
(Matrix Algebra and Practice)

3-2-2-0 부선

전필 4442074 확률론 및 연습
(Theory of Probability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76 해석학
(Real Analysis)

3-3-0-0 부선

2-2 전필 4442077 수리통계학 1
(Mathematical Statistics 1)

3-3-0-0 부선

전선 4442027 통계조사방법론 및 실습
(Statistical Survey Methodology)

3-2-2-0 부선

전선 4442028 통계소프트웨어 및 실습
(Statistical Software)

3-2-2-0 부선

전선 4442053 기초확률과정론
(Elementary Stochastec Processing Theory)

3-3-0-0 부선

3-1 전선 4442012 표본조사론 및 실습
(Sampling Techniques)

3-2-2-0 부선

전선 4442015 회귀분석 및 실습
(Regression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20 통계데이터베이스 및 실습
(Statistical Database)

3-2-2-0 부선

전선 4442024 시계열분석입문 및 실습
(Intro. to Time Series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54 보험통계학
(Actuarial Statistics)

3-3-0-0 부선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349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42078 수리통계학 2
(Mathematical Statistics 2)

3-3-0-0 부선

3-2 전선 4442023 실험계획 및 실습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26 범주형 자료분석 및 실습
(Categorical Data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40 비모수통계학 및 실습
(Nonparametric Statics)

3-2-2-0 부선

전선 4442041 통계데이터마이닝개론 및 실습
(Intro. Statistical Data Mining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50 생존분석 및 실습
(Survival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66 베이지안 통계학 및 실습
(Bayesian Statistics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79 퍼지정보론
(Fuzzy Information Theory)

3-3-0-0 부선

4-1 전선 4442003 통계계산입문 및 실습
(Intro. to Statistical Computing)

3-2-2-0 부선

전선 4442035 통계학특강 1
(Statistical Application 1)

3-3-0-0 부선

전선 4442049 다변량 통계분석 및 실습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42060 기초확률측도론 및 연습
(Intro. to Probability Measure Theory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70 탐색적자료분석 및 실습
(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80 통계적의사결정론
(Decision Making)

3-3-0-0 부선

전선 4442081 통계적 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3-3-0-0 부선

4-2 전선 4442032 사회과학자료분석 및 실습
(Analysis of Social Sciences Data)

3-2-2-0 부선

전선 4442044 통계학특강 2
(Statistical Application 2)

3-3-0-0 부선

전선 4442063 통계분석상담
(Statistical Analysis and Consulting)

3-2-2-0 부선

전선 4442065 기업통계자료분석 및 실습
(Analysis of Business Data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69 시각화자료분석 및 실습
(Visualizing Data Analysis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42082 신뢰성분석론
(Reliability Analysis)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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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31과목(93학점) 34과목(10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42083 통계적 시뮬레이션
(Statistical Simulation)

3-3-0-0 부선

0-1
0-2

전선 444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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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지질․지구물리학부
Division of Geology & Geophysics

공통 교과목

지구물리학전공 필수 교과목 : 지구물리학개론,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지질학전공 필수 교과목 : 광물학 및 실험, 구조지질학 및 실험, 화성암석학 및 실험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31001 광물학 및 실험
(Mineralogy & Lab)

3-2-2-0 부필 지질

전선 4431002 지하수학 및 실험
(Hydrogeology & Lab)

3-2-2-0 부선 지구
물리

전선 4431003 지구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Geophysics)

3-3-0-0 부필 지구
물리

2-2 전선 4431005 화성암석학 및 실험
(Igneous Petrology & Lab)

3-2-2-0 부필 지질

전선 4431007 지구물리탐사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Geophysical Exploration & Lab)

3-2-2-0 부필 지구
물리

3-1 전선 4431013 자원지질학 및 실험
(Economic Geology & Lab)

3-2-2-0 부선 지질

전선 4431015 지진파탐사
(Seismic Exploration)

3-3-0-0 부선 지구
물리

3-2 전선 4431017 토질역학
(Soil Mechanics)

3-3-0-0 부선 지구
물리

2-1
4-1

전선 4431016 환경원격탐사학 및 실험
(Environmental Remote Sensing)

3-2-2-0 부선 지구물리
지질

3-1
4-1

전선 4431014 지질조사방법 및 실습
(Geological Field Techniques)

3-2-2-0 부선 지질
지구물리

2-2
3-2

전선 4431004 구조지질학 및 실험
(Structural Geology & Lab)

3-2-2-0 부필 지질
지구물리

3-2
4-2

전선 4431011 퇴적지질학 및 실험
(Sedimentary Geology & Lab)

3-2-2-0 부선 지질
지구물리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지구물리학전공 2과목(6학점) 10과목(30학점) 12과목(36학점)

지질학전공 3과목(9학점) 9과목(27학점) 12과목(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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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학전공(Program of Geophysics)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5 27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33108 융합지구물리학 및 실험
(Integrated Geophysics & Lab)

3-2-2-0 부선

2-1 전필 4433090 응용수학 및 연습 1
(Applied Mathematics for Geophysicists 1)

3-2-2-0 부필

전선 4433005 역학
(Mechanics)

3-3-0-0 부선

2-2 전필 4433009 응용수학 및 연습 2
(Applied Mathematics for Geophysicists & Exercise 2)

3-2-2-0 부필

전선 4433013 전자기학
(Electricity & Magnetism)

3-3-0-0 부선

전선 4433017 중자력탐사 및 실험
(Gravimetric & Magnetic Exploration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11 지하수와 환경 및 실험
(Groundwater and Environment & Lab)

3-2-2-0 부선

3-1 전선 4433015 암석역학 및 실험
(Rock Mechanics & Lab.)

3-2-2-0 부선

전선 4433052 전기탐사 및 실험
(Electric Exploration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09 지자기학 및 실험
(Geomagnetism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10 지진과 방재 및 실험
(Earthquakes and Hazard Mitigation)

3-2-2-0 부선

전선 4433117 해양학개론
(Introduction to Oceanography)

3-3-0-0 부선

3-2 전선 4433025 전자탐사 및 실험
(Electromagnetic Exploration & Lab.)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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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22과목(66학점) 25과목(7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32014 전선 변성암석학 및 실험 지질학전공

4432016 전필 지구화학 및 실험 지질학전공

4432116 전선 한국의 지질 지질학전공

4432092 전선 화석학 및 실험 지질학전공

4432111 전선 지구진화의 이해 및 실험 지질학전공

4432049 전선 해양지질학 지질학전공

4432113 전선 자원정보분석 및 실험 지질학전공

4432091 전선 층서학 지질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433074 지구정보학 및 실험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03 지구내부물리학 및 실험
(Physics of the Earth's Interior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05 반사파자료해석 및 석유탐사
(Interpretaion of reflection data for petroleum exploration)

3-3-0-0 부선

전선 4433106 융합지구과학기술실습
(Integrated Geoscience and Technology Practice)

3-2-2-0 부선

4-1 전필 4433112 환경지구물리탐사실습
(Field Practice of Environmental Geophysical Prospecting)

3-2-2-0 부필

전선 4433099 응용지질특론 및 실험
(Special Lecture for Applied Geology)

3-1-4-0 부선

전선 4433104 자원물리탐사 및 실험
(Mining Geophysics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13 자원모델링 및 실험
(Natural Resources Modelling & Lab)

3-2-2-0 부선

전선 4433114 방재지질공학 및 실험
(Geological Engineering for Disaster Management & Lab)

3-2-2-0 부선

4-2 전선 4433098 탐사지구물리특론 및 실험
(Special Lecture for Exploration Geophysics)

3-1-4-0 부선

전선 4433116 자원통계학
(Statistics for Natural Resources)

3-2-2-0 부선

전선 4433118 지구동역학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Geodynamics & Lab.)

3-2-2-0 부선

0-1
0-2

전선 443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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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전공(Program of Geolog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32048 자연환경과 재해
(Geohazards)

3-3-0-0 부선

전선 4432091 층서학
(Stratigraphy)

3-3-0-0 부선

전선 4432111 지구진화의 이해 및 실험
(Historical Geology & Lab)

3-2-2-0 부선

2-2 전선 4432005 결정광학 및 실험
(Optical Crystallography & Lab)

3-2-2-0 부선

전선 4432092 화석학 및 실험
(Paleontology & Lab)

3-2-2-0 부선

3-1 전필 4432016 지구화학 및 실험
(Geochemistry & Lab.)

3-2-2-0 부필

전선 4432112 관광지질학
(Geotourism and Geoheritage)

3-3-0-0 부선

3-2 전선 4432014 변성암석학 및 실험
(Metamorphic Petrology & Lab.)

3-2-2-0 부선

전선 4432113 자원정보분석 및 실험
(Natural Resources Information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32114 지구물질분석학 및 실험
(Earth Material Analysis & Lab)

3-2-2-0 부선

전선 4432115 나노지구과학
(Nanogeoscience)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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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과목(3학점) 24과목(72학점) 25과목(75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33112 전선 환경지구물리탐사실습 지구물리학전공

4433026 전선 물리검층 및 실험 지구물리학전공

4433052 전선 전기탐사 및 실험 지구물리학전공

4433015 전선 암석역학 및 실험 지구물리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32083 석유에너지지질학
(Petroleum Geology)

3-3-0-0 부선

전선 4432096 고급지구화학 및 실험
(Advanced Geochemistry & Lab)

3-2-2-0 부선

전선 4432103 층서 ․ 퇴적 ․ 화석 ․ 구조조사 및 해석 1
(Seminar on Stratigraphy, Sedimentology, Paleontology, Structural Geology 1)

3-3-0-0 부선

전선 4432104 광물 ․ 암석 ․ 지화학 ․ 지하수조사 및 해석 1
(Seminar on Mineralogy, Petrology, Geochemistry and Hydrogeology 1)

3-3-0-0 부선

전선 4432105 지질융합기술특강 및 실습 1
(Special lecture and Practice of Geological integrated technology 1)

3-3-0-0 부선

전선 4432106 응용지질학 및 실험
(Applied Geology & Lab)

3-2-2-0 부선

전선 4432116 한국의 지질
(Geology of Korea)

3-3-0-0 부선

4-2 전선 4432049 해양지질학
(Marine Geology)

3-3-0-0 부선

전선 4432057 환경지구화학
(Environmental Geo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32095 미고생물학 및 실험
(Micropaleontology & Lab)

3-2-2-0 부선

전선 4432107 층서 ․ 퇴적 ․ 화석 ․ 구조조사 및 해석 2
(Seminar on Stratigraphy, Sedimentology, Paleontology, Structural Geology 2)

3-3-0-0 부선

전선 4432108 광물 ․ 암석 ․ 지화학 ․ 지하수조사 및 해석 2
(Seminar on Mineralogy, Petrology, Geochemistry and Hydrogeology 2)

3-3-0-0 부선

전선 4432109 지질융합기술특강 및 실습 2
(Special lecture and Practice of Geological integrated technology 2)

3-3-0-0 부선

전선 4432110 제4기지질학
(Quaternary Geology)

3-3-0-0 부선

0-1
0-2

전선 443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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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화학과
Department of Chemistr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3 21 43 14 28

0 42 45
130

단일전공 27 69 1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필 4446001 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1)

3-3-0-0 부필

전필 4446002 분석화학 1
(Analytical Chemistry 1)

3-3-0-0 부필

전필 4446006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1)

3-3-0-0 부필

전선 4446054 전산화학
(Computational Chemistry)

3-3-0-0 부선

2-2 전필 4446011 무기화학 1
(Inorganic Chemistry 1)

3-3-0-0 부필

전선 4446003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Lab.)

1-0-2-0 부선 전공
기본

전선 4446004 유기화학 2
(Organic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446005 유기화학실험 1
(Organic Chemistry Lab. 1)

1-0-2-0 부선 전공
기본

전선 4446008 물리화학 2
(Physical Chemistry 2)

3-3-0-0 부선

3-1 전선 4446007 물리화학실험 1
(Physical Chemistry Lab. 1)

1-0-2-0 부선 전공
기본

전선 4446010 유기화학실험 2
(Organic Chemistry Lab. 2)

1-0-2-0 부선

전선 4446012 유기화학 3
(Organic Chemistry 3)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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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46019 무기화학 2
(Inorganic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446021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67 생화학
(Biochemistry)

3-3-0-0 부선

3-2 전선 4446009 물리화학실험 2
(Physical Chemistry Lab. 2)

1-0-2-0 부선

전선 4446017 분석화학 2
(Analytical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446020 무기화학실험
(Inirganic Chemistry Lab.)

1-0-2-0 부선 전공
기본

전선 4446022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30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32 분자분광학
(Molecular Spectoscopy)

3-3-0-0 부선

전선 4446061 유기합성
(Organic Synthesis)

3-3-0-0 부선

4-1 전필 4446063 응용화학실험 1
(Applied Chemistry Lab.1)

2-0-4-0 부선

전선 4446028 기기분석 및 실험
(Instrumental Analysi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46029 물리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Phys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34 통계열역학
(Statistical Thermodynamics)

3-3-0-0 부선

전선 4446037 고분자화학개론
(Introduction to polymer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41 무기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In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59 화학특강 1
(Special Topics in Chemistry 1)

3-3-0-0 부선

전선 4446062 유기분광분석
(Organic spectroscopic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446064 화학연구실험
(Laboratory in Chemical Research)

3-0-6-0 부선

4-2 전선 4446026 화학반응속도론
(Chemical Kinetics)

3-3-0-0 부선

전선 4446036 유기화학특강
(Special Topics in Organic Chemistry)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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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5과목(14학점) 34과목(90학점) 39과목(104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46042 기기분석특강
(Special Topics in Instrumental Analysis)

3-3-0-0 부선

전선 4446056 의료바이오화학
(Bio Medical Chemistry)

3-3-0-0 부선

전선 4446060 화학특강 2
(Special Topics in Chemistry 2)

3-3-0-0 부선

전선 4446065 현장화학실험
(Laboratory in Practical Chemistry)

3-0-6-0 부선

전선 4446066 응용화학실험 2
(Applied Chemistry Lab.2)

3-0-6-0 부선

전선 4446068 컴퓨터와화학
(Computers and Chemistry)

3-3-0-0 부선

0-1
0-2

전선 4446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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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 IT대학

15.1 전기전자공학부
Divis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공통 교과목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전기전자공학부 2과목(6학점) 9과목(27학점) 11과목(3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2 전선 4461002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3-0-0 부선 전기
전자

2-1 전필 4461003 디지털회로실험
(Digital Circuits Lab.)

3-2-2-0 부선 전기
전자

전선 4461004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s)

3-3-0-0 부선 전자
공학

2-2 전필 4461007 전자회로실험
(Electronic Circuits Lab.)

3-2-2-0 부선 전자
공학

3-1 전선 4461009 통신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0 부선 전자
공학

3-2 전선 4461010 디지털통신
(Digital Communications)

3-3-0-0 부선 전자
통신

1-1
1-2

전선 4461001 회로이론
(Circuit Theory)

3-3-0-0 부선 전자
통신

2-1
2-2

전선 4461006 신호 및 시스템
(Signal and Systems)

3-3-0-0 부선 전자
통신

2-1
2-2
4-2

전선 4461005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0 부선 전기
전자

3-1
4-2

전선 4461008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3-0-0 부선 전기
전자

4-1
4-2

전선 4461011 이동통신
(Mobile Communications)

3-3-0-0 부선 전자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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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전공(Progra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4 21 44 14 28

0 42 44
130

단일전공 27 69 17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62001 반도체공학
(Physics in Semiconductor)

3-3-0-0 부선

전선 4462052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62094 회로해석
(Circuit Analysis)

3-3-0-0 부필

2-2 전선 4462002 전자회로응용
(Electronic Circuit Applications)

3-3-0-0 부필

전선 4462003 전자기학
(Electro magnetics)

3-3-0-0 부필

전선 4462122 디지털설계실습
(Digital Design Lab.)

3-2-2-0 부선

3-1 전필 4462123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및 실험
(Microprocessor applications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62006 전력전자
(Power Electronics)

3-3-0-0 부필

전선 4462007 전력시스템
(Electric Power Systems)

3-3-0-0 부선

전선 4462084 전자파이론
(Propagation Theory)

3-3-0-0 부필

전선 4462104 에너지변환 1
(Energy Conversion 1)

3-3-0-0 부필

3-2 전필 4462124 전기전자시스템 설계 및 실험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 Design and Lab.)

3-2-2-0 부선

전선 4462022 안테나공학
(Antenna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2029 전력시스템응용
(Electric Power System Aplications)

3-3-0-0 부선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361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8학점) 28과목(84학점) 32과목(92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462063 제어시스템
(Automatic Control System)

3-3-0-0 부선

전선 4462111 전동기제어
(Motor and Control)

3-3-0-0 부선

전선 4462112 계측기기론
(Measurements and Instruments)

3-3-0-0 부선

4-1 전필 4462058 종합설계 1
(Capstone Design 1)

1-0-2-0 부선

전선 4462008 제어시스템설계
(Control Systems Design)

3-3-0-0 부선

전선 4462040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62042 조명공학
(Illumin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2113 공장자동화시스템
(Factory Automation Systems)

3-3-0-0 부선

전선 4462114 아날로그반도체회로설계
(Analog VLSI Design)

3-3-0-0 부선

전선 4462118 초고주파회로
(Microwave Circuit)

3-3-0-0 부선

4-2 전필 4462060 종합설계 2
(Capstone Design 2)

1-0-2-0 부선

전선 4462017 지능시스템
(Intelligent Systems)

3-3-0-0 부선

전선 4462031 필터설계론
(Filter Design Theory)

3-3-0-0 부선

전선 4462046 전기설비
(Electrical Instrumentation)

3-3-0-0 부선

전선 4462105 에너지변환 2
(Energy Conversion 2)

3-3-0-0 부선

전선 4462115 발전시스템
(Electric Power Generation System)

3-3-0-0 부선

전선 4462116 센서응용공학
(Sensor Application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2125 전력전자응용
(Power Electronics Applications)

3-3-0-0 부선

0-1
0-2

전선 446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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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63067 전선 전자기학 전자공학전공

4463083 전선 전자회로응용 전자공학전공

4463059 전선 반도체공학 전자공학전공

4464075 전선 제어시스템 전자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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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전공(Program of Electronic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63069 창의설계
(Capstone Design)

3-1-4-0 부선

전선 4463079 고급프로그래밍언어
(Advanced Programming Language)

3-2-2-0 부선

2-2 전필 4463058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Microprocessor Lab.)

3-1-4-0 부선

전선 4463059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Devices)

3-3-0-0 부선

전선 4463076 CAE
(Computer-Aided Engineering)

3-2-2-0 부선

전선 4463080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63083 전자회로응용
(Electronic Circuit Applications)

3-3-0-0 부선

3-1 전필 4463054 디지털시스템설계 1
(Digital System Design 1)

3-2-2-0 부선

전선 4463062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s)

3-2-2-0 부선

전선 4463067 전자기학
(Electromagnetics)

3-3-0-0 부선

3-2 전선 4463038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부선

전선 4463053 광공학
(Optical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3055 디지털시스템설계 2
(Digital System Design 2)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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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3과목(9학점) 27과목(84학점) 30과목(93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2 전선 4463056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63078 SoC설계
(System on Chip Design)

3-3-0-0 부선

전선 4463086 실시간신호처리
(Real-time Signal Processing)

3-3-0-0 부선

4-1 전필 4463064 전자공학설계프로젝트 1
(Capstone Design Project 1)

3-0-6-0 부선

전선 4463027 디지털신호처리응용
(Digital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s)

3-3-0-0 부선

전선 4463030 VLSI설계
(VLSI Design)

3-3-0-0 부선

전선 4463031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s)

3-3-0-0 부선

전선 4463033 광통신
(Optical Communications)

3-3-0-0 부선

전선 4463048 안테나 및 초고주파
(Antenna and Microwaves)

3-3-0-0 부선

전선 4463071 통신시스템설계
(Communication Systems Design)

3-2-2-0 부선

전선 4463073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6-0 부선

전선 4463082 머신비전
(Machine Vision)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전선 4463084 무선통신용회로설계
(Circuit Design for wireless communication)

3-3-0-0 부선

4-2 전선 4463057 디지털필터
(Digital Filters)

3-3-0-0 부선

전선 4463065 전자공학설계프로젝트 2
(Capstone Design Project 2)

3-0-6-0 부선

전선 4463074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6-0-12-0 부선

전선 4463085 RFIC설계
(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Design)

3-3-0-0 부선 대학원
연계

0-1
0-2

전선 446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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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62001 전선 반도체공학 전기전자공학전공

4462003 전선 전자기학 전기전자공학전공

4462089 전선 컴퓨터구조 전기전자공학전공

4462002 전선 전자회로응용 전기전자공학전공

4464098 전선 컴퓨터구조 전자통신공학전공

4464029 전선 디지털영상처리 전자통신공학전공

4464024 전선 컴퓨터네트워크 전자통신공학전공



366 ․ 강원대학교

전자통신공학전공(Program of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21 41 12 30

0 42 47
130

단일전공 27 69 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64044 창의설계
(Creative Engineering Design)

3-2-2-0 부선

전선 4464103 전자통신기초수학
(Mathematics for Engineers)

3-3-0-0 부선

2-2 전필 4464090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1
(Microprocessor and Lab. 1)

3-2-2-0 부선

전선 4464101 고급컴퓨터프로그래밍
(Advanced Computer Programming)

3-2-2-0 부선

3-1 전선 4464021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3-0-0 부선

전선 4464029 디지털영상처리
(Digital Image Signal Processing)

3-2-2-0 부선

전선 4464056 자료구조 및 실습
(Data Structures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64075 제어시스템
(Automatic Control System)

3-3-0-0 부선

전선 4464091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2
(Microprocessor and Lab. 2)

3-2-2-0 부필

3-2 전필 4464037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3-2-2-0 부필

전선 4464024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부필

전선 4464025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2-2-0 부선

전선 4464066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3-0-0 부선

전선 4464081 전자통신종합설계 1
(Capstone Design 1)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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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2과목(6학점) 28과목(87학점) 30과목(93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462063 전선 제어시스템 전기전자공학전공

4463038 전선 컴퓨터네트워크 전자공학전공

4472038 전선 운영체제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73002 전선 운영체제 컴퓨터과학전공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64060 멀티미디어공학
(Multimedia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4082 전자통신종합설계 2
(Capstone Design 2)

3-2-2-0 부선

전선 4464086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및 실습
(Network Programming &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64089 디지털통신실험
(Digital Communication Lab.)

3-2-2-0 부선

전선 4464100 VHDL설계 및 실습
(VHDL Design &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64102 로봇공학개론
(Introduction to Robotics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64106 통신시스템설계
(Communication Systems Design)

3-3-0-0 부선

전선 4464107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6-0 부선

전선 4464110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Android Programming)

3-2-2-0 부선

4-2 전선 4464048 의용전자공학
(Medical Electronics)

3-3-0-0 부선

전선 4464064 센서 및 계측
(Sensors and Instrumentation)

3-3-0-0 부선

전선 4464097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ies)

3-3-0-0 부선

전선 4464105 전자회로응용
(Electronic Circuit Applications)

3-2-2-0 부선

전선 4464108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6-0-12-0 부선

전선 4464109 차세대통신기술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3-3-0-0 부선

전선 4464111 임베디드리눅스
(Embedded Linux)

3-2-2-0 부선

0-1
0-2

전선 4464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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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컴퓨터학부
Division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1 전선 4471004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부선 컴퓨터
정보통신

4-2 전선 4471005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0 부선 컴퓨터
정보통신

1-2
2-1

전선 4471001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3-0-0 부선 컴퓨터
정보통신

3-2
4-1

전선 4471002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3-2-2-0 부선 컴퓨터
과학

4-1
4-2

전선 4471003 네트워크보안
(Network Security)

3-3-0-0 부선 컴퓨터
과학

전선 4471006 ICT학점연계인턴십 1
(ICT internship 1)

12-0-16(주)-0 부선 컴퓨터
정보통신

전선 4471007 ICT학점연계인턴십 2
(ICT internship 2)

3-0-4(주)-0 부선 컴퓨터
정보통신

◎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컴퓨터학부 - 7과목(30학점) 7과목(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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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과학전공(Program of Computer 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9 29 12 30

0 42 59
130

단일전공 27 69 3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전선 4473003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0 부선

전선 4473005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3-3-0-0 부선

전선 4473008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3-3-0-0 부선

전선 4473046 웹프로그래밍 및 실습
(Web Programming and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73047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3-2-2-0 부선

2-2 전선 4473009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2-2-0 부선

전선 4473012 디지털회로설계
(Digital Circuit Design)

3-2-2-0 부선

전선 4473015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73069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3070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3072 문제해결기법
(Problem Solving)

3-3-0-0 부선

3-1 전필 4473002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3-0-0 부필

전필 4473014 컴퓨터구조
(Computer System Architecture)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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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73011 컴퓨터알고리즘
(Computer Algorithms)

3-3-0-0 부선

전선 4473018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3-0-0 부선

전선 4473022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3027 형식언어와 오토마타
(Formal Language and Automata)

3-3-0-0 부선

전선 4473032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2-2-0 부선

전선 4473061 정보 ․ 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InformationㆍComputer)

3-3-0-0 부선 교직

3-2 전필 4473001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3-2-2-0 부필

전필 4473021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0 부필

전선 4473017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3-0-0 부선

전선 4473024 컴퓨터시스템설계
(Computer System Design)

3-3-0-0 부선

전선 4473025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부선

전선 4473036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ting)

3-3-0-0 부선

전선 4473051 정보시스템보안
(Information System Security)

3-3-0-0 부선

전선 4473060 정보 ․ 컴퓨터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InformationㆍComputer)

3-3-0-0 부선 교직

4-1 전선 4473044 네트워크프로그래밍
(Network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3029 컴파일러구성론
(Complier Constrction Theory)

3-3-0-0 부선

전선 4473031 마이크로컴퓨터
(Microcomputer)

3-2-2-0 부선

전선 4473058 파일처리
(File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73062 정보 ․ 컴퓨터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in InformationㆍComputer)

3-3-0-0 부선 교직

전선 4473064 현장실습 1
(Field Training 1)

3-0-6-0 부선

전선 4473071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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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2과목(99학점) 36과목(111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4900161 전선 LINC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73041 멀티미디어
(Multimedia)

3-3-0-0 부선

전선 4473065 현장실습 2
(Field Training 2)

6-0-12-0 부선

전선 4473066 자연언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73073 분산 및 병렬컴퓨팅
(Distributed and Parallel Computing)

3-3-0-0 부선

전선 4473074 컴퓨터특강
(Computer Topics)

3-3-0-0 부선

0-1
0-2

전선 4473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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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Program of Computer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1 9 29 12 30

0 42 59
130

단일전공 27 69 32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선 4472104 컴퓨터정보통신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3-0-0 부선

전선 4472105 프로그래밍기초
(Programming Basics)

3-2-2-0 부선

1-2 전선 4472094 자바프로그래밍
(Java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2106 리눅스시스템 및 실습
(Linux System and Lab.)

3-2-2-0 부선

2-1 전필 4472107 자료구조 및 실습 1
(Data Structure and Lab. 1)

3-2-2-0 부선

전선 4472076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2-2-0 부선

전선 4472109 전기전자공학
(Introduction to Electronic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72114 C/C++프로그래밍
(C/C++ Programming)

3-2-2-0 부선

2-2 전필 4472108 자료구조 및 실습 2
(Data Structure and Lab. 2)

3-2-2-0 부선

전선 4472070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3-3-0-0 부선

전선 4472083 디지털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3-2-2-0 부선

전선 4472101 문제해결프로그래밍
(Problem Solving and Programming)

3-2-2-0 부선

3-1 전필 4472006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0 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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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472038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3-3-0-0 부필

전선 4472001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

3-3-0-0 부선

전선 4472110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0 부선

전선 4472116 신호처리
(Signal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72119 데이터사이언스
(Data Science)

3-3-0-0 부선

전선 4472120 앱프로그래밍
(App Programming)

3-2-2-0 부선

3-2 전선 4472014 HCI
(HCI)

3-3-0-0 부선

전선 4472021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3-0-0 부선

전선 44720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부선

전선 4472071 멀티미디어공학
(Multimedia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72093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s)

3-2-2-0 부선

전선 4472117 영상처리
(Image Processing)

3-3-0-0 부선

4-1 전선 4472013 알고리즘
(Algolithms)

3-3-0-0 부선

전선 4472020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0 부선

전선 4472033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3-0-0 부선

전선 4472121 컴퓨터비전
(Computer Vision)

3-2-2-0 부선

전선 4472122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3-2-2-0 부선

4-2 전선 4472096 정보검색
(Information Retrieval)

3-3-0-0 부선

전선 4472097 컴퓨터시스템보안
(Computer System Security)

3-3-0-0 부선

전선 4472113 영상통신
(Visual Communications)

3-3-0-0 부선

전선 4472118 자연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2-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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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4과목(12학점) 32과목(96학점) 36과목(108학점)

◎ 타 학과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900161 전선 LINC 현장실습 LINC 사업단

4900162 전선 LINC 현장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3 전선 LINC 현장실습 2 LINC 사업단

4900164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사업단

4900165 전선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사업단

4900108 전선 캡스톤디자인 1 LINC 사업단

4900109 전선 캡스톤디자인 2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72123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3-3-0-0 부선

전선 4472124 소프트웨어구조
(Software Architecture)

3-3-0-0 부선

0-1
0-2

전선 447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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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 독립학부

16.1 스포츠과학부
Division of Sport Science

공통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480043 수영 1
(Swimming 1)

1-0-2-0 부필

전필 4480061 육상
(Track & Field)

1-0-2-0 부필

전필 4480064 체육철학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필

1-2 전필 4480062 체조
(Gymnastics)

1-0-2-0 부필

전필 4480068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First aid and CPR)

1-0-2-0 부선

전선 4480007 체육사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3-3-0-0 부선

2-1 전선 4480071 구기스포츠 1
(Ball Sports 1)

1-0-2-0 부선

전선 4480027 생활체육론
(Theory of Health Administration)

3-3-0-0 부선

전선 4480065 수상스포츠 1
(Water Sports 1)

1-0-2-0 부선

전선 4480066 뉴스포츠 1
(New Sports 1)

1-0-2-0 부선

전선 4480074 체육측정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 Statistics)

3-3-0-0 부필

전필 4480076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3-0-0 부필

2-2 전선 4480072 라켓스포츠 1
(Racket Sports 1)

1-0-2-0 부선

전선 4480073 리듬운동 1
(Rhythm Exercise 1)

1-0-2-0 부선

전선 4480032 스포츠영양학
(Sports Nutri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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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전    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스포츠과학부 7과목(13학점) 21과목(45학점) 28과목(5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2 전선 4480069 동계스포츠 1
(Winter Sports 1)

1-0-2-0 부선

전선 4480075 운동역학
(Biomechanics)

3-3-0-0 부선

전선 4480047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3-3-0-0 부선

3-1 전필 4480049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3-3-0-0 부필

전선 4480017 스포츠마케팅
(Sports Marketing)

3-3-0-0 부선

전선 4480022 스포츠정보처리
(Sport Data Processing)

3-3-0-0 부선

전선 4480058 테니스
(Tennis)

1-0-2-0 부선

3-2 전선 4480030 태권도
(Taekwondo)

1-0-2-0 부선

전선 4480070 여가레크리에이션
(Leisure and Recreation)

3-3-0-0 부선

4-1 전선 4480024 스포츠사회학
(Sport Sociology)

3-3-0-0 부선

전선 4480067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3-3-0-0 부선

4-2 전선 4480037 해양스포츠
(Ocean Sports)

1-0-2-0 부선

전선 4480039 특수체육
(Physical Education for Handicapped)

3-3-0-0 부선

0-1
0-2

전선 4480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Setting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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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전공(Program of Sport Scienc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81017 농구 2
(Basketball 2)

1-0-2-0 부선

전선 4481042 스포츠교육학
(Sport Pedagogy)

3-3-0-0 부선

전선 4481052 야구
(Baseball)

1-0-2-0 부선

3-2 전선 4481022 스키 2
(Ski 2)

1-0-2-0 부선

전선 4481046 체력트레이닝학및실습
(Theory of Physical Fitness & Practice)

3-2-2-0 부선

전선 4481053 체력운동법
(Exercise Method for Physical Fitness)

1-0-2-0 부선

전선 4481054 인라인스케이팅
(Inline Skating)

1-0-2-0 부선

4-1 전선 4481024 산악스포츠
(Mountain Sports)

1-0-2-0 부선

전선 4481036 골프
(Golf)

1-0-2-0 부선

전선 4481049 체육행정론
(Sport Administration)

3-3-0-0 부선

4-2 전선 4481037 스포츠지도론
(Theory of Sports Instruction)

3-3-0-0 부선

전선 4481044 여가사회학
(Sociology of Leisure)

3-3-0-0 부선

전선 4481050 스포츠현장실습
(Sport Field Practice)

2-0-4-0 부선

◎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 13과목(24학점) 13과목(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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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도전공(Program of Sport Coach)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복수전공
7 12 2 12 33 13 29

0 42 55
130

단일전공 27 69 28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82012 개인경기전문실기 1
(Practical Training of Individual  Sports 1)

2-0-4-0 부선

전선 4482013 축구
(Soccer)

1-0-2-0 부선

전선 4482029 에어로빅스
(Aerobics)

1-0-2-0 부선

전선 4482045 체력트레이닝지도법
(Teaching Methods for Physical Fitness)

3-2-2-0 부선

전선 4482046 체력운동의 실제
(Practice of Physical Fitness)

1-0-2-0 부선

3-2 전선 4482015 구기 및 라켓운동전문실기 1
(Practical Training of Ball game & Racket Sporta 1)

2-0-4-0 부선

전선 4482016 레저스포츠전문실기 1
(Practical Training of Leisure Sports 1)

2-0-4-0 부선

전선 4482032 운동학습과 제어
(Motor Learning and Control)

3-3-0-0 부선

4-1 전선 4482019 개인경기전문실기 2
(Practical Training of Individual Sports 2)

1-0-2-0 부선

전선 4482020 구기 및 라켓운동전문실기 2
(Practical Training of Ball game & Racket Sporta 2)

1-0-2-0 부선

전선 4482028 골프 1
(Golf 1)

1-0-2-0 부선

전선 4482034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Practice of Recreation)

2-1-2-0 부선

4-2 전선 4482023 레저스포츠전문실기 2
(Practical Training of Leisure Sports 2)

1-0-2-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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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5과목(26학점) 15과목(26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4-2 전선 4482042 스포츠지도실습
(Coaching Practice)

2-0-4-0 부선

전선 4482043 운동처방
(Exercise Prescription)

3-3-0-0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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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평생학습중심학부
Division of Lifelong Learning

농생명산업학전공(Program of Agricultural Industry)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3 6 28 21 47 0 68 24 1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491001 재배기술과 환경
(Crop Cultivation and environment)

3-3-0-0

전선 4491002 농업기계의 이용
(Utiliz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3-3-0-0

1-2 전필 4491003 식물생리와 영양
(Plant Physiology and Nutrition)

3-3-0-0

전선 4491004 종자종묘생산기술
(Seed Science and Production Technology)

3-3-0-0

전선 4491005 화훼 및 원예치료
(Flower and Horticultural Therapy)

3-3-0-0

2-1 전필 4491006 시설원예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trolled Horticulture)

3-3-0-0

전필 4491007 작물과 식품산업
(Crop and Food Industry)

3-3-0-0

전선 4491008 특약용 식물생산과 이용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inal Plants)

3-3-0-0

2-2 전선 4491009 토양과 작물
(Soil Science and crops)

3-3-0-0

전선 4491010 농업경영이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management)

3-3-0-0

전선 4491011 과수재배신기술
(New Technology of Fruit Growing)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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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7과목(21학점) 19과목(57학점) 26과목(7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필 4491012 채소와 산채의 이용
(Utilization of Common and Wild Vegetable)

3-3-0-0

전선 4491013 식물병의 이해와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Plant Diseases)

3-3-0-0

전선 4491014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전선 4491015 환경위해식물
(Environmentally Hazardous Plants)

3-3-0-0

3-2 전선 4491016 농업해충의 이해 및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sects)

3-3-0-0

전선 4491017 농촌휴양관광경제학
(Rural Tourism and Economics)

3-3-0-0

전선 4491018 농식품가공기술
(Agrifood Processing Technology)

3-3-0-0

4-1 전필 4491019 식용작물학
(Food Crops)

3-3-0-0

전선 4491020 수확 후 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3-3-0-0

전선 4491021 세미나 1
(Seminar 1)

3-3-0-0

전선 4491022 농촌계획 및 농지정비보전
(Rural Planning and Farm Land Conservation)

3-3-0-0

4-2 전필 4491023 기후변화와 농업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3-3-0-0

전선 4491024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3-3-0-0

전선 4491025 세미나 2
(Seminar 2)

3-3-0-0

전선 4491026 식량작물과 육종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od Crops and Plant Breeding)

3-3-0-0

0-1
0-2

전선 4491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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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산업학과(계약학과)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 6 25 51 30 - 81 24 130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90005 농업생물
(Agricultural Biology)

3-3-0-0

전필 4491001 재배기술과 환경
(Crop Cultivation and Environment)

3-3-0-0

전선 4491002 농업기계의 이용
(Utilization of Agricultural Machinery)

3-3-0-0

1-2 전필 4491003 식물생리와 영양
(Plant Physiology and Nutrition)

3-3-0-0

전필 4491004 종자종묘생산기술
(Seed Science and Production Technology)

3-3-0-0

전필 4491006 시설원예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trolled Horticulture)

3-3-0-0

2-1 전필 4491005 화훼 및 원예치료
(Flower and Horticultural Therapy)

3-3-0-0

전필 4491007 작물과 식품산업
(Crop and Food Industry)

3-3-0-0

전선 4491008 특약용 식물생산과 이용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inal Plants)

3-3-0-0

2-2 전필 4491009 토양과 작물
(Soil Science and crops)

3-3-0-0

전필 4491010 농업경영이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management)

3-3-0-0

전선 4491011 과수재배신기술
(New Technology of Fruit Growing)

3-3-0-0

3-1 전필 4491012 채소와 산채의 이용
(Utilization of Common and Wild Vegetable)

3-3-0-0

전필 4491013 식물병의 이해와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Plant Diseases)

3-3-0-0

전필 4491014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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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7과목(51학점) 10과목(30학점) 27과목(8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91015 환경위해식물
(Environmentally Hazardous Plants)

3-3-0-0

3-2 전필 4491016 농업해충의 이해 및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sects)

3-3-0-0

전선 4491017 농촌휴양관광경제학
(Rural Tourism and Economics)

3-3-0-0

전선 4491018 농식품가공기술
(Agrifood Processing Technology)

3-3-0-0

4-1 전필 4491019 식용작물학
(Food Crops)

3-3-0-0

전필 4491020 수확 후 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3-3-0-0

전선 4491021 세미나 1
(Seminar 1)

3-3-0-0

전선 4491022 농촌계획 및 농지정비보전
(Rural Planning and Farm Land Conservation)

3-3-0-0

4-2 전필 4491023 기후변화와 농업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3-3-0-0

전필 4491024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3-3-0-0

전선 4491025 세미나 2
(Seminar 2)

3-3-0-0

전선 4491026 식량작물과 육종의 이해
(Understanding of Food Crops and Plant Breeding)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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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업학전공(Program of Controlled Agriculture)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3 6 28 21 47 0 68 24 120

◎ 편성 교과목

‘꿈-설계 상담’ 교과목은 모든 학기에 개설하며, 4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492001 재배기술과 환경
(Crop Cultivation and Environment)

3-3-0-0

전선 4492002 생물환경조절
(Bio-Environmental Control)

3-3-0-0

1-2 전필 4492003 식물생리와 영양
(Plant Physiology and Nutrition)

3-3-0-0

전선 4492004 종자종묘생산기술
(Seed Science and Production Technology)

3-3-0-0

전선 4492005 화훼 및 원예치료
(Flower and Horticultural Therapy)

3-3-0-0

2-1 전필 4492006 시설원예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trolled Horticulture)

3-3-0-0

전필 4492007 작물과 식품산업
(Crop and Food Industry)

3-3-0-0

전선 4492008 작물관리기술
(Crop Management Technologies)

3-3-0-0

2-2 전선 4492009 토양과 작물
(Soil Science and crops)

3-3-0-0

전선 4492010 농업경영이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management)

3-3-0-0

전선 4492011 원예작물생명공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Biotechnology Crops)

3-3-0-0

3-1 전필 4492012 채소와 산채의 이용
(Utilization of Common and Wild Vegetable)

3-3-0-0

전선 4492013 식물병의 이해와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Plant Diseases)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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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7과목(21학점) 19과목(57학점) 26과목(78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92014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전선 4492015 농업지리정보활용기술
(Agricultur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3-0-0

3-2 전선 4492016 농업해충의 이해 및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sects)

3-3-0-0

전선 4492017 식물공장
(Plant Factory)

3-3-0-0

전선 4492018 원예작물공정기술
(Horticultural Crops Processing Technology)

3-3-0-0

4-1 전필 4492019 식용작물학
(Food Crops)

3-3-0-0

전선 4492020 수확 후 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3-3-0-0

전선 4492021 세미나 1
(Seminar 1)

3-3-0-0

전선 4492022 농업자동화기술
(Agriculture Microbiology)

3-3-0-0

4-2 전필 4492023 기후변화와 농업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3-3-0-0

전선 4492024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3-3-0-0

전선 4492025 세미나 2
(Seminar 2)

3-3-0-0

전선 4492026 농업에너지
(Agriculture Energy)

3-3-0-0

0-1
0-2

전선 4492993 꿈-설계상담
(Advice on Goal and Career Planning)

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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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농업학과(계약학과)

◎ 영역별 이수 학점표

이수구분

교양 영역 전공 영역
자유
선택

졸업
학점
(합계)기초 균형 특화 대학별 소계

최소 전공 심화
전공

소계
필수 선택

단일전공 7 12 - 6 25 51 30 - 81 24 130

◎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1-1 전필 4190005 농업생물
(Agricultural Biology)

3-3-0-0

전필 4492001 재배기술과 환경
(Crop Cultivation and Environment)

3-3-0-0

전선 4492002 생물환경조절
(Bio-Environmental Control)

3-3-0-0

1-2 전필 4492003 식물생리와 영양
(Plant Physiology and Nutrition)

3-3-0-0

전필 4492004 종자종묘생산기술
(Seed Science and Production Technology)

3-3-0-0

전필 4492006 시설원예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ntrolled Horticulture)

3-3-0-0

2-1 전필 4492005 화훼 및 원예치료
(Flower and Horticultural Therapy)

3-3-0-0

전필 4492007 작물과 식품산업
(Crop and Food Industry)

3-3-0-0

전선 4492008 작물관리기술
(Crop Management Technologies)

3-3-0-0

2-2 전필 4492009 토양과 작물
(Soil Science and crops)

3-3-0-0

전필 4492010 농업경영이론
(Introduction to Agricultural management)

3-3-0-0

전선 4492011 원예작물생명공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Biotechnology Crops)

3-3-0-0

3-1 전필 4492012 채소와 산채의 이용
(Utilization of Common and Wild Vegetable)

3-3-0-0

전필 4492013 식물병의 이해와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Plant Diseases)

3-3-0-0

전필 4492014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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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현황

이수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과목(학점) 17과목(51학점) 10과목(30학점) 27과목(81학점)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3-1 전선 4492015 농업지리정보활용기술
(Agricultur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3-0-0

3-2 전필 4492016 농업해충의 이해 및 방제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Insects)

3-3-0-0

전선 4492017 식물공장
(Plant Factory)

3-3-0-0

전선 4492018 원예작물공정기술
(Horticultural Crops Processing Technology)

3-3-0-0

4-1 전필 4492019 식용작물학
(Food Crops)

3-3-0-0

전필 4492020 수확 후 관리
(Post-Harvest Management)

3-3-0-0

전선 4492021 세미나 1
(Seminar 1)

3-3-0-0

전선 4492022 농업자동화기술
(Agriculture Microbiology)

3-3-0-0

4-2 전필 4492023 기후변화와 농업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e)

3-3-0-0

전필 4492024 농업미생물학
(Agricultural Microbiology)

3-3-0-0

전선 4492025 세미나 2
(Seminar 2)

3-3-0-0

전선 4492026 농업에너지
(Agriculture Energy)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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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17171717171717171717171717171717 연계전공

17.1 통합과학전공
Joint Program of Integrated Science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과학교육학부 과학교육학부 51 과학교육학부장 033-250-673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과학” 교사 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계전공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통합과학”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고자 

하는 학생을 위하여 운영한다.

  통합과학전공은 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본인의 주전공을 제외하고, 각 전공별로 지정된 다음의 2과목 

중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물리교육전공 : 전자기학탐구교육 1, 전자기학탐구교육 2, 현대물리학

② 화학교육전공 : 무기화학, 유기화학

③ 생물교육전공 : 세포학, 분자생물학

④ 지구과학교육전공 : 지질학, 대기학

2. 과학교육학부의 「과학교육론」, 「과학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 전공의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수학교육과의 「수학과 과학」 교과목(4284075)을 이수한 경우 이 전공의 해당 교과목(4290042)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이 전공과 주전공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서 이수한 학점은 15학점(5과목)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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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290030 일반물리학 1
(General Physics 1)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2 일반화학 1
(General Chemistry 1)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4 일반생물학 1
(General Biology 1)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6 일반지구과학 1
(General Earth Science 1)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8 일반물리학 실험
(General Physics Laboratory)

1-0-2-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9 일반화학 실험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1-0-2-0 과학교육학부

1-2 전선 4290031 일반물리학 2
(General Physics 2)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3 일반화학 2
(General Chemistry 2)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5 일반생물학 2
(General Biology 2)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37 일반지구과학 2
(General Earth Science 2)

3-3-0-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40 일반생물학실험
(General Biology Laboratory)

1-0-2-0 과학교육학부

전선 4290041 일반지구과학실험
(General Earth Science Laboratory)

1-0-2-0 과학교육학부

2-1 전선 4290042 수학과 과학
(Mathematics and Science)

3-3-0-0 과학교육학부

2-2 전필 4290009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3-0-0 과학교육학부

3-1 전선 4290024 과학 지도법 및 교재연구
(Instructional Methods and Teaching Materials in Science)

3-3-0-0 과학교육학부

3-2 전선 4290043 멀티미디어 수학과학교육
(Multimedia in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3-1-4-0 과학교육학부

4-1 전필 4290029 과학 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Science)

2-2-0-0 과학교육학부

4-2 전선 4290045 융합인재교육 특강
(Topics in STEAM Education)

3-3-0-0 과학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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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공통사회전공
Joint Program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지리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51 지리교육과장 033-250-669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통사회” 교사 양성을 위하여 운영하

는 연계전공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공통사회” 표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수

여받고자 하는 학생을 위하여 운영한다.

  공통사회전공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으로 운영하되, 2016학년도 입학자까지만 대상으로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공통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공통 교과목을 포함하여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의 

교과목을 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이 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연계 학과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지정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연계 학과 필수 교과목(9학점) 선택 교과목(1과목 ․ 3학점 이상)

역사교육과 동양사탐구
서양사탐구
한국인의 역사인식

동양사학사
서양사학사
한국사교육강독
한국고․중세사교육특강
한국근․현대사교육특강

동양사교육강독
동양사교육특강
서양사교육강독
서양사교육특강

지리교육과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한국지리

경제지리학
환경지리학
지역개발학

일반사회교육과 정치탐구
경제탐구 1
인간과 사회

시민생활과 법 1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인간과 문화

헌법의 시민교육

4. 이 전공과 주전공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서 이수한 학점은 15학점(5과목)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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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필 4282058 자연지리학
(Physical Geography)

3-3-0-0 지리교육과

전필 4283054 인간과 사회 
(Human & Society)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필 4283004 경제탐구 1 
(Economic Thinking 1)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필 4281049 서양사탐구 
(Study on European History)

3-3-0-0 역사교육과

1-2 전필 4281048 동양사탐구 
(Study on Asian History)

3-3-0-0 역사교육과

전필 4282059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3-3-0-0 지리교육과

전필 4283052 정치탐구 
(Political Inquiry)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선 4283013 경제탐구 2 
(Economic Thinking 2)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선 4281011 서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2-1 전필 4281069 한국인의 역사인식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rean)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1010 동양사교육강독
(Reading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2061 경제지리학
(Economic Geography)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2008 환경지리학
(Environmental Geography)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3070 시민생활과 법 1 
(Law & Society 1)

3-3-0-0 일반사회교육과

2-2 전선 4281037 한국고ㆍ중세사교육특강 
(Topics in Ancient and Medieval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1055 한국사교육강독
(Readings in Kor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3019 인간과 문화 
(Human & Culture)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선 4283066 헌법과 시민교육
(Constitu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3-3-0-0 일반사회교육과

3-1 전필 4280012 공통사회교육론 
(Theories of Social Studies)

3-3-0-0 학과 공통

전선 4283027 민주정치와 시민교육 
(Democracy & Citizenship Education)

3-3-0-0 일반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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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필 4280015 공통사회교수법 및 교재연구
(Research on Instruction and Materials in Social Studies)

3-3-0-0 학과 공통

전필 4280016 공통사회 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Integrated Social Studies)

3-3-0-0 학과 공통

전필 428201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1032 한국근ㆍ현대사교육특강
(Topics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2075 지역개발학
(Regional Development)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1068 동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Historical Writing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n Asia)

3-3-0-0 역사교육과

4-1 전선 4281051 서양사교육특강 
(Topics in European History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1067 서양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
(Historical Writing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in Western)

3-3-0-0 역사교육과

4-2 전선 4281053 동양사교육특강 
(Topics in Asian History for Teaching)

3-3-0-0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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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국제학전공
Joint Program of International Stud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문화인류학과

경영·회계학부
관광경영학과
농업자원경제학과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경제·무역학부
환경공학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영상문화학과
문화인류학과
불어불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법학부

36 문화인류학과장 033-250-687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사회과학과 어문학, 이공 계열 학문까지 참여하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계전공으로서, 전공 특징에 맞게 전체 이수 교과목의 25%(9학점) 이상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강좌를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어 강좌를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인정

3. 이 전공과 주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다만, 중복되는 교과목은 

졸업 학점에 이중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① 전공필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모두 인정한다.

② 전공선택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한다.

4. 이 전공과 주전공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학점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졸업 학점에 이중 산정하지 않는다.



394 ․ 강원대학교

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323064 국제정치의 이해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olitic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501003 국제법 1
(International Law 1)

3-3-0-0 법학부

전선 4418059 중국철학사 1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1)

3-3-0-0 철학과

전선 4418060 서양철학사 1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1)

3-3-0-0 철학과

전선 4501044 국제법사례연구 
(Case Study on International Law)

3-3-0-0 법학부

1-2 전선 4412045 영어발음과 청해 
(English Speech Sounds)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282059 인문지리학
(Human Geography)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501013 국제법 2 
(International Law 2)

3-3-0-0 법학부

전선 4416068 일본학개설 2 
(Introduction to Japanese Studies 2)

3-3-0-0 일본학과

전선 4501078 국제관계법 
(International Relations Law)

3-3-0-0 법학부

2-1 전선 411700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7002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5083 무역영어회화 1
(International Business English Conversation 1)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413158 유럽문화학입문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Cultural Studies)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3014 독어학입문
(Introduction to German Language)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327066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 
(Nor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417067 한일관계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3-3-0-0 사학과

전선 4417062 동양사와 우리 
(Outline of Asian History)

3-3-0-0 사학과

전선 4417063 서양사의 범위와 대상 
(Introduction to European History)

3-3-0-0 사학과

전선 4416032 일본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3-3-0-0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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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323086 미국정치와 외교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3-3-0-0 정치외교학과

2-2 전선 4117004 국제무역론
(International Trade Theory)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327068 아프리카의 문화와 사회
(African Culture and Society)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7069 세계화와 문화
(Globalization and Culture)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417068 동양고대역사와 문화
(Ancient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사학과

전선 4323087 동양정치사상의 이해
(Oriental Political Thought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323089 통합유럽과 국제관계
(EU and International Dynamics)

3-3-0-0 정치외교학과

2-2 전선 4412050 영어어휘의 이해
(English Morphology)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412066 영시로 배우는 영어실습
(English Practice through Poetry)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323063 국제기구와 글로벌거버넌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lobal Governance)

3-3-0-0 정치외교학과

3-1 전선 4117008 국제경영론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5063 국제통상론
(Theory of International Commerce)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5085 무역영어 1
(Business English for International Trade 1)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2079 국제문화관광론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3-3-0-0 관광경영학과

전선 4327019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
(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412053 낭만주의 영미시 산책
(English Romantic Poetry)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275063 세계화와 국제윤리
(Globalization & Global Ethics)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282067 중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Chin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323055 국제정치경제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263023 문화산업전략론
(Study of Cultural Industry Strategy)

3-3-0-0 영상문화학과

3-2 전선 4115077 글로벌마케팅
(Global Marketing)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115049 세계지역경제론
(World Regional Economy)

3-3-0-0 경제·무역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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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179018 농업정책학 
(Agricultural Policy)

3-3-0-0 농업자원경제학과

전선 4327070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
(Latin American Culture and Society)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7053 문화와 종교 
(Culture and Religion)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412058 영어연설과 토론 
(Speech & Debate)

2-0-4-0 영어영문학과

전선 4413129 독일어ㆍ영어번역 
(German-English Translation)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275024 동양중세윤리사상 
(Thoughts of Medieval Eastern Ethics)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275028 현대서양윤리사상 
(contemporary Western Ethical Thoughts)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416058 일본어의 경어표현
(Japanese Honorifics)

3-3-0-0 일본학과

전선 4281030 동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Asia)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283031 세계경제와 시민교육 
(World Economy & Citizenship Education)

3-3-0-0 일반사회교육과

전선 4282074 러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Russi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2016 한국지리 
(Regional Geography of Kore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418023 현대영미철학 
(Contemporary British and American Philosophy)

3-3-0-0 철학과

전선 4323091 비교정치사상
(Comparative Political Thought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281065 서양현대사 
(Contemporary History of Europe)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417019 동양근․현대역사와 문화 
(Modern-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사학과

4-1 전선 4272078 영미문화의 이해와 지도
(Understanding and Teaching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3-3-0-0 영어교육과

전선 4415038 시사중국어
(Chinese  in Newsmedia)

3-3-0-0 중어중문학과

전선 4275067 국제사회와 평화교육 
(International Society & Peace Education)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282078 아호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frica-Oceani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2079 아메리카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merica)

3-3-0-0 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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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414090 프랑스어권문화 
(Francophone Culture)

2-2-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117007 동아시아경제론 
(East Asian Economy)

3-3-0-0 경제·무역학부

전선 4327076 민족정체성연구 
(Study of Ethnic Identity)

3-3-0-0 문화인류학과

3-1
4-1

전선 4111031 글로벌마케팅 
(Global Marketing)

3-3-0-0 경영·회계학부

4-2 전선 4272110 영․한언어비교
(Comparison and Contrast between English and Korean)

3-3-0-0 영어교육과

전선 4323051 21세기글로벌아젠다
(Global Agenda of the 21th Century)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415045 중국현대문학강독
(Reading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3-3-0-0 중어중문학과

전선 4416028 테마일본사 
(Japanese History by Theme)

3-3-0-0 일본학과

전선 4282084 아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si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282083 유럽지리 
(Regional Geography of Europe)

3-3-0-0 지리교육과



398 ․ 강원대학교

17.4 기술창업전공
Joint Program of Technological Venture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시스템경영공학과
경영․회계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36
전태보 교수

(시스템경영공학과)
033-250-628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전공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기획 및 경영, 재무 관리 및 회계, 지적재산권 관리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유능한 기술창업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된 

연계전공이다.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 창업자를 육성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등 국책 사업과 공학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산학협력의 기반이 되는 

졸업생 창업 기업군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참여 학과별로 8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참여 학과별로 5학점 이상 이수

2. 학과 간에 서로 중복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이수한 경우 학생이 

지정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 학점으로 반영한다.

   ※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여러 개 이수하였더라도 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별도 요건 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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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1400009 회계학원론 1
(Principles of Accounting 1)

3-3-0-0 경영·회계학부

1-2 전선 1400010 회계학원론 2
(Principles of Accounting 2)

3-3-0-0 경영·회계학부

1-1
1-2

전선 1400012 공학경제
(Introduction to Engineering Economy)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2-1 전선 4137087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전선 4111003 계량경영학 
(Operations Research)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37090 경영과학 1
(Management Science 1)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전선 4472076 웹 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2-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2-2 전선 4137093 시스템경영통계 2
(Theory of System Management Statistics 2)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2-1
2-2

전선 4116005 중급회계 1 
(Intermediate Accounting 1)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600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6003 생산관리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6001 마케팅
(Marketing)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6007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6004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3-1 전선 4137070 HCI 설계 
(Human-Computer Interface Design)

3-2-0-1 시스템경영공학과

전선 4472010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s)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137098 기술혁신 1
(Technology Innovation 1)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전선 4113048 세무회계 1 
(Tax Accounting 1)

3-3-0-0 경영·회계학부

3-2 전선 4137019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시스템경영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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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472014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472032 컴퓨터 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3-1
3-2

전선 4116003 생산관리 
(Production & Operations Mana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4-1 전선 4472020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3-1
4-1

전선 4111052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3-0-0 경영·회계학부

3-2
4-2

전선 4111034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Capstone Design)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1074 리더십 
(Leadership)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1055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

3-3-0-0 경영·회계학부

전선 4111080 창업론 
(Entrepreneurship)

3-3-0-0 경영·회계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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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농업전문경영전공
Joint Program of Advanced Agricultural Management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원예과학전공
농업자원경제학과  생물자원과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원예․바이오시스템공학부

36
박성민 교수

(원예과학전공)
033-250-6420

전공 개요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고 농생명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예 전문 인력의 양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농업 분야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되어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농업은 다양한 전공영역이 하나의 산업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현재의 실정으로는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 후 전문 경영인을 요구하는 산업체에 투입하기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문 경영인 배출이 필요하다.

  농업전문경영전공은 농업생명과학대학 7개 전공의 현장이론 ․ 생산 ․ 유통과정 등 농업 현장 

경영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졸업 후 현장 농업의 전문화와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갖추는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부전공으로 지정한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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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2 전선 4179003 농업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

3-3-0-0 농업자원경제학과

2-1 전선 4171002 일반곤충학
(Entomology)

3-3-0-0 부선 생물자원과학부

전선 4179004 농업경영학
(Farm Management)

3-3-0-0 농업자원경제학과

전선 4174012 농업환경학
(Bio-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

3-3-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2-2 전선 4171007 식물보호학
(Plant Protection)

2-2-0-0 부선 생물자원과학부

전선 4172004 약용식물학
(Medicinal Plants)

3-3-0-0 생물자원과학부

전선 4174096 농산업트렌드2
(Trends in Agricultural Business 2)

2-2-0-0 부선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9007 농산물시장론
(Agricultural Marketing)

3-3-0-0 부선 농업자원경제학과

3-1 전선 4174098 농약학
(Pesticide Science)

3-3-0-0 부선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7021 농업기계학 및 실습
(Agriculture Machinery and Practice)

3-2-2-0 부선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전선 4176041 과수학각론
(Pomology Crops)

3-2-2-0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전선 4176051 친환경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3-3-0-0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3-2 전선 4172016 식물육종학
(Plant Breeding)

3-3-0-0 부선 생물자원과학부

전선 4173018 식물병진단
(Plant Disease Diagnosis)

3-3-0-0 부선 생물자원과학부

전선 4175018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and Lab.)

3-2-2-0 부선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5050 농지정비보전학
(Farmland Reclamation and Conservation)

3-3-0-0 부선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6056 화훼작물 및 실습
(Floriculture Crops & Practice)

3-2-2-0 부선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전선 4176050 채소학각론
(Vegetable Crops)

3-3-0-0 부선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전선 4181008 토양환경학 및 실험
(Soil Environment and Lab.)

3-2-2-0 부선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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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178085 식품공정공학 및 캡스톤디자인
(Food Process Engineering and Capstone Design)

3-3-0-0 부선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4-1 전선 4177096 수확후공정공학
(Post-Harvest Process Engineering)

3-3-0-0 원예․바이오
시스템공학부

전선 4179044 지역계획론
(Regional Planning)

3-3-0-0 부선 농업자원경제학과

전선 4179045 농기업론
(Agribusiness)

3-3-0-0 부선 농업자원경제학과

4-2 전선 4175036 농업시설학
(Agricultural Structures)

3-3-0-0 부선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5070 지역경관학
(Regional Landscape)

2-2-0-0 지역건설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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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데이터분석전공
Joint Program of Data Analytic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데이터분석센터
컴퓨터학부
국제무역학전공
정보통계학과

경영․회계학부
시스템경영공학과 42

김화종 교수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033-250-7165

전공 개요

  이 전공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개방형 ICT융합과정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융합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한 연계전공이다.

  이 전공을 이수하면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 회사와 IT 전문 기업, 대기업 

및 벤처기업, 비즈니스 데이터 전문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머로서 진출할 수 있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편성 교과목과 학과별 소프트웨어 융합 선수과정 인정 교과목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학부 학생은 기초과정 중 6학점을 공통과정 및 

심화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① 기초과정 : 필수 교과목 포함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

② 공통과정 : 필수 교과목 포함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

③ 심화과정 : 필수 교과목 포함 12학점(4과목) 이상 이수

④ 학과별 SW 융합 선수과정 인정 교과목 : 6학점(2과목) 이상 이수

     ※ 지정 교과목은 데이터분석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2.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별도 요건 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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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2-2

전필 4994007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3-3-0-0 데이터분석전공 기초
과정

전필 4994008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기초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3001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s: Principles and Practice)

3-2-2-0 산학협력단 기초
과정

․
2과목
선택

전선 4993002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1400015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2-2-0 기초교육원

전선 1200080 웹과 인터넷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3-2-2-0 기초교육원

전선 1400002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994006 빅데이터 비즈니스 개론 3-3-0-0 데이터분석전공

3-1
3-2

전필 4994017 데이터 마이닝 및 실습 3-2-2-0 데이터분석전공 공통
과정

전선 4994009 마케팅 3-3-0-0 데이터분석전공 공통
과정

․
3과목
선택

전선 4994010 자료구조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1 경영전략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2 데이터베이스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3 데이터통신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4 데이터 시각화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5 통계적 데이터 분석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6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응용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18 데이터 전처리 방법론 3-2-2-0 데이터분석전공

4-1
4-2

전필 4994027 도메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3-0-6-0 데이터분석전공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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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교과목 일람표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4-2

전선 4994019 분산 데이터 처리 및 실습 3-2-2-0 데이터분석전공 심화
과정

․
3과목
선택

전선 4994020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1 빅데이터 케이스 스터디 및 활용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2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3-3-0-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3 자연어처리와 지식 마이닝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4 소셜 데이터마이닝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5 집단지성프로그래밍 및 실습 3-2-2-0 데이터분석전공

전선 4994026 데이터 분석 C&D 인턴쉽 6-0-24-0 데이터분석전공

편성 교과목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4993001 컴퓨터개론 및 실습 4472104

1200081

컴퓨터정보통신공학개론

컴퓨터개론 및 실습

3-3-0-0

3-2-2-0

4993002 컴퓨터프로그래밍 4472105

1200099

1400097

프로그래밍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3-2-2-0

3-2-2-0

4994003 확률 및 통계 1400015

1400001

1400083

확률 및 통계

경영경제통계

기초통계학

3-2-2-0

3-3-0-0

3-3-0-0

4994004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1200080

4472076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웹프로그래밍

3-2-2-0

3-2-2-0

1400002 경영학원론 1400002

1200049

1400009

1400007

경영학원론

기업과 경영

회계학원론1

무역학원론

3-3-0-0

3-3-0-0

3-3-0-0

3-3-0-0

4994009 마케팅 4116001

4113005

4118002

4111018

4111075

4111031

4115077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마케팅리서치

글로벌마케팅

글로벌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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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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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4994010 자료구조 4472107
4473008
4993101
4464056

자료구조 및 실습 1
자료구조
자료구조
자료구조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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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4011 경영전략 4111033
4111014
4113006
4118013
4116002
4111052
4111080
4111023
4113027
4118010
4116003

전략경영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재무관리
MIS
창업론
생산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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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4012 데이터베이스 4472110
4473021
4993105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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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4013 데이터통신 4461010
4472035
4464021
4473018
4472032
4473025
4463038
4464024

디지털통신
데이터통신
데이터통신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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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4994014 데이터 시각화 4472033
4473032
4464025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
컴퓨터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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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4020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4116011
4111068

재무제표분석
경영시사분석

3-3-0-0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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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동아시아학전공
Joint Program of East Asian Stud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사학과

경제학전공
윤리교육과
정치외교학과
미술학과
일본학과
철학과

건축학전공
지리교육과
문화인류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36
손승철 교수

(사학과)
033-250-821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한국 ․ 북한 ․ 중국 ․ 일본 ․ 극동지역 러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 정치 ․ 
경제 ․ 외교 등 포괄적인 지역학을 연구 ․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국제화 ․ 세계화의 

기치 아래 초민족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 배출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동아시아 지역학 전공자는 동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연구 분야, 통상 ․ 외교 ․ 언론 ․ 출판 ․ 관광 ․ 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부전공으로 지정한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교과목 개설 학과를 기준으로 학과별 교과목은 6학점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 

학점은 다른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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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417062 동양사와 우리
(Outline of Asian History)

3-3-0-0 사학과

전선 4416032 일본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Japanese Society)

3-3-0-0 일본학과

전선 4327066 동북아의 문화와 사회
(Northeast Asian Culture & Society)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270578 통일교육론
(On Unification Education)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417067 한일관계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3-3-0-0 사학과

2-2 전선 1200036 한국의역사와문화
(Korean History and Culture)

3-3-0-0 사학과

전선 4417104 한중관계사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3-3-0-0 사학과

전선 4417068 동양고대역사와문화
(Ancient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사학과

3-1 전선 4117007 동아시아경제론 
(East Asian Economy)

3-3-0-0 경제학전공

전선 4323081 현대중국정치와 외교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282034 중국지리 탐구 
(Regional Geography of Chin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417072 동양중세역사와문화
(Medieval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사학과

3-2 전선 4323078 현대일본정치와 외교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282030 러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Russi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323091 비교정치사상
(Comparative Political Thought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323093 현대국제안보론
(International Security)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416052 근현대일본사상 
(Japanese Thought of Mordern)

3-3-0-0 일본학과

전선 4417109 동양근․현대역사와문화
(Modern-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Asia)

3-3-0-0 사학과

4-1 전선 4142002 건축사 1
(History of Architecture 1)

3-3-0-0 건축학전공

전선 4275035 동양근ㆍ현대윤리사상 
(Thoughts of Modern, Contemporary Eastern Ethics)

3-3-0-0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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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416070 동아시아비교사상
(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3-3-0-0 일본학과

4-2 전선 4275034 북한사회론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3-3-0-0 윤리교육과

전선 4418100 한국철학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Philosophy)

3-3-0-0 철학과

전선 4282084 아시아지리
(Regional Geography of Asi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417106 일본사연구
(Studies in Japanese History)

3-3-0-0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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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레저 ․ 스포츠마케팅전공
Joint Program of Leisure and Sports Marketing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경영학전공
경영․회계학부
스포츠과학부

관광경영학과
36

박상규 교수
(경영학전공)

033-250-6140

전공 개요

  레저 ․ 스포츠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관습 중의 하나이다. 레저 ․ 스포츠와 

인간은 고대 이래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장을 거듭해 왔다.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는 레저 ․ 스포츠의 본래 기능은 인간의 

유익한 동반자로 자리를 같이 해왔다. 정보화의 물결은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신산업을 낳으며 

고도 산업사회의 한 물결을 형성했다. 레저 ․ 스포츠 관련 산업은 최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레저 ․ 스포츠는 인류 공동의 언어이다. 서로 다른 문화 ․ 관습 ․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적의 도구인 셈이다. 또 특정 이미지와 결부해 원하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훌륭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레저 ․ 스포츠마케팅 전공을 개설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학문적 연구와 실행을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진출 분야는 기업의 마케팅 분야, 스포츠 

에이전트, 리조트 매니저, 이벤트 매니저, 각종 레저 시설 관련 매니저, 각종 레저 스포츠 

매니저, 레저 ․ 스포츠 관련 분야 창업 등이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필수 교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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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1400009 회계학원론 1 
(Principles of Accounting 1)

3-3-0-0 회계학전공

전선 1400103 여가와 스포츠 
(Leisure & Sports)

3-3-0-0 스포츠과학부

1-2 전필 1400002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3-0-0 부필 경영학전공

전선 1400006 관광학원론 
(Principles of Tourism)

3-3-0-0 관광경영학과

전선 1400001 경영경제통계 
(Statistics for Business and Economics)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480007 체육사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3-3-0-0 스포츠과학부

2-1 전선 4116001 마케팅 
(Marketing)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111079 조직행동 
(Organization Behavior)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11600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112041 레저사회론 
(Sociology of Leisure)

3-3-0-0 관광경영학과

전선 4480065 수상스포츠 1
(Water sports 1)

1-0-2-0 스포츠과학부

2-2 전선 4116004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480069 동계스포츠 1 
(Winter Sports 1)

1-0-2-0 스포츠과학부

전선 4112044 관광레저상품론 
(Tourism and Leisure Product Programming)

3-3-0-0 관광경영학과

3-1 전선 4111075 마케팅리서치 
(Marketing Research Capstone Design)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112037 관광이벤트론 
(Intro. to Tourism Event Management)

3-3-0-0 관광경영학과

전선 4112074 관광서비스마케팅 
(Tourism Service Marketing)

3-3-0-0 관광경영학과

전필 4480017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3-3-0-0 부필 스포츠과학부

3-2 전선 4111018 마케팅커뮤니케이션 
(Marketing Communication Capstone Design)

3-3-0-0 경영학전공

전선 4111034 소비자행동 
(Consumer Behavior Capstone Design)

3-3-0-0 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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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480070 여가레크리에이션
(Leisure and Recreation)

3-3-0-0 스포츠과학부

4-1 전선 4481036 골프 
(Golf)

1-0-2-0 스포츠과학부

전필 4112078 컨벤션산업론
(Introduction to Convention Industry)

3-3-0-0 부필 관광경영학과

전선 4480067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3-3-0-0 스포츠과학부

4-2 전선 4112077 관광사례조사론
(Tourism Case Study)

3-3-0-0 관광경영학과

전선 4112082 관광브랜드관리론
(Tourism Brand Management)

3-3-0-0 관광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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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문화예술경영전공
Joint Program of Art & Culture Management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음악학과
영상문화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경영학전공

39 디자인학과장 033-250-8710

전공 개요

  21세기가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적 상상력 및 창의성을 중심에 둔 문화산업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주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문화기획과 예술경영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이 전공에서는 세계 문화 흐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한국적 문화기획 및 

예술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공연 ․ 전시 ․ 영상 ․ 기획 등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을 선도해 나갈 문화예술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필수 교과목 9학점 포함)

2. 이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은 소속 대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소속 대학 우선 교과목 기타 교과목

문화예술대학 18학점 이수 21학점 이수
주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6학점 이수
그 외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경영대학 6학점 이수 33학점 이상 이수

그 외 대학 18학점 이상 이수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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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1400009 회계학원론 1 
(Principles of Accounting 1)

3-3-0-0 경영·회계학부 우선

전선 4231008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n Art)

2-2-0-0 미술학과

전선 4251067 무용개론
(Introduction to Art Dance)

3-3-0-0 무용학과

전선 4243061 음악이론 1
(Theory of Music 1)

2-2-0-0 음악학과

1-2 전선 4221059 컴퓨터그래픽스 1
(Computer Graphics 1)

2-2-0-0 디자인학과

전선 4251104 무용사
(History of Dance)

3-3-0-0 무용학과

1-1
1-2

전선 1400002 경영학원론 
(The Principle of Business Administration)

3-3-0-0 부필 경영학전공 우선

2-1 전선 1400024 예술경영 
(Art Management)

3-3-0-0 부필 문화예술대 우선

전선 4111021 생산전략
(Manufacturing Strategy Capstone Design)

3-3-0-0 경영학전공 우선

전선 4116001 마케팅 
(Marketing)

3-3-0-0 부필 경영·회계학부 우선

전선 4221062 컴퓨터그래픽스 2
(Computer Graphics 2)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221066 디지털미디어 1
(Digital Media 1)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221068 시지각이미징 1
(Visual Imaging 1)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221070 인더스트리얼이미징 1
(Industrial Imaging 1)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231075 서양미술사 1
(History of Western Art 1)

2-2-0-0 미술학과

전선 4242064 합창 3
(Chorus 3)

2-0-2-0 음악학과

전선 4251075 바디콘디셔닝
(Body Conditioning)

2-1-2-0 무용학과

전선 4251109 무용심리학
(Psychology of Dance)

3-3-0-0 무용학과

2-2 전선 4221016 디자인사
(History of Design)

2-2-0-0 디자인학과

전선 4231076 서양미술사 2
(History of Western Art 2)

2-2-0-0 미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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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2 전선 4241018 서양음악사 2
(History of Western Music 2)

2-2-0-0 음악학과

전선 4263021 문화콘텐츠워크숍
(Workshop for Cultural Contents)

3-3-0-0 영상문화학과

2-1
2-2

전선 4116004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우선

3-1 전선 4231038 조형예술론
(Theory of Form and Space Art)

3-3-0-0 미술학과

전선 4243067 서양음악사 3
(History of Western Music 3)

2-2-0-0 음악학과

전선 4263023 문화산업전략론
(Study of Cultural Industry Strategy)

3-3-0-0 영상문화학과

3-2 전선 4231017 현대미술론
(Theory of Modern Art)

2-2-0-0 미술학과

전선 4251081 무대제작법
(Produce for Stage)

2-1-2-0 무용학과

전선 4251100 생활무용
(Dance for all)

2-1-2-0 무용학과

전선 4263033 문화행사기획
(Cultural Event Planning)

3-3-0-0 영상문화학과

3-1
3-2

전선 4116002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3-0-0 경영·회계학부 우선

4-1 전선 4222070 비주얼디자인경영
(Visual Design Management)

2-2-0-0 디자인학과

전선 4223071 인더스트리얼디자인경영
(Industrial Design Management)

2-2-0-0 디자인학과

전선 4231045 예술행정
(Art & Administration)

3-3-0-0 미술학과

전선 4251086 무대연출론
(Production Management)

3-3-0-0 무용학과

전선 4263039 문화행정
(Cultural Administration)

3-3-0-0 영상문화학과

전선 4224060 미디어와 경영
(Media & Management)

2-2-0-0 디자인학과

0-1
0-2

전선 1200049 기업과 경영
(Business & management)

2-2-0-0 경영학전공 우선

전선 1200103 디자인과 생활
(design and living)

3-3-0-0 디자인학과

전선 1200105 미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Art)

3-3-0-0 미술학과

전선 1200104 무용의 이해
(Understanding of Dance)

3-3-0-0 무용학과

전선 1200107 영상의 이해
(Introduction to Film and Animation)

3-3-0-0 영상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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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문화콘텐츠전공
Joint Program of Cultural Contents Stud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사학과
사학과
철학과
신문방송학과

국어국문학과
문화인류학과
영상문화학과

36
김대기 교수

(사학과)
033-250-8210

전공 개요

  문화콘텐츠전공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주요 전공의 고유한 학문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특정 전공으로 교육 내용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공 간 자유로운 횡단을 가능하게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적 바탕 위에서 다양한 학제 간 융합 교육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설계하여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본 전공은 최근의 문화콘텐츠 교육의 기술적 가공에 집중되는 경향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함양한 문화인재를 육성하려는 문화 콘텐츠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 수요자 중심의 목적 지향형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졸업 후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산업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강화형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친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새로운 취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필수 교과목 6학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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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411076 언어의 상상력과 문학
(Understanding Literature)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263001 대중문화연구
(Studies in Mass Culture)

3-3-0-0 영상문화학과

2-1 전선 4411077 문학과 문화콘텐츠
(Literature & Culture contents)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327073 문화의 전시와 박물관 
(Display of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4075 방송기획 및 제작
(Broadcasting Planning and Production)

3-3-0-0 신문방송학과

전선 4418084 철학실천입문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Practice)

3-3-0-0 철학과

2-2 전선 4324081 광고제작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3-3-0-0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7074 민속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Folklore)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418086 철학상담치료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Therapy)

3-3-0-0 철학과

3-1 전선 4324008 매스컴과 문화
(Media and Culture)

3-3-0-0 신문방송학과

전선 4417014 고고학 개론
(Introduction to Archaeology)

3-3-0-0 사학과

3-2 전선 4327061 관광과 문화
(Tourism and Culture)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4093 미디어와 젠더
(Media and Gender)

3-3-0-0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4031 언론문장론
(New Writhing)

3-3-0-0 신문방송학과

전선 4417108 한국고고미술특강
(Topics in Archaeological Fine Art History : Capstone Design)

3-3-0-0 사학과

4-1 전필 4900108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LINC 사업단

전선 4418101 철학실천이론과 실습
(Theory and Field Training of Philosophical Practice)

3-3-0-0 철학과

전선 4417110 한국지역사연구
(Studies on Local Historiography of Korea)

3-3-0-0 사학과

전선 4263038 문화원형의 활용
(Practice of Cultural Prototypes)

3-3-0-0 영상문화학과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419

◎ 「캡스톤디자인 1」(4900108)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

교과목번호 구분 과목명 개설 학과

4327056 전선 강원문화의 이해 문화인류학과

4324070 전선 다큐멘터리 제작실습 신문방송학과

4411081 전선 창의적 설계 및 실습 국어국문학과

4417070 전선 세계문화답사실습 사학과

4418093 전선 철학실천이론과 실습 철학과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263037 영상문화특강 1
(Visual Culture Special Lecture 1)

3-3-0-0 영상문화학과

4-2 전선 4411074 고전시가와 전통예술
(Classical Korean Poetry & Traditional Arts)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327085 마케팅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in Marketing)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7080 현대사회와 문화비평 
(Modern Society and Theory of Culture Critique)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921001 박물관 특강
(Specific Topics Culture and History)

2-2-0-0 LINC 사업단

전선 4263045 글로컬리티와 문화콘텐츠
(Glocality and Culture Contents)

3-3-0-0 영상문화학과

계절 전필 4900161 LINC 현장실습
(LINC Field Training)

3-0-6-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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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사회정책학전공
Joint Program of Social Policy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사회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전공
행정학과

36
이기홍 교수
(사회학과)

033-250-6860

전공 개요

  분과 학문의 칸막이에 갇혀 있는 기존 사회과학들의 파편적인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가로

지르는 융복합 사회과학 교육과정을 학습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들과 문제들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된 사회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펑가의 필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 분과의 칸막이에 갇혀 있는 기존의 사회과학들의 파편적인 이론과 

연구 결과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기존 사회과학 학문 분과들의 장벽을 가로지르는 융복합 사회과학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육성 배출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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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326022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Contemporary Society and Social Problems)

3-3-0-0 사회학과

전선 4281063 한국근현대사탐구
(Study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3-3-0-0 역사교육과

전선 4323085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과정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326004 사회통계 
(Social Statistics)

2-2-0-0 사회학과

전선 4321031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3-3-0-0 행정학과

2-2 전선 4323088 현대민주주의론
(Theories of Democracy)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326068 사회조사방법
(Method of Social Research)

3-3-0-0 사회학과

전선 4326014 사회계급론 
(Social Classes)

3-3-0-0 사회학과

전선 4111057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3-3-0-0 경제학전공

3-1 전선 4321019 행정철학
(Public Administration Philosophy)

3-3-0-0 행정학과

전선 4140067 기후변화개론 
(Introduction to Climate Change)

3-3-0-0 환경공학과

전선 4321079 갈등관리론
(Conflict Management)

3-3-0-0 행정학과

전선 4326069 사회분석실습
(Practice of Social Research)

3-3-0-0 사회학과

전선 4326021 조직사회학 
(Sociology of Organization)

3-3-0-0 사회학과

전선 4114020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3-3-0-0 경제학전공

전선 4179059 자원경제정책 
(Natural Resource Economics and Policy)

3-3-0-0 농업자원경제학과

전선 4117006 한국경제론 
(Contemporary Korean Economy)

3-3-0-0 부필 경제학전공

3-2 전선 4321041 정책분석론 
(Public Policy Analysis)

3-3-0-0 부필 행정학과

전선 4326030 한국사회론 
(Seminar on Korean Society)

3-3-0-0 사회학과

전선 4326047 현대사회론 
(Studies of Modern Society)

3-3-0-0 부선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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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275027 시민사회운동론 
(Theories of Citizen's Social Movement)

3-3-0-0 부선 윤리교육과

전선 4179061 환경경제정책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3-3-0-0 농업자원경제학과

4-1 전선 4321051 정책평가론 
(Public Policy Evaluation)

3-3-0-0 행정학과

전선 4326040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3-3-0-0 사회학과

전선 4321081 한국행정론
(Korean Administration)

3-3-0-0 행정학과

4-2 전선 4326073 복지국가론
(Welfare State)

3-3-0-0 사회학과

전선 4140135 온실가스관리
(Greenhouse Gas Management)

3-3-0-0 환경공학과

전선 4113069 정부 및 비영리조직 회계 
(Government and NPO Accounting)

3-3-0-0 회계학전공

전선 4321084 의회론 
(Theory of Congress) 

3-3-0-0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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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소프트웨어융합전공
Joint Program of Software Convergence Course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IT대학
삼성인재양성센터

컴퓨터학부
전기전자공학부

42
최창열 교수
(컴퓨터학부)

033-250-7249

전공 개요

  이 전공은 강원대학교와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 협약(2013. 9.)을 

체결함에 따라 비전공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에 따라 본 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삼성전자 취업 시 면접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저변을 확대하고, 창조적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본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비전공자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본 및 핵심 전공 교과목을 교육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다음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총 4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전공필수(브릿지) : 9학점(3과목)

② 전공필수 : 21학점(7과목)

③ 전공선택 : 편성 교과목 중 12학점(4과목) 이상

2.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다음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전공필수(브릿지) : 9학점(3과목)

② 전공필수 : 21학점(7과목)

3. 비전공자 대상 S/W 과정(삼성전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 브릿지 9학점(3과목) 및 전공 21학점(7과목)

② 전공필수 교과목 평균 성적이 3.2/4.5 이상

③ 4학년 모든 학기의 평균 성적이 3.2/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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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전공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4과목 중 2과목을 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으로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인정 교과목은 삼성인재양성센터 홈페이지(http://itstec.kangwon.ac.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3-1

전필 4993001 컴퓨터개론 및 실습 
(Introduction to Computers: Principles and Practice)

3-2-2-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브릿지

전필 4993002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3-2-2-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브릿지

2-2
3-2

전필 499300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3-2-2-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브릿지

전필 4993101 자료구조 
(Data Structures)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3-1
4-1

전필 4993102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전필 4993104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전필 4993105 데이터베이스 
(Database)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3-2
4-2

전필 4993103 알고리즘 
(Algorithms)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전필 4993106 프로그래밍언어론 
(Programming Language Concepts)

3-3-0-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4-2 전필 4993108 소프트웨어융합프로젝트
(Software Convergence Project)

3-2-2-0 부필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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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1400100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3-0-0 기초교육원

전선 1440015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2-2-0 기초교육원

전선 4471001 논리회로 
(Logic Circuits)

3-3-0-0 컴퓨터학부

전선 4472032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472020 소프트웨어공학 
(Software Engineering)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473022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2-2-0 컴퓨터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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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교과목 일람표

편성 교과목 인정 교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4993001 컴퓨터개론 및 실습 1200081 컴퓨터개론 및 실습 3-2-2-0

4993002 컴퓨터프로그래밍 4472104 컴퓨터정보통신공학개론 3-3-0-0

499300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1200099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3-2-2-0

4993101 자료구조 1400097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4993103 알고리즘 4473047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3-2-2-0

4993104 컴퓨터구조 4464037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3-2-2-0

4993105 데이터베이스 4472107 자료구조 및 실습 1 3-2-2-0

4993106 프로그래밍언어론 4473008 자료구조 3-3-0-0

1400100 이산수학 4464056 자료구조 및 실습 3-2-2-0

1400015 확률 및 통계 4472038 운영체제 3-3-0-0

4471001 논리회로 4473002 운영체제 3-3-0-0

4472032 컴퓨터네트워크 4464066 운영체제 3-3-0-0

4472020 소프트웨어공학 4472013 알고리즘 3-3-0-0

4473022 시스템프로그래밍 4473011 컴퓨터 알고리즘 3-3-0-0

4473053 리눅스/유닉스프로그래밍 4472006 컴퓨터구조 3-2-2-0

4472076 웹프로그래밍 4473014 컴퓨터구조 3-2-2-0

4463080 모바일프로그래밍 4472110 데이터베이스 3-2-2-0

4472101 문제해결프로그래밍 4473021 데이터베이스 3-3-0-0

1200082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4472001 프로그래밍언어론 3-3-0-0

1200082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4473001 프로그래밍언어론 3-2-2-0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4471001 이산수학 3-3-0-0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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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473053 유닉스/리눅스프로그래밍 
(Unix/Linux Programming)

3-2-2-0 컴퓨터과학전공

전선 4472076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2-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463080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3-2-2-0 전자공학전공

전선 4472101 문제해결프로그래밍
(Problem Solving and Programming)

3-2-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1200080 웹과 인터넷 활용 및 실습
(Web and Internet Application)

3-2-2-0 기초교육원

전선 1200082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Multimedia contents production)

3-2-2-0 기초교육원

전선 1400011 수치해석 및 연습
(Numerical Analysis and Practice)

3-2-2-0 기초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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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식품응용공학전공
Joint Program of Applied Food science and Bioconvergence Technology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수의학과

화학공학과
42

윤원병 교수
(식품생명공학과)

033-250-6450

전공 개요

  현대 의료과학은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향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리된 학문 

영역을 통합하여 보다 폭넓은 전문 지식을 경험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본 전공은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3개의 전문 영역(식품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수의학과)

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과학에서 요구하는 예방과 치료의 전문성을 지닌 식품생명공학과와 

수의학과의 교과과정을 연계하고, 천연물과 유기화합물로부터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

생산의 공정 설계와 공정 최적화에 전문성을 지닌 화학공학과의 교과과정을 연계하여 구성

하였다. 현대 의료과학에서 요구하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및 공정 설계까지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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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139111 화학공학양론
(Calculation for Chemical Engineering)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139115 물리화학 1 
(Physical Chemistry for Chemical Engineers 1)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362015 수의약리학 및 실험 1
(Veterinary Pharmacology and Lab. 1)

3-3-3-0 수의학과

전선 4362016 수의독성학 및 실험 1
(Veterinary Toxicology and Lab. 1)

2-2-3-0 수의학과

전선 4362064 역학ㆍ인수공통 질병학 및 실습 
(Epidemiology, Zoonoses and Practices) 

2-2-2-0 수의학과

2-2 전선 4139008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362022 수의약리학 및 실험 2 
(Veterinary Pharmacology and Lab. 2)

3-3-3-0 수의학과

전선 4362124 환경위생학 
(Environmental Sanitation)

3-3-0-0 수의학과

3-1 전선 4139015 화공열전달 
(Heat Transfer for Chemical Engineers)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139046 반응공학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362024 수의전염병학 및 실습 1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and Practices 1)

2-2-2-0 수의학과

전선 4362038 수의임상병리학 및 실습 2
(Veterinary Clinical Pathology and Practices 2)

2-2-2-0 수의학과

전선 4362033 식품위생학 및 실험 
(Food Sanitation and Lab.)

3-3-3-0 수의학과

전선 4178002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3-3-0-0 식품생명공학과

전선 4178003 식품공학 
(Food Engineering)

3-3-0-0 식품생명공학과

전선 4178001 식품화학
(Food Chemistry)

3-3-0-0 식품생명공학과

전선 4178031 기능성식품학 
(Functional Food)

3-3-0-0 식품생명공학과

전선 4178009 식품생명공학 
(Food Biotechnology)

3-3-0-0 식품생명공학과

3-2 전선 4139021 물질전달 
(Mass Transfer)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178028 발효공학 
(Fermentation Engineering)

3-3-0-0 식품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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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178006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3-3-0-0 식품생명공학과

전선 4178058 식품가공학 1 
(Food Processing 1)

3-3-0-0 식품생명공학과

4-1 전선 4139057 분리공정및설계 
(Separation Processes and Design)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139033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362045 응용미생물학 
(Applied Microbiology)

2-2-0-0 수의학과

전선 4362069 동물실험방법론
(Laboratory Animal Care and Use Program)

2-2-0-0 수의학과

전선 4178026 천연물화학 
(Natural Chemistry)

3-3-0-0 식품생명공학과

4-2 전선 4139061 환경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Technology)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362052 신경과학
(Neuroscience)

2-2-0-0 수의학과

전선 4362053 식품의 안전성 관리 
(Food Safety Control)

2-2-0-0 수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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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실천인문학전공
Joint Program of Practical Humanit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불어불문학과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산림경영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스포츠과학전공

36
김종로 교수

(불어불문학과)
033-250-817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여러 학문의 융합 과정을 통해 현재 개별 학문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과 정형성을 

극복하고 포괄적이며 실천적인 인문학 본래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은 기존 이론 강의 중심에서 실천 활동 중심으로 수업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강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 주체를 확장하고, 강의실 중심에서 UBL 중심으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며, 학습자 중심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으로 탐구 공동체를 확장한다.

  인문대 학생에게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의 기회를, 그리고 다른 단과대학생에게는 인문학 

전문 지식과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휴머니즘을 균형적으로 제공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천인문학은 인간적인 삶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학습자의 세계관,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의 

확립과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연계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 성적 3.0 이상 또는 졸업 종합시험 합격

2.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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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413158 유럽문화학입문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Cultural Studies)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7063 서양사의 범위와 대상
(Introduction to European History)

3-3-0-0 사학과

전선 4411077 문학과 문화콘텐츠
(Literature & Culture Contents)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415099 중국서사예술의 이해
(Introduction to Chinese Narrative)

3-3-0-0 중어중문학과

전선 4343071 산림치유학
(Forest Therapy)

2-2-0-0 산림경영학전공

2-2 전선 4418086 철학상담치료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Therapy)

3-3-0-0 철학과

전선 4418085 유학과 도덕치유
(Confucianism and Moral Therapy)

3-3-0-0 철학과

전선 4413159 유럽놀이·축제문화
(European Culture of Entertainment and Festival)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6074 일본언어문화의 실제
(Practice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3-3-0-0 일본학과

전선 4412066 영시로 배우는 영어실습
(English Practice through Poetry)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412067 영미드라마를 통한 세상읽기
(Reading the World through English Drama)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415100 중국시와 시인의 삶
(Chinese Poetry and Life of Poets)

3-3-0-0 중어중문학과

3-1 전선 4414104 프랑스예술치료
(French Art Therapy)

3-3-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413161 유럽스포츠·관광문화
(European Culture of Sports and Tourism)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6075 일본기업경영의 이론과 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Japanese Corporate Administration)

3-3-0-0 일본학과

전선 4411071 한시문과 문화유산
(Sino-Korean Poetry & Cultural Heritage)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412068 영어담화와 언어사용의 실제
(English Discourse and Practice)

3-3-0-0 영어영문학과

전선 4343057 산림휴양관리학
(Forest Recreation Management)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94100 생명윤리
(Bioethnics)

3-3-0-0 의생명공학전공

전선 4480017 스포츠 마케팅
(Sports Marketing)

3-3-0-0 스포츠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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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414088 프랑스문학과 예술
(French Literature and Art)

3-3-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413162 유럽대중·영상문화
(Mass and Visual Culture in Europe)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8098 실존철학치료 이론과 실천
(Therapy of Existential Philosophy for Theory and Practice)

3-3-0-0 철학과

전선 4416076 일본인의 정신문화사
(Japanese Culture History of Spirits)

3-3-0-0 일본학과

전선 4411081 창의적설계 및 실습
(Capstone Design)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415078 중국어방언과 지역문화
(Chinese Regional Culture and Dialects)

3-3-0-0 중어중문학과

4-1 전선 4414090 프랑스어권문화
(Francophone Culture)

2-2-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414105 프랑스문학과 치유
(French Literature and Healing)

3-3-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417110 한국지역사연구
(Studies on Local Historiography of Korea)

3-3-0-0 사학과

전선 4418099 비판적사고와 철학상담
(Critical Thinking and Philosophical Counselling)

3-3-0-0 철학과

4-2 전선 4414109 프랑스영화치료 이론과 실천
(French Movie Therapy, Theory and Practice)

3-3-0-0 불어불문학과

전선 4413165 유럽문화경영
(Cultural Business in Europe)

3-3-0-0 독어독문학과

전선 4417113 인간, 환경, 그리고 역사
(Human, Environment, and History)

3-3-0-0 사학과

전선 4418100 한국철학 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Philosophy)

3-3-0-0 철학과

전선 4481044 여가사회학
(Sociology of Leisure)

3-3-0-0 스포츠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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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엔지니어링디자인전공
Joint Program of Engineering Design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융합공학부
화학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
디자인학과

42
이정완 교수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033-250-637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공학적 지식과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기계공학, 재료공학, 3D 그래픽 및 프린팅,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등 이론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산학친화형 실무형 맞춤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수요자 중심의 목적 지향형 연계전공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졸업 후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강화형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친화형 교육과정을 수립 및 운영하여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취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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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135128 바이오재료개론
(Introduction of Biomaterials)

3-3-0-0 나노응용공학과

전선 4143006 창의설계
(Creative Design)

3-3-0-0 기계융합공학부

2-2 전선 4138013 메카니즘 설계 및 해석
(Mechanism Design and Analysis)

3-2-0-1 기계의용
공학전공

전선 4135146 바이오소자개론
(Introduction to Biodevice)

3-3-0-0 나노응용공학과

전선 4141111 메카트로닉스구동메커니즘설계
(Design of Mechatronic Mechanisms and Actuation Systems)

3-3-0-0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

3-1 전필 4921002 프로젝트디자인
(Project Design)

3-3-0-0 LINC 사업단

전선 4224053 3D캐릭터 모델링
(3D Character Modeling)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141116 솔리드모델응용설계
(Solid Model Application Design)

3-3-0-0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

전선 4139109 스마트생체재료설계
(Smart Biomedical Materials Design)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139066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135133 세라믹바이오재료제조공정
(Bioceramics Processing and Applications)

3-3-0-0 나노응용공학과

전선 4135123 나노분말제조공정
(Nano Powder Synthesis Processing)

3-3-0-0 나노응용공학과

전선 4143010 기계설계
(Machine Design)

3-1-0-2 기계융합공학부

3-2 전필 4223060 인터페이스디자인
(Interface Design)

2-1-2-0 디자인학과

전필 4900108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LINC 사업단

전선 4138037 기초유한요소
(Computational Stress Analysis)

3-2-0-1 기계의용
공학전공

전선 4921003 3D그래픽프로그래밍
(3D Graphic Programming)

3-3-0-0 LINC 사업단

전선 4224056 3D텍스쳐 & 라이팅
(3D Texture & Lighting)

2-1-2-0 디자인학과

전선 4141121 스마트동력전달요소설계
(Power Transmission Elements Design)

3-3-0-0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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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필 4900189 3D프린팅실무응용
(3D Printing Application)

3-3-0-0 LINC 사업단

전선 4139033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900109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0 LINC 사업단

전선 4900161 LINC 현장실습
(LINC field training)

3-0-6-0 LINC 사업단

전선 4139042 화학공정시뮬레이션
(Chemical Process Simulation)

3-0-3-2 화학공학과

전선 4141080 Bio-MEMS개론
(Introduction to Bio-MEMS)

3-3-0-0 메카트로닉스
공학전공

4-2 전선 4135141 재료의 생체응용
(Bogical Applications of biomaterials)

3-3-0-0 나노응용공학과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435

17.16 영상미디어전공
Joint Program of Visual Arts & Media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신문방송학과
디자인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학부

미술학과
전기전자공학부 39

한진만 교수
(신문방송학과)

033-250-6880

전공 개요

  정부는 1995년 영상진흥법을 제정하고 영상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 산업화 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있는 등 국내 영상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람 영상산업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영상산업이 갖고 있는 고무가 가치성과 함께 무공해 첨단산업이라는 특성 

그리고 사회의 구조 및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 나라의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치는 매체적 특성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이론 중심적인 미디어 교육에서 탈피하고 지역 및 국가산업의 인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도록 창의적 영상 컨텐츠를 생산, 표현하며 디지털 영상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영상관련 전공영역의 개설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우리 대학에

서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개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영상관련 학과들간에 연계

전공을 실시함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9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교과목은 연계전공 참여 학과별로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최소 6학점 이상

② 부전공 : 최소 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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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221031 발상과 표현 
(Conception and Expression )

2-1-2-0 부선 디자인학과

1-2 전선 4221059 컴퓨터그래픽스 1 
(Computer Graphics 1)

2-1-2-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324059 커뮤니케이션이론 
(Communication Theory)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2-1 전선 4324013 방송론 
(Fundamentals of Broadcasting)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4036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Information Society and New Media)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4022 광고론 
(Principle of Advertising)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4075 방송기획 및 제작 
(Broadcasting Planning and Production)

3-2-2-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221064 디자인과 색채 
(Design & Color)

2-2-0-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231073 컴퓨터아트 1 
(Computer Art 1)

3-2-2-0 부선 미술학과

2-2 전선 4221063 3D 모델링 
(3D Modeling)

2-1-2-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231076 서양미술사 2 
(Introduction to Aesthetics 2)

2-2-0-0 부선 미술학과

전선 4324081 광고제작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3-2-2-0 부선 신문방송학과

3-1 전선 4231077 영상표현기법 1
(Techniques of Visual Expression 1)

3-2-2-0 부선 미술학과

전선 4224025 모션그래픽스 
(Motion Graphics1)

2-1-2-0 부선 디자인학과

3-2 전선 4224054 3D캐릭터애니메이션 1 
(3D Character Animation 1)

2-1-3-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464024 컴퓨터네트워크 
(Computer Networks)

3-3-0-0 부선 전자통신
공학전공

전선 4464025 컴퓨터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2-2-0 부선 전자통신
공학전공

전선 4231078 영상표현기법 2
(Techniques of Visual Expression 2)

3-2-2-0 부선 미술학과

전선 4324096 영화·드라마론
(Theories of film and drama)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324084 언론사상
(Philosophy of Journalism)

3-2-2-0 부선 신문방송학과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437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222059 영상광고디자인 
(Film Advertising Design)

2-1-2-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224055 3D캐릭터애니메이션 2
(3D Character Animation 2)

2-1-2-0 부선 디자인학과

전선 4324061 언론법과 윤리
(Ethics and Laws of Journalism)

3-3-0-0 부선 신문방송학과

전선 4464060 멀티미디어공학 
(Multimedia Engineering)

3-3-0-0 부선 전자통신
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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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의료융합전공
Joint Program of Medical Convergence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LINC 사업단

기계의용공학전공
화학공학과
전자통신공학전공
분자생명과학과
시스템면역과학전공
생화학과

나노응용공학과
전자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생물의소재공학과
생명과학과

42 LINC 사업단장 033-250-6583

전공 개요

  의료융합 바이오메디컬 산업은 의료바이오, 의료기기, 의료소재, 제약과 IT, NT 등 첨단

산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창조융합 유망상품을 개발하는 신산업으로서, 지역 선도 산업의 

핵심분야이다. 강원대학교가 강원지역 의료융합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관련 공학 분야와 의료소재, 의료

바이오 관련 기초 및 응용 학문 분야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의료융합 전공 교육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의료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은 의료융합 특화분야를 완성할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의료융합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2개 분야 이상,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1개 분야 이상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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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의료바이오 ․ 의료기기 ․ 의료소재 분야별 교과목은 복수전공 시 2과목, 부전공 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설계 분야 교과목(캡스톤디자인 1, 캡스톤디자인 2)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 분야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계열 교과목(4900161~4900165) : 3학점 이상 필수

  ․ 그 외 교과목 : 3학점 이상 필수

※ 교과목 이수 시 유의 사항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2-2

전선 4900041 의료바이오융합론
(Fusion Technology for Life and Health)

3-3-0-0 LINC 사업단 의료
바이오
분야전선 4395094 실험설계 및 분석

(Experimental Design and Data Analysis)

3-3-0-0 생물의소재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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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900040 면역화학 및 항체공학방법론
(Methods in Immunochemistry and Antibody Engineering)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42 의료바이오화학 
(Biomedical Chemistry)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72 바이오신약개발론
(Biopharmacuetical Biotechnology)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78 의료융합 생물정보학
(Medical Convergence Bioinformatics)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58 심혈관의생명공학개론 2
(Cardiovascular Biomedical Technology 2)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85 바이오의약품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ine)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102 면역질환학개론
(Introduction to Immunological Disorder)

3-3-0-0 LINC 사업단

2-1
2-2

전선 4900080  의료융합 CAD
(Medical Convergence Computer-Aided Design)

3-3-0-0 LINC 사업단 의료
기기
분야전선 4900107 의료기기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Instrument)

3-3-0-0 LINC 사업단

전선 4472076 웹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3-2-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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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472070 마이크로프로세서
(Microprocessors)

3-3-0-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472083 디지털시스템설계
(Digital System Design)

2-1-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900065 의료융합 생체역학
(Medical Convergence Biomechanics)

3-3-0-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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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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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900071 통신기술 
(Computer Networks)

3-3-0-0 LINC 사업단 의료
기기
분야

전선 4900049 의료기기설계 
(Medical Instrument Design)

3-3-0-0 LINC 사업단

전선 4472093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s)

3-2-2-0 컴퓨터정보
통신공학전공

전선 4900117 생체계측공학 
(Biomedical Measurement Engineering)

3-3-0-0 LINC 사업단

2-1
2-2

전선 4900076 의료융합 인체생리학
(Medical Convergence Human Physiology)

3-3-0-0 LINC 사업단 의료
소재
분야

전선 4900116 바이오재료개론 
(Introduction of Biomaterials)

3-3-0-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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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900066 의료융합 청정에너지공학
(Medical Convergence Clean Energy Technology)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121 의용생체재료
(Biomedical and Medical Materials)

3-3-0-0 LINC 사업단

전선 4900115 나노화학공정
(Chemical Process for Nano Technology)

3-3-0-0 LINC 사업단

4-1
4-2

전선 4900108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LINC 사업단 설계
분야

전선 4900109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0 LINC 사업단

0-1
0-2

전선 4900164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Field Long-term Training 1)

3-0-6-0 LINC 사업단 실무
분야

전선 4900165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Field Long-term Training 2)

15-0-30-0 LINC 사업단

0-3
0-4

전선 4900161 LINC 현장실습
(LINC Field Training)

3-0-6-0 LINC 사업단

전선 4900162 LINC 현장실습 1
(LINC Field Training 1)

3-0-6-0 LINC 사업단

전선 4900163 LINC 현장실습 2
(LINC Field Training 2)

6-0-12-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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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900067 의료융합 품질공학
(Medical Convergence Quality Engineering)

2-2-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35 의료융합 마케팅
(Medical Convergence Marketing)

2-2-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36 의료융합 경영기획
(Medical Convergence Management Planning)

2-2-0-0 LINC 사업단

전선 4900086 의료융합 지식재산권 실무
(Medical Convergence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2-2-0-0 LINC 사업단

전선 4900119 의료기기 법제학 개론
(Introduction to Laws for Medical Instruments)

3-3-0-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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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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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4900120 의약품 법제학 개론 
(Introduction to Laws for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3-3-0-0 LINC 사업단 실무
분야

전선 4900166 LINC 진로탐색 1
(LINC Career Exploration 1)

1-0-2-0 LINC 사업단

전선 4900167 LINC 진로탐색 2
(LINC Career Exploration 2)

1-0-2-0 LINC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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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자연생태복원전공
Joint Program of Natural Ecological Restoration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에코환경과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42

조현길 교수
(생태조경디자인학과)

033-250-834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자연 생태계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생태계의 포괄적인 평가 

및 복원 계획 수립 분야의 실무 경험을 통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생태 복원 계획 수립, 생태계 영향평가 총괄 및 조정 등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이 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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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344048 디자인 및 표현기법
(Design & Rendering Technique)

3-2-2-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2-1 전선 4343048 산림정보관리학
(Forest Information Management)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4005 환경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447074 생태학
(Ecology)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2-2 전선 4343003 산림생태계원리
(Principles of Forest Ecosystem)

3-2-2-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4007 경관자원보존론
(Landscape Resources Conservation)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447102 GIS개론 및 실습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3-2-2-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181005 물환경개론
(Introduction to Water Environment)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343080 산림환경GIS
(Forest Environment GIS)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7005 산림측정학
(Forest Measurement)

3-2-2-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3004 산림관계법규
(Forest Law)

3-2-2-0 산림경영학전공

3-1 전선 4344009 조경시공 및 적산
(Landscape Construction & Labor Calculation)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344016 환경분석 및 계획
(Environmental Analysis & Planning)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447114 환경복원학
(Environmental Restoration)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181008 토양환경학 및 실험
(Soil Environment and Lab.)

3-2-2-0 에코환경
과학전공

3-2 전선 4343037 산림자원평가학
(Forest Resources Valuation)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4046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447122 응용환경학 1
(Application Environment 1)

2-2-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343077 산림생장모니터링
(Forest Growth Monitoring)

3-3-0-0 산림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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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447123 응용환경학 2
(Application Environment 2)

2-2-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447132 환경원격탐사
(Environmental Remote Sensing)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344027 조경관계법규
(Landscape Architecture Law)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343081 산림항측공간분석학
(Forest Aerial Photogrammetry and Spatial Analysis)

3-3-0-0 산림경영학전공

4-2 전선 4344044 조경초본식물학
(Landscape Herbaceous Plants)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344063 생태경관복원
(Ecological Landscape Restoration)

3-3-0-0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전선 4447032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343082 산림원격탐사
(Forest Remote Sensing)

3-3-0-0 산림경영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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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자연치유전공
Joint Program of Nature-Healing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산림경영학전공
산림경영학전공
철학과

간호학과
스포츠과학부

42
최정기 교수

(산림경영학전공)
033-250-833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육체적 ․ 정신적 건강과 웰빙이 중요시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 치유 관련 학문의 융·복합 연계를 위하여 산림 ․ 철학 ․ 간호학 ․ 스포츠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자연치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과 웰빙 시대를 맞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 자연으로부터 진정한 삶을 배우고 치유를 받는데 많은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자연 치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치유센터, 치유학회, 치유대학원 등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제도(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도 도입되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 지역(전국 평균 면적 64%)이고 저공해 청정 지역으로 자연 치유를 위한 최고의 적지이다. 

따라서 강원대학교는 강원도 거점 대학으로 자연치유 분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전공은 산림과 자연에 관련된 학습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챙김, 나의 육체를 

간호하고, 나아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여가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융합적인 학문 교류를 

통하여 자연치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연계 학과별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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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381078 보건의사소통
(Communication in Healthcare System)

2-2-0-0 간호학과

전선 4381076 보건사회봉사 
(Health Volunteering Program)

1-0-2-0 간호학과

1-2 전선 4480068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First aid and CPR)

1-0-2-0 스포츠과학부

2-1 전선 4418084 철학실천입문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Practice)

3-3-0-0 철학과

전선 4480076 운동생리학
(Exercise Physiology)

3-3-0-0 스포츠과학부

전선 4343071 산림치유학 
(Forest Therapy)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81069 인간행동의 이해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2-2-0-0 간호학과

전선 4418082 윤리와 실천
(Ethics and Practice)

3-3-0-0 철학과

2-2 전선 4343003 산림생태계원리 
(Principles of Forest Ecosystem)

3-2-2-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3004 산림관계법규 
(Forest Law)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480032 스포츠영양학 
(Sport Nutrition)

3-3-0-0 스포츠과학부

전선 4347005 산림측정학 
(Forest Measurement)

3-2-2-0 산림과학부

전선 4418085 유학과 도덕치유 
(Confucianism and Moral Therapy)

3-3-0-0 철학과

전선 4480047 스포츠경영학 
(Sport Management)

3-3-0-0 스포츠과학부

3-1 전선 4480017 스포츠마케팅 
(Sport Marketing)

3-3-0-0 스포츠과학부

전선 4418088 존재와 세계관 
(Existence and World-view)

3-3-0-0 철학과

전선 4343007 산림정책학 
(Forest Policy)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3057 산림휴양관리학 
(Forest Recreation Management)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347009 산림경영학 
(Forest Management)

3-3-0-0 산림과학부

전선 4480049 스포츠심리학 
(Sport Psychology)

3-3-0-0 스포츠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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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3-2 전선 4480070 여가레크리에이션
(Leisure and Recreation)

3-3-0-0 스포츠과학부

전선 4481046 체력운동법 
(Exercise Method for Physical Fitness)

1-0-2-0 스포츠과학전공

4-1 전선 4343068 스페셜스터디 
(Special Study)

1-0-2-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481024 산악스포츠
(Mountain Sports)

1-0-2-0 스포츠과학전공

전선 4381035 재활간호 
(Rehabilitation Nursing)

2-2-0-0 간호학과

전선 4418101 철학실천이론과 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Philosophical Practice : Capstone Design)

3-3-0-0 철학과

전선 4418092 불교철학과 명상치유 
(Buddhism and Meditative Therapy)

3-3-0-0 철학과

전선 4480067 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3-3-0-0 스포츠과학부

4-2 전선 4343079 산림창업비즈니스 
(Forest Business)

3-3-0-0 산림경영학전공

전선 4481044 여가사회학 
(Sociology of Leisure)

3-3-0-0 스포츠과학전공

전선 4418095 예술철학과 감성치유 
(Philosophy of Art and Emotinal Therapy)

3-3-0-0 철학과

전선 4481037 스포츠지도론 
(Theory of Sports Instruction)

3-3-0-0 스포츠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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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토양지하수복원전공
Joint Program of 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생명과학과
지역건설공학과

산림환경보호학전공
지구물리학전공 36

양재의 교수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033-250-6440

전공 개요

  이 전공은 토양 ․ 지하수 ․ 환경생태 ․ 환경복원 관련 학문에 대한 학제 간 접근을 통하여 

토양 지하수 복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토양과 지하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이며,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 

서식지의 생태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다. 오염 토양을 복원하지 않은 상태로 지하수 

오염을 차단할 수 없다.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한 토양 오염을 피할 수 없으므로 토양과 

지하수 환경 연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주요 대학에서도 토양지하수복원전공(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을 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연계전공 개설 교과목의 평균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졸업 

요건을 정한다.

① 평균 평점이 3.5 이상인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② 평균 평점이 3.5 미만인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시험 성적 충족 시 학위 수여

3.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부전공 대상 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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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선 4444041 미생물학 
(Microbiology)

3-3-0-0 생명과학과

전선 4431002 지하수학 및 실험 
(Hydrogeology & Lab)

3-2-2-0 부선 지구물리학전공

전선 4174012 농업환경 
(Bio-resources and Environmental Science)

3-3-0-0 부선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81001 분석화학 및 실험
(Analytical Chemistry and Lab.)

3-2-2-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346072　산림보전과 지구환경변화
(Forest Conservation and Climate Change)

3-3-0-0 산림환경
보호학전공

2-2 전선 4346049 산림환경오염개론
(Introduction to Forest Environmental Pollution)

3-3-0-0 산림환경
보호학전공

전선 4175067 응용측량학 및 실습 2 
(Applied Surveying and Practice 2)

3-2-2-0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5033 농촌환경공학 
(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4093 농산업컴퓨터코딩 2
(Computer Coding for Agriculture 2)

2-2-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444080 미생물생태학
(Microbial Ecology)

3-3-0-0 부선 생명과학과

3-1 전선 4174099 환경오염과학
(Environmental Pollution Science)

3-3-0-0 부선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4097 환경바이오실험 
(Environment and Bioenergy Lab.)

1-0-2-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5026 수문학 
(Hydrology)

3-3-0-0 부선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5048 지하수학 
(Groundwater Hydrology)

3-3-0-0 부선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74094 농산업컴퓨터코딩 3
(Computer Coding for Agriculture 3)

2-2-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3-2 전선 4174084 토양지하수정화기술
(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Technologies)

3-3-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346074 산림토양환경오염학
(Soil Pollution in Forest Ecosystem)

3-3-0-0 산림환경
보호학전공

전선 4444079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3-3-0-0 부선 생명과학과

전선 4175018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Irrigation and Drainage Engineering and Lab.)

3-2-2-0 지역건설공학과

전선 4181008 토양환경학 및 실험 
(Soil Environment and lab.)

3-2-2-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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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174101 기후변화와 탄소관리
(Climate Change and Carbon Management)

2-2-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4102 미생물생화학
(Soil Biochemistry)

3-3-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전선 4175041 하해공학 
(River and Coastal Engineering)

3-3-0-0 지역건설공학과

4-2 전선 4174105 미생물이용학
(Microbiology and Industry)

3-3-0-0 바이오자원
환경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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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한국학전공
Joint Program of Korean Studie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사회학과

경제․무역학부
미술학과
윤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사회학과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견축학전공
가정교육과
지리교육과
문화인류학과
정치외교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36
김재훈 교수
(사회학과)

033-250-6860

전공 개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것은 주체성의 확립은 물론 지구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 ․ 문화에 대한 지식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합 학문으로서 “한국학”으로 이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과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대학교에서 추구할 수 있는 학문 영역이다.

  특히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학부 및 학과에서도 ‘한국’을 주제로 삼고 있는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좌들을 적절히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체계를 

갖춘 지식으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전공영역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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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1-1 전선 4231008 한국미술사 
(History of Korea Art)

2-2-0-0 미술학과

2-1 전선 4411006 국어학강독 
(Readings in Korean Linguistics)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411019 고전문학사 
(History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323085 한국민주주의와 정치과정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131106 한국건축의 이해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3-3-0-0 건축학전공

2-2 전선 4417066 한국중세역사와 문화 
(Medieval History & Culture of Korea)

3-3-0-0 사학과

전선 4327057 한국문화의 전통과 변화 
(Tradition and Change in Korean Culture)

3-3-0-0 문화인류학과

전선 4323067 북한정치와사회
(Politics and Society of North Korea)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326014 사회계급론 
(Social Classes)

3-3-0-0 사회학과

3-1 전선 4117006 한국경제론 
(Contemporary Korean Economy)

3-3-0-0 경제학전공

전선 4326007 성과 가족 
(Gender and Family)

3-3-0-0 사회학과

3-2 전선 4282016 한국지리 
(Regional Georaphy of Korea)

3-3-0-0 지리교육과

전선 4411027 현대문학사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3-3-0-0 국어국문학과

전선 4417071 한국근세역사와 문화 
(Modern History & Culture of Korea)

3-3-0-0 사학과

전선 4326030 한국사회론 
(Seminar on Korean Society)

3-3-0-0 사회학과

전선 4323091 비교정치사상
(Comparative Political Thoughts)

3-3-0-0 정치외교학과

전선 4114016 한국경제사 
(History of the Korean Economy)

3-3-0-0 경제학전공

전선 4326063 산업사회학
(Industrial Sociology)

3-3-0-0 사회학과

4-1 전선 4326040 사회변동론 
(Social Change)

3-3-0-0 사회학과

전선 4417100 한국근현대역사와문화
(Modern-Contemporary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3-3-0-0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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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416070 동아시아비교사상 
(Comparative Thought of East Asia)

3-3-0-0 일본학과

전선 4273030 한국유학사 
(History of Korean Confucianism)

3-3-0-0 한문교육과

4-2 전선 4418100 한국철학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of Korean Philosophy)

3-3-0-0 철학과

전선 4275034 북한사회론
(Study on North Korean Society)

3-3-0-0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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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환경친화물질전공
Joint Program of Environmentally Sound Materials

주관 학과 ․ 전공 연계 학부(과) ․ 전공
이수
학점

주임 교수 전화번호

에코환경과학전공
화학공학과
제지공학전공

에코환경과학전공
42

김만구 교수
(에코환경과학전공)

033-250-8350

전공 개요

  인간 생활을 지탱하고 편리하게 변화시켜 온 많은 물질들이 새로운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며 환경친화적인 물질 개발과 응용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질 상태, 조성 

및 성질 등을 변화시켜 제조한 화학 합성 물질과 펄프 및 종이와 같은 천연 물질의 제조에 

관련된 학문과 물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학문들을 

연계 교육시켜 환경친화적인 화학 합성 물질 및 천연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 및 졸업 요건

1. 전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복수전공 : 편성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 편성 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연계 학과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부필”로 지정된 교과목(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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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교과목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2-1 전필 4139006 공업유기화학 1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1) 

3-3-0-0 부필 화학공학과

전선 4181003 대기환경개론 
(Introduction to Atmospheric Environment)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345090 제지목재화학 
(Wood Chemistry)

3-3-0-0 제지공학전공

2-2 전필 4139012 공업유기화학 2 
(Organic Chemistry for Engineers 2)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181004 생태학 
(Ecology)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139008 화공유체역학 
(Fluid Mechanics for Chemical Engineers)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348006 펄프공학 및 실험 
(Pulping Processes & Lab.)

3-2-2-0 제지공학전공

전선 4348007 초지공학 및 실험 
(Sheet Forming Technology & Lab.)

3-2-2-0 제지공학전공

3-1 전필 4181012 생활환경과학
(Introduction to Society and Environment)

3-3-0-0 부필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필 4447011 대기화학
(Atmospheric Chemistry)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447127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139066 고분자화학 
(Polymer Chemistry)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345031 섬유개질 및 실험 
(Fiber Modification & Lab.)

3-2-2-0 제지공학전공

3-2 전필 4345091 지류포장소재 
(Paper Packaging)

3-3-0-0 부필 제지공학전공

전선 4139024 고분자공학 
(Polymer Engineering)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447130 다매체물질순환
(Mass Transfer in Multimedia)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전선 4139077 화학공정제어 
(Chemical Process Control) 

3-3-0-0 화학공학과

전선 4181008 토양환경 및 실험 
(Soil Environment and Lab.)

3-2-2-0 에코환경
과학전공

4-1 전선 4447029 대기오염제어 
(Source Control of Atmospheric Pollution)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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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개설 학과 비  고

4-1 전선 4139033 재료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Materials)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348012 제지미립자공학 
(Fine Particle Engineering for Papermaking)

3-3-0-0 제지공학전공

4-2 전필 4345057 제지환경공학 
(Pulp & Paper Environmental Engineering)

3-3-0-0 제지공학전공

전선 4139037 반도체화학공정 
(Chemical Processes for Semiconductors)

3-2-0-1 화학공학과

전선 4348011 인쇄공학 
(Printing Technology)

3-3-0-0 제지공학전공

전선 4139134 화공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of Chemical Engineering)

3-3-0-0 화학공학과 대학원 
연계

전선 4447032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3-0-0 에코환경
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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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 LINC 사업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모든
학기

자선 4900139 창업진로탐색
(Start-up Carrer Exploration)

2-2-0-0

0-1
0-2

자선 4900164 LINC 현장장기실습 1
(LINC Field Long-term Training 1)

3-0-6-0

자선 4900165 LINC 현장장기실습 2
(LINC Field Long-term Training 2)

15-0-30-0

자선 4921004 기업가정신과 창업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3-3-0-0

자선 4900127 식스시그마GB자격증취득과정
(Six sigma GB Certificate Acquisition Process)

2-2-0-0

자선 4900128 금융실무자격증취득과정
(Finance Executive Ability Certificate Acquisition Process)

2-2-0-0

자선 4900168 NCS기반 직무능력개발과 진로설계
(Job Competency Development and Career Plan)

2-2-0-0

0-3
0-4

자선 4900035 의료융합마케팅
(Medical Convergence Marketing)

2-2-0-0

자선 4900036 의료융합경영기획
(Medical Convergence Strategy of Manegement)

2-2-0-0

자선 4900067 의료융합품질공학
(Medical Convergence Quality Engineering)

2-2-0-0

자선 4900161 LINC 현장실습
(LINC Field Training)

3-0-6-0

자선 4900162 LINC 현장실습 1
(LINC Field Training 1)

3-0-6-0

자선 4900163 LINC 현장실습 2
(LINC Field Training 2)

6-0-12-0

0-1 자선 4900166 LINC 진로탐색 1
(LINC Career Exploration 1)

1-0-2-0

자선 4900168 NCS기반 직무능력개발과 진로설계
(Job Competency Development and Career Plan)

2-2-0-0

자선 4921005 창업과 경영
(Start-up and Management)

3-2-2-0

자선 4921007 창업현장실습 1
(Start-up Field Training 1)

3-0-6-0

자선 4921009 지식재산권제도개론
(Fundamentals of Intellectual Property)

3-3-0-0

자선 4921010 특허제도의 이해
(Understandings of Patent System)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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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1 자선 4921011 상표 및 디자인제도의 이해
(Understandings of Trademark and Design System)

3-3-0-0

자선 4921012 기초과학기술과 특허의 이해
(Understandings of Patent in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3-3-0-0

자선 4921013 융합과학기술과 특허의 활용
(Use of Patent in Convergence Technology)

3-3-0-0

자선 4921014 특허출원실무
(Practice of Patent Application)

3-3-0-0

0-2 자선 4900167 LINC 진로탐색2
(LINC Career Exploration 2)

1-0-2-0

자선 4921006 창업시뮬레이션
(Start-up Simulation)

3-1-4-0

자선 4921008 창업현장실습 2
(Start-up Field Training 2)

3-0-6-0

자선 4921015 IP정보조사와 분석
(IP Research and Analysis)

3-3-0-0

자선 4921016 국내 및 해외의 지식재산권관리
(Management of Domestic and Global IP)

3-3-0-0

자선 4921017 특허거래와 가치평가
(Patent Trading and Evaluation)

3-3-0-0

자선 4921018 기계분야심화특허실무
(Intensified Practice of Patent Application in Mechanical Field)

3-3-0-0

자선 4921019 전기전자분야심화특허실무
(Intensified Practice of Patent Application in Electric and Electronic Field)

3-3-0-0

자선 4921020 바이오분야심화특허실무
(Intensified Practice of Patent Application in Bio Field)

3-3-0-0

자선 4921021 화학분야심화특허실무
(Intensified Practice of Patent Application in chemical Field)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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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 4900108 캡스톤디자인 1
(Capstone Design 1)

3-0-6-0

자선 4900109 캡스톤디자인 2
(Capstone Design 2)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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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창업지원단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모든
학기

자선 4900097 창업마케팅
(Start Up Marketing)

3-3-0-0

자선 4900110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Entrepreneurship & Leadership)

3-3-0-0

자선 4900112 지역자원특화창업
(Regional Resource Innovation)

3-3-0-0

0-1
0-2

자선 4900124 사업아이템개발
(The development of business item)

3-3-0-0

자선 4900125 창업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

3-3-0-0

자선 4900132 벤처자금확보전략
(Secure strategy of venture fund)

3-3-0-0

자선 4900133 창업프로세스별 대응전략
(Counterstrategy of start-up process)

3-3-0-0

자선 4900143 창업·벤처이해와 탐구
(Start-up Venture Uerstanding & Research)

3-3-0-0

자선 4900144 인문학창업
(Humanities Establishment)

3-3-0-0

자선 4900145 창업사례분석
(Venture Case Analysis)

3-3-0-0

자선 4900146 글로벌 비즈니스와 창업기회
(Global Business & Start Opportunity)

3-3-0-0

자선 4900147 창업인터넷경영
(Venture Internet Business)

3-3-0-0

자선 4900148 창업시뮬레이션
(Start up Business Simulation)

3-3-0-0

자선 4900149 비즈니스모델개발
(Business Model Planning)

3-3-0-0

0-3
0-4

자선 4900111 아이디어개발․특허․기술이전
(Ideas Development․Patent․Technology Commercialization)

3-3-0-0

자선 4900113 창업 시뮬레이션과 사업계획서 작성
(Start up Business Simulation & Biz-Planning)

3-3-0-0

자선 4900126 지식재산경영과 특허전략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atent Strategy)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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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3333 사업단 등 기타 기관

3.1 국어국문학과(외국인 유학생 대상)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Literature(For Foreign Student)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1
0-2

자선 2100101 한국어 1
(Korean Practice 1)

3-3-0-0

자선 2100102 한국어 2
(Korean Practice 2)

3-3-0-0

자선 2100103 한국어 3
(Korean Practice 3)

3-3-0-0

3.2 취업지원과
Division of Career Service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3
0-4

자선 2100115 현장실습 1
(Shortterm Internship 1)

6-0-8-0

자선 2100116 현장실습 2
(Shortterm Internship 2)

3-0-4-0

자선 2100117 현장실습 3
(Shortterm Internship 3)

1-0-2-0

자선 2100118 국외현장실습 1
(Global Shortterm Internship 1)

6-0-8-0

자선 2100119 국외현장실습 2
(Global Shortterm Internship 2)

3-0-4-0

자선 2100120 국외현장실습 3
(Global Shortterm Internship 3)

1-0-2-0

자선 2100121 인턴십(청소년직장체험)
(Intenship for Youth)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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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ASE미디어콘텐츠인력양성사업단
RASE Contents Human Agenc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2-1 자선 4900140 미디어콘텐츠의 이해
(Understanding of Media Contents)

3-3-0-0

2-2 전선 4324081 광고제작실습
(Practice of Advertising)

3-2-2-0

전선 4263015 스토리보드워크숍
(Storyboard Workshop)

3-3-0-0

3-1 전선 4262042 에듀테인먼트스토리디자인
(Edutainment Story Design)

3-3-0-0

전선 4224025 모션그래픽스 1
(Motion Grapics 1)

2-1-2-0

전선 4324091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제작
(Internet·Smart Media Production)

3-2-2-0

3-2 전선 4224030 모션그래픽스 2
(Motion Grapics 2)

2-1-2-0

전선 4263033 문화행사기획
(Culture event planning)

3-3-0-0

4-1 전선 4263036 영상콘텐츠제작
(Visual Contents Production)

3-3-0-0

0-3
0-4

자선 4900159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1
(RASE Practice of Media Contents 1)

3-2-2-0

자선 4900160 해외미디어콘텐츠제작실습 2
(RASE Practice of Media Contents 2I)

3-2-2-0

3.4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1 자선 4900088 GTEP기본교육
(GTEP Basic education)

3-3-0-0

자선 4900151 GTEP지역특화
(GTEP Glocal education)

3-3-0-0

0-2 자선 4900130 GTEP특별교육
(GTEP Special education)

3-3-0-0

자선 4900150 GTEP현장실습
(GTEP Internship)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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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BIT융합신산업창의인재양성사업단
Kangwon Cre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for BT & IT Convergence Industry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3
0-4

자선 4900154 의료기기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Device)

3-3-0-0

자선 4900156 웰니스식품학개론
(Introduction of Food Science and Human Wellness)

3-3-0-0

자선 4900157 유전체분석을 위한 생물정보학적 기법
(Bioinformatic tools for genomic analysis)

3-3-0-0

자선 4900158 IT전공자를 위한 생명공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for IT engineers)

3-3-0-0

자선 4900169 의료바이오융합의 이해
(Fusion Technology for Life and Health)

1-1-0-0

자선 4900170 U-헬스케어와 보안입문
(An Introduction of U-healthcare and Security)

3-2-2-0

자선 4900172 보건(환경)역학
(Environmental epidemiology)

3-3-0-0

자선 4900173 생체시스템
(Biomedical System)

3-3-0-0

자선 4900174 단백질의약품이해
(Introduction to Protein Therapeutics)

3-3-0-0

자선 4900175 의료정보용어의 이해
(Introduction of Human Anatomy for Health Information)

2-2-0-0

자선 4900176 대사생화학
(Metabolism biochemistry)

3-3-0-0

자선 4900177 의생명공학기초실험
(Biomedical Technology Lab.)

3-2-2-0

자선 4900178 천연물소재학개론
(Materials from Natural Products)

3-3-0-0

자선 4900179 종양생물학
(Tumor Biology)

3-3-0-0

자선 4900180 전사체분석 및 활용
(Transcriptomics)

3-3-0-0

자선 4900181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3-0-0

자선 4900182 기초생명과학
(Basic Biology for BIT)

3-3-0-0

자선 4900183 식물생명산업의 이해
(Introduction to Plant Bioindustry)

2-2-0-0

자선 4900184 유기분광학
(Introduction to Spectroscopy)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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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계절 자선 4900185 현장실습
(Field Training)

3-0-16-0

자선 4900187 BT생명의 신비
(Amaze of Life)

3-3-0-0

자선 4900188 인체질환의 이해
(Introduction to Human Disease)

3-3-0-0

자선 4932001 의료생태와 자연환경
(Medical and Environment)

2-2-0-0

자선 4932002 약과건강
(Medicine and Health)

2-2-0-0

자선 4932003 BIT프로그래밍실습
(BIT Programming Exercise)

3-3-0-0

자선 4932004 화장품제조기술실습
(Cosmetics Manufacture Practice)

2-0-4-0

자선 4932005 천연의약소재학
(Resources of Natural Medicine Products)

3-3-0-0

자선 4932006 BT전공자를 위한 IT의 이해
(Introduction to IT for BT Researchers)

3-3-0-0

3.6 BR미디어센터
BR Media Center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부전공
구  분

비  고

0-1 자선 4900029 영상음향디자인
(Sound Design For Visual Media)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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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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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11111111 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1. 신청 및 선발 대상

① 매 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으로서,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에 

등록하는 학생

②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사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위를 산출하여 정원 내 등위에 해

당하는 학생

2. 정원(2017학년도)

설치 학과(전공)
표시 과목
(자격종별)

정원 설치 학과(전공)
표시 과목
(자격종별)

정원

경영학전공 상업 2 산림자원학전공 식물자원․조경 1

회계학전공 상업 2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식물자원․조경 2

경제학전공 일반사회 2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5

국제무역학전공 상업 2 국어국문학과 국어 2

기계의용공학전공 기계․금속 1 영어영문학과 영어 2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금속 1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2

화학공학과 화공․섬유 2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2

환경공학과 자원․환경 2 일본학과 일본어 2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 2 사학과 역사 2

지역건설공학과 농공 2 철학과 철학 2

원예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 2 수학과 수학 2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농공 1 정보통계학과 수학 2

축산과학전공 동물자원 2 생명과학과 생물 2

사료생산과학전공 동물자원 2 물리학과 물리 2

미술학과 미술 3 화학과 화학 2

음악학과 음악 4 지질학전공 지구과학 2

행정학과 일반사회 2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컴퓨터 2

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2급) 3 스포츠과학전공 체육 1

사회학과 일반사회 2 37개 학과 ․ 전공 79

   ※ 교직과정 정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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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① 매년 초 다음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② 교직과정 등 이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의 정식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제출 서류 작성 및 발급 방법 비   고

⑴ 교직과정 등 

이수 신청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주전공 등 학과장 확인을 받아 완성

  ※ 복수전공 학과장 확인은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만 해당

⑵ 성적 증명서 강원대학교총장 명의로 발급된 정식 성적증명서

⑶ 교원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첨부 자료로 제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초등학교 준교사,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증 보유자

편입학생

4. 유의 사항

①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우리 대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증

     ※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17학년도부터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보유 학생은 정원 외 선발 불가

②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성적증명서는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정식 발급된 서류만 접수

③ 학과별 사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접 등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④ 교직과정 등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자격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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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

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별표 1)

⑶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내지 제13조

⑷ 유치원 및 초등 ․ 중등 ․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⑸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관련 법령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교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포함

교직

교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14학점

  ․ 교직소양 : 4학점

  ․ 교육실습 : 4학점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 12학점

  ․ 교직소양 : 6학점

  ․ 교육실습 : 4학점

성적

기준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전공 과목 :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과목 :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학교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중등학교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자)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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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과목

1. 사범대학(11과목 22학점)

유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비  고

교직
이론

1-1 교직 21000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2-2-0-0 6과목
선택
이수1-1 교직 2100002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2-0-0

1-2 교직 21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2-2-0-0

1-2 교직 2100004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2-2-0-0

2-1 교직 210000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2-2-0-0

2-2 교직 2100006 교육과정
(Curriculum)

2-2-0-0

3-1 교직 21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s and Technology)

2-2-0-0

3-2 교직 2100008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2-2-0-0

교직
소양

2-1 교직 2100021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2-0-0 인문계

2-2 교직 2100021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2-0-0 자연계

3-1 교직 2100022 교직실무
(Teacher's Practices in School)

2-2-0-0

3-2 교직 210003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ing Students)

2-2-0-0

교육
실습

4-1 교직 2100031 학교현장실습
(Teaching Practice)

2-1-4(주)

4-1
4-2

교직 2100032 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Volunteering)

2학점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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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과정(11과목 22학점)

유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비  고

교직
이론

2-1 교직 2100001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2-2-0-0 6과목
선택
이수2-1 교직 21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Histor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2-2-0-0

2-1 교직 2100006 교육과정 
(Curriculum)

2-2-0-0

2-2 교직 2100002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2-2-0-0

2-2 교직 210000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2-2-0-0

3-1 교직 2100004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2-2-0-0

3-1 교직 2100008 교육평가
(Educational Evaluation)

2-2-0-0

3-2 교직 21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ucational Methods and Technology)

2-2-0-0

교직
소양

2-1 교직 2100021 특수교육학 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2-0-0 인문계

2-2 교직 2100021 특수교육학 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2-2-0-0 자연계

3-1 교직 2100022 교직실무
(Teacher's Practices in School)

2-2-0-0

3-2 교직 2100034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Understanding Students)

2-2-0-0

교육
실습

4-1 교직 2100031 학교현장실습
(Teaching Practice)

2-1-4(주)

4-1
4-2

교직 2100032 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Volunteering)

2학점
60시간

공업계 표시과목 현장실습

유형
학년
학기

구분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및
시   수

대상 학부(과) 비  고

교육
실습

3-2 교직 2100033 현장실습
(Field Training)

0-0-4(주) 기계의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공업계 표시과목
이수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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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표시 관련 기본이수영역 및 개설 교과목

1. 경영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경제․무역학부
(국제무역학전공)

상업 상업교육론 3-1 4113080 상업교육론 3-3-0-0 필수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2 4113081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경제학원론 1-1
1-2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회계원리 1-1 1400009 회계학원론 1 3-3-0-0

경영학원론 1-1
1-2

1400002 경영학원론 3-3-0-0

무역영어 3-1 4115085 무역영어 1 3-3-0-0

전사적 자원관리(ERP) 4-1 4113065 ERP 회계 3-3-0-0

경제․무역학부
(경제학전공)

일반사회 정치학 1-1 4323073 정치학개론 3-3-0-0 필수

경제학 1-1
1-2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법학 1-1
1-2

1200052 법학의 이해 3-3-0-0

사회과학방법론 2-2 4326020 사회과학방법론 3-3-0-0

사회학 1-1 1200061 사회학의 이해 3-3-0-0

행정학 1-1
1-2

1200057 행정학의 이해 3-3-0-0

문화인류학 1-1
1-2

1200064 문화인류학의 이해 3-3-0-0

2. 공과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환경공학과 자원․환경 환경공학 3-1 4140125 수처리공학 3-3-0-0

3-2 4140074 생물학적폐수처리 3-3-0-0

4-1 4140110 산업생태학및지속가능공학 3-3-0-0

수질분석실험 3-1 4140011 수질분석 및 실험 3-0-6-0

생활폐기물처리 3-1 4140116 폐기물처리공학 3-3-0-0

환경공학설계 1-2 4140081 창의적 공학설계 3-0-0-3

환경설비 3-2 4140015 대기오염제어 3-3-0-0

수질오염론 3-2 4140128 수질화학 3-3-0-0

대기오염론 3-1 4140126 미기상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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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기계융합공학부
(기계의용공학전공)

기계․금속 고체역학 2-1 4138101 고체역학 1 3-3-0-0 필수

유체역학 3-1 4138011 유체역학 1 3-3-0-0

열역학 2-1 4138006 열역학 1 3-3-0-0

기계설계 3-1 4143010 기계설계 3-1-0-2

기계공작법 3-1 4138072 기계공작법 및 실습 3-2-2-0

제어공학 3-1 4138115 피드백시스템해석 3-3-0-0

자동차공학 4-1 4138120 수송기계 3-2-0-1

기계융합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금속 고체역학 2-1 4141105 고체역학 3-3-0-0 필수

유체역학 3-1 4143007 유체역학 3-3-0-0

기계설계 3-1 4143010 기계설계 3-1-0-2

제어공학 3-1 4141096 제어공학 3-3-0-0

기계공작법 3-1 4143009 생산제조공학 3-3-0-0

정밀공학 4-1 4141031 정밀공학 3-3-0-0

금속재료 2-2 4141110 메카트로닉스소재 3-3-0-0

화학공학과 화공․섬유 화공양론 2-1 4139111 화학공학양론 3-3-0-0 필수

물리화학 2-1 4139115 물리화학 1 3-3-0-0

화공열역학 3-1 4139054 화공열역학 1 3-2-0-1

단위조작 4-1 4139057 분리공정 및 설계 3-2-0-1

반응공학 3-1 4139046 반응공학 3-2-0-1

유기화학 2-1 4139006 공업유기화학 1 3-3-0-0

공정제어 3-2 4139077 화학공정제어 3-3-0-0

3. 농업생명과학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 육종 3-2 4172016 식물육종학 3-3-0-0 필수

유전학 2-1 4172001 식물유전학 3-3-0-0

원예 3-2 4172007 식물번식학 3-3-0-0

생리 2-2 4171013 작물생리학 3-3-0-0

작물 3-1 4172008 식용작물학 1 3-3-0-0

생명공학 3-2 4172041 생물공학 3-3-0-0

식물자원 4-1 4172026 식물유전자원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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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원예․시스템공학부
(원예과학전공)

식물자원․조경 작물 2-2 4180005 재배학원론 3-3-0-0 필수

원예 1-1 4176046 원예학입문 3-3-0-0

육종 3-2 4176017 원예작물 육종학 3-3-0-0

유전학 2-1 4176009 작물유전학 3-3-0-0

생리 2-1 4176008 원예작물 생리학 3-3-0-0

생명공학 3-1 4176042 분자생물학 3-3-0-0

조경관리 4-1 4176060 조원식물학 3-3-0-0 1과목 
선택

2-1 4344033 조경수목학 3-2-2-0

원예․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농공 농업공작 3-1 4177101 기계공작 및 실습 3-2-2-0 필수

농업기계 4-1 4177021 농업기계학 및 실습 3-2-2-0

동역학 4-1 4177020 농업동력학 및 실험 3-2-2-0

농산가공기계학 4-1 4177096 수확 후 공정공학 3-3-0-0

농업정보 1-2 4180001 컴퓨터응용바이오시스템 3-2-2-0

유체역학 3-2 4177022 유체역학 3-3-0-0

농업시설 4-2 4177102 생물생산시설환경공학 3-3-0-0

지역건설공학과 농공 농지조성 3-2 4175050 농지정비 보전학 3-3-0-0 필수

농업공작 3-1 4177101 기계공작 및 실습 3-2-2-0

농업시설 4-2 4175036 농업시설학 3-3-0-0

농업수리 3-2 4175018 관개배수공학 및 실습 3-2-2-0

농업정보 4-1 4175051 지역정보공학 2-2-0-0

농업토목 2-1 4175039 환경토지 이용학 3-3-0-0

유체역학 2-1 4175006 수리학 3-3-0-0

4. 동물생명과학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동물자원과학부
(축산과학전공)
(사료생산과학전공)

동물자원 축산 1-1 1400023 축산학개론 3-3-0-0 필수

동물사료 3-1 4201008 사료학 3-3-0-0

가축위생 3-2 4201014 가축방역학 3-3-0-0

가축번식 3-1 4201005 동물번식학 3-3-0-0

축산물가공 2-2 1400022 축산물이용학 3-3-0-0

초지 2-1 4201001 초지학 3-3-0-0

동물영양학 2-1 1400020 동물영양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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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미술학과 미술 한국화 2-1 4232069 창작한국화 1 3-2-2-0 1과목 
선택

1-2 4231069 평면조형 2 3-2-2-0

서양화 2-1 4233066 창작서양화 1 3-2-2-0 1과목
선택

1-1 4231068 평면조형 1 3-2-2-0

조소 2-1 4234068 창작조소 1 3-2-2-0 1과목
선택

1-1 4231070 입체조형 1 3-2-2-0

1-2 4231071 입체조형 2 3-2-2-0

서예 및 판화 2-1 4231063 서예 3-2-2-0 1과목 
선택

2-2 4232065 전각 3-2-2-0

3-1 4231018 판화 1 3-2-2-0

디자인 2-1 4231073 컴퓨터아트 1 3-2-2-0 1과목
선택

2-2 4231074 컴퓨터아트 2 3-2-2-0

미술사 1-1 4231008 한국미술사 2-2-0-0 필수

2-1 4231075 서양미술사 1 2-2-0-0

현대미술론 3-2 4231017 현대미술론 3-3-0-0 필수

음악학과 음악 화성법 2-1 4241085 화성학 1 2-2-0-0 필수

2-2 4241086 화성학 2 2-2-0-0

시창․청음 1-1 4241055 시창․청음 1 1-0-2-0

1-2 4241056 시창․청음 2 1-0-2-0

음악분석 및 
형식론

1-1 4243061 음악이론 1 2-2-0-0

1-2 4243062 음악이론 2 2-2-0-0

서양음악사 2-1 4241012 서양음악사 1 2-2-0-0

2-2 4241018 서양음악사 2 2-2-0-0

피아노반주법 1-1 4241003 클래스피아노연습 1 1-0-2-0

1-2 4241008 클래스피아노연습 2 1-0-2-0

국악개론 2-2 4245124 국악작곡법 2-2-0-0

전공실기 1-1 4241001 전공실기 1 2-0-4-0

1-2 4241005 전공실기 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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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범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국어교육과 국어 국어교육론 2-1 4271013 국어교육론 3-3-0-0 영역별로
한 과목 

이상
이수하되, 
한 영역

에서
두 과목

까지 인정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1-1 4271065 국어학개론 3-3-0-0

2-2 4271014 국어문법론 3-3-0-0

3-2 4271021 국어사 3-3-0-0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1-2 4271066 국문학개론 3-3-0-0

2-1 4271004 한국문학사 1 3-3-0-0

2-2 4271008 한국문학사 2 3-3-0-0

문학교육론
(소설교육론,
시가교육론,
희곡교육론,
수필교육론)

2-1 4271003 문학교육론 3-3-0-0

2-1 4271006 고전소설교육론 3-3-0-0

2-2 4271010 고전산문교육론 3-3-0-0

3-1 4271015 고전시가교육론 3-3-0-0

3-1 4271017 현대소설교육론 3-3-0-0

3-1 4271016 현대시교육론 3-3-0-0

4-2 4271027 희곡교육론 3-3-0-0

2-1 4271054 수필교육론 3-3-0-0

의사소통교육론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2-1 4271055 의사소통교육론 3-3-0-0

3-2 4271043 화법교육론 3-3-0-0

3-1 4271009 작문교육론 3-3-0-0

2-2 4271032 독서교육론 3-3-0-0

영어교육과 영어 영어교육론 3-1 4272013 영어교육론 3-3-0-0 필수

영어학개론 2-2 4272001 영어학입문 3-3-0-0

영문학개론 1-2 4272104 영문학개론 3-3-0-0

영어문법 1-1 4272103 영어문법 3-3-0-0

영어음성음운론 1-2 4272105 영어응용음성학 3-3-0-0

영어독해 2-1 4272109 영어독해 3-3-0-0

영어회화 2-1 4272054 영어발표연습 2-1-2-0

2-2 4272068 교실영어와 회화연습 2-1-2-0

한문교육과 한문 한문교육론 3-1 4273020 한문교육론 3-3-0-0 필수

한문학개론 2-1 4273008 한문학개론 3-3-0-0

한문문법 2-2 4273014 한문문법 3-3-0-0

한문학사 3-1 4273023 한국한문학사 1 3-3-0-0

3-2 4273032 한국한문학사 2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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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한문교육과 한문 경서강독 2-2 4273013 경서강독 1 3-3-0-0 필수

3-1 4273021 경서강독 2 3-3-0-0

한문국역연습 3-1 4273051 한문국역연습 3-3-0-0

문자학개론 2-1 4273007 문자학개론 3-3-0-0

역대산문선독 2-1 4273050 역대산문선독 3-3-0-0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철학 1-2 4274092 교육철학의 이해 3-3-0-0 영역별 
1과목 
필수

1-1 4274091 교육사의 이해 3-3-0-0

교육사회학 4-2 4274075 교육문제와 사회적 쟁점 3-3-0-0

1-1 4274093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 3-3-0-0

교육심리 1-2 4274007 인간발달과 교육 3-3-0-0

2-2 4274060 인성과 교육 3-3-0-0

교육과정 3-1 4274121 교육과정 3-3-0-0

교육평가 3-2 4274025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3-3-0-0

교수ㆍ학습이론 2-1 4274098 학습심리학 3-3-0-0

2-2 4274087 교수설계론 3-3-0-0

학교ㆍ학급경영 3-1 4274082 학급경영론 3-3-0-0

3-2 4274090 교육법과 제도 3-3-0-0

윤리교육과 도덕․윤리 도덕ㆍ윤리교육론 3-1 4275020 도덕ㆍ윤리교육론 3-3-0-0 필수

윤리학개론 1-1 4275076 윤리학개론 3-3-0-0

동양윤리사상 3-1 4275081 동양윤리사상 3-3-0-0

서양윤리사상 2-1 4275077 서양윤리사상 3-3-0-0

민주주의론 1-2 4275003 민주주의론 3-3-0-0

시민교육론 2-2 4275079 시민교육론 3-3-0-0

통일교육론 2-1 4275078 통일교육론 3-3-0-0

도덕심리학 2-2 4275080 도덕심리학 3-3-0-0

역사교육과 역사 역사교육론 3-1 4281020 역사교육론 3-3-0-0 필수

역사학방법론 2-2 4281055 한국사교육강독 3-3-0-0 1과목 
선택

2-1 4281010 동양사교육강독 3-3-0-0

1-2 4281011 서양사교육강독 3-3-0-0

분야사 3-1 4281023 한국현대사 3-3-0-0 필수

한국사 2-1 4281007 한국중세사 3-3-0-0

2-2 4281013 한국근세사 3-3-0-0

세계사 2-1 4281005 동양고대사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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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역사교육과 역사 세계사 3-1 4281021 동양근세사 3-3-0-0 필수

2-2 4281050 서양중세사 3-3-0-0

3-1 4281014 서양근세사 3-3-0-0

현대사 3-2 4281065 서양현대사 3-3-0-0

3-2 4281030 동양현대사 3-3-0-0

지리교육과 지리 지형학 2-2 4282065 지형학 3-3-0-0 필수

기후학 3-2 4282070 기후학 3-3-0-0

경제지리학 2-1 4282061 경제지리학 3-3-0-0

인구지리학 2-1 4282060 인구지리학 3-3-0-0

세계지리 3-1 4282069 세계지리 3-3-0-0

환경지리학 2-1 4282062 환경지리학 3-3-0-0

지도학 2-2 4282020 지도학 3-3-0-0

일반사회교육과 일반사회 일반사회교육론 2-2 4283008 일반사회교육론 3-3-0-0 필수

법  학 2-1 4283070 시민생활과 법 1 3-3-0-0

정치학 1-2 4283052 정치탐구 3-3-0-0

사회학 1-1 4283054 인간과 사회 3-3-0-0

경제학 1-1 4283004 경제탐구 1 3-3-0-0

문화인류학 2-2 4283019 인간과 문화 3-3-0-0

사회과학방법론 2-1 4283011 사회교육연구방법 3-3-0-0

공통사회전공
(연계전공)

공통사회 공통사회교육론 3-1 4280012 공통사회교육론 3-3-0-0 필수

정치학 1-2 4283052 정치탐구 3-3-0-0 일반사회

경제학 1-1 4283004 경제탐구 1 3-3-0-0

인간과 사회 1-1 4283054 인간과 사회 3-3-0-0

한국사개론 2-1 4281069 한국인의 역사인식 3-3-0-0 역사

동양사개론 1-2 4281048 동양사탐구 3-3-0-0

서양사개론 1-1 4281049 서양사탐구 3-3-0-0

자연지리학 1-1 4282058 자연지리학 3-3-0-0 지리

인문지리학 1-2 4282059 인문지리학 3-3-0-0

한국지리 3-2 4282016 한국지리 3-3-0-0

수학교육과 수학 해석학 2-1 4284008 해석학 1 3-3-0-0 필수

현대대수학 3-2 4284081 현대대수학 2 3-3-0-0

미분기하학 2-2 4284072 미분기하학 1 3-3-0-0

수학교육론 2-1 4284018 수학교육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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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수학교육과 수학 확률 및 통계 2-1 4284079 확률 및 통계 3-3-0-0 필수

위상수학 3-1 4284082 위상수학 1 3-3-0-0

조합 및 그래프이론 2-1 4284078 조합 및 그래프이론 3-3-0-0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물리 과학교육론 2-2 4290009 과학교육론 3-3-0-0 7과목 
선택

역학 2-1 4291045 역학탐구교육 1 3-3-0-0

2-2 4291046 역학탐구교육 2 3-3-0-0

전자기학 3-1 4291006 전자기학탐구교육 1 3-2-2-0

3-2 4291010 전자기학탐구교육 2 3-2-2-0

양자역학 3-1 4291047 양자물리학 1 3-3-0-0

3-2 4291048 양자물리학 2 3-3-0-0

열 및 통계물리 4-1 4291054 열 및 통계 물리 3-3-0-0

파동 및 광학 4-1 4291054 파동 및 광학 3-3-0-0

전산물리 2-1 4291050 전산물리 3-3-0-0

현대물리학 2-2 4291051 현대물리학 3-2-2-0

물리교육실험 3-1 4291052 물리교육실험 2-0-4-0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화학 과학교육론 2-2 4290009 과학교육론 3-3-0-0 필수

물리화학 2-1 4292055 물리화학 1 3-3-0-0

2-2 4292056 물리화학 2 3-3-0-0

물리화학실험 2-2 4292060 물리화학 실험 2-0-4-0

유기화학 2-1 4292057 유기화학 3-3-0-0

유기화학 실험 2-1 4292058 유기화학 실험 2-0-4-0

무기화학 3-1 4292062 무기화학 3-3-0-0

무기화학 실험 3-2 4292067 무기화학 실험 2-0-4-0

분석화학 3-1 4292063 분석화학 3-3-0-0

분석화학 실험 3-1 4292064 분석화학 실험 2-0-4-0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생물 과학교육론 2-2 4290009 과학교육론 3-3-0-0 7과목 
선택

세포학 2-2 4293048 세포학 3-3-0-0

발생학 3-1 4293029 발생학 3-3-0-0

식물생리학 2-2 4293009 식물생리학 3-3-0-0

동물생리학 3-1 4293051 동물생리학 1 3-3-0-0

3-2 4293052 동물생리학 2 3-3-0-0

유전학 1-2 4341001 유전학 3-3-0-0

분류학 2-1 4293001 동물분류학 및 실험 3-2-2-0

2-1 4293003 식물분류학 및 실험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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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생물 생태학 4-1 4293054 생태학 및 실험 3-2-2-0 7과목 
선택

분자생물학 4-1 4371135 분자생물학 3-3-0-0

미생물학 3-1 4293053 미생물학 3-3-0-0

생물화학 2-1 4293049 생물화학 및 실험 3-2-2-0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전공)

지구과학 과학교육론 2-2 4290009 과학교육론 3-3-0-0 필수

지질학 2-1 4294045 지질학 3-2-2-0

천문학 2-1 4294047 천문학 3-2-2-0

대기과학 2-1 4294046 대기과학 3-2-2-0

해양학 3-2 4294051 해양학 3-3-0-0

지구물리학 3-1 4294049 지구물리학 3-3-0-0

지구환경과학 4-2 4294054 지구환경과학 3-3-0-0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2-2 4294048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3-3-0-0

통합과학전공
(연계전공)

통합과학 통합과학교육론 2-2 4290009 과학교육론 3-3-0-0 필수

일반물리학
및 실험

1-1 4290030 일반물리학 1 3-3-0-0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6과목

1-2 4290031 일반물리학 2 3-3-0-0

1-1 4290038 일반물리학실험 1-0-2-0

일반화학
및 실험

1-1 4290002 일반화학 1 3-3-0-0

1-2 4290003 일반화학 2 3-3-0-0

1-1 4290039 일반화학실험 1-0-2-0

일반생물학
및 실험

1-1 4290034 일반생물학 1 3-3-0-0

1-2 4290035 일반생물학 2 3-3-0-0

1-2 4290040 일반생물학실험 1-0-2-0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1 4290036 일반지구과학 1 3-3-0-0

1-2 4290037 일반지구과학 2 3-3-0-0

1-2 4290041 일반지구과학실험 1-0-2-0

전자기학 3-1 4291006 전자기학탐구교육 1 3-2-2-0

3-2 4291010 전자기학탐구교육 2 3-2-2-0

현대물리학 2-2 4291051 현대물리학 3-2-2-0

무기화학 3-1 4292062 무기화학 3-3-0-0

유기화학 2-1 4292057 유기화학 3-3-0-0

세포학 2-2 4293048 세포학 3-3-0-0

분자생물학 3-2 4293015 분자생물학 3-3-0-0

지질학 2-1 4294045 지질학 3-2-2-0

대기과학 2-1 4294046 대기과학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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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과학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심리학과 전문상담
교사(2급)

심리검사 3-1 4325046 심리검사 및 실습 3-2-2-0 필수

성격심리학 3-1 4325028 성격심리학 3-3-0-0

집단상담 4-1 4325068 집단상담 3-3-0-0

진로상담 3-2 4325055 진로상담 3-3-0-0

상담이론과 실제 2-2 4325012 상담심리학 3-3-0-0

청소년심리 2-2 4325014 청년심리학 3-3-0-0

아동심리학 2-1 4325063 발달심리학 3-3-0-0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가정교육과 가  정 가정교육론 2-2 4300014 가정교육론 3-3-0-0 필수

영양학 2-1 4300004 영양학 3-3-0-0

식품과 조리 2-2 4300088 식품과 조리 3-3-0-0

의복디자인과구성 3-2 4300089 의복디자인과 구성 3-1-4-0

주거학 3-2 4300072 주거학 3-3-0-0

가정경영 3-1 4300010 가정경영 3-3-0-0

소비자학 2-1 4300087 소비자학 3-3-0-0

아동학 1-1 4300079 아동학 3-3-0-0

가정생활과 복지 1-2 4300065 가정생활문화 3-3-0-0

체육교육과 체  육 체육교육론 2-1 4310017 체육교육론 3-3-0-0

체육사ㆍ철학 1-1 4310001 체육사 3-3-0-0

1-2 4310009 체육철학 3-3-0-0

스포츠사회학 2-2 4310075 스포츠사회학 3-3-0-0

운동생리학 2-2 4310080 운동생리학 3-3-0-0

운동역학 3-1 4310084 운동역학 3-3-0-0

체육측정평가 3-2 4310085 체육측정평가 3-3-0-0

건강교육 4-1 4310086 건강교육 3-3-0-0

특수체육 2-1 4310028 특수체육 3-3-0-0

운동학습및심리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1-2 4310072 운동학습 3-3-0-0

3-1 4310083 스포츠심리학 3-3-0-0

여가레크리에이션 1-2 4310013 레크리에이션 1-0-2-0

무용교육 1-2 4310074 무용교육 1-0-2-0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3-2 4310046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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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행정학과 일반사회 정치학 1-1 4323073 정치학개론 3-3-0-0 필수

경제학 1-2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법학 1-1
1-2

1200052 법학의 이해 3-3-0-0

사회과학방법론 2-2 4326020 사회과학방법론 3-3-0-0

사회학 1-1
1-2

1200061 사회학의 이해 3-3-0-0

문화인류학 1-1
1-2

1200064 문화인류학의 이해 3-3-0-0

행정학 1-1
1-2

1200057 행정학의 이해 3-3-0-0

사회학과 일반사회 정치학 1-1 4323073 정치학개론 3-3-0-0 필수

경제학 1-2 1400004 경제학원론 3-3-0-0

법학 1-1
1-2

1200052 법학의 이해 3-3-0-0

사회과학방법론 2-2 4326020 사회과학방법론 3-3-0-0

사회학 1-1
1-2

1200061 사회학의 이해 3-3-0-0

문화인류학 1-1
1-2

1200064 문화인류학의 이해 3-3-0-0

행정학 1-1
1-2

1200057 행정학의 이해 3-3-0-0

8. 산림환경과학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산림응용공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식물자원․조경 조림학 3-2 4347010 조림학본론 3-3-0-0 필수

육종 2-1 4341008 임목육종학 및 실습 3-2-2-0

생리 3-2 4341044 수목생리학 및 실험 3-2-2-0

유전학 1-2 4341001 유전학 3-3-0-0

생명공학 3-2 4341083 산림식물생물공학 3-3-0-0

식물자원 4-1 4341078 특용식물재배학 3-3-0-0

4-1 4341082 산림식물해부학 3-3-0-0



2017학년도 학사과정 교육과정 ․ 485

9. 의과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간호학과 보건교사
(2급)

기초건강과학 2-2 4381091 기본간호학 2 2-2-0-0 필수

2-2 4381089 기본간호학 실습 2 1-0-2-0

건강사정
및 실습

2-2 4381086 건강사정 1-1-0-0

2-2 4381087 건강사정실습 1-0-2-0

성인간호학
및 실습

2-2 4381093 성인간호학 1 2-2-0-0

3-1 4381099 성인간호학 실습1 2-0-6-0

아동간호학
및 실습

3-1 4381103 아동청소년간호학 1 2-2-0-0

3-1 4381106 아동청소년간호학 실습 1 2-0-6-0

모성간호학
및 실습

3-1 4381110 여성건강간호학 3-3-0-0

3-1 4381108 여성건강간호학 실습 1 2-0-6-0

정신간호학
및 실습

3-2 4381118 정신건강간호학 1 2-2-0-0

4-1 4381120 정신건강간호학 실습 1 2-0-6-0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3-2 4381029 지역사회간호학 1 2-2-0-0

4-1 4381049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1 2-0-6-0

10. 인문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국어국문학과 국어 국어학개론 1-2 4411042 국어학입문 3-3-0-0 필수

국문학개론 1-1 4411045 국문학입문 3-3-0-0

국어사 2-1 4411006 국어학강독 3-3-0-0

국문학사 2-1 4411019 고전문학사 3-3-0-0

문학교육론 3-2 4411027 현대문학사 3-3-0-0

문학교육론 2-1 4411009 현대시론 3-3-0-0

의사소통교육론 3-2 4411028 현대비평론 3-3-0-0

영어영문학과 영어 영어학개론 2-1 4412006 영어학개론 3-3-0-0 필수

영어문법 1-1 4412001 영문법 3-3-0-0

영미문화 1-1 4412063 영미문학의배경 3-3-0-0

영문학개론 2-1 4412039 영문학개관 3-3-0-0

2-2 4412010 미문학개관 3-3-0-0

영어작문 3-1 4412055 고급영작문 3-3-0-0

영어회화 3-2 4412058 영어연설과토론 2-0-4-0

영어음성음운론 2-1 4412003 영어음성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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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독어독문학과 독일어 독일어학개론 2-1 4413014 독어학입문 3-3-0-0 필수

독일어문법 2-1 4413123 기초독문법 3-3-0-0

독일어회화 2-1 4413135 독일어회화 및 작문 1 3-2-2-0

독일어작문 2-2 4413136 독일어회화 및 작문 2 3-2-2-0

독일문학사 3-2 4413126 독일문학사 3-3-0-0

독일어권문화 2-1 4413158 유럽문화학입문 3-3-0-0

독일어권문학개론 2-1 4413150 독일문학 입문 3-3-0-0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중국어학개론 2-1 4415098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3-3-0-0 필수

중국문학개론 2-1 4415084 중국 고대 문학사의 이해 3-3-0-0

중국어회화 3-1 4415088 고급 중국어회화 3-3-0-0

중국어작문 3-2 4415070 심화 중국어작문 3-3-0-0

중국어문법 3-1 4415063 심화 중국어문법 3-3-0-0

중국어권문화 4-2 4415045 중국현대문학강독 3-3-0-0

중국어강독 2-1 4415099 중국서사예술의 이해 3-3-0-0

일본학과 일본어 일본어학개론 3-1 4416060 일본어학의 이해 3-3-0-0 필수

일본문학개론 2-1 4416006 일본문학개론 3-3-0-0

일본어문법 2-1 4416057 일본어문법 3-3-0-0

일본어회화 3-2 4416012 고급일본어 회화 2-1-2-0

일본어작문 2-2 4416035 일본어작문 1 2-1-2-0

3-1 4416047 일본어작문 2 2-1-2-0

일본어강독 2-2 4416074 일본언어문화의 실제 3-3-0-0

일본문화 1-2 4416068 일본학개설 2 3-3-0-0

사학과 역사 역사교육론 3-1 4281020 역사교육론 3-3-0-0 필수

역사학방법론 1-1
1-2

1400067 역사와 나 2-2-0-0 필수

분야사 3-2 4417095 박물관학 3-3-0-0 1과목 
선택

2-1 4417067 한일관계사연구 3-3-0-0

3-2 4417108 한국고고미술특강 3-3-0-0

2-2 4417104 한중관계사연구 3-3-0-0

4-2 4417113 인간, 환경, 그리고 역사 3-3-0-0

한국사 2-1 4417107 한국고대역사와문화 3-3-0-0 1과목 
선택

2-2 4417066 한국중세역사와문화 3-3-0-0

3-2 4417071 한국근세역사와문화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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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과학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사학과 역사 세계사 2-2 4417068 동양고대역사와문화 3-3-0-0 1과목
선택3-1 4417072 동양중세역사와문화 3-3-0-0

4-1 4417111 유라시아사특강 3-3-0-0

2-1 4417065 서양고대역사와문화 3-3-0-0 1과목
선택2-2 4417069 서양중세역사와문화 3-3-0-0

3-1 4417074 서양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3-3-0-0

3-2 4417080 서양 19세기사 3-3-0-0

현대사 4-1 4417087 서양 20세기사 3-3-0-0 1과목 
선택3-2 4417109 동양근현대역사와문화 3-3-0-0

4-1 4417100 한국근현대역사와문화 3-3-0-0

철학과 철학 논리학 2-1 4418083 논리와 실제 3-3-0-0 필수

윤리학 2-1 4418082 윤리와 실천 3-3-0-0

인식론 3-2 4418090 지식의 이론과 활용 3-3-0-0

형이상학 3-1 4418088 존재와 세계관 3-3-0-0

한국철학사 4-2 4418100 한국철학이론과 실천 3-3-0-0

동양철학사 1-2 4418063 중국철학사 2 3-3-0-0

서양철학사 1-1 4418059 서양철학사 1 3-3-0-0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수학과 수학 해석학 3-1 4441116 실해석학1 3-3-0-0 필수

선형대수 2-1 4441104 선형대수학1 3-3-0-0

미분기하학 3-2 4441120 미분기하학 3-3-0-0

현대대수학 3-1 4441114 대수학1 3-3-0-0

확률 및 통계 3-1 4441130 확률과통계1 3-3-0-0

정수론 2-2 4441112 정수론 3-3-0-0

복소해석학 3-2 4441121 복소해석학 3-3-0-0

정보통계학과 수학 해석학 2-1 4442076 해석학 3-3-0-0 필수

선형대수 2-1 4442073 행렬대수학 및 연습 3-2-2-0

미분기하학 3-2 4441120 미분기하학 3-3-0-0

현대대수학 3-1 4441114 대수학 1 3-3-0-0

확률 및 통계 2-2 4442077 수리통계학 1 3-3-0-0

정수론 2-2 4441112 정수론 3-3-0-0

복소해석학 3-2 4441121 복소해석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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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본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생명과학과 생물 세포학 2-1 4444035 세포․분자생물학 3-3-0-0 필수

생리학 2-2 4444037 생리․생화학 3-3-0-0

유전학 2-2 4444086 유전학 3-3-0-0

생태학 2-2 4444066 식물생태학 및 실험 3-2-2-0 1과목 
선택2-2 4444080 미생물생태학 3-3-0-0

4-2 4444061 동물생태학 3-3-0-0

분자생물학 3-2 4444020 분자생물학 3-3-0-0 필수

분류학 2-2 4444017 식물분류학 및 실험 3-2-2-0 1과목 
선택2-1 4444018 동물분류학 및 실험 3-2-2-0

발생학 3-1 4444048 동물발생학 3-3-0-0 1과목 
선택미생물학 2-1 4444041 미생물학 3-3-0-0

물리학과 물리 역학 2-1 4445002 역학 1 3-3-0-0 필수

전자기학 3-1 4445012 전자기학 1 3-3-0-0

양자역학 3-1 4445013 양자물리학 1 3-3-0-0

열 및 통계물리 3-1 4445068 열 및 통계물리학 3-3-0-0

파동 및 광학 3-2 4445022 광학 3-3-0-0

전산물리 3-1 4445016 전산물리 및 실습 1 3-2-2-0

현대물리학 2-1 4445004 현대물리학 1 3-3-0-0

화학과 화학 물리화학 2-1 4446006 물리화학 1 3-3-0-0 필수

2-2 4446008 물리화학 2 3-3-0-0

물리화학실험 3-1 4446007 물리화학실험 1 1-0-2-0

3-2 4446009 물리화학실험 2 1-0-2-0

유기화학 2-1 4446001 유기화학 1 3-3-0-0

2-2 4446004 유기화학 2 3-3-0-0

유기화학실험 2-2 4446005 유기화학실험 1 1-0-2-0

3-1 4446010 유기화학실험 2 1-0-2-0

무기화학 2-2 4446011 무기화학 1 3-3-0-0

무기화학실험 3-2 4446020 무기화학실험 1-0-2-0

분석화학 2-1 4446002 분석화학 1 3-3-0-0

분석화학실험 2-2 4446003 분석화학실험 1-0-2-0

지질․지구물리학부
(지질학전공)

지구과학 지질학 1-1 1400087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1 3-2-2-0 필수

천문학 2-1 4294047 천문학 3-2-2-0

대기과학 2-1 4294046 대기과학 3-2-2-0

해양학 4-2 4432049 해양지질학 3-3-0-0

지구환경과학 4-2 4432057 환경지구화학 3-3-0-0

지구물리학 2-1 4431003 지구물리학개론 3-3-0-0

자연재해와 에너지자원 2-1 4432048 자연환경과 재해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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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T대학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    본
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정보‧ 컴퓨터 컴퓨터(정보)교육론 3-2 4473060 정보·컴퓨터교육론 3-3-0-0 필수

프로그래밍 3-2 4473001 프로그래밍언어론 3-2-2-0

알고리즘 3-1 4473011 컴퓨터알고리즘 3-3-0-0

이산수학 2-1 4473003 이산수학 3-3-0-0

인공지능 3-2 4473017 인공지능 3-3-0-0

자료구조 2-1 4473008 자료구조 3-3-0-0

데이터베이스 3-2 4473021 데이터베이스 3-3-0-0

운영체제 3-1 4473002 운영체제 3-3-0-0

네트워크 3-2 4473025 컴퓨터네트워크 3-3-0-0

컴퓨터구조 3-1 4473014 컴퓨터구조 3-3-0-0

논리회로 1-2 4471001 논리회로 3-3-0-0

소프트웨어공학 3-2 4473036 소프트웨어공학 3-3-0-0

13. 스포츠과학부

학부 ․ 과
(전공)

표시 과목
기    본
이수영역

개설 교과목

비고개설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체  육 체육사ㆍ철학 1-2 4480007 체육사 3-3-0-0 필수

1-1 4480064 체육철학 3-3-0-0

스포츠사회학 4-1 4480024 스포츠사회학 3-3-0-0

운동생리학 2-1 4480076 운동생리학 3-3-0-0

운동역학 2-2 4480075 운동역학 3-3-0-0

체육측정평가 2-1 4480074 체육측정평가 3-3-0-0

건강교육 4-1 4480067 건강교육 3-3-0-0

특수체육 4-2 4480039 특수체육 3-3-0-0

운동학습및심리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3-2 4482032 운동학습과 제어 3-3-0-0

3-1 4480049 스포츠심리학 3-3-0-0

여가레크리에이션 3-2 4480070 여가레크리에이션 3-3-0-0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1-2 4480068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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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 영역 교과목

표시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대상 학과 주관 학과

일반사회 4283072 일반사회 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Social Studies)

3-3-0-0 일반사회교육과
경제학전공
행정학과
사회학과

일반사회교육과

4283008 일반사회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Teaching Social Studies)

3-3-0-0

4283064 일반사회 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Social studies)

3-3-0-0

상업 4113080 상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Commerce)

3-3-0-0 회계학전공
경영학전공
국제무역학전공

회계학전공

4113081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Commerce)

3-3-0-0

4113082 상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Commerce)

3-3-0-0

공업 4130001 공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Industry)

3-3-0-0 기계의용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의용공학전공

4130002 공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Industry)

3-3-0-0

4130003 공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Industry)

3-3-0-0

농업 4170001 농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Agriculture)

3-3-0-0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원예과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지역건설공학과
산림자원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4170002 농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Agriculture)

3-3-0-0

4170003 농업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Agriculture)

3-3-0-0

동물자원 4200001 동물자원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Animal Resource Science)

3-3-0-0 축산과학전공
사료생산과학전공

축산과학전공

4200002 동물자원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Animal Resource Science)

3-3-0-0

4200003 동물자원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Animal Resource Science)

3-3-0-0

음악 4241079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Music)

3-3-0-0 음악학과 음악학과

4241078 음악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Music Education)

3-3-0-0

4241080 음악 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Music)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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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대상 학과 주관 학과

미술 4231057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Art)

3-3-0-0 미술학과 미술학과

4231056 미술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Art Education)

3-3-0-0

4231055 미술교과 논술연구
(Logic Study in Discipline of Fine Art)

3-3-0-0

국어 4271046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Korean Language)

3-3-0-0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4271013 국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Korean Language)

3-3-0-0

4271052 국어과 논술교육
(Theory of Essay Writing Education)

3-3-0-0

영어 4272097 영어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English Language)

3-3-0-0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4272013 영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English Language)

3-3-0-0

4272084 영어논리와 논술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English)

3-3-0-0

역사 4281062 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History)

3-3-0-0 역사교육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4281020 역사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History)

3-3-0-0

4281060 역사과 논리 및 논술
(Teaching Logic and Writing: History)

3-3-0-0

수학 4284046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Mathematics)

3-3-0-0 수학교육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4284018 수학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Mathematics)

3-3-0-0

4284052 수학과 논리논술
(mathematical Logic and Writing)

3-3-0-0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통합과학

4290009 과학교육론
(Theories of Science Education)

3-3-0-0 과학교육학부
공통과학전공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학전공

과학교육학부

4290029 과학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Science)

2-2-0-0

물리 4291044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Physics)

3-3-0-0 물리교육전공
물리학과

물리교육전공

화학 4292052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Chemistry)

3-3-0-0 화학교육전공
화학과

화학교육전공

생물 4293043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Biology)

3-3-0-0 생물교육전공
생명과학과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 4294042 지구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Earth Science)

3-2-2-0 지구과학교육전공
지질학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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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점 대상 학과 주관 학과

독일어 4413153 독일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German Language)

3-3-0-0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4413152 독일어 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German Language)

3-3-0-0

4413154 독일어 논리 및 논술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German)

3-3-0-0

중국어 4415081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Chinese Language)

3-3-0-0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4415080 중국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Chinese Language)

3-3-0-0

4415082 중국어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Chinese Language)

3-3-0-0

일본어 4416066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Japanese Language) 

3-3-0-0 일본학과 일본학과

4416065 일본어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Japanese Language)

3-3-0-0

4416064 일본어논리 및 논술
(Logic and Writing in Japanese Language)

2-2-0-0

철학 4418078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Philosophy)

3-3-0-0 철학과 철학과

4418077 철학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Philosophy)

3-3-0-0

4418079 철학논리 및 논술
(Logical Thinking and Writing in Philosophy)

3-3-0-0

정보․컴퓨터 4473061 정보ㆍ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Information computer)

3-3-0-0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4473060 정보ㆍ컴퓨터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Information computer)

3-3-0-0

4473062 정보ㆍ컴퓨터논리 및 논술
(Logic and Discourse in Information․Computer)

3-3-0-0

체육 4310047 체육교재연구 및 지도법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Physical Education)

3-3-0-0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부

체육교육과

4310017 체육교육론
(Educational Theories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3-3-0-0

4310056 체육의 논리 및 논술
(Logic and Essay in Physical Education)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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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222 평생교육사 과정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업무 등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 평생교육사란?

1. 자격 취득 기관(「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② 「평생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

2.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람(「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① 「평생교육법」 제24조의2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등급별 자격 요건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평생교육사 2급 2호 적용)

②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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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

1. 필수 교과목(15학점)

영역
교육부 교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비  고학년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과

필수
과목

평생교육론 2-1 4274061 평생교육론 3-3-0 교육학과

평생교육방법론 3-2 4274066 평생교육방법론 3-3-0 교육학과

평생교육경영론 3-2 4274064 평생교육경영학 3-3-0 교육학과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1 4274067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3-0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4-1 4274071 평생교육실습 3-1-4(주) 교육학과

2. 선택 교과목(15학점)

영역
교육부 교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비  고학년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개설 학과

1영역 청소년교육론 2-2 4274096 청소년교육론 3-3-0 교육학과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성인학습 및 상담 3-1 4274086 성인학습 및 상담론 3-3-0 교육학과

시민교육론 3-2 4274122 시민교육론 3-3-0 교육학과

2영역 교육공학 2-1 4274088 교육공학 3-3-0 교육학과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교육복지론 2-1 4274120 교육복지론 3-3-0 교육학과

교수설계 2-2 4274087 교수설계론 3-3-0 교육학과

상담심리학 2-2 4325012 상담심리학 3-3-0 심리학과

교육조사방법론 4-1 4274107 교육조사방법론 3-3-0 교육학과

기업교육론 4-2 4274123 기업교육론 3-3-0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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