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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사관련규정 「학칙」

 강릉원주대학교 7 학사운영과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정 1979. 3. 1.  

                   개정 1980. 3. 3.  

                   개정 1981. 3. 1.  

                   개정 1982. 3. 1.  

                   개정 1983. 6.29.  

                   개정 1984. 6.22.  

                   개정 1984.12. 7.  

                   개정 1985. 9.17.  

                   개정 1986. 3. 1.  

                   개정 1987. 5.14.  

                   개정 1988. 3.16.  

                   개정 1988. 5. 2.  

                   개정 1989.12.30.  

                   개정 1990.11. 1.  

                   개정 1991. 9.14.  

학칙 제 245호,     개정 1992. 2. 7.

학칙 제 264호,     개정 1993. 3. 1.

학칙 제 267호,     개정 1993. 4. 1.

학칙 제 297호,     개정 1994. 3.11.

학칙 제 318호,     개정 1995. 3. 1.

학칙 제 324호,     개정 1995. 4.11.

학칙 제 353호,     개정 1996. 3. 1.

학칙 제 381호,     개정 1997. 4. 7.

학칙 제 414호,     개정 1998. 6.19.

학칙 제 420호,     개정 1998. 7. 9.

학칙 제 423호,     개정 1998. 8.21.

학칙 제 430호,     개정 1999. 2.27.

학칙 제 431호,     개정 1999. 3. 1.

학칙 제 449호,     개정 1999.12. 7.

학칙 제 466호, 전부개정 2000. 3. 1.

학칙 제 476호,     개정 2000. 4.18.

학칙 제 492호,     개정 2000. 9.15.

학칙 제 512호,     개정 2001. 2.21.

학칙 제 524호,     개정 2001. 8.25.

학칙 제 608호,     개정 2001.11.28.

학칙 제 621호,     개정 2002. 3. 6.

학칙 제 625호,     개정 2002. 3.20.

학칙 제 633호,     개정 2002. 6.17.

학칙 제 644호,     개정 2002. 9. 5.

학칙 제 647호,     개정 2002.11.29.

학칙 제 664호,     개정 2002.12.10.

학칙 제 668호,     개정 2003. 1.15.

학칙 제 674호,     개정 2003. 2.28.

학칙 제 688호,     개정 2003. 9.25.

학칙 제 947호, 개정 2009. 1.23.

학칙 제 957호, 개정 2009. 3.18.

학칙 제1102호, 개정 2009. 7. 3.

학칙 제1105호, 개정 2009. 7.20.

학칙 제1109호, 개정 2009. 9. 3.

학칙 제1119호, 개정 2009.10.28.

학칙 제1124호, 개정 2009.11.20.

학칙 제1136호, 개정 2010. 2.24.

학칙 제1144호, 개정 2010. 5.12.

학칙 제1146호, 개정 2010. 7. 1.

학칙 제1160호, 개정 2010.12. 1.

학칙 제1164호, 개정 2010.12. 8.

학칙 제1165호, 개정 2011. 1. 5.

학칙 제1167호, 개정 2011. 1.28.

학칙 제1174호, 개정 2011. 2.28.

학칙 제1181호, 개정 2011. 4.18.

학칙 제1193호, 개정 2011. 9. 2.

학칙 제1199호, 개정 2011.12. 1.

학칙 제1207호, 개정 2011.12.28.

학칙 제1213호, 개정 2012. 2.29.

학칙 제1219호, 개정 2012. 3.28.

학칙 제1220호, 개정 2012. 3.29.

학칙 제1248호, 개정 2012. 7.20.

학칙 제1271호, 개정 2012.10. 8.

학칙 제1343호, 개정 2012.10.11.

학칙 제1360호, 개정 2013. 1.15.

학칙 제1379호, 개정 2013. 5.21.

학칙 제1383호, 개정 2013. 6.26.

학칙 제1397호, 개정 2013. 9. 3.

학칙 제1410호, 개정 2013.11.27.

학칙 제1428호, 개정 2014. 2.27.

학칙 제1458호, 개정 2014. 4.23.

학칙 제1463호, 개정 2014. 4.29.

학칙 제1472호, 개정 2014. 7.25.

학칙 제1480호, 개정 2014. 8.28.

학칙 제1486호, 개정 2014.10.30.

학칙 제1497호, 개정 2015. 1.29.

학칙 제1505호, 개정 2015. 2.23.

학칙 제1510호, 개정 2015. 3.30. 

학칙 제1528호, 개정 2015. 6.29.

학칙 제1535호, 개정 2015. 8.19. 

학칙 제1539호, 개정 2015. 8.27.

학칙 제1544호, 개정 2015.11. 2.

학칙 제1566호, 개정 2016.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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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3.>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자유, 진리,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창의적 학문 연구와 인간 존중 교육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
하여 국가와 인류에 공헌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9.2.13.>

  ②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3.8.>
  1.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도전하는 인재 양성
  2. 균형 잡힌 인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인재 양성
  3. 올바른 가치관으로 본분에 충실하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재 양성 
제3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석사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박사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일반대학원”이라 함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5. “특수대학원”이라 함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6. “전임교수”라 함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2.7.20.>

학칙 제 696호,     개정 2003.10.22.

학칙 제 698호,     개정 2003.12.31.

학칙 제 716호,     개정 2004. 4. 8.

학칙 제 721호,     개정 2004. 6. 3.

학칙 제 743호,     개정 2005. 2. 1.

학칙 제 744호,     개정 2005. 2.16.

학칙 제 751호,     개정 2005. 4. 1.

학칙 제 781호,     개정 2005. 6.14.

학칙 제 795호,     개정 2005.10. 4.

학칙 제 797호,     개정 2005.12.29.

학칙 제 806호,     개정 2006. 1.17.

학칙 제 813호,     개정 2006. 2.24.

학칙 제 821호,     개정 2006. 5.24.

학칙 제 824호,     개정 2006. 6.30.

학칙 제 833호,     개정 2006.11. 8.

학칙 제 837호,     개정 2007. 1.11.

학칙 제 846호,     개정 2007. 3. 1.

학칙 제 891호,     개정 2007.10.10.

학칙 제 897호,     개정 2007.12.10.

학칙 제 908호,     개정 2008. 2.27.

학칙 제 913호,     개정 2008. 3.27.

학칙 제 916호,     개정 2008. 4.28.

학칙 제 926호,     개정 2008. 6.25.

학칙 제 941호,     개정 2008.11.10.

학칙 제 946호,     개정 2009. 1.23.

학칙 제1589호, 개정 2016. 5.30.

학칙 제1605호, 개정 2016. 7. 1.

학칙 제1624호, 개정 2016. 9.28.

학칙 제1644호, 개정 2016.12.15.

학칙 제1647호, 개정 2016.12.30.

학칙 제1684호, 개정 2017. 2. 8.

학칙 제1693호, 개정 2017. 3. 8.

학칙 제1729호, 개정 2017.11.28.

학칙 제1735호, 개정 2018. 1.24.

학칙 제1739호, 개정 2018. 2.28.

학칙 제1756호, 개정 2018. 3.28.

학칙 제1765호, 개정 2018. 6.15.

학칙 제1780호, 개정 2018. 9.11.

학칙 제1782호, 개정 2018.11. 1.

학칙 제1791호, 개정 2018.12.31.

학칙 제1800호, 개정 2019. 2.13.

학칙 제1820호, 개정 2019. 3.15. 

학칙 제1830호, 개정 2019. 4.11.

학칙 제1841호, 개정 2019. 6. 5.

학칙 제1871호, 개정 2019. 8. 8.

학칙 제1882호, 개정 2019.11.29.

학칙 제1896호, 개정 2019.12.31.

학칙 제1912호, 개정 20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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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대학과 일반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고,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및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
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5조(학과(부) 및 전공의 설치) ① 학과와 학부는 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② 학과와 학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

례, 사회적수요 및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임교수 및 학
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학사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 동일명칭의 학과나 학부 또는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 학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⑤ 대학원의 각 학과에 전공을 둘 수 있고, 일반대학원에 학문적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

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전공)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
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학과나 학부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 이 대학교의 교
육목적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과정(이하“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27.>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ᆞ운영 등)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산업교육 특별과정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직업교육 훈련과정(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8.>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및 
그 부담,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ㆍ운영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임교수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이 대학교의 교원은 전공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부), 부속시설 
등에 소속된다. 다만, 교직과정 교육전담 교원은 인문대학 교직과정부에 소속되고, 교양과정 교육전담 
교원은 교육혁신원에 소속된다. <개정 2013.11.27., 2016.12.30., 2020.2.25.>

  ② 전임교수의 소속 및 겸임은 총장이 정한다.
  ③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겸임교원등)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겸임교원, 명

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소속) 학생은 대학(원)의 1개 학과나 학부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다만, 대학별로 입학

한 학생은 학과(부) 배정 전까지 그 대학에 속한다.
제11조(교육과정의 운영) <개정 2012.10.8.>
  ① 교육과정은 각 학부 또는 학과(전공)단위를 중심으로 각급 학위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편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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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학부 또는 학과(전공)간에 상호조정,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위탁) <개정 2012.10.8.>
  ① 이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은 교과운영, 학생지도, 교육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 대학

(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의 교육은 각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２장  교육조직

제14조(대학 및 대학원) ① 이 대학교의 강릉캠퍼스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
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을 두며, 원주캠퍼스에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을 둔다. <개
정 2013.9.3.>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는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신입생 모집은 학과(부) 또는 학과군(이하 “모집단위”라 한다)으로 하며,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 별표 [Ⅳ], 별표 [Ⅴ]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 학과(전공)의 선택과 이수는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장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 및 대학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원)의 행정과 학생의 교육을 관장한다.
제17조(학과(부)장, 주임교수) ① 대학 학과에는 학과장, 학부에는 학부장과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에는 학

과(전공)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의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대학의 해당학과 학과장이 겸임하며 총장이 임
명한다. 다만, 대학에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아닌 자를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학과(부)장 및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과(부), 전공의 운영과 소속 학생의 교육을 전담한다.

제３장  행정조직

제18조(총장) ① 총장은 이 대학교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이 대학교를 대
표한다.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및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2.10.8., 2016.12.30.>

  ③ 총장임용후보자는 직접 선거제에 의해 선정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28., 개정 2019.8.8.>

제18조의2(부총장) ① 총장이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장 2인을 둔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장을 겸임하며, 교무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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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주캠퍼스부총장은 원주캠퍼스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2.3.29., 개정 2013.6.26., 2016.12.30.>
제19조(하부조직)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 학생처, 기획협력처, 사무국 및 산학협력단을 두고, 

처․국․단에는 각각 처장, 국장, 단장을 두며, 학생처, 기획협력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3.29., 2018.2.28., 2020.2.25.>

  ② 삭제 <2012.3.29.>
  ③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운영과를, 학생처에는 학생지원과를 두고, 기획협력처에는 기획평가과, 대외

협력과를,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며, 원주캠퍼스에는 통합 행정지원부를 둔다. <신설 
2010.12.8., 개정 2012.3.29., 2012.10.8., 2013.6.26., 2016.12.30., 2020.2.25.>

  ④ 삭제 <2012.3.29.>
  ⑤ 대학(원)의 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표[Ⅷ]의 통합 행정실을 둔다. 
  ⑥ 기타 조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다.
제19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29.]
제19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개정 2016.7.1.>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과, 입학전형실을 두고 입학본부장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다. <개정 2016.5.30., 2016.7.1.>
  [본조신설 2012.3.29.]
제19조의4 삭제 <2016.7.1.>
제19조의5(사무분장)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에 따른 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9.]
제20조(교직원 및 조교) ① 전임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21조(기타행정조직) 이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행정조직과 사

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12.3.29.>
제23조(학교기업) ①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

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이 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시설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지 

및 교사 밖에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 대학교가 소재하는 도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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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수익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해당 학과(부)의 연간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
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무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각 부총장,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은 제외한다), 각 단과대학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

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장, 입학본부장으
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8., 2013.1.15., 2013.6.26., 2016.4.18., 2016.12.30., 2017.3.8., 
2018.2.28., 2020.2.25.>

  ③ 교무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④ 교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또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대학, 학과(부), 부속시설, 각종위원회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업, 졸업 등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채용방침,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금지급 학생후생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2016.12.30.>
  8. 교수회, 평의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개정 2016.4.18.>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2.28.>
  ⑥ 그 밖의 교무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25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 이 대학교 교원 인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인사

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여성위원이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26조(교수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① 이 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수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교수자

격심사기준을 정한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이 대학교 전임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업적 평가기준

을 정한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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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학·수료·학위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이 대학교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8., 개정 2012.10.8.>

제29조(각종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③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４장  부속기관(시설) 및 연구소

제30조(부속시설 및 연구소) 이 대학교의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명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제30조의2(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1항에 따라 대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 발전계획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서,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8.]
제31조(부설학교) ① 이 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부설유치원을 둔다. 
  ② 부설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생군사교육단) ① 이 대학교에 「병역법」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시설령」제2조에 의한 학

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５장  입학과 등록

제33조(입학시기) ①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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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편입학, 재입학 및 시간제 등록생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4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치과대학 치의예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11.2.28.>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만,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 일본학 교

육, 일반사회교육, 관광교육전공은 현직 교직원(교육학전공은 현직 교원)인 자 및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는 해당 전공 표시교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모집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35조(학사과정 입학전형) ① 신입생 전형방법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내용,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학별고사, 면접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실기고사, 신체검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

  ②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및 예능특기자 등의 전형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졸업자 중에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또는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30.>
  ④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30.>
제36조(대학원의 입학전형)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

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확정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공정관

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면접고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9.]
제3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 할 수 있으며, 편입학 자격은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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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제3학년(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학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 편입

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간호학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 

  ③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치위생학과 및 유아
교육과 4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모
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2.8., 개정 2018.11.1.>

  ④ 이 대학교와 연계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

  ⑤ 편입학자의 전형(학과 또는 학부모집인원, 지원자격, 선발일정 및 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다.

제38조의2(대학원 편입학) ① 이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재적한 사람에게는 입학정원에 여
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전형 방법 및 절차 등은 매 모집시 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전공 또는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

이외에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5.]
제39조(전학·전과 및 전공변경) ① 2학년 이상 학생의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 및 전공변경(이하“전과”라 

한다)은 모집단위별(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
다. 다만 같은 모집단위내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3학년 이상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치의예(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로는 전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1.>
  ③ 교내전학 또는 전과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적하였던 학과(부)의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입학허가·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9.28.>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I. 학사관련규정 「학칙」

 강릉원주대학교 16 학사운영과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

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６장  수학과 학적

제4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43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치의예과 2년, 치의학과는 4년으로 구분

한다.
  ② 제74조에 해당하는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8.>
  ③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수

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단서조항 신설 2014.2.27.>
  ④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책과학대학원: 논문학위과정은 5학기(2년6월)로 하고, 무논문학위과정은 6학기(3년)로 한다. 

<개정 2012.10.8.>
  2. 교육대학원 5학기(2년6월)
  3. 산업대학원 논문학위과정은 5학기(2년6월)로 하고, 무논문학위과정은 6학기(3년)로 한다. 다만, 논문

학위청구자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1학기) 이내로 하고,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한 입학자는 무논문학위청구 및 수업연한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

제44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1., 2012.10.8.>
  ② 편입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1.12.1>
  ③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6.>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개정 2013.6.26.>
  2. 특수대학원 4년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는 4학기 범위 내에서 이를 나눌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③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학기 개시일을 2주일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제46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필요에 따라 하기 또는 동기 휴가기간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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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업일수) ① 학사과정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집중
하여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
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제48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이동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
습수업 또는 집중수업의 형태로 실시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②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매 학기별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다
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교양은 대학에 개설된 총 교양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 전공은 각 전공(학과)에 개설된 총 전공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현장적응능력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국가 대표선수를 위해 대학소재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신설 

2017.11.28.>
  ⑦ 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해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6.15.>
제4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기휴가, 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면담을 거친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 임신·출산·
육아,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2.27., 2018.1.24., 2019.12.31.>

  ②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장애로 
인한 휴학은 4학기(2년 이내)로 하고,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6학기(3년 이내)로 한다. 육아 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6세 이하로 하며, 배우자 남학생의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1., 2014.2.27., 2015.1.29., 2019.12.31.> <단서조항 신설 2013.1.15.> 

  ③ 제2항의 휴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7.1.> 
  1. 병역 의무복무, 임신․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5., 2014.2.27.>
  2. 통산 6학기를 휴학하였으나 질병으로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하여 2학기 내에서 

추가로 휴학 할 수 있다.
  3. 휴학 중인 학생이 가사사정, 건강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산 휴학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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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입생은 질병, 병역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⑤ 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50

조 제1항~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5.21.>
  1. 일반대학원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하고,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
다. <개정 2011.1.5.>

  2.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육대학원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추천에 의
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
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대학원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수업일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후,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②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8.9.11.>
제52조(자퇴)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확인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퇴원 제출 전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31.]
제5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개정 2017.11.28.>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5.>
  3.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삭제 <2012.2.29.>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개정 2012.10.8.>
  6. 학사과정생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마감일까지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 <개정 2017.11.28.>
  7. 제64조제3항의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 <개정 2012.10.8., 2017.11.28.>
  8. 제63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받은 자, 다만, 졸업학기에 받게 된 학사경고는 

합산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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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학업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18.9.11.>

제７장  교과의 이수와 졸업

제54조(교육과정) ① 이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2.10.8., 2014.2.27., 2015.1.29.>

  ②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7.>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재학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 대학(국내외 정규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우수졸업생 배출을 위하여 졸업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과(부)는 비인증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 명

칭의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5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의 이수단위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7.1.>

제56조(교과이수) ① 교양과목은 융합학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치의학 등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고,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는 예외로 하며, 치과대학 치의학과의 전공기초 과목은 치과대학의 치의예과에서 개설하고 그 
수료학점은 75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2.2.29., 2014.2.27., 2015.1.29., 2017.2.8.>

  ② 전공과목 최소(전공최소) 이수학점은 48학점 이하로 하며, 학과(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치의학
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27., 2017.2.8., 2019.12.31.>

  ③ 교과의 이수는 심화전공과 복수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중 반드시 하나를 택
하여 이수한다. 다만, 공학인증제 실시학과는 공학교육 인증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2019.12.31.>

제57조(인증이수) ①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주전공 및 복수전공 등)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주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최소와 심화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2.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학과(부)의 전공최소와 다른 특정 학과의 전공최소를 이수하는 경우
  3. 연계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확장 편성하는 경우
  4.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합하여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는 경우
  5. 학생설계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19.12.31.]
제59조(전공 이수) ① 주전공은 전공최소 학점과 심화전공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6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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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기준은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최소 이외에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60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

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한 총시간의 1/4이상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2조(학업성적) ① 학부과정의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로 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업성적의 상대평가기준과 평가 비율은 따
로 정한다. 다만, P(pass) 또는 N(non pass) 그리고 S(success)으로 평가하는 교과목 및 비교과목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8., 2019.6.5.> 

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D+ 1.5
D0 1.0
F 0

  ② 과목별 성적은 D0 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③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

다. 다만, 재이수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5.2.23.> 
  ④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64조(유급)에 따른다. <신설 2015.2.23., 개정 

2019.12.31.>
  ⑤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개정 2015.2.23.>
  ⑥ 대학원 학업성적 등급과 평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3.,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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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F 0(낙제)

  다만, 논문연구, 현장연구, 전공특별연구,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S(취득) U(낙제)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30.>

  ⑦ 대학원과정의 각 교과목 성적은 C0 등급(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2.23.>

제63조(학사경고)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
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치의예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8.>

  ② 제1항의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장은 다음 학기 수강할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유급) ① 치의예과는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

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유급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9.>
  1.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부터의 전공기초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별 학점을 재이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② 치의학과는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배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

우 유급되며, 유급될 경우 당해학년에 이수한 모든 학점이 무효로 되며 이를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
만, 유급으로 재이수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2.10.8., 2019.12.31.>

  ③ 치의학과의 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 유급은 재학기간 중 치의예과는 2회, 치의학과는 3회에 한한
다. <개정 2015.1.29.>

제65조(학점의 인정)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치과대학의 치의학과는 학년말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3.8.>
  ③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반영된 것은 취소한다.
  ④ 그 학기에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만, 취업으로 인한 결석처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8.>
  ⑤ 교양과목 중 따로 지정된 과목의 학점은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

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7.3.8.>
  ⑦ 이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받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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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⑧ 삭제 <2012.10.8.>
  ⑨ 삭제 <2014.4.29.>
  ⑩ 삭제 <2014.4.29.>
  ⑪ 군 복무중인 자의 교육과정 이수(원격강좌 수강,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이수)취득학점은 타 대학 취득

학점 포함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⑫ 입학 전 이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8.>
  ⑬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학점인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3.8.>
제66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별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8학점, 공학인증프로그램학과

와 치의예과는 20학점, 그 외 학과는 21학점까지, 치의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직전학기 평
점 평균이 3.75이상인자는 이수가능학점에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5.2.23., 2018.12.31.>

  ②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대학원의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영․정책대학원 매 학기 6학점 이내
  2. 교육대학원 매 학기 6학점 이내
  3. 산업대학원 매 학기 9학점 이내
제67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7.>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130학점인 
학과(부)

135~140
학점인 학과(부)

치의예과 
(75학점)

치의학과 
(159학점)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32
64
96
130

36
72
108
140

38
75

39
81
119
159

  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별지서식 1-3호)의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의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필수는 3학점 이상 취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 특수대학원의 수료학점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은 32학점, 교육대학원은 32학점, 산업대학
원은 3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경영ㆍ정책과학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무논문학위과정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편입 및 재입학자의 학점) ① 편입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이 대학교가 인정한 학점
외에 당해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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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 및 이수학기를 재사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전학 또는 전과자의 학점) 전학 또는 전과한 자는 전적학과(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 중 당해 
전과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이외에 소정의 잔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여 학과(부)별로 따로 정하며, 재학 중 성
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학점 내용이 제56조, 제58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제67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71조(졸업논문 등) ① 학과(부)또는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졸업논문, 공인된 표준 외국어능력시험 또는 

각종 자격증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석사 연계과정 포함)의 경우에는 제1항의 졸업논문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

지 않는다. <개정 2014.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졸업요건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졸업 및 학위)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54조의 졸업인증제 및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제

71조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이 부과된 경우 이를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소정의 증서
(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하여 별표Ⅵ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를 수여받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별
지서식 제1-1호) 외에 (별지 서식 제1-1-1호 , 제1-1-2호 , 제1-1-3호)의 영문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개
정 2015.8.19.>

  ② 제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1학기말에 졸업을 인정
할 수 있다.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졸업요건으로 부과한 졸업논문, 공인된 표
준외국어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자 및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된 자는 수료증
서(별지 서식 제1-2호)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한 자는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이내에 한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

  ④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1학기씩 
2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에는 취소 할 수 없다. <개정 2010.7.1., 2019.2.13.>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7.1, 2019.2.13.>
  ⑥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및 제3-1호, 제4-3호, 제5-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

를 수여하고, 학위는 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특수대
학원은 논문학위과정과 무논문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대학원의 전공별 학위과정은 별표[Ⅶ]과 같
다.

제72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학사과정 재적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1-4호)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4.4.23.>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23.>
제73조(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이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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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조기졸업) ①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이수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6학

기 또는 제7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과 제외)
  ② 조기졸업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할 학기 초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학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15.1.29.>

제８장  학생활동

제76조(학생회) 학생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활동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
다.

제77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예술,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대학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시 방제 및 지원 활동
  4.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78조(기타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단체를 조직하여 대학의 시설물 및 예산을 배정받고

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6.5.>
제79조(학생지도위원회) 학생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단, 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6.5.>
  ② 삭제 <2019.6.5.>
  ③ 삭제 <2019.6.5.>
  ④ 삭제 <2019.6.5.>
제80조(학생상담지도) 삭제 <2019.6.5.>
제81조(효력정지) 삭제 <2019.6.5.>
제82조(학생지도) 학과(부)장은 매 학기 초에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학과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

한다. <개정 2019.6.5.>
제83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연구, 수업 등 대학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6.5.>
제83조의2(학생활동신고) ①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교내에서 집회, 홍보 활동, 인쇄물 배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원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5.]
제84조(집회등의 지도) 학생의 집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간행물지도) 학생이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을 희망할 경우 총장은 언론원장을 임명하여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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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９장  포상과 징계

제86조(교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 및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 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어 장래 지도자로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87조(결석신고)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대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결석이 7일(중간공휴일 가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88조(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
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89조(징계)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장은 칭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징계사유 및 처분에 관
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6.5.>

  1. 삭제 <2019.6.5.>
  2. 삭제 <2019.6.5.>
  3. 삭제 <2019.6.5.>
  4. 삭제 <2019.6.5.>
  5. 삭제 <2019.6.5.>
  6. 삭제 <2019.6.5.>
  ② 삭제 <2019.6.5.>
  ③ 삭제 <2019.6.5.>

제10장  등록금 및 장학금  <개정 2011.1.5.>

제9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 등록생은 신청학점
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등록금의 납부기한은 매학기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1.5.>
  ③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제1항의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또는 그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8.>
제9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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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상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자에 대하
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분납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8.>

  ②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③ 수업 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과 학사학위취득 유

예 승인 학생이 희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계열의 등록금을 징
수한다. <개정 2011.1.5., 2016.4.18., 2019.2.13.>

  1. 학사학위 과정 <개정 2011.1.5.>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개정 2011.1.5.>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정 2019.2.13.>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92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및 법령에 의거하거나 본

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5.>

제93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대학원생에 한함)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종류, 지급방침, 장학생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4조(휴학자의 등록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제11장 외국인 특별생, 수강생, 위탁교육생 및 시간제등록생

제95조(입학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정원 외에 특별생으로 입학
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외국인, 재외국민, 외교관 자녀 및 정부부처의 위탁생, 
  2. 대학원과정: 정부부처의 위탁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Ⅲ]의 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으

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및 외국인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정원의 2% 이내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단, 이들의 학생수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개정 2012.2.29., 

20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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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업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별표 [Ⅴ]
의 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1. 삭제 <2012.2.29.>
  2.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삭제 <2012.2.29.>
  4. 삭제 <2012.2.29.>
  5.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단, 이들의 학생 수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신설 2012.2.29., 

개정 2014.2.27.>
제96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학과(부)별 정원은 

해당학과(부)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치과대학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의 1/2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제70조에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심사 등을 통과한 자에게는 

제72조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자격, 선발방법, 등록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5.>
제97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

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1호, 제3-2호, 제4-2호, 제5-3호 서식에 의

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8조(이수)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

서를 수여한다.
제99조(편입학 및 수강) ①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외국교육기관 또는 협력대학 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수강생등의 자격, 등록, 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공개강좌

제100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 및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강좌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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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
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제101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교수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총장이 부의한 사항에 한하여 총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2.7.20., 2012.10.2., 2015.8.27.>
  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7.>
  ④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8.27.> 
  1. 총장의 요구 시
  2. 교수회장의 요구 시
  3. 교수평의원 2분의 1 이상 요구 시
  4. 교수회 회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⑤ 교수회는 휴직자, 출장자, 연구년 및 기타 공무 수행자 등을 제외한 재적 전임교수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
회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27., 2019.4.11.>
  1. 이 대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총장, 교수회장,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재적 전임교수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장이나 교수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신설 2015.8.27.>
  1. 교학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 <개정 2016.12.30., 2019.4.11.>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9.4.11.>
  ⑨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7.>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① 각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단과

대학교수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단과대학수석평의원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27.>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장 또는 단과대학수석평의원이 소집한다. 다만, 소속대학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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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재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과(부)
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1. 학칙의 개정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2.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5.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소속 대학장 또는 수석평의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8.27.>

제14장 대학평의원회 <신설 2019. 4.11.>

제103조(평의원회)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1.>

  ② 삭제 <2019.4.11.>
제103조의2(대학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자문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9.4.11.>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단, 평의원이 심의요청 요건을 충족하려면 제103조3의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구성단위의 
평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3조의3(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17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4.11.> 
  ②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원대표 8명
  2. 직원대표 4명
  3. 조교대표 1명
  4. 학생대표 3명
  5. 총동문회 대표 1명
  ③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자체평가 <개정 2019.4.11.>

제104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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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개정 <개정 2019.4.11.>

제105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9.4.11.>

  ②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2.27.>

부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다만, 제2조, 제4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1981학

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80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한하여 종전학칙에 한다.
  ② 1980학년도까지의 입학생중 학적변동자에 대한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3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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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체육학과 졸업생들에게 인정하는 체육학사는 198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86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042호 86. 12. 31) 부칙 제

2항에 의거 1981학년도이후 졸업정원이 감축된 학과중 예․체능계열의 졸업정원은 학칙 제2조에 의한 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학년도부터 1989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감축되기 이전의 100명으로 한다.

③(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에 입학하
여 1990학년도 이전에 졸업하게 되는 자에 한 하여는 제2조, 제46조,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3항에 의거한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조치의 구제대상자는 제11조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9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강릉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199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28조제5호의 학사경고 횟수는 1992학년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245호>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의 입학생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264호>

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267호>

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380호('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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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이 학칙은 199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318호>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5호의 규정은 199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2.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8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

으로 보며, 1999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와 “화학과”는 “기초과학부”로
    나. 생명과학대학 “수산자원개발학과”와 “해양생물공학과”는 “해양생명공학부”로

부칙 <학칙 제381호>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한다.
  2. 1996학년도 이전에 재료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1997학년도이후 세라믹공학과로 입학한 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
학 당시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3. 이 학칙 변경당시 전자계산학과, 대기과학과, 수산 해양자원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컴퓨터과학과, 대기
환경과학과, 해양생명공학부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칙 <학칙 제414호, 1998.6.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420호, 1998.7.9.>
1.(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라도 학적변동으로 1999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는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423호, 19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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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430호, 1999.2.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431호, 199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물리학전공, 화학전공)에 재적한 학생은 자

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 치의학과 수료학점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449호, 1999.12.7.>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7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466호, 2000.3.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학칙 전의 부칙에 명시된 조문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② 99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컴퓨터과학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공과대학 전자공학

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소속 변경한다.
  ③ 99학년도 공과대학 토목공학‧정밀기계공학‧산업공학과군에 입학하여 산업공학과에 선발된 학생은 공

과대학 산업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④ 9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로소속 변경한

다.
  ⑤ 자연과학대 컴퓨터과학과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재적생 중 정보전자공학부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하

는 자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 <학칙 제476호, 2000.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492호, 2000.9.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0조의2는 200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512호, 2001.2.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524호,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일문제연구소, 영동산업문제연구소, 동해안지역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보건진료소는 2001년 8월 31일 폐지하며, 이 학칙에 의거 임명된 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3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의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의 소속변경) 아래의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정상적인 학년승급을 통하여 4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
우는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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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칙 제608호, 2001.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21호, 2002.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25호, 2002.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33호, 2002.6.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원예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를 배정받은 학

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2학년도 이후 식물응용과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
과, 금속재료공학과로 배정받은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배정받은 학과)또는 변경된 학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644호, 2002.9.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생교육학전공의 폐지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647호, 2002.11.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64호, 2002.12.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68호, 2003.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학당시 모집단위명 명칭변경 후 모집단위명
학(부)과 전  공 학(부)과 전  공
수학과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통계학과
자연과학부 통계학전공 자연과학부 정보통계전공

생물학과 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
대기환경과학과 자연과학부 대기환경과학전공

원예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전자공학부 정보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과
전자공학부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제어계측공학전공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부

정보전자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정보전자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공업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금속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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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칙 제674호, 2003.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전학․전과 및 전공변경)는 공

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장(교과의 이수와 졸업)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더라도 2003학년도 입학생과 동

일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하며 제43조의 졸업인증제 제45조(교과이수), 제47조(심화, 복합, 
연계전공)은 학생에게 유리하게 구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688호, 2003.9.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96호, 2003.10.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698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대학의 입학정원)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2004학년도 입학한 학생과 전공배

정을 같이 받을 경우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으로 배정한다. 
부칙 <학칙 제716호, 2004.4.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0조의2 및 제81조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721호, 2004.6.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743호, 2005.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 화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화학신소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

다.
  ② 2004학년도 이전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자연과학부(수학전공, 정

보통계전공, 물리학전공, 생물학전공, 대기환경과학전공) 또는 화학신소재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
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신소재․환경응용화학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세라
믹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정밀기계․토목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정밀기계공
학과, 토목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 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744호, 2005.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대학의 입학정원)는 2004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2004학년도 입학한 학생과 전

공배정을 같이 받을 경우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으로 배정하고, 2005년 2
월부터 졸업하는 제어계측공학전공 졸업자는 제어계측공학전공 또는 전자공학전공으로 졸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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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학칙 제751호, 2005.4.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781호, 2005.6.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795호, 2005.1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797호, 2005.12.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06호, 2006.1.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13호, 2006.2.24.>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21호, 2006.5.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24호, 2006.6.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33호, 2006.1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37호, 2007.1.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46호, 2007.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및 60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

생과 이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학칙 및 규정의 폐지)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원주대학에 적용하던 학칙과 제반 규정은 폐지한

다. 단, 폐지되지 않는 “원주대학유치원원칙 및 원주대학 유치원교원인사관리규정”은 “강릉대학교 원주
캠퍼스유치원원칙 및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유치원교원인사 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중인 이 대학교의 규정, 규칙, 예규, 지침 등은 이 학칙에 위배되지 아니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학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 규칙, 예규, 지침 등에서 인
용된 종전 학칙의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조항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립학교설치령」(2007. 2. 28개정)에 의해 폐지되
는 원주대학은 2006학년도 신입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09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
아 원주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9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립학
교설치령」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속이 변경되는 학과(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소속이 변경되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
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과 공과대학 신소재·응용공학과군 정밀기계공학과 및 예술․체육대학 음악과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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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컴
퓨터공학전공의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신소재·응용
공학과군 정밀기계공학과의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예
술·체육대학 음악과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음악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학과(부)로 졸업할 수 있다. 

제5조(모집단위가 분리되는 학과군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가 분리되는 인문
대학군의 재적생중 학과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
과, 일본학과 및 철학·사학과군으로 학과 배정을 한다. 

부칙 <학칙 제891호, 2007.10.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897호, 2007.12.10.>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08호, 2008.2.27.>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13호, 2008.3.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16호, 2008.4.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26호, 2008.6.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41호, 2008.11.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46호, 2009.1.23.>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47호, 2009.1.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957호, 2009.3.18.>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강릉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강릉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강릉원주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각각 본다.
부칙 <학칙 제1102호, 2009.7.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강릉원주대학교의조직설치운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제17호·제18호·제20호·제21호 및 제32호 중 “(대학원 포함)”을 각각 “(대학원 및 산업대학

원 포함)”으로 한다.
  제7조 제2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제22호·제23호·제24

호·제25호·제27호 및 제28호 중 “(대학원 포함)”을 각각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으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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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학(전형 및 납입금 징수업무 제외,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5. 등록업무(납입금 징수업무 제외,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부칙 <학칙 제1105호, 2009.7.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09호, 2009.9.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19호, 2009.10.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24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지역개발학과와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

식량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해양식품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
만, 2010학년도 이후 도시계획부동산학과나 해양식품공학전공으로 입학하거나 배정받은 학생과 같이 졸
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나 배정받은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나 전공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 식품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식
품영양학과나 식품가공유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
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③ 2009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와 금속재료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세라믹신소재
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전에 신소재·토목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
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세라믹신소재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 토목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
에 따라 학과를 배정 할 수 있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세라믹신소재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로 입
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④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문화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문화대학과 과학기술대학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
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대학이나 또는 변경된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⑤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기술공학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
전에 컴퓨터정보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⑥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 전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전기공
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전에 전기정보통신 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
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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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전기공학과와 정보 통신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⑦ 200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 물리학전공, 생물학전공, 대
기환경과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
만, 2009학년도 이후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⑧ 2008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
생은 각각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
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
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⑨ 2007학년도 이전에 식물응용과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를 배정받은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8학년도 이후 식물생명과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⑩ 2004학년도 이전에 해양발생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5학년도 이후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을 전공한 학생과 같이 졸업 시 학생의 희망에 따
라 배정받은 전공 또는 변경된 전공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1136호, 2010.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44호, 2010.5.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관련내용은 2010.7.1부터 시

행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경영․정책과학

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은 2010.7.1부터 폐지한다.
제3조(부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전의 부칙규정(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칙의 부칙규정을 포함한

다)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이 대학교의 규정, 규칙, 지침 등은 이 학

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의 규정, 규칙, 지침 등에서 인용된 종전 학칙의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부칙 <학칙 제1146호, 2010.7.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60호, 2010.12.1.>

제1조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전공의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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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공의 학위를 취득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

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은 각각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
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공학과의 재적생과 재직자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
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
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공학과 중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로 배정한다.

  ④ 이 학칙 시행이전에 공과대학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산업공예학과, 문화대학 의상디자인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은 각각 생명화학공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의 재적생과 재직자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
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공과대학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산업공예학과, 문화대학 의
상디자인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이 졸업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의 전공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1164호, 2010.1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65호, 201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67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72조제6항 별표Ⅶ의 체육교육전공 무 논문학위과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

용한다.
부칙 <학칙 제1174호, 2011.2.28.>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181호, 2011.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93호, 2011.9.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199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별표〔Ⅱ〕와〔Ⅴ〕는 2012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산업대학원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산업대학원 해양생명공학과
(생물과학전공),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생명화학공학과, 해양생명공학과(해양식
품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산업대학원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산업대학원 해양생명공학과(생물과학전
공),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이 졸업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의 전공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I. 학사관련규정 「학칙」

 강릉원주대학교 41 학사운영과

부칙 <학칙 제1207호, 2011.1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213호, 2012.2.29.>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219호, 2012.3.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220호, 2012.3.29.>
이 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248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개정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학칙 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 학칙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

력으로 본다.
부칙 <학칙 제1271호, 2012.1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343호,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5조의 별표 Ⅴ는 2013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360호, 2013.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휴학), 제67조(수료학점) 및 별표Ⅰ은 2013년 3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379호, 2013.5.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383호, 2013.6.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397호, 2013.9.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소속이 변경되는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

과와 문화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과의 학생은 과학기술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과의 재적
생으로, 문화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의 학생은 각각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유아교육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
여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4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문화대학 여성인력개발학과의 존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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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까지로 한다. 다만,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는 타 학과, 전공으로의 전과를 희
망할 경우 제39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학 학년과 여석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학과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타 학과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되는 문화대학 유아

교육과와 간호학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6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각
각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
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6조(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모집한 2014학년도 재외국
민과 외국인 신입생은 개정된 학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수시모집 요강 적용례) 이미 공고된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개정된 학칙에 의해 공고
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칙 제1410호, 2013.11.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Ⅱ의 일반대학원 과정별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428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6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458호, 2014.4.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463호,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종전의 학칙 제65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학년도까지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1472호, 2014.7.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480호, 2014.8.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에 산업정보경영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

된 산업경영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6.12.30., 2018. 9.11.> 

부칙 <학칙 제1486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미술교육전공의 무논문학위과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497호, 2015.1.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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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 제54조, 제56조의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입학자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4조제1항은 2015년도 2월 수료사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505호, 2015.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62조제4항 재이수 과목의 성적적
용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510호, 2015.3.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528호, 2015.6.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해양분자생명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

된 해양분자생명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개
정 2016.12.30., 2018. 9.11.>

부칙 <학칙 제1535호, 2015.8.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539호, 2015.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544호, 2015.1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566호, 2016.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589호, 2016. 5.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중 별표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에 복지학과, 정보기술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

은 변경된 사회복지학과, 소프트웨어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
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 9.11.>

부칙 <학칙 제1605호, 2016.7.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624호, 2016.9.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644호, 2016.12.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64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항에 따른 별표Ⅷ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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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된 조직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조직에서 승계한다.

대외협력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제1행정실, 제2행정실, 제3행정실, 제4행정실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

관리지원팀 및 제5행정실 통합 행정지원부
교육지원과 소관사무 중 대학원에 관한 사항 대학원 통합 행정실

제1행정실, 제2행정실, 제3행정실, 제4행정실 소관사무 중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및 평생교육원 소관사무

부속시설 통합 행정실

부칙 <학칙 제1684호, 201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교과이수), 제62조(학업성적) 및 별표 Ⅵ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693호, 2017.3.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27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제6호, 제7호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제8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729호, 2017.11.28.>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35호, 2018.1.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39호, 2018.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56호, 2018.3.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65호, 2018. 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18년 8월 학위수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창업실습Ⅰ 교과목은 이 학칙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칙 제1780호, 2018.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82호, 2018.1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91호, 2018.12.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800호, 2019.2.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및 별표 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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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① 2019학년도 이전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변
경된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② 2019학년도 이전에 과학기술대학 소프트웨어학과(2016학년도 이전 정보기술공학과 포함)에 입학한 
학생은 변경된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2019학년도 이전에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입학하여  정밀기계공학전공과 기계의용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된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보고, 자동차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
된 자동차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2019학년도 이전에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은 기계공학과 또는 
자동차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⑤ 2019학년도 이전에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이 배정받은 당시 전공으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1820호, 2019.3.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830호, 2019.4.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841호, 2019.6.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871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시행된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은 이 학칙 제18조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부칙 <학칙 제1882호,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이전에 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변경된 조형예술·디자인학과의 재적생

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 <학칙 제1896호, 2019.12.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학업성적)제4항 및 제64조(유급)제2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학칙 제1912호, 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교원의 책임시간 [별표 Ⅴ] 책임시간 4시간 보직명에 ‘학생부처장’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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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1-1호)

     제 ○○○○ 호

학       위       증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 (           전공,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

고 ○○ 학사  및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 년   ○ 월   ○○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박사    ○ ○○      (인)

  학위번호: 강릉원주대○○○○학○○○○ 

210㎜×297㎜
---------------------------------------------------------------------------

(서식 제1-1-1호) (주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대학장 서명)

(총장 서명) Dean of the College of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BA○○○○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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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2호) (복수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and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대학장 서명)
(총장 서명)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대학장 서명)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BA○○○○

210㎜×297㎜
---------------------------------------------------------------------------

(서식 제1-1-3호) (부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minor : 영문 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대학장 서명)

(총장 서명) Dean of the College of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BA○○○○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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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제 ○○○○ 호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공,         전공,       부전공)에

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210㎜×297㎜
---------------------------------------------------------------------------

 (서식 제1-3호)

   제○○○○ 호

수  료  증  서

○         ○         ○

 ○○○○ 년 ○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 ○○학과(부)에서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 ○박사  ○ ○ ○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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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1-4호)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          ○         ○

 ○○○○ 년 ○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강릉원주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공)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함으로써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한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찬양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박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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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         ○         ○

 ○○○○ 년 ○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인

210㎜×297㎜
---------------------------------------------------------------------------

(서식 제2-2호)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수료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            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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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OOO학 석사 (전공명)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직인

210㎜×297㎜
---------------------------------------------------------------------------

 (서식 제3-2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학          전공  연구생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학하고 그 연구실적이 양호함으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직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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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

210㎜×297㎜
---------------------------------------------------------------------------

 (서식 제4-2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으로 연구하였기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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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4-3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과정에서 ○○○전공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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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5-1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      학과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사학위 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학위      성 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 명             인

210㎜×297㎜
---------------------------------------------------------------------------

 (서식 제5-2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줌.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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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5-3호)

대학원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학과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인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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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개정 2010.12.1., 2012.2.29., 2013.1.15., 2013.9.3., 2014.8.28., 2015.6.29., 2016.5.30., 
2017.11.28., 2019.2.13., 2019.3.15.>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정원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3
영어영문학과 32
독어독문학과 18
중어중문학과 25
일본학과 24
철학과 23
사학과 20

소 계 175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31
회계학과 34
관광경영학과 43
경제학과 33
무역학과 32
국제통상학과 36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5
법학과 33
자치행정학과 34

소 계 31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9
정보통계학과 29
물리학과 25
생물학과 24
대기환경과학과 34
화학신소재학과 34

소 계 175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31
식품가공유통학과 30
해양식품공학과 35
해양자원육성학과 33
해양생물공학과 32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식물생명과학과 34
환경조경학과 31

소 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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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81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9
신소재금속공학과 31
토목공학과 39
생명화학공학과 30

소 계 210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50

체육학과 37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32

패션디자인학과 27
소 계 146

치과대학
치의예과 40
치의학과 [40]
치위생학과 30

소 계 70 [40]

강릉캠퍼스 계 1,344 [40]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60
간호학과 75
사회복지학과 30
다문화학과 30

소  계 195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72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전기공학과 32
정보통신공학과 31
기계공학과 59
자동차공학과 33
산업경영공학과 35

소  계 294

원주캠퍼스 계 489

합  계 1,8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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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Ⅱ) <개정 2010.12.1., 2011.12.1., 2012.10.11., 2013.11.27., 2014.4.23., 2014.10.30., 
2015.11.2., 2016.9.28., 2018.6.15., 2018.11.1., 2019.11.29.>

일반대학원 과정별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캠퍼스 구분
박사 과정 입학

정원
석사 과정 입학

정원학과명(전공) 학과명(전공)

강릉

인문․
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2개전공)
 - 경영학전공      
 - 회계학전공
*지역개발학과(2개전공)
 - 지역계획학전공  
 - 개발행정학전공

43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
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지역개발학과(3개 전공)
 - 지역경제학전공    
 - 지역계획학전공
 - 개발행정학전공

116

자연
과학계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
과학과, 화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식품
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
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해양분자생명
과학과, 원예학과, 치위생학과
*식품과학과(2개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 식품가공학전공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과, 식품과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
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
공학과, 해양응용생명공학과, 해양분자
생명과학과, 원예학과, 환경조경학과, 
치위생학과

공학계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예·
체능계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2개전공)
 - 미술전공
 - 공예디자인전공
*체육학과(2개전공)
 - 체육인문사회과학전공 
 - 체육자연과학전공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악과, 패션디자인
학과, 체육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2개전공)
 - 미술전공
 - 공예디자인전공

의학계

치의학과(16개전공)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 치과생체재료학
 - 생리학 및 신경과학   
 - 약리학
 - 미생물학 및 면역학   
 - 해부학
 - 병리학              

 치의학과(16개전공)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 치과생체재료학
 - 생리학 및 신경과학  
 - 약리학
 - 미생물학 및 면역학  
 - 해부학
 - 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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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구분
박사 과정 입학

정원
석사 과정 입학

정원학과명(전공) 학과명(전공)
 - 치과보철학
 - 치주과학            
 - 예방치학
 - 구강악안면외과학   
 - 소아․청소년치과학
 - 구강내과진단학      
 - 영상치의학
 - 치과보존학          
 - 치과교정학

 - 치과보철학
 - 치주과학           
 - 예방치학
 - 구강악안면외과학   
 - 소아․청소년치과학
 - 구강내과진단학     
 - 영상치의학
 - 치과보존학         
 - 치과교정학

학과간
협동
과정

-해양바이오산업(해양생물공학, 해양
응용생명공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환경기술(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
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자원육성, 
해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환경조경, 
정밀기계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공간정보(지역개발학, 생물학, 대기환경
과학, 해양생물공학, 환경조경학, 토목
공학, 치의학) 

-기록관리(사학, 법학, 행정학, 전자공학) 
-해양바이오산업(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
생명공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환경기술(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
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자원육성, 해
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환경조경, 정
밀기계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공간정보(지역개발학, 생물학, 대기환경
과학, 해양생물공학, 환경조경학, 토목
공학, 치의학) 

-신소재기술(화학신소재학, 신소재금속
공학, 국제통상학)

학․연
협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강릉분원(화학, 생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
공학, 원예학, 전자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치의학)

-한국식품연구원(해양식품공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강릉분원(화학, 생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
공학, 원예학, 전자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치의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화학신소재, 신소재
금속공학)

-한국식품연구원(해양식품공학) 
소계 33개 학과, 5개 협동과정 43 42개 학과, 8개 협동과정 116

원주

인문․
사회계 유아교육과 

11

유아교육과,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27

자연
과학계 간호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밀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기공학과, 기계의용
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
웨어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자동차
공학과, 산업공학과 

소계 10개 학과 11 13개 학과 27
합계 43개 학과,  5개 협동과정 54 55개 학과,  8개 협동과정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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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Ⅲ) <개정 2010.12.1., 2011.2.28., 2015.1.29., 2017.2.8.>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학생정원표

캠퍼스 과정 설치학과 전  공 입학정원

강릉
석사

경   영 경 영 학

29

회   계 회 계 학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도시관리

발전행정

산업경제 산업경제

법률정책

헌 법

민사법

형사법

기업법

행정법

국제비즈니스

국제무역

국제경제

국제경영

관   광 관 광 학 

행   정 행 정 학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국제통상 국제통상학

안보국방정책
국방정책학

안보정책학

소 계 11개 학과 20개 전공

원주
석사

국제무역통상 국제무역통상학

12
안보전략

안보전략학

국방전략학

관광경영 관광경영학

소 계 3개 학과 4개 전공

합 계 14개 학과 24개 전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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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Ⅳ) <개정 2010.12.1., 2014.10.30., 2017.2.8., 2018.3.28.>
교육대학원 학생정원표

캠퍼스 과정 학과 전 공 입학정원

강릉 석사학위 교육

교육학전공,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86
(양성과정 53명)

소계 17개 전공 86

원주 석사학위 교육 유아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26

(양성과정 3명)

소계 2개 전공 26

합계 19개 전공
(양성과정15개, 재교육과정 4개전공) 112

연구과정 각 전공 약간명

 ※ 양성과정(*표시)정원 입학정원에 포함 
---------------------------------------------------------------------------

(별표 Ⅴ) <개정 2010.12.1., 2011.12.1., 2012.10.8., 2014.10.30., 2015.11.2.>
산업대학원 학과별 학생정원

캠퍼스 과정 학과 입학정원

강릉
석사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

소재공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생명공학과(양식전공,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환경조경학과, 

산업미술학과(요업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21

소계 10개학과 5개전공 21

원주

석사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기술경영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조경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13

소계 13개학과 13

합계 23개학과 5개전공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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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Ⅵ) <개정 2010.12.1., 신설 2014.7.25., 개정 2015.8.19., 2016.5.30., 2017.2.8., 2019.12.31.>
학과(부) 및 전공별 학위 수여표

1. 강릉캠퍼스

학  위 대  학 학   과

문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유아교육과
연계전공 인문콘텐츠 융합전공<신설>

경 영 학 사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 제 학 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무 역 학 사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사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연계전공 중국통상전공
지리정보학사 연계전공 지리정보시스템전공
행 정 학 사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
법  학  사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화학신소재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
경과학과

연계전공 공통과학전공, 환경융합과학전공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해양분자생명공학과), 환경조경
학과

공  학  사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
재금속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농  학  사 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미 술 학 사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음 악 학 사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예 술 학 사 예술․체육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체 육 학 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치 의 학 사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2. 원주캠퍼스

학  위 대  학 학   과

문  학  사
문화대학 유아교육과, 여성인력개발학과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복지학과), 유아교육과

간 호 학 사
문화대학 간호학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공  학  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정보기술공학과), 전
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정밀기계공학전공, 기계의
용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산업정보경영공학과), 기
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음 악 학 사 문화대학 음악과
예 술 학 사 문화대학 패션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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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Ⅶ) <개정 2010.12.1., 2011.1.28., 2014.10.30., 2017.2.8.>
교육대학원 전공별 학위과정 구분

캠퍼스 전 공 명 논문학위 무논문학위 비고

강릉 교 육 학 ○ ○

교육행정 ○ ○

상담심리 ○ ○

국어교육 ○ ○

영어교육 ○

중국어교육 ○ ○

윤리교육 ○

철학교육 ○

역사교육 ○ ○

수학교육 ○ ○

물리교육 ○

화학교육 ○ ○

생물교육 ○

영양교육 ○ ○

미술교육 ○ ○

체육교육 ○ ○

음악교육 ○ ○

원주 유아교육 ○ ○

컴퓨터교육 ○ ○

음악교육 ○ ○ 2017학년도 재학생 및 휴학생이 
수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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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Ⅷ)
통합 행정실

 1. 강릉캠퍼스

대학(원)명 행정실명

인문대학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2. 원주캠퍼스

대학(원)명 행정실명

보건복지대학
통합 행정지원부

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

대학원 명 행정실명

일반대학원

대학원 통합 행정실
교육대학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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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학사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행정업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학사위원회) ① 교무처는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교무과장, 학사운영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규칙 제 942호, 제정 2008.11.10.

규칙 제1052호, 개정 2009. 3.18.

규칙 제1101호, 개정 2009. 5.14.

규칙 제1117호, 개정 2009. 9.15.

규칙 제1137호, 개정 2010. 2.24.

규칙 제1140호, 개정 2010. 2.26.

규칙 제1170호, 개정 2011. 1.28.

규칙 제1179호, 개정 2011. 2.28.

규칙 제1197호, 개정 2011.10. 5.

규칙 제1211호, 개정 2011.12.28.

규칙 제1218호, 개정 2012. 2.29.

규칙 제1232호, 개정 2012. 5. 4.

규칙 제1293호, 개정 2012.10. 8.

규칙 제1361호, 개정 2013. 1.15.

규칙 제1384호, 개정 2013. 6.26.

규칙 제1394호, 개정 2013. 8.28.

규칙 제1406호, 개정 2013.11.27.

규칙 제1420호, 개정 2014. 1.17.

규칙 제1429호, 개정 2014. 2.27.

규칙 제1438호, 개정 2014. 3.26.

규칙 제1464호, 개정 2014. 4.29.

규칙 제1473호, 개정 2014. 7.25.

규칙 제1496호, 개정 2014.11.24.

규칙 제1504호, 개정 2015. 2.10.

규칙 제1506호, 개정 2015. 2.23.

규칙 제1529호, 개정 2015. 6.29.

규칙 제1536호, 개정 2015. 8.19.

규칙 제1551호, 개정 2015.11.23.

규칙 제1561호,     개정 2016. 1.27.

규칙 제1564호,     개정 2016. 3.15.

규칙 제1590호,     개정 2016. 5.30.

규칙 제1599호,     개정 2016. 6.16.

규칙 제1612호,     개정 2016. 7. 1.

규칙 제1625호,     개정 2016. 9.28.

규칙 제1631호,     개정 2016.10.12.

규칙 제1652호,     개정 2016.12.30.

규칙 제1685호,     개정 2017. 2. 8.

규칙 제1694호,     개정 2017. 3. 8.

규칙 제1698호,     개정 2017. 3.22.

규칙 제1706호,     개정 2017. 6.28.

규칙 제1709호,     개정 2017. 8.14.

규칙 제1717호,     개정 2017. 9. 6.

규칙 제1728호,     개정 2017.11.28.

규칙 제1736호,     개정 2018. 1.24.

규칙 제1745호,     개정 2018. 2.28.

규칙 제1755호,     개정 2018. 3.28.

규칙 제1766호,     개정 2018. 6.15.

규칙 제1778호,     개정 2018. 8. 9.

규칙 제1783호,     개정 2018.11. 1.

규칙 제1792호,     개정 2018.12.31.

규칙 제1802호,     개정 2019. 2.28.

규칙 제1833호,     개정 2019. 5.27.

규칙 제1874호,     개정 2019.10.17. 

규칙 제1903호,     개정 2020. 2.25.

규칙 제1943호,     개정 2020. 6.24.

규칙 제1948호, 전부개정 2020.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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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학사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설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수정원 배정에 관한 사항

  3.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대학교육개선위원회) ① 교무처는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되며,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장, 학생성공지원본부장, 입학본부장, 교양교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학과 등록

제5조(입학) 총장은 입학전형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제6조(등록) ① 학생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등록절차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끝난다.

제7조(등록금) ① 총장은 학생의 매 학기 등록금과 그 납부 기간을 정하여 학기개시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전공배정과 모집단위간 이동 등

제1절  모집단위학과(전공)배정

제8조(모집단위내 정원) ① 모집단위 내에 두는 학과(전공)의 정원은 모집단위에서 결정한다.  

  ② 학적변동이나 농어촌특별전형에 따른 입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과(전공)배정 대상 인원이 제1항의 

총 정원보다 초과 또는 미달된 경우에는 전공별 정원에 비례하여 가감한다.

제9조(배정대상과 시기) ① 학과(전공)배정 대상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예정자로서 2학기 수업일수 4분

의 3 이상 이수자로 한다. 

  ② 단과대학에서는 2개 학기 수학 직후부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모집단위별 선발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등으로 1학년 재적 중 모집단위가 변경된 경우 배정시기는 복학한 

때로 한다. 

제10조(배정지원서 제출) ① 학과(전공)배정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는 제2학기 성적을 통보받은 후부터 

대학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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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학 후 2개 학기를 수학하고 학과(전공) 배정 전에 휴학하는 학생은 휴학원과 학과(전공) 배정지원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모집단위내에 있는 모든 학과(전공)에 대하여 지망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한다. 

제11조(배정인원 및 방법) ① 학과(전공)배정은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다만 기초학문의 보호 육성과 현실

적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모집단위별로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각 학과(전공)의 정원 기준에 따라 최

대 130%부터 최소 70%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자가 모집단위에서 정한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집단위내 선발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배정

한다. 

  ③ 학과(전공)배정 대상자가 학과(전공)배정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모집 단위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장이 배정한다. 

  ④ 모집단위 학과(전공)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학과장(전공주임) 회의에서 심사하여 대학

장이 배정한다. 

  ⑤ 학과(전공)별로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집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선택

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처리는 모집단위별로 자체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2개 학기의 총 평점평균 성적 

  2. 교양영어성적 또는 교양필수교과목 성적 

  3. 모집단위 내 기초과목 중 학과(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수강자 

제2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12조(자격 및 절차) ① 모집단위간 이동은 학칙 제39조를 따르며, 모집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칙 제67조에 따른 해당 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C⁰등급 이상이여야 한다.

  ② 모집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에 관련학과(부)장의 동의서와 대학장의 추천서 및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집단위간 이동을 희망하는 학생의 선발은 서류심사 또는 선발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④ 학부내 전공변경의 경우는 모집단위간 이동 절차에 준하여 학부에서 결정한다.

제13조(재학연한 및 교과이수) ①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합산한다.

  ②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학칙 제69조에 따라 전적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해당 학과

(전공)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을 제외하고, 소정의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재입학

제1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후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으며, 학사제적자(학

사경고, 징계 제적자 등)의 경우 소속대학 교수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 사유서,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칙 제68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확인하여 학점 및 이수학

기를 재사정하고 남은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5조(휴학)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50조에 따라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되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학기 중 시기에 상관



I. 학사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강릉원주대학교 70 학사운영과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③ 휴학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 합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까지 할 수 있다.

  2. 질병휴학은 요양이 필요한 기간까지로 하고 합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수학에 지

장이 있을 경우에는 2학기, 장애로 인한 휴학은 4학기(2년 이내)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3. 군휴학은 병역 복무기간으로 한다.

  4. 임신·출산·육아휴학은 4학기(2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6세 이하로 하며, 배우자 남학생의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5. 창업휴학은 6학기(3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6. 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합산 휴학기간(6학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휴학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휴학: 의사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2.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3.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휴학 중인 학생이 가사사정,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군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귀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학과에 제출하여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신입생은 질병, 병역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복학) ① 학칙 제50조에 따라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 이내에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통하여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한 학생이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려 할 때에는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

다.

  ③ 군휴학 학생은 전역 후 1년 이내 학사력에 따른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있으며, 병적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퇴 및 제적) ① 학칙 제52조에 따라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확인 및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 면담을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칙 제53조에 따라 학생을 제적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소속대학장 및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

지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 연락두절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속학과(전공)를 통하여 공지한

다. 

제4장  교육과정

제1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제18조(교육과정 편성) ① 대학은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와 핵심역량에 따른 교육실현을 위하여 교양 및 전

공 교육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한다. 

  ② 대학은 교육목표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체계화하고 교육목표에 연계된 역

량 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③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편성한다. 

  1. 학습자의 수강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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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양하고 균형있는 교과목 개발

  3. 이론교육과 실용교육 조화

  4. 학생과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5. 인성교육 강화 

  ④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교육과정 구성)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에 따른 구성 및 학점배정

은 별표 Ⅰ과 같다. 

  1. 교양과목: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2. 전공과목: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3. 일반선택과목

제20조(교육과정 개편) 교육과정의 개편주기는 4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분 또는 전면 개편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정 이수

제21조(교육과정의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교양과목) ① 교양교과목 이수 기준은 별표 Ⅱ와 같다.

  ② 학생이 재학 중 공인 외국어시험이나 자격시험에 의해 학점 인정이 가능한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인외국어 시험은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인정한다. 

공인된 표준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및 자격증 등 인정대체 교과목 및 학점

영  어
TOEIC 800점 ․ CBT TOEFL 225점 ․ IBT TOEFL 70점 

․ New TEPS 452점 ․ IELTS 6.0 이상 소지자
영어 Ⅰ,Ⅱ중 택1(3학점 A+)

독일어 Start Deutsch 2급 독일어 Ⅰ,Ⅱ중 택1(3학점 A+)

중국어 新HSK 6급 중국어 Ⅰ,Ⅱ중 택1(3학점 A+)

일본어 JPT 650점 ․ JLPT N2급(JLPT 2급) 일본어 Ⅰ,Ⅱ중 택1(3학점 A+)

자연과학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4과목 각 B등급 이상, 

MOS Master, e-Test Professionals 1급, ICDL 

Start 이상

컴퓨터활용, 오피스 프로그램의 창의적 

표현 중 택1(3학점 A+)

제23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되 각 학과(전공)의 교과목 이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른 학과(전공) 교육과정에 설치된 교과목 중 소속학과(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각 학과(전공)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다음 학기 개설과목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일반선택과목) ① 일반선택과목은 다른 학과(부)에 개설된 전공교과목, 교직교과목 및 군사학 관련 

교과목 등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교과목 중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선택과목은 대학 내에 개설된 어느 교과목이나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

의 실기과목 및 교육실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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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다전공

제25조(다전공 인정) ① 다전공 교육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부전공 등) 편성은 다전공별 

학과(관리부서)에서 편성하되, 전공기초,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교직과정

제26조(교직과정 설치) 학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직과정을 설치하는 학과(전공)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7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직과정 주임교수를 두고,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과정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

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총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 

  2.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8조(기능)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대체지정 및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교과목) ① 학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교직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별표 Ⅲ과 같으며,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상응하는 대체

지정교과목 별표 Ⅳ 중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이수신청 및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대학장은 교직과정 이수희망자 중에서 인성, 적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승인한 해당 

학년, 학과 인원 이내에서 2학년 종료 시까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고 총장이 최종 확정한다. 

제31조(학점인정) ①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기준 학점에 포함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32조(교육실습) ①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학년도에 협력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

만,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협력업체에서 4주간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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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육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자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에서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수인정 및 상실) ① 교직과정 이수자의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과 성적기준은 별표 Ⅲ과 같

다.  

  ② 학칙 제89조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자격이 상실된다.

제5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34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외국 대학과의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주체 및 분야) 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이 대학교와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외국대학으로 하며, 외국대학은 해당 국가의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또는 해당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대학으로 한다. 

  ②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야로 한다.  

  1. 기초과학 분야 

  2. 첨단과학기술 분야 

  3. 국제학 관련 분야 

  4. 그 밖의 이 대학교와 관련된 분야 

제36조(운영방법) ① 외국대학은 전임교원에 의한 수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대학교 교수 및 외국 대학 

교수와의 협동수업(co-teaching)의 경우 외국 대학 교수가 해당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담당해야 하

며, 이 대학교 교수는 해당 외국어로 수업하여야 한다. 

  ②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학부 또는 학과의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③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점상호인정 등) ①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된다. 

  ②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대학교

와 외국 대학과의 공동 학위수여는 하지 않는다.

제38조(명칭사용) 공동운영 교육과정에는 이 대학교와 외국의 대학 명칭을 차례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제39조(외국인 수강생) ① 외국인 수강생은 외국인으로서 각 과정의 해당 학부 또는 학과 및 학년의 재학

생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이 대학교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외국인 수강생은 소속대학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하되, 2년 이내까지 수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수강생은 정원 외로 하며, 수강생 인원은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분의 1 이내로 하되 전체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외국인 수강생의 수강과목) ① 수강이 허가된 사람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은 해당 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에서 한 학기에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한다.

  ③ 수강한 과목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외국인 수강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나 외국인 수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1조(수강료 및 체제경비) ① 외국인 수강생이 소속대학에서 해당 학기의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이 대학교에서의 수강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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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인 수강생이 이 대학교에서 체재기간 중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인 수강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수강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수업

제1절 수업시간표

제42조(시간표 편성) 교무처장은 개설교과목의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수강신청기한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으로 하고, 교과목의 수업시간은 가급적 주 내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44조(교원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 Ⅴ

와 같이 한다.

  ② 전임교원이 보직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하며, 전항에 규정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인정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책임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외부협약에 명시된 

조건이 있는 경우 책임시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휴가 등으로 수업을 담당하기 어려운 여성 교원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부족한 시수만큼 보충하

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 기준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교원이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수업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확장형 수업계획서를 정해진 절차와 양식에 따라 예비수강신청 개

시 3일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수업방법

제46조(집중수업) 특정시기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집중수업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아 실시한다. 

제47조(교외수업) ① 교외교육은 수업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되, 교과담당교수 인솔하에 해당 교과목의 수강

생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연관이 있는 기관·업체·현장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에 계획이 없는 교과목의 교외교육은 2주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방송․통신수업) ① 학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군휴학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 수업은 학칙 제66조제1항의 수강신청 학점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 계절수업에 방송․통신 수업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교수 1인당 이 대학교 방송·통신 수업 교과목은 한 학기에 1과목으로 제한한다. 

  ⑤ 방송·통신수업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현장실습 학기제) ① 학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학기제 이수는 2학년을 수료한 학생이 학과(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개정 

2016.6.16.> 

  ③ 현장실습 학기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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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창업대체학점 인정제) ① 학칙 제48조제7항에 따라 창업실습수업 및 창업현장실습수업으로 한 학

기 또는 두 학기를 이수할 수 있다.  

  ② 학기 종료 후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평가할 수 있는 소정의 결과물을 제출할 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국외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학칙 제65조제7항에 따라 국외교육기관에서 허락을 받아 수강하면 이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수강신청

제52조(수강신청지도) ① 학과(부)장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학생의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교과목의 이수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의 순으로 신청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성적우수자와 학사경고자를 구분하여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 

  3. 수강대상을 지정한 교과목은 지정한 강좌에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이수영역별 교과목 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6. 재직 중인 교원 자녀가 해당 교원의 수업을 가능한 회피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6호와 관련하여 자녀가 해당 교원의 수업을 불가피하게 수강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수강신청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업시간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 기간 내에 학과(전공)의 지도를 받

아 학내 전산시스템, 모바일 등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이내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학점이 136학점 이상인 경우 21학점, 치

의예과 20학점, 치의학과는 23학점으로 한다. 다만, 매학기 1과목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8학기 이

후는 1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은 3학점까지 추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재학연한 내에 직전학기 학과별 수강가능학점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에 3학점 이내

에서 이월하여 추가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⑤ 선수과목을 요하는 교과목은 그 선수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⑥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제54조(수강신청변경) ① 교무처장은 합강, 폐강 등으로 수업시간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공

고하여 해당 학생에게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변경은 변경기간 중 전산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교과목별 수강 최대인원을 초과하는 경

우 변경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장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변경기간 종료 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 

  ④ 수강신청이 인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학점이 된다. 

제55조(폐강기준) ① 교양 및 일반선택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25명 미만일 경우 그 강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다. 다만, 원주캠퍼스에 개설된 교양교과목은 20명 미만일 때 개설하지 않는다. 

  ② 전공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일 때에는 그 교과목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

별 재학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폐강에 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수강신청취소) ① 이미 승인을 얻은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기한 내 전산시스템에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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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취소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수강과목을 취소할 경우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 

제4절  출결 관리

제57조(출석 및 성적표) ① 학생은 수강이 승인된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매 학기 수업 종료 후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미달하여 출석한 교과목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한

다. 

  ④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수업이 종료되면 전산시스템에 성적을 입력하여야 하며, 소속대학장은 이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부정출석 의뢰자 및 대리자는 해당 학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58조(결석자 처리 및 공결처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소속대학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소속대학의 무단 결석자를 집계하여 총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이 공결허가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공적 증빙서류를 교부받

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8호는 공결허가서만 인정한다.

  1.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소집 된 학생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3. 정규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교육실습, 현장실습, 야외답사) 

  4. 경조사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름) 

  5. 출산으로 인하여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으로 본인 21일, 배우자 5일로 하며 공결일은 휴일을 포함한

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

가능한 학생 

  7. 본인의 질병으로 응급 진료 및 입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학장이 인정할 때 

    가. 전공 관련 자격시험, 대학원 진학시험, 취업면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나. 일반 병원 진료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단, 진료 받는데 소요된 시간에 한하며, 공결로 인정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다.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취업으로 인한 공결처리는 7학기 이상 이수 후 졸업 잔여 학점이 16학점 이하인 학생이 “공결허가

서”(별지 제13호서식)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공결

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하 “체육특기자”라 한다)은 학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결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체육특기자의 공결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휴․결강과 보강)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사정

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대학장에게 “휴․결강 및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해당 학기

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은 휴․결강 및 보강계획서에 의한 보강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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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수업평가

제60조(수업평가) ① 매 학기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평가는 매 학기별 중간수업평가와 기말수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제6절  학업성적 관리

제61조(시험구분) 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는 “기말시험”, 학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시험” 및 수시로 

평가하는 “수시시험”으로 구분한다. 
제62조(시험공고 및 응시) ①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

시할 수 있다. 

  ② 학기말 시험의 시험시간표는 수업시간에 준하여 편성하되, 교양 및 교직과목은 교무처에서, 전공 및 

일반선택 교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편성하여 시험개시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추가시험) ① 질병, 병역소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추가시

험을 보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를 첨부한 추가시험신청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2. 병역소집의 경우 소집영장 사본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그 사유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 

  ②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시험관리) ① 교양교과목의 시험은 교육혁신원에서 관리하고, 전공 및 일반선택 교과목은 해당 대

학(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험감독자는 교무처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④ 대리시험 의뢰자 및 응시한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을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65조(성적평가기준)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별로 시험, 과제물 및 출석 등을 포함한 성적평가

기준을 수업계획서에 명기한다. 

  ② 학칙 제62조제1항의 학업성적의 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에 대하

여는 총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의 요청이 있을 때 별

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등급 평점 상대평가비율
A+
A0

4.5
4.0

30% 

B+
B0

3.5
3.0

40% 

C+
C0

2.5
2.0

30% D+
D0
F

1.5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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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의한 상대평가비율은 동점자 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추후 성적정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6조(교과목 재이수) ①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 신청학기의 B⁺등급 이하 성적으로 인정

되고, 이전에 취득한 학점과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 및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폐지교과목은 학생이 신청하여 

재이수 교과목을 유사대체과목으로 지정받아 재이수할 수 있다. 

  ③ 교무처장은 매 학기 F학점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현황을 소속대학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장은 F학점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학생이 소속학과(전공) 지도교수의 상담지도와 재이수 교과

목 담당교수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게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

며,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학과(전공) 지도교수는 F학점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학생에게 상담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재이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교과교육에 대하여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후 학생 소속학과(전공)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 중 교과목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급에 의한 재이수와 필수 

이수과목이 F학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7조(성적평가표 제출 및 성적공개) ①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완료 후 성적평가표를 소속대학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교과목의 성적평가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을 제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교과목의 성적을 수강학생에게 공개하고 성적의 착오, 누

락 등이 발생된 경우 정정할 수 있다. 

제68조(성적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의 착오,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의 정정사유서 및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9조(평점평균산출) ① 성적평점평균의 산출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

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를 절사하여 처리한다. 

  ②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평점 합계 

  2. 신청 학점계 

  3. 성적 취득과목수

  ③ 평점평균을 100%의 실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60＋{(취득한 평점평균-0.6)×40/3.9}의 값을 실점으로 

표기한다. 

제70조(학사경고) ① 한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치의예과, 치의

학과는 제외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다음 학기 수강 학점 제한은 각 호와 같다.

  1. 연속 2회는 15학점 이하 

  2. 연속 3회는 12학점 이하 

  ④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는 제1항(학사경고자)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학습부진 원인별로 상담을 통한 

맞춤형 특별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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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급) ① 교무처장은 매년 3월초에 유급을 받은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현

황을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예)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유급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학습부진 원인별로 상담을 통한 맞춤형 특별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2조(성적처리 및 학적부 등재) ① 교과목별 성적은 수강생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다. 

  ② 교무처장은 학생 개인별 성적표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한다. 

제73조(성적자료의 관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처리 결과를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성적평

가 산출근거(답안지, 과제물 등)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퇴직 3년 이내인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은 주관 단과대학 행정부서에서 원본자료를 보관한다. 

  ② 성적처리 완료 후 매 학기의 성적처리 전산데이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영구 보관한다. 

제7절  계절수업

제74조(개설) ① 계절수업은 이 대학교 재적자를 위하여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

설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개설은 학기 개시 3주일 전에 개설교과목, 학점,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한다. 

  ③ 계절수업의 수강과목은 등록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개설한다. 다만, 계절수업을 사업단 등에서 개설

하여 수강료를 수강생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5조(학점) 계절수업의 수강학점은 매 계절수업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6조(학점인정) ①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② 실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D⁰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한다. 

  ③ 계절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의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수강료) 계절수업의 수강을 허가받은 학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공개강좌

제78조(개설목적) 이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논리와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79조(과목, 기간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정원, 수강자격,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강 시마다 

총장이 정한다. 

제6장  학적

제1절  졸업논문

제80조(졸업논문의 구분) ① 졸업논문은 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

시험 또는 작품제작 및 번역발표로 대치하거나, 복수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졸업논문의 학과 또는 전공별 시행구분은 별표 Ⅵ과 같다.

제81조(졸업논문 제출자격) ① 학과(전공)에서는 졸업논문 제출 전에 졸업논문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등의 제출 자격은 3학년까지의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 희망자는 

5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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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졸업논문계획서 제출시기) ①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전기졸업예정자는 1학기 시작 후 4주 이

내, 후기졸업예정자는 2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에 논문작성을 위한 계획서를 학부 또는 학과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대학장은 소속학과(전공)의 졸업논문계획을 학기 시작 후 6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기졸업 희망자는 조기졸업이 승인된 학기 초에 졸업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3조(졸업논문지도) ① 졸업논문지도교수는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졸업논문의 분량은 A4용지 15장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계열 및 치의학계열의 소속학과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졸업논문의 제출서식은 학과별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84조(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 ①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또는 작품제작 및 번역발

표는 학과단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시험 및 발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에 내용과 기준을 정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또는 작품제작 및 번역발표는 해당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과

정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또는 작품제작 및 번역발표는 전체 평가기준의 평균 60점 이

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작품제작 및 번역발표 중 외국관련 작품제작의 경우 공동시행도 가능하나 참여자 개인별 능력이 판단

될 수 있도록 한다.

제85조(졸업논문 등의 제출시기) ① 졸업논문 및 실험․실습보고는 종강일 2주 전까지 지도교수를 거쳐 학

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제작 및 번역발표, 실기발표 및 졸업종합시험은 종강일 2주전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제86조(졸업논문심사) ① 졸업논문심사위원은 3명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전임교원이 부족한 경우

에는 겸임교원 또는 강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과(부)장의 추천에 따라 대학장이 위촉한다. 

  ② 졸업논문의 심사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정한다. 

  ③ 졸업논문의 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대학장은 학과의 논문심사 결과를 취합하여 종강 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불합격자 구제) 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수료 이후에 재심사(재시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학점 부족으로 졸업할 수 없을 경우 졸업논문 합격자격은 졸업이 

가능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2절  졸업

제88조(졸업사정) ① 졸업 및 수료는 각 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② 졸업사정에 통과되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취득학점: 별표 Ⅰ에서 정한 학과별 졸업학점 이상

  2. 전 수강과목의 평점평균 2.0 이상 

  3. 각 학과별 교육과정상의 소정학점 충족이수 

  4.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제작, 번역발표, 종합시험 포함) 합격(졸업논문을 시행하지 

않은 학과는 제외)

  5. 각 학과별 졸업요건 충족(별도의 졸업요건을 정하지 않은 학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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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 이상 취득(단, 정보통계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조경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자동차공학전공소속 학생은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7.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비교과 활동 20시간 이수 충족(치의학과는 치의예과 재학 중 

이수) 

제89조(졸업 및 학위취득 조건) 학칙 제72조에 따라 졸업 요건이 충족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

다. 다만, 학칙 제75조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위를 박탈한다. 

제9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자는 학칙 제74조를 따르며, 졸업논문 제출 또는 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졸업

예정학기에 부여된다. 

제91조(졸업증서 등) 졸업증서는 졸업증서 수여대장에, 수료증서는 수료증서 수여대장에 각각 등재하고 발

급해야 하며, 졸업증서 수여대장과 수료증서 수여대장은 영구보존하되, 복사본을 작성하여 평상시 증명

서 발급에 사용한다. 

제3절  학적부 작성 및 변경

제92조(학적부 작성 및 관리) ① 교무처장은 해당 학년도 후기 졸업일로부터 60일까지 해당 학년도 졸업생 

학적부를 전산매체에 저장한다. 

  ②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성명 및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

일 등)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첨부하여 기재사

항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제 증명서 발급

제93조(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졸업(예정), 수료, 학위수여(예정), 재학, 휴학, 제적, 성적, 학적부 등으

로 구분하며, 모든 증명서는 총장명의로 발급하되, 민원업무용 특수 관인(영문의 경우 서명)을 사용한

다.  

제94조(발급 신청 및 절차) ① 모든 증명서는 증명 해당인 본인의 신청에 의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의 학적자료에 따라 발급하고, 전산화되지 않은 사람은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

재된 사실을 기록대조하고 해당란에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증명서 발급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증명서 발급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전산화 되지 않은 증명서는 발급대장을 별도 비치한다. 

  ⑤ 증명수수료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⑥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발급한다. 다만, 최종학기 재학자로서 취업 또

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최종학기를 등록하고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이 될 때만 발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42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폐지) 이 학사운영규정 시행과 동시에 강릉대학교학칙시행세칙 및 강릉대학교학사에관한내

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강릉대학교학칙시행세칙 및 강릉대학교학사에관한내규규정

에 의해 시행된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052호, 2009.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01호, 200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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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7호, 2009.9.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37호, 2010.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40호, 2010.2.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70호, 2011.1.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79호, 201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97호, 2011.1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1호, 2011.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18호, 2012.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32호, 2012.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3호, 2012.1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61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인 학생의 경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384호, 2013.6.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94호, 2013.8.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06호, 2013.11.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20호, 2014.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29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8.27.>
부칙 <규칙 제1438호, 2014.3.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64호, 2014.4.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73호, 2014.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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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1496호, 2014.11.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04호, 2015.2.10.>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06호, 2015.2.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8.27.>

부칙 <규칙 제1529호, 2015.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36호, 2015.8.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51호, 2015.11.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61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9조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8.27.>

부칙 <규칙 제1564호, 2016.3.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90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사운영 규정 별표 VI 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중 세라믹신소재공학과의 개정규정은 2016

학년도 전기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599호, 2016.6.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12호, 2016.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25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4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631호, 2016.10.12.>

이 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52호, 2016.12.30.>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Ⅴ 중 해람교양교육원장에 관한 사항은 2017년 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85호, 20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사운영 규정 별표 Ⅵ 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중 소프트웨어학과(정보기술공학과)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1.24.>

부칙 <규칙 제1694호, 2017.3.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698호, 2017.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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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규칙 제1706호, 2017.6.28.>

학사운영 규정 [별표 Ⅵ] 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중 신소재금속공학과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

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709호, 2017.8.14.>

학사운영 규정 [별표 Ⅳ]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17호, 2017.9.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28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6조제5항, 제70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교과목 재이수 및 학사경고는 2018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8.27.>

부칙 <규칙 제1736호, 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사운영 규정 [별표 Ⅵ] 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중 소프트웨어학과(정보기술공학과)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1745호, 2018.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55호, 2018.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66호, 2018.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적용례) 제3항의 [별표 Ⅵ] 졸업 논문의 시행 구분 중 산업경영공학과의 개

정규정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창업실습Ⅰ 교과목은 제50조(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규정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0.8.27.>

부칙 <규칙 제1778호, 2018.8.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82호, 2018.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9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1802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졸업사정)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전부개정 2020.8.27.>

제2조(경과조치) 학사운영 규정 별표 Ⅱ 교양교과목 이수 기준과 관련하여 2017, 2018학년도 입학생은 해

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 교과목 이수를 우선으로 하되,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대

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833호, 2019.5.27.>

이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874호, 2019.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원로교수(정년퇴직 6개월 이하 교원)의 책임시수는 2020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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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03호, 2020.2.25.>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43호, 2020.6.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948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강릉원주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및 각 항, 제74조제1항 중 “계절학기”를 “계절수업”으로 한다.

  ② 강릉원주대학교 조직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강의계획서”를 “수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강의평가”를 “수업평

가”로 한다.

  ③ 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강의계획서”를 “수업계획서”로 하고, “계절학기”를 “계절수업”으로 한다.

  ④ 강릉원주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계절학기”를 “계절수업”으로 한다.

  ⑤ 강릉원주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중 “강의계획서”를 “수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 중 “강의

평가”를 “수업평가”로 한다.

  ⑥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강의계획서”를 “수업계획서”로 한다.

  ⑦ 강릉원주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의계획서”를 “수업계획

서”로 하고, “강의평가”를 “수업평가”로 하고, 제24조제2항 중 “계절학기”를 “계절수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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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Ⅰ] 

교육과정 구성표

대

학

명

모집단위

교  양 전  공

일반

선택

졸업

학점기초

교양

균형

교양

특별

교양

교양

계

전공최소
심화

전공

전공

계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12 21 6 39 9 18 21 48 30 78

졸업에 

필요한

학점

130 

영어영문학과 12 21 6 39 9 3 36 48 30 78 " 130

독어독문학과 12 21 6 39 9 12 27 48 24 72 " 130 

중어중문학과 12 21 6 39 12 0 36 48 30 78 " 130 

일 본 학 과 12 21 6 39 6 6 36 48 30 78 " 130 

철  학  과 12 21 6 39 12 15 21 48 30 78 " 130 

사  학  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사회

과학

대학

경 영 학 과 12 21 6 39 9 24 15 48 27 75 " 130 

회 계 학 과 12 21 6 39 18 27 3 48 30 78 " 130 

관광경영학과 12 21 6 39 6 15 24 45 21 66 " 130 

경 제 학 과 12 21 6 39 18 27 3 48 30 78 " 130 

무 역 학 과 12 21 6 39 12 15 21 48 27 75 " 130 

국제통상학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2 21 6 39 9 15 24 48 24 72 " 130 

법  학  과 12 21 6 39 15 21 12 48 30 78 " 130 

자치행정학과 12 21 6 39 9 0 39 48 27 75 " 130 

자연

과학

대학

수  학  과 12 21 6 39
9

(11)
15 21 

45

(47)
27 

72

(74)
" 130 

정보통계학과 12 21 6 39
9

(11)
18 21 

48

(50) 
30 

78

(80)
" 130 

물 리 학 과 12 21 6 39 9 15 21 45 21 66 " 130 

생 물 학 과 12 21 6 39 9 15 24 48 27 75 " 130 

대기환경과학과 12 21 6 39
9

(11)
0 36

45

(47)
27 

72

(74)
" 130 

화학신소재학과 12 21 6 39 14 17 17 48 30 78 " 130 

생명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12 21 6 39 9 14 25 48 24 72 " 130 

식품가공유통학과 12 21 6 39 9 6 33 48 30 78 " 130 

해양식품공학과 12 21 6 39 9 20 19 48 30 78 " 130 

해양자원육성학과 12 21 6 39 9 17 22 48 30 78 " 130 

해양생물공학과 12 21 6 39 12 24 12 48 30 78 " 13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식물생명과학과 12 21 6 39 12 28 8 48 30 78 " 130 

환경조경학과 12 21 6 39 15 19 14 48 30 78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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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 최소학점으로 한다.

  단, 토목공학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최소학점과 균형교양의 공학교육인증학점(토목 : MSC 30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토목공학과의 균형교양 이수학점은 공학교육인증학점(토목 : MSC 30학점)을 포함한 학점으로 한다.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및 과학기술대학 이수학점( )는 기초수학 또는 학과지정 기초교과목 수강대상

자의 학점으로 한다.

대

학

명

모집단위

교  양 전  공

일반

선택

졸업

학점기초

교양

균형

교양

특별

교양

교양

계

전공최소
심화

전공

전공

계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12 21 6 39
16

(18)
21 11 

48

(50) 
30 

78

(80)
" 13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신소재금속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토목공학과 12
41

(43)
6

59

(61)
8 21 19 48 30 78 " 140 

생명화학공학과 12 21 6 39
12

(14)
18 18 

48

(50) 
30 

78

(80)
" 130 

예술

체육

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21 6 39 12 15 21 48 30 78 " 130

체육학과 12 21 6 39 7 21 20 48 30 78 " 130 

음악과 12 21 6 39 16 28 0 44 28 72 " 130 

패션디자인학과 12 21 6 39 8 17 23 48 30 78 " 130 

치과

대학

치의예과 12 15 6 33 42 0 0 42 0 42 " 75 

치의학과 0 0 0 0 0 150 9 159 0 159 " 159 

치위생학과 12 9 6 27 7 70 5 82 27 109 " 138 

보건

복지

대학

유아교육과 12 21 6 39 9 0 60 69 0 69 " 130 

간호학과 12 9 6 27 18 79 6 103 0 103 " 130

사회복지학과 12 21 6 39 8 28 12 48 30 78 " 130 

다문화학과 12 21 6 39 6 18 24 48 30 78 " 130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12 21 6 39 12 3 33 48 30 78 " 13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21 6 39 18 24 6 48 30 78 " 130 

전기공학과 12 21 6 39 14 18 16 48 30 78 " 130 

정보통신공학과 12 21 6 39 15 18 15 48 30 78 " 130 

기계공학과 12 21 6 39 9 18 21 48 30 78 " 130

자동차공학과 12 21 6 39 9 15 24 48 30 78 " 130 

산업경영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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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Ⅱ] 

교양교과목 이수 기준표  

구분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계

영역

① 사고와 표현

② 글로벌 의사소통(4개 언어)

③ 대학교시(’17, ’18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① 문학∙예술

② 역사∙문화∙철학

③ 정치∙경제

④ 사회∙심리

⑤ 자연과학

⑥ 공학교육인증(MSC)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④ SLC(’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함)

이

수

학

점

일반

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⑤영역: 3개 영역 

이상에서 21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39

학점

12학점 21학점 6학점

치의

예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⑤영역: 3개 영역 

이상에서 15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33

학점

12학점 15학점 6학점

치위생

학과

·

간호

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⑤영역: 3개 영역 

이상에서 9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27

학점

12학점 9학점 6학점

(KEC)

토목

공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⑤영역: 3개 영역 

이상에서 11학점 이수

⑥ MSC 30(32)학점이수

 * 기초수학이수자는 

  32학점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59(61)

학점

12학점 41(43)학점 6학점

 
※ 이수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초과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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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Ⅲ] 

교원자격 취득기준 

영  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비고

교직

과정

이수

과목

교직

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2학점)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

   (2학점) 

(※「교육학논술연습」  

  교과목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가능.)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

   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

   (2학점) 

(※「교육학논술연습」  

  교과목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가능.)

교과

교육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삭제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교직

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

   (2학점)

 - 교직실무(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과 실제(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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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소양(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 2013∼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2015∼2016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영  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비고

교육

실습

 - 교육실습(2학점) 4학점 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정 

인․적성검

사 기준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과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80/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

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단, 2016.3.1.일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으로 

    남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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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Ⅳ]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에 따른 대체지정교과목

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대체지정교과목 비고

인문

대학

국어국문

학과
국어

(1)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

(1)~(5)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2)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문학개론

한국문학사Ⅰ

한국문학사Ⅱ

(4)문학교육론

한국현대소설론

한국고전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구비문학론

한국고전시가론

(5)의사소통교육론 국어어휘론

영어영문

학과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문학개관 　

영어문법
기초영문법

택1
영문법연습

영어회화
초급영어회화

택1
중급영어회화

영어독해
현대영국소설

택1
현대미국소설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 　

영미문화 미국문학개관 　

영어작문
영작문의기초

택1
영어구조의이해

중어중문

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과언어특강 　

중국어학개론 기초 중국어어휘와발음연습 　

중국어문법 현대중국어어법의이해 　

중국어회화 중국어번역연습 　

중국어강독 중급중국어독해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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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대체지정교과목 비고

고급중국어독해

중국어작문 중국어어휘와구문 　

한문강독
중국고문입문

택1
중국고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초보자를위한중국서사 　

일본학과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고급일어회화Ⅰ

택1
고급일어회화Ⅱ

일본어작문
고급일어작문Ⅰ

택1
고급일어작문Ⅱ

일본어강독
고급일어강독Ⅰ

택1

고급일어강독Ⅱ

일본문화

전근대일본역사

택1근현대일본역사

현대일본사정

철학과 철학

철학교육론 철학교육론 　

논리학
논리학Ⅰ

택1　　
논리학Ⅱ

윤리학 윤리학 　

인식론 인식론 　

형이상학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중국철학사

택1인도철학사

동양철학개설

서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논술과비판적사고 　

철학고전선독및철학

논변연습

동양철학과콘텐츠

택1서양철학연습

인도철학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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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철학연습

한국철학연습

희랍철학연습

서양철학사 연구

철학교육방법론 철학교재연구및지도법 　

사회

과학

대학

경영학과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필수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2)경제학원론
경영학적사고론

택1
경영경제통계학

(3)회계원리 재무회계원리 I

(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경영학원론

택1마케팅원론

재무관리

(5)무역실무

국제경영학

택1신유통관리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

(6)회계정보처리론 재무회계원리 II

회계학과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경제학 원론

회계이론

(3)회계원리 회계원리I

(4)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5)무역실무 무역학원론

(6)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 자원관리(ERP)

회계자료처리론

ERP 회계

무역학과 상업

(1)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2)경제학원론

   상업경제

경제학이해

국제무역개론

(3)회계원리 무역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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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경영학이해

마케팅원리

(5)무역영어 무역영어

(6)회계정보처리론 무역운송론

관광경영

학과
관광

관광교육론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

(관광학원론)
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법규론 　

식음료경영론 호텔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관광개발론 　

호텔관광서비스론 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관광이벤트론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물리

물리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역학
일반역학Ⅰ

택1
일반역학Ⅱ

전자기학
전자기학Ⅰ

택1
전자기학Ⅱ

양자역학
양자물리Ⅰ

택1
양자물리Ⅱ

열 및 통계물리

열물리Ⅰ

택1열물리Ⅱ

통계물리

파동 및 광학
광학Ⅰ

택1
광학Ⅱ

전산물리
전산물리Ⅰ

택1
전산물리Ⅱ

현대물리학
현대물리Ⅰ

택1
현대물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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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실험
일반물리학이론및실험 Ⅰ 　

일반물리학이론및실험 Ⅱ 　

화학신소재학

과
화학

화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화학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Ⅰ 　

물리화학Ⅱ 　

물리화학 실험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Ⅰ 　

유기화학 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Ⅰ 　

무기화학 실험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분석화학실험 　

생물학과 생물

생명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 　

세포학 세포생물학 　

발생학
식물발생학

택1
동물발생학및실험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및실험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유전학 　

분류학
식물계통분류학 

택1
동물계통분류학

생태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생화학 　

대기환경과학

과
지구과학

지구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지구과학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지질학 지질학 　

천문학 위성기상학 　

대기과학 기상학개론Ⅰ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물리학 물리기상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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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
대기환경공학

택1
기상학개론Ⅱ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기후학 　

통합과학

전공
통합과학

(1)통합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통합과학교육론

(1)분야에서

1과목(2)~(5

)분야중각분

야에서2과목

이상이수(주

전공표시과

목해당분야

제외)

과학교육론

(2)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일반물리학이론및실험Ⅰ

일반물리학이론및실험Ⅱ

일반물리학Ⅰ

일반물리학Ⅱ

일반물리학실험Ⅰ

일반물리학실험Ⅱ

일반물리학및실험

전자기학Ⅰ

전자기학Ⅱ

현대물리Ⅰ

현대물리 Ⅱ

(3)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일반화학Ⅰ

(1)분야에서

1과목(2)~(5

)분야중각분

야에서2과목

이상이수(주

전공표시과

목해당분야

제외)

일반화학Ⅱ

일반화학실험Ⅰ

일반화학실험Ⅱ

일반화학및실험 Ⅰ

일반화학및실험 Ⅱ

일반화학

무기화학Ⅰ

무기화학Ⅱ

유기화학Ⅰ

유기화학Ⅱ

(4)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생물학및실험Ⅰ

생물학및실험Ⅱ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지구과학

지질학

기상학개론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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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

(1)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실습

(1)에서1과

목(2)~(3)에

서각2과목이

상(4)~(5)에

서각1과목이

상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식품학

조리과학

식품가공유통

학과
식품가공

식품화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위생학 　

유기화학 유기화학및실험 　

농산물가공 농산가공학및실험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저장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 　

식물생명

과학과

식물자원·

조경

원예
식물과학개론

택1
식물병리학

작물 식물생산과학원론 　

육종 식물육종학및실험 　

생리
식물생리학및실험

택1
저장유통생리학및실험 

농업정보 식물생명산업경영과취업

식물자원 식물분류학및실험

유전학 식물유전학실험 　

해양식품

공학과
식품가공

식품화학 수산식품화학및실험 　

식품가공 발효식품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식품위생 식품위생학및실험 　

수산물가공 수산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재료학

식품공정공학
택1

수산식품재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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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대학

해양자원

육성학과
수산·해양

(1)수산교육론 수산학개론

(1)에서1과

목(2)~(4)에

서각2과목이

상

(2)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어장학

수산자원학

어장학

(3)어류양식

   (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무척추동물양식학

어류질병진단학

(4)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또는 수독성학)

해양학개론

해양생태학

해양생물

공학과
수산·해양

(1)수산교육론 수산해양교재연구및지도법

(2)어업학개론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수산학개론

(1)에서1과

목(2)~(4)에

서각2과목이

상

생물통계학

(3)어류양식

   (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동물학

양어사료학및실험

면역학

해양생물공학및실험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생화학및실험

생태환경학

해양분자생명

과학과
수산·해양

(1)수산교육론 해양동물생리학

(1)에서1과

목(2)~(4)에

서각2과목이

상

(2)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수산학개론

생물학개론Ⅰ

생물학개론Ⅱ

수산해양교육론

(3)양식학개론

   어병학

   동물학

어류학

해양동물병리학

해양동물학

(4)해양학개론

   해양환경

수산해양과학개론

해양생태학

환경조경학과
식물자원·

조경

작물 녹지지피학 　

원예 환경조경학 　

농업정보 조경GIS 　

조경계획 조경계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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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조경식물관리학및실습 　

식물자원
조경식물학및실습I

택1
조경식물학및실습II 

조경시공 조경구조및시공·관리 　

공과

대학

세라믹신소재

공학과
요업

공업교육론 세라믹전공기초론 　

요업원료학 나노세라믹스 및 물성해석 　

내화물공학 고온세라믹재료공학 　

결정구조학 X선회절공학 　

요업물리 소재물리화학 　

시멘트공학 세라믹재료합성 　

유리공학 비정질재료공학 　

요업공정 세라믹공정 　

강도학 재료물성측정론 　

요업재료 세라믹공학개론I 　

분체공학 고체전자물성론 　

신소재금속공

학과
재료

(1)공업교육론

   금속재료

   (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금속재료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금속재료

(2)금속열역학 금속열역학

(3)금속조직학

   (또는 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금속상변태

금속조직학

상변태

(4)금속강도학 금속강도학

(5)분말야금학 분말야금

(6)표면처리공학 표면처리

전자공학 전자

(1)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컴퓨터개론

(1)분야필수

(2)~(5)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전기회로II

논리회로설계

(2)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I

전자회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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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반도체물성

디지털시스템설계

(4)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신호처리

전기및디지털회로실험I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5)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통신개론

디지털통신시스템

전자기학

생명화학공학

과
화공

(1)공업교육론

   화공양론

화공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화공입문

(2)공정제어 공정제어

(3)물리화학

   반응공학

물리화학

반응공학

(4)유기화학 유기화학

(5)무기화학 무기화학

(6)공업분석화학 분석화학

토목공학과 건설

수리학 수리학Ⅰ및실험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구조역학Ⅰ 　

환경위생공학

(또는 상하수도공학)
상하수도공학및연습

토질역학 토질역학Ⅰ및실험 　

측량학 측량학및실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연습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토목시공학Ⅰ
택1

토목시공학Ⅱ

예술체육

대학
미술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육론 　

표현기법
기초실기Ⅲ

기초실기Ⅵ
택1

디자인 재료연구/한지조형 　

현대미술론

이미지학

택1공예디자인론/작가연구

디자인실기Ⅰ/미술과과학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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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디자인론/미술비평연습

현대예술과미학

한국화

표현기법Ⅰ/표현연구Ⅰ

택1

전공실기Ⅰ

전공실기Ⅱ

디자인실기Ⅲ/인디비주얼워크Ⅰ

디자인실기Ⅳ/인디비주얼워크Ⅱ

서양화

형상표현I

택1

공예디자인창업/공간표현연구II

전공실기III

전공실기IV

창작표현

조소

표현연구II

택1

공간디자인/공간표현연구I

형상표현II

전공실기V

전공실기VI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리빙디자인Ⅰ/매체와 표현Ⅰ

택1리빙디자인Ⅱ/매체와 표현Ⅱ

이미지학

판화
기초실기Ⅱ

택1

기초실기Ⅴ

서예 기초실기Ⅰ 　

미술사(한국,동양,서양

미술사 포함)

미술사입문

택1미술사

디자인마케팅/근현대미술론

색채학 디자인실기Ⅱ/미술과과학Ⅱ 　

공예조형

디자인

학과

공예

(1)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디자인공예교육론
(1)분야필수

,(2)~(3)분

야중각분야

에서2과목이

상이수

드로잉

기초공예Ⅲ
택1

기초실기Ⅲ

(2)도자공예 기초공예Ⅰ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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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공예

   염색공예

기초실기Ⅰ

기초실기Ⅱ

기초공예Ⅱ

택1기초실기Ⅳ

기초실기Ⅴ

전공실기Ⅰ

전공실기Ⅱ

(3)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재료학

전공실기Ⅲ

전공실기IV

공간디자인

음악과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음악교수학습법,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전공실기
전공실기Ⅰ,Ⅱ,Ⅲ,Ⅳ,Ⅴ,

Ⅵ,Ⅶ,Ⅷ

국악실기 국악실기지도법

시창·청음
시창·청음 I, 시창·청음 

II

국악가창지도법
합창 III, IV

 택1
관현악 III, IV

합창·합주지도법 관현악·합창 I, II

국악개론 (성)오페라클래스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I,II),

서양음악사(III,IV)

화성법
화성법Ⅰ,Ⅱ

 택1
(작)고등화성법Ⅰ,Ⅱ

음악분석 및 형식론 (관,현,피)실내악Ⅰ,Ⅱ

피아노반주법 (피)피아노반주법Ⅰ,Ⅱ

보건

복지

대학

간호학과 -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Ⅰ,간호관리학1

택1
간호관리학Ⅱ,간호관리학2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Ⅰ,간호관리학1

택1
기본간호학Ⅱ,간호관리학2

건강사정 및 실습 건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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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정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 학교보건 　

상담이론과 실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Ⅰ,아동간호학1

택1
아동간호학Ⅱ,아동간호학2

아동간호학Ⅲ,아동간호학3

아동간호학Ⅳ

응급간호학 및 실습 응급 및 재해간호 　

보건교육론 보건교육론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수학지도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보육교사(인성)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론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

공학과

정보·컴퓨

터

(1)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정보·컴퓨터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컴퓨터프로그래밍Ⅰ

(2)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알고리즘설계실습

이산수학

인공지능및로봇실습

(3)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설계실습

(4)운영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5)컴퓨터구조 컴퓨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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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회로 논리회로실습

(6)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밀기계

공학전공
기계

(1)공업교육론 기계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

중각분야에

서1과목이상

이수

(2)기계설계

   기계제도

기계요소설계Ⅰ

기계요소설계Ⅱ

전산기이용제도

(3)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고체역학Ⅰ

고체역학Ⅱ

유체역학

열역학

응용열역학

(4)기계공작법

   기계재료

   기계가공

   정밀공작법

생산제조공학

기계재료학

전산기이용제작

정밀계측공학

(5)유체기계

   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유체공학응용설계

메카트로닉스기초

메카트로닉스응용

자동제어

자동차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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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Ⅴ]

보 직 명 책임시간 비고

□ 부총장, 처, 단장

  - 각 부총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 교수회 임원

  - 교수회 회장 

□ 부속시설의 장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

2

□ 원로교수(정년퇴직 6개월 이하 교원) 3

□ 대학(원)장

  - 대학원장, 인문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생명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예술체육대학장, 치과대학장, 보건복지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 부처장

  - 학생부처장, 기획협력부처장

□ 본부장

  - 입학본부장

□ 부속시설의 장

  - 교육혁신원장

4

□ 교수회 임원

  - 교수회 부회장, 사무처장, 정책국장

□ 부속시설의 장

  - 도서관장, 도서관 분관장, 정보전산원장, 슈퍼컴퓨팅초고속연구망센터소장, 교육혁신원 

부원장, 학생성공지원본부장, 해양과학교육원장, 남북바다자원교류원장, 박물관장, 

평생교육원장, 과학영재교육원장, 농수산인교육원장, 부설유치원장, 학생생활관장, 

학생생활관 분관장, 체육부장, 언론원장, 언론원 분원장, 나눔문화센터소장, 나눔문화

센터 분소장, 국제교류원장, 해람문화관장, 대학기록관장, 산학협력단 분단장, 창업

지원본부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 강원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소장, 사회

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부단장

6

□ 연구소장

  - 인문학연구소장, 사회과학연구소장, 자연과학연구소장, 동해안생명과학연구원장,   

공학연구소장, 예술․체육연구소장, 구강과학연구소장, 보건복지연구소장, 과학기술

연구소장

□ 기타

  - 치과병원장, 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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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Ⅵ] 

졸업논문의 시행 구분

구분 졸업논문 시행 구분

비고
대학 학과

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제작,

번역발표

졸업

종합시험
시행안함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일본학과 ○

철학과 ○

사학과 ○

사회

과학

대학

경제학과 ○

경영학과 ○

회계학과 ○

무역학과 ○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법학과 ○

관광경영학과 ○

자치행정학과 ○

국제통상학과 ○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

정보통계학과 ○

물리학과 ○

화학신소재학과 ○

생물학과 ○

대기환경과학과 ○

생명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

식품가공유통학과 ○

해양식품공학과 ○

해양자원육성학과 ○

해양생물공학과 ○

해양분자생명과학과 ○

식물생명과학과 ○

환경조경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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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졸업논문 시행 구분

비고
대학 학과

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작품제작,

번역발표

졸업

종합시험
시행안함

공과

대학

세라믹신소재공학과 ○

전자공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토목공학과 ○

신소재금속공학과 ○

예술

체육

대학

미술학과 ○

공예조형디자인학과 ○

체육학과 ○

음악과 ○

패션디자인학과 ○

조형예술‧디자인학과 ○

치과대학
치의학과 ○

치위생학과 ○

보건복지

대학

유아교육과 ○

간호학과 ○

사회복지학과 ○

다문화학과 ○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

전기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

정밀기계공학전공 ○

기계의용공학전공 ○

자동차공학전공 ○

산업경영공학과 ○

기계공학과 ○

자동차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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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학년도 (모집단위명)학과 (전공)배정 지원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번 소속 성명

 2. 학과(전공)지망

지망구분 학과(전공)명 비고

제 1 지망

제 2 지망

제 3 지망

제 4 지망

제 5 지망

제 6 지망

제 7 지망

  본인은 강릉원주대학교 모집단위에 따른 학과(전공) 배정에 관한 학사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전공배정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성명:              (인)   

지도교수 확인:              (인)

  3. 취득학점   

  4. 유의사항

    가. 학과(전공), 학번,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나. 학과(전공) 지망은 모집단위에 설치된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지망순위에 의거 기재하되 정정    

할 수 없다.

    다. 「3. 취득학점」란은 학생이 기록하지 않는다.

    라. 학과(전공)배정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대학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마. 학과(전공)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기 바람.

구 분 1학기 2학기 총평점

이수학점

총 점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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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휴     학     원

경

유

학과장 도서관
국제교류원/

통합행정지원부

외국인유학생

대  학 단과대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군  번 생년월일

주  소
본인연락처

보호자연락처

휴학종류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군휴학(   ), 일반(질병)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면담내용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학칙 제50조 1항: 학기 개시부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실시

제출서류
일반휴학연장[사유서]   군휴학[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질병휴학[진단서(4주 이상)] 임신․출산․육아휴학[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1항 제1호에 의거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귀 하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재학 중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 전에 군휴학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 만료나 사유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학과로 신고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4. 도서 대출 중인 학생은 반납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5. 외국인유학생은 국제교류원(강릉), 통합행정지원부(원주)를 경유하여야 한다. 

6. 군휴학 후 귀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귀향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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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휴  학  취  소  원

경

유

학과장
국제교류원/

통합행정지원부

외국인유학생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1항 제1호에 의거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초휴학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휴학취소사유 : 

 

20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장 귀하

※ 귀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귀향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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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휴  학  연  장  원

경

유

학과장 도서관
국제교류원/

통합행정지원부

외국인유학생

대  학 단과대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군  번 생년월일

주  소
본인연락처

보호자연락처

휴학종류
일반휴학연장(   ), 일반휴학(질병)연장(   ), 군휴학연장(   ), 

임신․출산․육아휴학연장(   ), 창업휴학연장(   )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면담내용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학칙 제50조 1항 : 학기 개시부터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면담 실시

제출서류

일반휴학연장[사유서] 일반휴학(질병)연장[진단서(4주 이상)] 

군휴학연장[복무확인서] 임신․출산․육아휴학[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창업휴학연장[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1항 제1호에 의거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귀 하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재학 중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영자는 입영 전에 군휴학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3. 휴학기간 만료나 사유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학과로 신고하여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4. 도서 대출 중인 학생은 반납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5. 외국인유학생은 국제교류원(강릉), 통합행정지원부(원주)를 경유하여야 한다. 

6. 군휴학 후 귀향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귀향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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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복     학     원

경

유

학과장 도서관 예비군대대
국제교류원

(제5행정실)

외국인

유학생              

결

재

담  당 행정실장 학  장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군번 생년월일

휴학종류
가사휴학(   ), 일반휴학연장(   ), 군휴학(   ), 군휴학연장(   ), 

질병휴학(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제출서류  군휴학(연장)[전역증]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1항 제1호에 의거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중인 바, 그 기간만료(사유종료)로 인하여 복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강 릉 원 주 대 학 교                   귀하

  ※ 군번 작성란은 군필한 남학생인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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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     퇴     원

경

유

보호자 

확인(조교)
학 과 장

징계의결 

여부
도서관

국제교류원

(통합행정지원부)

외국인

유학생     

결

재

담 당 팀 장
학사운영

과장

소  속                대학                  학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연락처

보호자연락처

자 퇴 사 유

(구체적으로)

상담내용

(교수님 상담)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1항 제1호에 의거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증인 (보호자) :               (인)

                   신청인과의 관계 :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장

        

강릉원주대학교총장 귀하

※ 외국인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원(강릉캠퍼스), 제5행정실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원주캠퍼스)를 경유해야함.

※ 반드시 도서관을 경유하여 학사운영과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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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수 강 증 명 서 

    국 적: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외국인 특별생으로 별지 교과목을 수강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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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 결 신 청 서

결

재

담당 팀장 행정실장 학장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연락처 성  명             (인)

   - 기간: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사유:

 ♣ 사유별 증명 서류 첨부

  - 행사 등: 공문, 행사참여 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취업: 재직증명서 및 확인 서류(건강보험득실확인서, 보험가입확인서 등) 

        ※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행정실에 재제출하여야 출석 인정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과장 : 직 명                성 명            (인) 

                  학장 귀하

                                                                  일련번호:    년 - ○○○

---------------------------------절---취---선--------------------------------

공 결 허 가 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인)

  《허가사항》

 - 기간: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허가사유:

위와 같이 출석인정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학장(직인)

   ♣ 취업으로 인한 공결자는 학사력의 종강일에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행정실에 

재제출하여야 출석 인정

                                                                  일련번호: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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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학생 인적사항

단과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 재이수 교과목 내역

이수구분 강좌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수

□ 재이수 교과목 담당교수 학습지도 상담 의견

학습부진 원인 재이수 담당교수의 맞춤형 학습지도 상담내용 면담일

◦ 학습의욕(출석)부진【  】

◦ 학습역량 부족【  】

◦ 주변환경 또는 심리적 원인【  】

◦ 기타사유【  】

※ 작성요령: 【   】 란에 〇 표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 

                           
      재이수 교과목 담당교수:                   (인)

                 

○○○ 학과장 귀하

20   학년도   학기 “F”학점 교과목 재이수자 맞춤형 학습지도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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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및 GWNU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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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 인간존중 교육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핵심가치 창 (創 ) 통 (通 ) 기 (基 )

교육목표

창의도전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도전함

소통협력

균형 잡힌 인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협력함

자기주도

올바른 가치관으로
본분에 충실하며
주도적인 삶을 삶

인 재 상
 해 람 인 (解 纜 人)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재

핵심역량 창의융합 도전정신 의사소통 배려협력 전문역량 자기관리

슬 로 건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

  

교육목표 핵심역량 정의

창의도전

창의융합
창의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학문분야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

도전정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하는 역량

소통협력

의사소통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역량

배려협력
사회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배려하고 협력하며 성취를 

추구할 수 있는 역량

자기주도

전문역량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자기관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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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원칙

| 교육목표 |

  강릉원주대학교는 자유, 진리,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창의적 학문 연구와 인간 존중 교육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도전하는 인재, 균형잡힌 

인성으로 소통공감·배려협력 하는 인재, 올바른 가치관으로 본분에 충실하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1  교 육 과 정  편 성

  가.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교  양 전  공

일반

선택

졸업

학점기초

교양

균형

교양

특별

교양
계

전공최소
심화

전공

전공

계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12 21 6 39 6 18 24 48 30 78

졸업에

필요한

학점

130

  ※ ( )는 기초수학 학점

    1) 사범계(유아교육), 의학계(치의예, 치의학 ,치위생, 간호), 정부사업 추진학과(컴퓨터공학), 공학인증 

실시학과(토목공학)는 별도로 정한다.

    2) 교육과정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화전공, 일반선택으로 

구성한다.

    3) 교과목은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부) 또는 전공의 특성상 학년별, 

학기별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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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양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릉원주대학교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1) 편성 원칙

       •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 교육목표, 인재상에 부합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 교육

과정으로 편성한다.

       • 교양 교육과정은 인성함양 교육을 내실화하고,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교양 교육과정은 학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영역 

편중을 지양하여 학문 영역별 균형 잡힌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자격증 등과 관련하여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과(전공) 혹은 단과

대학에서 교양과정 이수 모형을 별도로 정하여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6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이수구분별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교과목별로 중점 핵심역량 1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교양 교육과정의 구성

       • 기초교양 : 사고와 표현, 글로벌 의사소통(4개 언어), 대학교시 3개 영역으로 편성

                  (단, 대학교시는 ‘17, ‘18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 균형교양 : 문학·예술, 역사·문화·철학, 정치·경제, 사회·심리, 자연과학, 공학교육인증(MSC) 

6개 영역으로 편성

       • 특별교양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체험중심 인성함양, SLC 4개 영역으로 

편성 (단, SLC는 ‘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함)

     

  다. 전공 교육과정

    1) 편성 방향

       • 이 대학교의 발전계획, 교육목표, 인재상에 부합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전공 교육

과정으로 편성한다.

       • 전공 교육과정은 전공함양 교육을 내실화하고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창의력 함양, 인성함양, 자기주도 향상의 수요자 중심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 수요자 중심 교과목은 ‘강의평가 환류 시스템 방안’에 따른 강의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등 각 종 

설문조사 및 기타 방법을 활용하여 교과목을 편성한다.

       • 전공 교육과정은 정부재정지원사업 및 각종 평가에 대비한 객관적인 지표로 성과관리의 지속

가능성 및 대학의 경쟁력 향상 중심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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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편성 원칙

       • 전공 교과목은 학과(전공)의 전문교육을 위한 교과목으로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

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전공 교과목은 과목 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공 교과목의 강의는 1학점 당 1시간이며, 실험·실습·실기는 1학점 당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과별 28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 전공선택 교과목은 {(전공최소+심화전공-전공필수)×2}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 심화전공 이수학점은 30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 (연계)복수·(연계)부전공은 관련학과 간 협의를 통해 주관학과를 정하고, 주관학과에서 교육

과정표를 제출한다. 다만, 주관학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전공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통해 

주관부서(위원회, 산업단 등)에서 전공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에서 주관하여 관련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학과(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한다. 또한 사업단 운영 교육과정도 해당 사업단

에서 주관하여 관련 교과목 및 교육과정을 학과(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한다.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필수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동일이수교과목을 지정하되, 교과 이수체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이수교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들의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4학년 2학기에는 전공기초, 전공필수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습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선·후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전공교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전공 교육과정의 구성

       • 전공기초 :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전체를 먼저 살펴보고 탐색하게 함으로써 전공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공 입문 성격의 필수 교과목

       • 전공필수 : 전공 교과과정에서 학생이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설된 교과목 

       • 전공선택 : 전공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설계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설된 교과목 

       • 심화전공 : 전공의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학생이 복수(연계·융합)전공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고 

주전공(제1전공) 하나만을 심화시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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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전공 : 복수전공은 2개 이상 학과의 졸업을 인정받는 것을 말하며, 복수전공은 관련학과

(부, 위원회, 사업단 등)가 전공을 연계 운영

       • 연계·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산학공동융합전공을 포함하는 과정

       • 연계·융합 부전공 : 연계·융합 부전공은 주전공(제1전공) 이외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연계·융합 부전공은 관련학과(사업단 등)가 전공을 연계 운영

       • 산학연계 교육과정 : 학생의 현장적응력과 실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체 연계 

현장교육,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내용을 이수하는 과정

  라. 일반선택 및 교직과목 편성

    1) 취업, 자격증, 군사학, OCU 과목 등을 일반선택으로 편성한다.

    2) 교직과정에서는 교직과목을 편성하여야 한다.

    3) 군사교육과정은 4과목 12학점을 3,4학년에 편성한다.

02  교 육 과 정  이 수

  가. 공통 사항

    1)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거나 학수번호가 동일할 경우 또는 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2) 매학기별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8학점, 공학인증프로그램학과는 20학점, 그 외 

학과는 21학점이내, 치의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입학년도 교육과정 구성표의 영역별 최소학점이상을 이수하고 남은 잔여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으로 인정한다. 

    4) 교육과정 구성표의 일반선택영역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졸업학점 중 교양 및 전공의 영역별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남은 잔여학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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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양 교육과정 이수

「 교양 교과목 이수 기준표 」

※ 이수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초과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 전공 교육과정 이수

    1) 이수개요

       • 전공 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 선택을 이수한다.

       • 전공과정의 이수학점은 학과에서 정한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따른다.

       • 전공학과(부)에서 정한 전공최소 학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심화전공 또는 복수전공(연계복수

전공 포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단일전공(제1전공) 학생은 전공최소 학점과 심화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한다.

       • (연계)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제1전공(소속 학과)의 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 한다. 

구분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계

영역

① 사고와 표현
② 글로벌 의사소통(4개 언어)
③ 대학교시(’17, ’18학년도 입학

자에 한함)

① 문학∙예술
② 역사∙문화∙철학
③ 정치∙경제
④ 사회∙심리
⑤ 자연과학
⑥ 공학교육인증(MSC)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④ SLC(’16학년도 이전 입학자

에 한함)

이
수
학
점

일반
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3개 영역 이상
에서 21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39

학점

12학점 21학점 6학점

치의
예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3개 영역 이상
에서 15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33

학점

12학점 15학점 6학점

치위생
학과

·
간호
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3개 영역 이상
에서 9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27
학점

12학점 9학점 6학점

(KEC)
토목

공학과

① 사고와 표현: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3개 영역 이상
에서 11학점 이수
⑥ MSC 30(32)학점 이수
 * 기초수학이수자는 32학점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2학점

59
(61)
학점

12학점 41(43)학점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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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 융합)부전공 이수학점은 21학점 이상으로 정하고, 필수과목을 12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 전공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원칙」에 따른다.

    2) 심화전공 이수

       제1전공의 최소전공(전공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학점을 이수한 후 전공에 대한 깊이를 스스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전공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학과별 이수학점은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따른다.

  라. 다전공 이수

    1) 복수전공

       • 복수전공자는 주전공(제1전공)의 전공최소 학점과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 이수는 우리대학교 전체학과(전공)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과, 치의예과, 치위생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로의 신청은 제외한다.

       • 복수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졸업논문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복수전공 교과목이 동일․유사할 경우 상호 학과 간 협의에 의해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인정학점은 15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제1전공)과 

복수전공으로 중복 인정 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제2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2) 연계전공

       • 연계전공자는 주전공(제1전공)의 전공최소 학점과 연계전공에서 지정한 학점(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연계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주관학과 학과장의 수강 지도를 받는다.

       • 연계전공의 이수사정은 각 전공 학과장이 하되 주전공 이수 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 연계전공의 경우에는 졸업논문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동일․유사할 경우 상호 학과 간 협의에 의해 

학점인정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하되 졸업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주전공과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연계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의 졸업소요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제2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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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융합전공

       • 융합전공자는 주전공(제1전공)의 전공최소 학점과 융합전공에서 지정한 학점(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연계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개설학과와 교육혁신원장의 수강지도를 받는다.

       • 융합전공의 이수사정은 개설학과 학과장과 교육혁신원장이 협의하여 한다.

       • 융합전공의 경우에는 졸업논문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주전공(또는 복수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동일․유사한 경우 상호 간 협의에 

의해 학점인정 범위는 12학점 이내로 하되 졸업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주전공과 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 융합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전공(융합전공)의 졸업

소요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제2전공(융합전공)의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4) 부전공

       • 부전공 이수자는 주전공(제1전공)의 전공최소 학점과 심화전공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고,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지정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학과는 부전공 필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부과할 수 있다.

       • 부전공 이수신청 전에 미리 이수한 교과목은 부전공 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이 이수한 주전공 교과목 중 융합부전공 및 연계부전공 해당 교과목이 있을 경우 6학점까지 

중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주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과 달리 부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표기한다.

    5) 융합부전공

       • 융합부전공 이수자는 융합부전공 학과(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주전공과 융합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과 달리 부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학위증서에 융합부전공명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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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교육과정 현황 (36학점이상 이수시 학위 부여) 」

전공명 참여학과 수여학위 비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육성학과,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미래융합학사

(해양레저관광 전공)

스마트 아쿠아 팜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자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미래융합학사
(스마트아쿠아팜 전공)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래융합학사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전공)

해양생태계 서비스 해양자원육성학과, 토목공학과, 미술학과
미래융합학사

(해양생태계서비스 전공)

중국통상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미래융합학사

(중국통상 전공)

지구환경융합과학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미래융합학사

(지구환경융합과학 전공)

공공인재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인재 융합전공)

공공건강보험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디지털헬스케어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디지털헬스케어 융합전공)

「 융합부전공 현황 (21학점이상 이수시 융합부전공 표기) 」

전공명 참여학과 융합부전공 표기 비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육성학과,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해양레저관광 부전공

스마트 아쿠아 팜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자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스마트아쿠아팜 부전공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부전공

해양생태계 서비스 해양자원육성학과, 토목공학과, 미술학과 해양생태계서비스 부전공

중국통상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중국통상 부전공

지구환경융합과학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지구환경융합과학 부전공

핀테크
회계학과,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영학과
핀테크 융합부전공

공공인재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공공인재 융합부전공

공공건강보험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공공건강보험 융합부전공

디지털헬스케어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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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산학연계 교육과정 이수

       •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실용성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산업체 

연계 현장교육,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 산학연계교육과정은 과정별 필요한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현장실습 교과목은 1과목 이상 필수로 수강한다.

       • 산학연계교육과정이 인정된 자는 성적증명서에 산학연계교육과정의 이수를 표시한다.

「 산학연계 교육과정 현황 」    

산학연계교육과정명 참여학과 주관학과 비고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경영 경영학과 경영학과

환동해 통상전문인력 양성과정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도시계획 및 공간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문영양사 양성과정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글로벌 식품인재 양성과정 식품가공유통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생태공학 전문인력 양성과정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식물생명인재양성과정 식물생명과학과 식물생명과학과

환경조경설계 스튜디오과정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임베디드시스템 설계과정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녹색기술과정 생명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건설인프라교육과정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스마트 모바일 웹&앱 개발과정 멀티미디어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과정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CAE과정 정밀기계공학전공 정밀기계공학전공

의료기기 설계실무 과정 기계의용공학전공 기계의용공학전공

친환경·지능형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자동차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MOT 실무인력양성과정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4차산업혁명 기초과정 LINC+사업단, 인재개발원 LINC+사업단

국제개발협력 인재육성 산학연계 
교육과정

국제통상학과, 다문화학과 LINC+사업단

해양바이오 특성화분야 학제간 융합 
산학연계교육과정

 LINC+사업단,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인재개발원 
LINC+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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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일반선택 이수

       •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중 교양학점, 전공학점 및 교직학점에 속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으로 한다.

       • 교양 및 전공영역별 최소전공학점을 초과하는 교과목의 학점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복수·

부·인증·산학)전공 중도 포기자의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03  학 수 번 호  안 내

  가. 교과목 학수번호는 모두 여섯 자리로 하며 점(.) 앞의 숫자 세 자리는 학문계열 및 학과를, 

점(.) 뒤의 숫자는 단순한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나. 교과목 학수번호는 고유번호이며, 교과목명이 변경되거나 신설될 경우 새로운 학수번호를 

부여 한다.

  다. 학과구분번호

학 과(전공) 구분번호 학 과(전공) 구분번호

인문대학 공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01 전자공학과 557

영어영문학과 102 세라믹신소재공학과 555

독어독문학과 103 신소재금속공학과 562

철학과 104 토목공학과 561

사학과 105 생명화학공학과 559

중어중문학과 106 예술체육대학

일본학과 107 미술학과 711

사회과학대학 공예조형디자인학과 721

경제학과 301 조형예술·디자인학과 741

경영학과 302 체육학과 731

회계학과 303 음악과 701

무역학과 304 패션디자인학과 813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05

법학과 306 치과대학

관광경영학과 307 치의학과 652

자치행정학과 308 치위생학과 653

국제통상학과 309 치의예과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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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 육 과 정  개 편 에  따 른  경 과 조 치

  가. 공통사항

    1) 신 교육과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신 교육과정이 구 교육과정에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학적변동으로 인해 재입학  및 

복학한 학생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또는 복학년도와 동일한 학년의 재학생이 적용받는 교육 과정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4) 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은 편입학한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편입학한 연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교과목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수당시의 구분에 따른다. 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6) 교육과정 개편으로 필수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

자연과대학대학 보건복지대학

수학과 501 유아교육과 805

정보통계학과 502 간호학과 806

물리학과 504 사회복지학과 814

화학신소재학과 505 다문화학과 815

생물학과 506

대기환경과학과 551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대학 컴퓨터공학과 503

식품영양학과 565 멀티미디어공학과 807

식품가공유통학과 566 소프트웨어학과 808

식품과학과 552 정밀기계공학전공 558

해양식품공학과 570 기계의용공학전공 809

해양자원육성학과 571 기계공학과 816

해양생물공학과 572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전공) 81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573 전기공학과 811

식물생명과학과 554 정보통신공학과 812

환경조경학과 575 산업경영공학과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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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야 하며,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택 교과목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7)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 일반선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만 충족하면 일반선택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8)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과교수회의 결정에 

따른다. 

  나. 교양교육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 교육과정 구성표의 교양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학점이 감소하여 교양학점이 부족한 경우 현행 교육과정의 균형교양

에서 부족한 교양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교양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통교양, 기초교양, 공통기초, 해람기초교양

       •  「국어와 생활」, 「읽기와 글쓰기」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국어와 생활」 영역, 2014학년도 기초교양 「읽기와 

글쓰기」영역, 2015~2016학년도 공통기초 「읽기와 글쓰기」 영역, 2017~2019학년도 해람기초

교양 「창의적사고와 표현」 영역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과정의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영역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외국어」 영역, 「글로벌 의사소통」에 대한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외국어」 영역, 2014학년도 기초교양 「외국어」영역, 

2015~2016학년도 공통기초 「외국어」 영역, 2017~2019학년도 해람기초교양 「글로벌 의사소통」

영역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과정의 기초교양 「글로벌 의사소통」 영역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외국어(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영역의 2과목을 선택하여 

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외국어」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정보화」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정보화」 영역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과정의 

균형교양 중 「자연과학」 영역의 “컴퓨터활용,  컴퓨터프로그래밍로직, 오피스프로그램의 창의적 

표현” 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창의력 및 인성」 , 「전인적 인격형성」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창의력 및 인성」 영역, 2017~2019학년도 해람기초

교양 「전인적 인격형성」 영역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과정의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영역의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또는 균형교양 「역사․문화․철학」 영역 중 “논리와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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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평과 가치, 한국사길잡이, 세계사 길잡이”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체험과정」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체험과정」 영역을 이수 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

과정의 특별 교양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영역 중 ‘사회봉사’, ‘해외봉사’, ’장애의 이해‘ 교과목과 

「체험중심 인성함양」 ’응급처치(CPR)’ 교과목에서 충족하여야 한다.

       •  「대학교시」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7, 2018학년도 입학생은 입학 당시 “해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 교과목 이수를 우선으로 

하되,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특별교양의 「4차산업혁명의 이해」 영역의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

웨어” 교과목을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영역에 대한 경과 조치

        - 2019학년도 입학생 중 교육과정의 해람기초교양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영역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특별교양의 「4차산업혁명의 이해」 영역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실천과정, 실천교양

      - 2014학년도 「실천과정」, 2015~2016학년도 「실천교양」의 SLC(학생생애도전프로그램)는 총250점

(포인트 영역구분 없음)을 취득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부족한 학점은 현 교육과정의 특별교양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영역 중 ‘사회봉사’, ‘해외봉사’, ’장애의 이해‘, 교과목과 「체험중심 인성

함양」 ’응급처치(CPR)’ 교과목에서 충족하여야 한다.

    3) 특별교양

      - 2017~2019학년도 입학생 중 특별교양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현 교육과정의 특별교양 「진로

개발과 사회봉사」 영역 또는 「체험중심 인성함양」 영역에서 부족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일반교양, 균형기초, 융합교양, 심화교양

      - 2014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의 「일반교양, 융합교양」, 2015 ~ 2016학년도 「균형기초, 융합교양, 

심화교양」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현 교육과정의 균형교양에서 부족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대학교양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대학교양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현교육과정의 균형교양에서 교과목을 

이수하여 대학교양의 부족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전공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교과구분이 변경되어 현재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이수 영역의 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공선택 과목을 대체과목

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전공(계열)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재수강 하고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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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변경으로 인하여 계열기초 또는 전공기초 교과목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소속 학과의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여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두 이수하여도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입학당시 소속학과군 또는 학부였던 전공의 전공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여 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다.

    3) NURI사업종료에 따라 화학신소재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토목공학과, 정밀기계공

학과의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 재학생은 변경된 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이수하며, 

2004~2006학년도 입학생은 입학년도의 교과과정 이수학점을 적용하되, 폐지된 교과목에 대하여 

전공선택 교과목 중에서 대체지정 교과목을 두어 이수하게 한다.

※ 여성인력개발학과 재학생들의 전공교육과정 이수 경과조치 

 • 2017학년도부터 폐과가 되는 여성인력개발학과 재학생(’17학년도 이후 졸업예정자)들은 전공

영역별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입학년도의 총 전공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 동일·대체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교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부족한 전공 이수

학점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자치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여성인력개발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05  교 육 과 정  개 편

  가.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조직의 개편, 교육과정 

운영 결과 환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개편 할 수 있다.

  나. 개편절차는 교양 교육과정은 교육혁신원장이 안을 작성하여, 교양교육발전위원회와 학사위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며, 전공 교육과정은 학장이 안을 작성하여 학사위원회,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다. 교과과정의 부분개편이 필요할 경우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학장이 개편사유서, 개정안 

및 신구 교과목의 개요를 작성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Ⅲ.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원칙

 강릉원주대학교 137 학사운영과

06  교 육 과 정  이 수 기 준 표

「 2020학년도 입학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표 」

대
학
명

모집단위

교  양 전  공

일반
선택

졸업
학점기초

교양
균형
교양

특별
교양

교양
계

전공최소
심화
전공

전공
계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인문
대학

국어국문학과 12 21 6 39 9 18 21 48 30 78 졸업에 
필요한학점 130 

영어영문학과 12 21 6 39 9 3 36 48 30 78 " 130

독어독문학과 12 21 6 39 9 12 27 48 24 72 " 130 

중어중문학과 12 21 6 39 12 0 36 48 30 78 " 130 

일 본 학 과 12 21 6 39 6 6 36 48 30 78 " 130 

철  학  과 12 21 6 39 12 15 21 48 30 78 " 130 

사  학  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사회
과학
대학

경 영 학 과 12 21 6 39 9 24 15 48 27 75 " 130 

회 계 학 과 12 21 6 39 18 27 3 48 30 78 " 130 

관광경영학과 12 21 6 39 6 15 24 45 21 66 " 130 

경 제 학 과 12 21 6 39 18 27 3 48 30 78 " 130 

무 역 학 과 12 21 6 39 12 15 21 48 27 75 " 130 

국제통상학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2 21 6 39 9 15 24 48 24 72 " 130 

법  학  과 12 21 6 39 15 21 12 48 30 78 " 130 

자치행정학과 12 21 6 39 9 0 39 48 27 75 " 130 

자연
과학
대학

수  학  과 12 21 6 39 9
(11) 15 21 45

(47) 27 72
(74) " 130 

정보통계학과 12 21 6 39 9
(11) 18 21 48

(50) 30 78
(80) " 130 

물 리 학 과 12 21 6 39 9 15 21 45 21 66 " 130 

생 물 학 과 12 21 6 39 9 15 24 48 27 75 " 130 

대기환경과학과 12 21 6 39 9
(11) 0 36 45

(47) 27 72
(74) " 130 

화학신소재학과 12 21 6 39 14 17 17 48 30 78 " 130 

생명
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12 21 6 39 9 14 25 48 24 72 " 130 

식품가공유통학과 12 21 6 39 9 6 33 48 30 78 " 130 

해양식품공학과 12 21 6 39 9 20 19 48 30 78 " 130 

해양자원육성학과 12 21 6 39 9 17 22 48 30 78 " 130 

해양생물공학과 12 21 6 39 12 24 12 48 30 78 " 13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2 21 6 39 12 18 18 48 30 78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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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 최소학점으로 한다.

  단, 토목공학과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최소학점과 균형교양의 공학교육인증학점(토목 : MSC 30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토목공학과의 균형교양 이수학점은 공학교육인증학점(토목 : MSC 30학점)을 포함한 학점으로 한다.

※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및 과학기술대학 이수학점( )는 기초수학 또는 학과지정 기초교과목 수강대상자의 학점으로 한다.

대
학
명

모집단위

교  양 전  공

일반
선택

졸업
학점기초

교양
균형
교양

특별
교양

교양
계

전공최소
심화
전공

전공
계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식물생명과학과 12 21 6 39 12 28 8 48 30 78 " 130 

환경조경학과 12 21 6 39 15 19 14 48 30 78 " 130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12 21 6 39 16
(18) 21 11 48

(50) 30 78
(80) " 13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신소재금속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토목공학과 12 41
(43) 6 59

(61) 8 21 19 48 30 78 " 140 

생명화학공학과 12 21 6 39 12
(14) 18 18 48

(50) 30 78
(80) " 130 

예술
체육
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21 6 39 12 15 21 48 30 78 " 130

체육학과 12 21 6 39 7 21 20 48 30 78 " 130 

음악과 12 21 6 39 16 28 0 44 28 72 " 130 

패션디자인학과 12 21 6 39 8 17 23 48 30 78 " 130 

치과
대학

치의예과 12 15 6 33 42 0 0 42 0 42 " 75 

치의학과 0 0 0 0 0 150 9 159 0 159 " 159 

치위생학과 12 9 6 27 7 70 5 82 27 109 " 138 

보건
복지
대학

유아교육과 12 21 6 39 9 0 60 69 0 69 " 130 

간호학과 12 9 6 27 18 79 6 103 0 103 " 130

사회복지학과 12 21 6 39 8 28 12 48 30 78 " 130 

다문화학과 12 21 6 39 6 18 24 48 30 78 " 130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12 21 6 39 12 3 33 48 30 78 " 13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21 6 39 18 24 6 48 30 78 " 130 

전기공학과 12 21 6 39 14 18 16 48 30 78 " 130 

정보통신공학과 12 21 6 39 15 18 15 48 30 78 " 130 

기계공학과 12 21 6 39 9 18 21 48 30 78 " 130

자동차공학과 12 21 6 39 9 15 24 48 30 78 " 130 

산업경영공학과 12 21 6 39 18
(20) 18 12 48

(50) 30 78
(8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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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동 일 교 과 목  및  대 체 교 과 목  목 록

  가. 동일교과목 목록 (※ 동일과목 중복 이수 시 재수강 처리되어 먼저 이수한 교과목은 삭제됨)

학과명
기존 교과목 동일 교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독어독문학과 전필 103.342 독문해석연습Ⅰ 전필 103.454 독일어 번역연습

사학과 기초 105.002 역사란 무엇일까 기초 105.417 역사란 무엇인가

중어중문학과 전기 106.152  중국문화기초 전기 106.430 중국문학의 기초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239  중국고전서사명작감상 전선 106.431 중국의 역사서사와 인물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219 영미희곡과 공연 전선 102.452 영미희곡과 무대예술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01 셰익스피어 전선 102.455 영화로 보는 셰익스피어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0 영국산문 전선 102.458 영미산문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1 미국산문 전선 102.458 영미산문

국제통상학과 전기 301.001 경제학원론 전기 309.451 경제학기초

국제통상학과 전필 309.318 국제산업론 전선 309.456 일본산업론_캡스톤디자인

국제통상학과 전선 302.101 경영학원론 전기 309.452 경영학기초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353 환동해통상세미나I 전선 309.457 중국시장론_캡스톤디자인_KCC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450 환동해통상세미나II 전선 309.455 러시아의산업과문화

법학과 전필 306.201 헌법Ⅰ 전필 306.452 헌법총론

법학과 전필 306.204 행정법Ⅰ 전필 306.455 행정법총론

법학과 전필 306.216 헌법Ⅱ 전필 306.453 통치기구론

법학과 전필 306.307 행정법Ⅱ 전필 306.456 행정구제법

법학과 전선 306.309 헌법특강 전기 306.454 기본권론

관광경영학과 전필 307.207 관광정보시스템 전필 307.415 관광정보론

관광경영학과 기초 307.409 여가사회론 기초 307.416 여가론

무역학과 전선 304.214 아이디어원리 전선 304.430 국제비즈니스와 아이디어원리

무역학과 전선 304.306 관세론 전선 304.432 세관통관실무

무역학과 전선 304.309 국제경영사례 전선 304.433 국제비즈니스사례

무역학과 전선 304.321 비즈니스자료분석 전선 304.431 금융과 자산관리

무역학과 전선 304.307 무역환경론 전선 304.434 국제무역환경론

무역학과 전선 304.426 국제투자론 전선 304.435 국제투자비즈니스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306 환경론 전선 305.423 환경계획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216 계획기법 전선 305.406 계획이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411 지역연구 전선 305.424 도시 및 지역연구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208 지도학 전선 305.251 지도학 및 기초제도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405 국토계획론 전선 305.450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필 305.215 경제학Ⅰ 전선 305.252 경제학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06 지방공무원제도론 전선 308.453 인사행정론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33 지방정부정책분석론 전선 308.454 정책분석과 의사결정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50 과학기술과지식재산 전선 308.456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정책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38 지방정부정책평가론 전선 308.457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17 지역정책론 전선 308.458 행정윤리와 공공감사

화학신소재학과 일교 050.095 화학영어 전선 505.461 화학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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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401 고급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 전선 505.457 고급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Ⅰ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318 신소재공업화학 전선 505.459 공업화학

대기환경과학과 기초 551.105 일반대기과학 기초 551.451 일반대기과학I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20 해양역학 및 실습 전선 551.453 해양역학 및 실습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50 일기예보및분석 전선 551.456 일기예보및분석I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13 해양기상학I 전선 551.457 해양기상학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403 해조생리학 전선 571.455 해조바이오매스학

해양자원육성학과 필수 571.307 식물먹이생물학 및 실험 필수 571.454 미세조류바이오매스학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72.408 유전공학 전선 573.467 유전공학_캡스톤디자인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선 566.403 식품품질관리학 전선 566.419 수산식품품질관리학

식물생명과학과 전선 554.427 그린투어리즘 전선 554.459 레저관광식물학

식물생명과학과 전선 554.322 실험통계학 전선 554.460 식물생명과학실험통계학

식물생명과학과 전선 554.337 웰빙과수학 전선 554.461 산업과수학

식물생명과학과 기초 554.150 토양비료학 기초 554.462 식물영양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13  세미나  및논문연구 전선 565.421 식품영양세미나

해양생물공학과 기초 505.001 일반화학 기초 572.472 일반화학Ⅰ

해양생물공학과 기초 572.150 생물유기화학 기초 572.473 일반화학Ⅱ

해양생물공학과 전필 572.311 해양생물화학 및 실험 전필 572.474 해양생화학 및 실험

해양생물공학과 전필 572.350 분자생물학 및 실험 전필 572.475 분자생물학Ⅱ 및 실험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316 해양동물면역공학 및 실험 전선 572.476 면역학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322 세포공학 및 실습 전선 572.477 세포공학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423 생물신소재공학 전선 572.471 해양생물신소재공학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선 555.327 나노세라믹스 전선 555.458 나노세라믹스 및 물성해석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선 555.449 재료시스템 설계 전선 555.457 재료구조 전산설계

미술학과 전선 711.359 근현대미술사 전선 711.359 근현대미술론

공예조형디자인 전선 721.330 인테리어 전선 721.446 공간디자인I

공예조형디자인 전선 721.241 실크스크린 전선 721.447 실크스크린I

공예조형디자인 전선 721.332 판화와일러스트 전선 721.448 실크스크린II

체육학과 전선 731.366 체육원리 및 철학 전선 731.366 스포츠윤리학

체육학과 전기 731.209 해양훈련 전기 731.209 해양스포츠Ⅰ

체육학과 전선 731.380 해양스포츠 전선 731.380 해양스포츠Ⅱ

체육학과 전선 731.364 체력육성 전선 731.364 건강관리

체육학과 전선 731.406 스포츠의학 전선 731.406 운동손상학

체육학과 전선 731.369 여가프로그램기획론 전선 731.369 생활체육론

체육학과 전기 731.361 빙상 전기 731.361 빙상Ⅰ

체육학과 전필 731.357 여가레크리에이션론 전필 731.357 여가및레크레에이션

체육학과 전선 731.378 종합무술 전선 731.423 태권도

치위생학과 전필 653.201 기초치의학실습 전필 653.422 기초치의학실습

치위생학과 전필 653.205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전필 653.423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및 실습

치위생학과 전필 653.304 임상현장실습 1 전필 653.438 임상실습 1

치위생학과 전필 653.306 행동과학 및 실습 1 전필 653.436 행동치과학 및 실습 1

치위생학과 전선 653.307 치의학연구1 전선 653.429 치위생연구 1

치위생학과 전필 653.310 임상현장실습  2 전필 653.439 임상실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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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전필 653.313 행동과학 및 실습 2 전필 653.437 행동치과학 및 실습 2

치위생학과 전선 653.315 치의학연구 2 전선 653.431 치위생연구 2

치위생학과 전필 653.402 임상현장실습 3 전필 653.440 임상실습  3

치위생학과 전필 653.410 임상현장실습 4 전필 653.441 임상실습  4

치위생학과 전필 653.412 관리치위생학 전선 653.443 관리치위생학

치위생학과 전필 653.406 치위생윤리 전필 653.435 치위생윤리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102 패션과 컴퓨터 기초 813.451 패션디지털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50 현장실습과세미나 전선 813.456 현장실습과직무분석

컴퓨터공학과 전선 503.217 유닉스개론 및 실습 전선 503.455 유닉스와클라우드시스템

컴퓨터공학과 전선 503.442 지능시스템설계 전선 503.457 데이터마이닝

컴퓨터공학과 전선 503.429 정보통신보안 전선 503.458 네트워크보안

유아교육과 전기 151.101 유아교육론 전기 805.415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 전선 151.103 기악 전선 805.417 기악

유아교육과 전선 151.104 유아교수매체 전선 805.437 유아교수매체

유아교육과 전선 151.407 아동복지 전기 805.419 아동복지

유아교육과 전기 151.416 아동건강교육 전선 805.438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201 유아미술교육 전선 805.421 유아미술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205 유아교육과정 전선 805.427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전선 151.301 유아언어교육 전선 805.429 유아언어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202 유아음악교육 전선 805.424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218 아동문학 전선 805.423 아동문학

유아교육과 전선 151.321 아동생활지도 전선 805.422 아동생활지도

유아교육과 전필 151.325 영유아교수방법론 전선 805.431 영유아교수방법론

유아교육과 전필 151.329 유아논리 및 논술 전선 805.446 유아논리 및 논술

유아교육과 전선 151.304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전선 805.433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유아교육과 전선 151.319 놀이지도 전선 805.425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 전선 151.326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전선 805.428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유아교육과 전필 151.316 유아교과교육론 전선 805.432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육과 전선 104.353 유아교사론 전선 805.440 유아교사론

유아교육과 전선 151.302 유아동작교육 전선 805.435 유아동작교육

유아교육과 전필 151.413 유아교재연구및지도법 전선 805.445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육과 전선 151.208 유아사회교육 전선 805.434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220 정신건강 전선 805.420 정신건강

유아교육과 전선 151.402 부모교육 전선 805.443 부모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151.417 티칭포트폴리오의 개발 전선 805.447 티칭포트폴리오의 개발

유아교육과 전선 805.150 기악Ⅰ 전선 805.417 기악

유아교육과 전선 805.406 보육실습 전선 805.444 보육실습

유아교육과 전선 805.304 부모교육 전선 805.443 부모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003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전선 805.44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유아교육과 전선 805.310 아동문학 전선 805.423 아동문학

유아교육과 전선 805.404 아동복지 전선 805.419 아동복지

유아교육과 전선 805.203 아동상담 전선 805.426 아동상담

유아교육과 전선 805.309 영유아교수방법론 전선 805.431 영유아교수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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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전선 805.312 유아교육프로그램 전선 805.428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유아교육과 전선 805.208 아동건강교육 전선 805.438 유아건강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302 유아과학교육 전선 805.441 유아과학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407 교과교육론 전선 805.432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육과 전선 805.408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전선 805.445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유아교육과 전선 805.305 유아교수매체 전선 805.437 유아교수매체

유아교육과 전선 805.202 유아교육과정 전선 805.427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 전선 805.205 유아교육론 전선 805.415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 전선 805.350 유아국악교육실제 전선 805.430 유아국악교육실제

유아교육과 전선 805.315 유아논리 및 논술 전선 805.446 유아논리 및 논술

유아교육과 전선 805.206 놀이지도 전선 805.425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과 전선 805.201 아동미술 전선 805.421 유아미술교육

유아교육과 전기 805.401 아동발달 전기 805.418 유아발달

유아교육과 전선 805.303 유아사회교육 전선 805.434 유아사회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301 유아수학교육 전선 805.436 유아수학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306 언어지도 전선 805.429 유아언어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251 유아음악교육 전선 805.424 유아음악교육

자동차공학 전선 810.305 전자제어기관I 전선 810.465 전자제어기관

자동차공학 전선 810.350 CAE 및 실습 전선 810.471 CAE 및 실습

자동차공학 전선 810.406 전산응용가공 전선 810.470 전산응용가공

자동차공학 전선 810.206 전기전자공학 전선 810.464 전기전자공학

자동차공학 전선 810.306 유공압공학 전선 810.466 유공압공학

자동차공학 전선 810.311 자동차진동 전선 810.467 자동차진동

자동차공학 전선 810.404 대체에너지기관 전선 810.468 대체에너지기관

자동차공학 전선 810.452 디지털제어 전선 810.473 디지털제어

정보기술공학과 기초 503.203 이산구조 기초 808.454 이산수학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15 정보보안 전선 808.457 정보보안개론

독어독문학과 일교 010.168 문학속에나타난사랑 일교 010.256 영화속에나타난사랑

독어독문학과 일교 010.170 유럽문화의 이해 일교 010.257 유럽의 사회와 문화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31 무역 러시아어1 일선 000.637 비즈니스 러시아어1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32 무역 러시아어2 일선 000.638 비즈니스 러시아어2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33 무역 일본어1 일선 000.639 비즈니스 일본어1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34 무역 일본어2 일선 000.640 비즈니스 일본어2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40 무역 중국어1 일선 000.641 비즈니스 중국어1

국제통상학과 일선 000.049 무역 중국어2 일선 000.642 비즈니스 중국어2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85 글로벌영어1 일교 010.411 글로벌영어회화1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86 글로벌영어2 일교 010.412 글로벌영어회화2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87 글로벌영어3 일교 010.413 글로벌영어회화3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88 글로벌영어4 일교 010.414 글로벌영어회화4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89 글로벌영어5 일교 010.415 글로벌영어회화5

영어영문학과(어학원) 일선 000.090 글로벌영어6 일교 010.416 글로벌영어회화6

관광경영학과 일교 030.045 관광문화론 일교 030.082 관광과세계문화

국제통상학과 일교 010.176 러시아의 문화 일교 010.289 러시아의 문화Ⅱ



Ⅲ.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원칙

 강릉원주대학교 143 학사운영과

학과명
기존 교과목 동일 교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체육학과 일교 070.015 운동과 영양 일교 010.340 인간운동 과학과 영양

체육학과 일교 070.020 레저와레크리에이션 일교 010.368 레저와레크리에이션Ⅰ

체육학과 일교 070.020 레저와레크리에이션 일교 010.369 레저와레크리에이션Ⅱ

체육학과 일교 070.040 구기 일교 010.366 구기스포츠Ⅰ

체육학과 일교 070.040 구기 일교 010.367 구기스포츠Ⅱ

치위생학과 일교 060.004 치위생학과 의료와 삶 일교 010.380 의료와 봉사

치위생학과 일교 060.002 치위생과 심리학 일교 010.295 치위생심리학개론

창업지원본부 일선 000.608 중소기업과 창업 일선 000.613 기업가정신과 창업

학군단 일선 000.503 군사학 일선 000.609 군사학1

학군단 일선 000.504 군사학 일선 000.610 군사학2

학군단 일선 000.505 군사학 일선 000.611 군사학3

학군단 일선 000.506 군사학 일선 000.612 군사학4

철학과 공교 031.104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국어국문 공교 010.142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기교 010.223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일본학과 공교 031.107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경제학과 공교 031.301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회계학과 공교 031.303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관광경영학과 공교 031.307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국제통상학과 공교 031.309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수학과 공교 031.501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정보통계학과 공교 031.502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컴퓨터공학과 공교 031.503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물리학과 공교 031.504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화학신소재학과 공교 031.505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생물학과 공교 031.506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대기환경과학과 공교 031.551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산업정보경영 공교 031.556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전자공학과 공교 031.557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생명화학공학과 공교 031.559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세라믹신소재공학과 공교 031.563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정보통신공학과 공교 031.564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미술학과 공교 031.711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체육학과 공교 031.731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여성인력개발 공교 031.804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멀티미디어공학 공교 031.807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패션디자인학과 공교 031.813 신입생세미나 실천 031.102 신입생세미나

컴퓨터공학과 공교 050.075 컴퓨터활용Ⅰ 일교 010.390 컴퓨터활용

컴퓨터공학과 공교 050.076 컴퓨터활용Ⅱ 일교 010.389 컴퓨터이미지처리

컴퓨터공학과 공교 050.077 고급컴퓨터활용 일교 010.390 컴퓨터활용

국어국문학과 융교 010.233 한국문학의 이해와 감상 융교 010.419 한국문학의 융합적 이해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융교 010.234 서양문학과 사회 융교 010.420 서양문학을 통해 본 과학과 인간

예체대 융교 010.245 예술과 문화의 이해 융교 010.421 예술에서의 디지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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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융교 010.238 한국의역사와 문화 융교 010.422 한국의 역사와 문화콘텐츠

사학과 융교 010.239 세계의 역사와 현실 융교 010.423 인류의 문화와 자본주의

교직과정 교직소양 000.30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직소양 000.307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직과정 교육실습 000.403 교육실습 교육실습 000.406 학교현장실습

수학과 전기 501.010 기초수학 전문(MSC) 010.429 기초수학

수학과 전기 501.008 미분적분학I 전문(MSC) 010.430 미분적분학

물리학과 전기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I 전문(MSC) 010.431 일반물리학 및 실험I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204 대기오염기상학 전선 551.213 대기오염개론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16 중규모기상학 전선 551.352 대기오염모델링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55 대기환경자료처리법 전선 551.353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화학신소재학과 전기 505.001 일반화학
전문(MSC) 010.434 일반화학 및 실험

화학신소재학과 전기 505.011 일반화학실험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70.452 식품저장유통학 전선 570.470 식품저장학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478 강원도의 해양문화 전선 572.479 해양산업및실습

토목공학과 전기 561.006 확률통계학 전문(MSC) 010.433 확률통계학

토목공학과 전선 561.227 기본측량학 및 실습 전선 561.259 측량학 및 실습

토목공학과 전선 561.002 공학수학I 전문(MSC) 010.458 공학수학I

토목공학과 전선 561.003 공학수학II 전문(MSC) 010.439 공학수학II

토목공학과 전선 561.332 철근콘크리트구조I 전필 561.360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토목공학과 전선 561.440 도로교통설계 전선 561.467 도로공학 및 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441 PSC구조공학 전선 561.468 PSC구조해석

치위생학과 전필 653.420 조직발생학 및 실습 전필 653.444 조직발생학

간호학과 전필 806.220 인체구조와 기능 II 실험 전기 806.451 인체구조와 기능실험

다문화학과 전선 815.043 글로벌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정책 전기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다문화학과 전기 815.03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전기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컴퓨터공학과 전필 503.333 산학프로젝트 전필 503.460 산학프로젝트 II

정밀기계공학전공 전선 558.354 응용유체역학 전선 558.356 유체공학응용설계

정밀기계공학전공 전선 558.411 내연기관 전선 558.357 엔진시스템공학

정밀기계공학전공 전선 558.352 재료과학과 공학 전선 558.358 기계재료학

정밀기계공학전공 전선 558.426 공조시스템설계 전선 558.460 공조시스템해석

기계의용공학전공 전선 809.415 의료기기학 전선 809.256 의료기기개발

기계의용공학전공 전선 809.406 자동제어 전선 809.464 기계부품해석

철학과 융교 010.226 문화적 차이, 창의력, 문화콘텐츠 융교 010.489 문화적 차이와 문화콘텐츠

철학과 기교 010.224 철학고전 읽기와 글쓰기
공기 010.223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사학과 기교 010.225 역사고전 읽기와 글쓰기

사학과 융교 010.422 한국의역사와 문화콘텐츠 균기 010.446 한국사길잡이

자치행정학과 융교 010.241 인간과 자연의 사회과학적 이해 균기 010.448 인간과 공공사회

자치행정학과 융교 010.228 융합문화 콘텐츠와 창조성 융교 010.490 융합문화와 창조

국제통상학과 일교 030.200 국제사회와 개발협력Ⅰ 심교 010.472 국제사회와 개발협력

국제통상학과 일교 030.199 국제사회와 개발협력Ⅱ 전선 815.043 글로벌지역사회개발과 사회정책

국제통상학과 일교 030.199 국제사회와 개발협력Ⅱ 전기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통상학과 일교 010.377 문화,발전과 올림픽 융교 010.461 문화발전과 올림픽

물리, 대기 융교 010.242 지구와 인간 균기 010.450 지구환경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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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일교 050.010 생명의 이해 균기 010.452 생명의 이해

화학신소재학과 일교 050.028 생활속의 화학 균기 010.451 생활속의 화학

해양생물공학과 일교 010.378 강원도의 해양문화 전선 572.478 강원도의 해양문화

체육,미술 융합 010.421 예술에서의 디지로그 균기 010.445 예술과 문화의 이해

체육학과 일교 070.049 디지털시대와 지역스포츠체험 융교 010.463 디지털융합시대의 지역스포츠체험

치위생학과 융교 010.231 의과학기술과 윤리 융교 010.491 생명의료윤리

경영학과 전선 302.219 경영관리와전략_캡스톤디자인 전필 302.322 경영전략_캡스톤디자인

경영학과 전선 302.311 금융론 전선 302.323 금융기관경영론

경영학과 전선 302.217 기업가치평가론 전선 302.430 재무분석과가치

경영학과 전선 302.424 금융기관 경영과 국제재무 전선 302.433 국제재무관리

경제학과 전필 301.204 국제경제학 전필 301.355 국제무역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423 환경계획론 전선 305.452 환경및방재계획론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212 통계조사및실습 전선 502.323 빅데이터 통계조사및실습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221 수요예측방법및실습 전선 502.451 시계열·수요예측방법및실습

생물학과 전필 506.201 세포학 전필 506.229 세포생물학

생물학과 전필 506.226 동물분류학 전필 506.230 동물계통분류학

생물학과 전필 506.224 식물계통학 전필 506.231 식물계통분류학

생물학과 전선 506.313 균학 전선 506.232 균류생물학

생물학과 전선 506.425 환경생물학및실험 전선 506.334 환경생물학

생물학과 전선 506.429 유전과질병 전선 506.434 유전체학

생물학과 전선 506.430 분자건강과학 전선 506.435 현대생물학기법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23 응용대기과학연습I_캡스톤디자인 전선 551.354 지구환경응용연습_캡스톤디자인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25 응용대기과학연습II 전선 551.460 응용대기과학연습

해양자원육성학과 전기 571.150 일반해양학 전기 571.152 해양학개론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필 571.311 양식실습 전선 571.322 양식실습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210 해양생태학실습 전선 571.252 해양생태학실습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312 해조양식학및실험 전선 571.325 해조양식학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321 해양생지화학 전선 571.324 해양생지화학및실험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455 해조바이오매스학 전선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및실험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453 해양생물과기생충 전선 571.457 수산식품과기생충

전자공학과 전기 561.003 공학수학II 전기 557.251 공학수학II

체육학과 전선 731.369 생활체육론 전선 731.425 유아체육론

체육학과 전선 731.362 심전도기능분석 전선 731.426 운동부하검사

체육학과 전선 731.406 운동손상학 전선 731.427 운동상해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4 패션디자인상품기획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360 패션브랜드디자인기획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6 패션소품제작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362 텍스타일소품제작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01 패션조형연구 I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457 패션조형연구 I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03 패션스튜디오 I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458 패션스튜디오 I_캡스톤디자인

패션조형연구 II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02 패션조형연구 II 전선 813.459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04 패션스튜디오 II 전선 813.460 패션스튜디오 II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56 현장실습과직무분석 전선 813.461 현장실습과직무분석

유아교육과 전선 805.430 유아국악교육실제 전선 805.352
유아국악교육의 이해 및 통합적 

운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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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전기 806.451 인체구조와기능실험 전기 806.260 인체구조와기능실습

간호학과 전기 806.223 미생물학 전기 806.261 병원미생물학

정보통신공학과 전기 812.001 컴퓨터프레젠테이션 전기 812.151 컴퓨터프레젠테이션

정보통신공학과 전기 812.103 미분적분학 전기 812.152 미분적분학

기계의용공학전공 전필 809.313 내연기관 및 실습_캡스톤디자인 전필 809.357 내연기관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220 고급프로그래밍언어 전선 556.258 프로그래밍응용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253 회계원리 전선 556.259 공학회계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352 재무관리 전선 556.260 재무공학

회계학과 심교 030.095 경영의사결정과회계정보 심교 030.095 회계와 경영

치위생학과 심교 010.295 치위생심리학개론 심교 010.295 심리학과 삶

국어국문학과 융교 010.458 강원문학으로 본 우리지역 균형 010.560 강원지역과 문학

국어국문학과 심교 010.131 한문의 세계 균형 010.583 대학교양한자

국어국문학과,
해람교양교육원

공기 010.223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국어국문학과)
해기 010.638

창의적사고와 표현
(해람교양교육원)

영어영문학과 심교 010.246 영화로보는 영국문학
균형 010.616 영미문학과 사회․문화의 이해

영어영문학과 심교 010.247 영화로보는 미국문학

독어독문학과 심교 010.212 독일문학의 흐름 균형 010.619 음악과 미술로 표현된 독일문학

독어독문학과 심교 010.222 정보화미디어시대의 언어와 세계 균형 010.570 글로벌 시대의 언어와 세계

독어독문학과 심교 010.211 미디어의 이해 균형 010.645 폭력의 문화사

일본학과 심교 010.297 영화로 배우는 일본 균형 010.617 영상매체를 통한 일본읽기

무역학과 심교 030.108 국제무역개론 균형 010.588 무역개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심교 010.282 생활과 부동산 균형 010.594 부동산과 사회

법학과 심교 030.057 생활법률 균형 010.599 생활법률Ⅰ

법학과 심교 030.003 법과 사회생활 균형 010.600 생활법률Ⅱ

관광경영학과 심교 030.136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여가생활 균형 010.646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간활용

수학과 심교 010.318 수학대탐험 균형 010.604 수학알아보기

식품영양학과 심교 030.083 세계의 음식문화 균형 010.602 세계의 음식문화와 역사

식품가공유통학과 심교 070.029 건강과 기능성 식품 균형 010.561 건강을 위한 식품의 이해

식품가공유통학과 심교 050.023 식품과 미생물 균형 010.578 기초 식품미생물의 이해

식물생명과학과,
관광경영학과

심교 050.044 원예와 관광 (식물생명과학과) 균형 010.646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간활용 

(관광경영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심교 010.335 현대건강과 삶 균형 010.623 의약과 건강

생명화학공학과 심교 050.104 건강과 환경 균형 010.566 공학과 환경

체육학과 심교 010.370 운동과건강
균형 010.653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관리

사회복지학과 심교 070.043 건강과체형관리

체육학과 심교 070.048 스포츠스타의 성공과 삶 균형 010.655 승패의 삶․철학․지혜

다문화학과 심교 010.426 결혼준비와 좋은 부모되기 균형 010.563 결혼준비와 행복한 부모되기

사회복지학과 심교 070.042 유아체육 균형 010.579 놀이와 인성

여성인력개발학과,
일본학과

심교 010.082
일본문화여행

(여성인력개발학과)
균형 010.082

일본문화론
(일본학과)

컴퓨터공학과 심교 010.345 이공계 글쓰기 균형 010.656 공학 (심화) 글쓰기

멀티미디어공학과 심교 010.347 스마트폰 앱 이해 균형 010.607 스마트폰 앱의 논리적 이해

멀티미디어공학과 심교 010.402 ITQ 자격증 취득 균형 010.639 오피스 프로그램의 창의적 표현

정보기술공학과 심교 010.397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활용 균형 010.605 스마트기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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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공학과 심교 080.015 스마트 모바일 기술의 이해 균형 010.586 모바일 기술의 사고와 활용

정보기술공학과 심교 080.014 정보사회와암호이야기 균형 010.631 정보보호와 암호이야기

정밀기계공학전공 심교 010.360 기계역학 기초 균형 010.576 기계와 구조물의 역학

기계의용공학전공 심교 010.356 자동차생활 균형 010.628 자동차와 생활

기계의용공학전공 심교 010.309 에너지와인간생활 균형 010.641 친환경에너지개론과 정책

어학원 공기 010.417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 균형 010.572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Ⅲ

어학원 공기 010.418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 균형 010.573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Ⅳ

어학원 균형 010.572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Ⅲ 균형 010.690 영어회화3

어학원 균형 010.573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Ⅳ 균형 010.691 영어회화4

어학원 균형 010.574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Ⅴ 균형 010.692 영어회화5

어학원 균형 010.575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Ⅵ 균형 010.693 영어회화6

해람교양교육원 심교 010.477 다큐로 배우는 교양 균형 010.581 다큐로 익히는 커뮤니케이션

해람교양교육원 심교 010.385 강릉의 여성: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균형 010.571 글로벌 여성리더십과 강릉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11 취업과 진로설계 특별 010.636 진로설계와 취업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617 취업 준비와 성공전략 특별 010.640 취업성공전략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643 성공취업을 위한 인성과 리더십Ⅰ 특별 010.622 의사소통의 이해와 자기탐색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644 성공취업을 위한 인성과 리더십Ⅱ 특별 010.582 대인관계의 이해와 자기탐색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645 성공취업을 위한 인성과 리더십Ⅲ 특별 010.589 문제해결의 이해와 자기탐색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심교 000.030 여대생커리어개발 특별 010.613 여대생의 진로설계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20 국내인턴십Ⅰ 일선 000.664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22 국내인턴십Ⅱ 일선 000.665 국내현장실습계절제(8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29 국내인턴십Ⅲ 일선 000.666 국내현장실습학기제(4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23 해외인턴십Ⅰ 일선 000.667 해외현장실습계절제(4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024 해외인턴십Ⅱ 일선 000.668 해외현장실습계절제(8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심교 000.646 인턴십과 취업 일선 000.669 현장실습과 취업(4주)

공학교육혁신센터 심교 010.229 다학제간 기초입문설계 균형 010.591 미래 신기술 탐색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217 영미희곡과영화 전선 102.252 영미희곡연구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60 동계올림픽영어회화Ⅰ 전선 102.356
로컬문화콘텐츠와

영어커뮤니케이션Ⅰ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216 영국소설과 영화 전선 102.253 영국소설과 미디어콘텐츠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2 영미희곡과무대예술 전선 102.254 현대영국희곡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3 영미희곡영화만들기 전선 102.255 영미희곡과 영화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218 미국소설과 영화 전선 102.256 미국소설과 미디어콘텐츠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61 동계올림픽영어회화Ⅱ 전선 102.462 로컬문화콘텐츠와 영어커뮤니케이션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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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5 영화로 보는 셰익스피어 전선 102.352 셰익스피어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7 무대와 스크린으로 엮는 영미희곡 전선 102.353 현대미국희곡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316 영미희곡과 각색 전선 102.316 주제별 영미희곡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314 영어4기능지도 전선 102.355 영어4기능과 글로벌의사소통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06 영미문학비평 전선 102.463 영시와 미디어콘텐츠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59 영미문화연구_캡스톤디자인 전선 102.464 영미문화콘텐츠

독어독문학과 전선 103.351 언어속의 세상읽기 전선 103.358 미디어와 언어로 보는세상 읽기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250 중급중국어독해Ⅰ 전선 106.251 문화콘텐츠 중국어리딩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350 중급중국어독해II 전선 106.353 중급중국어독해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335 중국운문연습 전선 106.354 중국고전 문화콘텐츠 강설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409 중국의 인물  탐구 전선 106.352 중국의 지역문화지도 아카이브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426 연희의 이해 전선 106.435 한중문화코드와 전통공연예술

철학과 전선 104.351 도교와신선사상 전선 104.354 신선사상과 콘텐츠

철학과 전선 104.404 동양철학연습 전선 104.418 동양철학과 콘텐츠

사학과 전선 105.217 박물관학 전선 105.218 박물관과 전시기획

사학과 전선 105.215 고고학개론 전선 105.219 고고학과 문화유산

사학과 전선 105.306 한국근대사 전선 105.319 한국 근대의 역사와 문화유산

사학과 전선 105.416 기록물의 이해와 관리 전선 105.320 한국의 기록유산과  기록관리

회계학과 전선 303.104 통계학 전선 303.109 원가관리회계원리

회계학과 전선 303.307 원가회계연습 전선 303.322 원가회계사례연구

회계학과 전선 303.321 재무회계연습 전선 303.323 재무회계사례연구

회계학과 전선 303.309 관리회계연습 전선 303.324 관리회계사례연구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317 호텔식당경영론 전선 307.252 호텔식음료경영론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412 호텔외식사례연구 전선 307.417 외식사례연구

수학과 전선 501.430 금융수학 I 전선 501.432 금융수학

수학과 전선 501.431 금융수학 II 전선 501.433 응용수학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405 통계상담실습 전선 502.452 통계상담및사례분석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419 생존분석의이해 전선 502.453 생존분석입문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416 통계그래픽및실습 전선 502.454 데이터시각화및실습

물리학과 전선 504.205 기초물리학 실험Ⅰ 전선 504.212 기초물리학 실험

물리학과 전선 504.302 전자기학실험Ⅰ 전선 504.318 전자기학 실험

물리학과 전선 504.401 현대물리학 실험Ⅰ 전선 504.452 현대물리학 실험

생물학과 전선 505.001 일반화학 전선 506.108 일반생물학

생물학과 전선 506.106 일반생물학및실험 I 전선 506.109 생물학및실험 I

생물학과 전선 507.107 일반생물학및실험 II 전선 506.107 생물학및실험 II

생물학과 전선 506.435 현대생물학기법 전선 506.437 현대생물학기법 I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21 식품영양세미나 전선 565.107 식품영양입문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선 566.419 수산식품품질관리학 전선 566.420 식품품질관리학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70.455 식품분자생물학 전선 570.253 해양식품분자생물학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70.458 식품유전공학 전선 570.353 해양식품유전공학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53.410 품질관리 전선 570.444 수산식품품질관리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70.469 식품면역학 전선 570.445 해양식품생리활성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0.103 생물학개론 전선 571.153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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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301 어류양식학 전선 571.327 친환경어류양식학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322 양식실습 전선 571.328 스마트양식공학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73.451 생명공학분석론_캡스톤디자인 전선 573.469 생명공학분석론

신소재금속공학과 전선 562.214 공학수학 I 전선 562.252 공학수학

생명화학공학과 전기 501.008 미분적분학 I 전기 559.004 미분적분학 I

생명화학공학과 전기 501.009 미분적분학 II 전기 559.005 미분적분학 II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선 721.114 드로잉I 전선 721.123 드로잉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선 721.319 공예재료학I 전선 721.242 공예재료학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선 721.446 공간디자인I 전선 721.344 공간디자인

체육학과 전선 731.105 육상 I 전선 731.122 육상

체육학과 전선 731.107 체조 I 전선 731.121 체조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002 기초염색실기 전선 813.151 기초직물염색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11 서양복식사 전선 813.257 서양복식문화사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006 한국복식사 전선 813.152 한국복식문화사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01 염색디자인 전선 813.153 패션 페인팅 테크닉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112 기초패턴제작 전선 813.154 패턴메이킹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51 패션디자인론 전선 813255 패션디자인의 이해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53 의류소재학 전선 813.256 의류소재의 이해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52 패션디자인I 전선 813.259 패션디자인실기I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214 텍스타일디자인 전선 813.260 패브릭아트 워크샵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0 패션디자인II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363 패션디자인실기II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53 의상심리와 마케팅 전선 813.364 패션비즈니스와 마케팅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61 의류상품개발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365 패션아트콜라보레이션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65 패션아트콜라보레이션 전선 813.366 패션아트콜라보레이션_캡스톤디자인

유아교육과 전선 805.416 영아발달 전선 805.256 영유아발달 Ⅱ

유아교육과 전선 805.418 유아발달 전선 805.151 영유아발달Ⅰ

유아교육과 전선 805.419 아동복지 전선 805.152 아동권리와 복지

유아교육과 전선 805.420 정신건강 전선 815.253 정신건강론

유아교육과 전선 805.421 유아미술교육 전선 805.252 아동미술

유아교육과 전선 805.423 아동문학 전선 805.255 아동문학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425 유아놀이지도 전선 805.254 놀이지도

유아교육과 전선 805.428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전선 805.354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유아교육과 전선 805.429 유아언어교육 전선 805.353 언어지도

유아교육과 전선 805.436 유아수학교육 전선 805.436 아동수학지도

유아교육과 전선 805.438 유아건강교육 전선 805.355 유아안전교육

유아교육과 전선 805.440 유아교사론 전선 805.450 보육교사(인성)론

유아교육과 전선 805.443 부모교육 전선 805.257 부모교육론

간호학과 전선 806.201 약리학 전선 806.262 약물의기전과효과

간호학과 전선 806.452 통합핵심간호술 전선 806.454 통합시뮬레이션실습 I

간호학과 전선 806.453 시뮬레이션실습 전선 806.455 통합시뮬레이션실습 II

간호학과 전기 806.102 인체구조와기능I 전기 806.446 인체구조와기능1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101 프로그래밍원리 전선 808.107 소프트웨어적사고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09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전선 808.356 데이터베이스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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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12 모바일프로그래밍_캡스톤디자인 전선 808.255 모바일소프트웨어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51 정보보호프로젝트_캡스톤디자인 전선 808.471 정보보호실무및프로젝트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15 차세대컴퓨팅 전선 808.473 차세대컴퓨팅론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51 VHDL 전선 812.354 하드웨어기술언어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63 기관부품설계 전선 810.255 창의기관설계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56 전자제어기관 전선 810.351 전자제어기관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17 열전달
전선 810.474 차세대에어컨공학_열전달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58 친환경냉난방공학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257 자료구조및알고리즘 전선 556.261 데이터과학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453 마케팅공학 전선 556.455 서비스마케팅공학

컴퓨터공학과 전선 503.250 데이터통신과네트워크 전선 503.255 데이터통신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기 804.006
영어이해능력개발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007 
영어말하기듣기연습

(영어영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기 804.007
기초영작문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220

영작문의 기초
(영어영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일본학과

전기 804.005
일본어표현능력개발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7.101
기초일어Ⅰ
(일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국어국문학과

전필 804.250
독서와토론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1.410 

한국현대작가론
(국어국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일본학과

전선 804.214
일본어문장연습

(여성인력개발학과)
전필 107.222

일본어문법
(일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선 804.313
미디어를통한영어표현능력개발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104 

초급영문법
(영어영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선 804.303
스크린영어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463

영시와미디어콘텐츠
(영어영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국어국문학과

전선 804.350
다문화사회와대중매체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1.220 
한국현대비평론
(국어국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선 804.302
영미문학읽기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456

영미청소년문학
(영어영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국어국문학과

전선 804.351
문화와페미니즘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1.317

영상문학론
(국어국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일본학과

전선 804.403
일본문화여행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7.417

일본전통문화론
(일본학과)

여성인력개발학과,
영어영문학과

전선 804.409
국제 커뮤니케이션
(여성인력개발학과)

전선 102.207 
영어회화Ⅰ

(영어영문학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일선 000.655 국내인턴십 IV 일선 000.670 국내현장실습학기제(12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일선 000.656 국내인턴십 V 일선 000.671 국내현장실습학기제(16주)

인재개발원
(취업지원상담실)

일선 000.025 해외인턴십 III 일선 000.672 해외현장실습학기제(24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공교 050.076 컴퓨터활용Ⅱ 균교 010.639 오피스프로그램의창의적표현

사회복지학과 필수 814.023 사회복지법제 필수 814.403 사회복지법제Ⅰ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207 영어회화Ⅰ 전선 102.465 지역문화와 영어회화_KCC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05 시사영어 전선 102.470 영어로세상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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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전선 102.104 초급영문법 전선 102.469 기초영문법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305 영어회화Ⅱ 전선 102.468 심화영어회화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318 비즈니스영어 전선 102.470 영어로세상만나기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60 로컬문화콘텐츠와영어커뮤니케이션Ⅰ 전선 102.467 중급영어회화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61 로컬문화콘텐츠와영어커뮤니케이션Ⅱ 전선 102.466 초급영어회화

영어영문학과 전선 102.403 영어학특강 전선 102.471 새로운영어학이야기

독어독문학과 전선 103.325 괴테의 문학과 사상 전선 103.465 독일시의 이해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429 중국신시기문예의 논리·논술 전선 106.438 현대중국문학의 논리·논술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339 중국고전명작장편소설감상 전선 106.436 초보자를 위한 중국서사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432 동계올림픽 중국어 회화1 전선 106.434 한중문화콘텐츠마케팅

일본학과 전선 107.305 중급일어회화I 전선 107.451 동계올림픽 일본어회화1

일본학과 전선 107.306 중급일어회화II 전선 107.452 동계올림픽 일본어회화2

일본학과 전선 107.451 동계올림픽 일본어회화1 전선 107.454 중급일어회화Ⅰ

일본학과 전선 107.452 동계올림픽 일본어회화2 전선 107.453 중급일어회화Ⅱ

일본학과 전선 107.350 일본어로읽는시사_캡스톤디자인 전선 107.455 일본시사_캡스톤디자인_KCC

일본학과 전선 107.115 아시아속의 일본정치 전선 107.456 동아시아 일본정치

경영학과 전기 030.026 경영학적사고론 전선 302.442 인간관계와의사소통

경영학과 전선 302.209 경영과PC활용 전기 302.447 경영자료처리

경영학과 전필 302.201 경영통계학 전필 302.448 경영경제통계학

경영학과 전필 302.206 계량경영학 전선 302.437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과 전선 302.319 전자상거래개론 전선 302.445 지역사회와경영

경영학과 전선 302.323 금융기관경영론 전선 302.438 개인재무설계

경영학과 전선 302.320 전자상거래와물류 전선 302.450 신유통관리

경영학과 전선 302.419 경영의사결정론 전선 302.449 지속가능경영

경영학과 전선 302.431 경영학특강 전선 302.443 노사관계론

경영학과 전선 302.412 촉진관리론 전선 302.444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경영학과 전선 302.432 경영과혁신 전선 302.446 기술경영과혁신

경영학과 전기 302.447 경영자료처리 전기 302.459 비즈니스 데이터처리

경영학과 전선 302.437 경영 정보시스템 전선 302.456
경영정보시스템과문제해결

_캡스톤디자인_KCC

경영학과 전선 302.315 생산운영관리 전선 302.458 생산시스템과 서비스경영

경영학과 전선 302.312
중소기업경영론
_캡스톤디자인

전선 302.453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_캡스톤디자인

경영학과 전선 302.450 신유통관리 전필 302.454 비즈니스케이스 연구

경영학과 전선 302.445 지역사회와 경영 전선 302.455 소셜이노베이션

경영학과 전선 302.446 기술경영과 혁신 전선 302.460 과학기술경영과 혁신관리

경영학과 전선 302.449 지속가능경영 전선 302.457 비즈니스분석과 의사결정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202 관광산업론 전선 307.420 관광산업과 진로탐색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206 관광영어 2 전선 307.423 호텔영어 1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413 관광산학연구 전선 307.422 관광현장실습

관광경영학과 전선 307.408 관광경영세미나 전선 307.421 글로벌관광경영세미나

경제학과 전선 301.409 경제학특강 전선 301.112 경제학특강 I

경제학과 전선 301.451 통화시장론 전선 301.112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

경제학과 전선 301.254 산업조직과전략 전선 301.117 경제학문제와사례분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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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전선 301.456 국제경제기초세미나 전선 301.115 경제학문제와사례분석 II

경제학과 전선 301.302 경제정책 전선 301.116 시사경제특강

경제학과 전선 301.411 지방재정론 전선 301.119 경제학특강 II

경제학과 전선 301.404 경제동학 전선 301.114 경제정책과생활

경제학과 전선 301.417 레저경제학 전선 301.118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I

무역학과 전필 304.310 가치투자와기업분석(외환론) 전필 304.438 가치투자와기업분석

무역학과 전선 304.430
국제비즈니스와
아이디어원리

전선 303.425 전자무역플랫폼

무역학과 전선 301.203 미시경제학 전선 303.424 FTA원산지관리

무역학과 전선 301.202 거시경제학 전선 303.423 국제무역기구분석

무역학과 전선 304.431 금융과 자산관리 전선 303.421 무역금융활용실무

무역학과 전선 301.309 국제금융론 전선 303.422 외환론

무역학과 전선 304.414 해외지역경제론 전선 303.426 글로벌경제거점지역분석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415 국제물류관리 전선 309.462 국제물류론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329 국제물류사례연구 전선 309.464 국제물류사례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419 국제산업세미나_전공글쓰기 전선 309.468
국제산업세미나
_캡스톤디자인

국제통상학과 전선 309.328 국제상무사례연구 전선 309.465 국제상무사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251 지도학및기초제도 전필 305.732 도시경제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318 입지분석론 전선 305.734 도시재생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415 농촌계획론 전선 305.733 지역개발론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422 부동산감정평가론 전선 305.735 스마트도시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선 305.319
지적전산학

_캡스톤디자인_KCC
전선 305.737 지적전산학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64 지방재정론 전선 308.468 규제행정론

자치행정학과 전기 308.221 행정학개론 전기 308.459 행정학기초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02 자치정부론 전선 308.461 지방정부론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30 행정계량분석 전선 308.482 행정데이터분석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04
환경행정론

_캡스톤디자인_KCC
전선 308.483 환경행정론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63
지역사회들여보기와시민참여

_캡스톤디자인_KCC
전선 308.472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56 과학기술과지식재산정책 전선 308.490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

교직과정부
교직
소양

000.307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직
소양

000.337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의 이해

수학과 전기 501.219 선형대수학개론 전기 501.434 선형대수학Ⅰ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219 통계분석및실습 전선 502.455 통계분석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215 탐색적자료분석및실습 전선 502.456 탐색적자료분석

정보통계학과 전필 502.218 회귀분석및실습Ⅰ 전필 502.457 회귀분석Ⅰ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313 다변량자료분석및실습 전선 502.458 다변량자료분석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322 신뢰수명검정론및실습 전선 502.459 신뢰수명검정론

정보통계학과 전선 502.211 시계열·수요예측방법및 실습 전선 502.460 시계열·수요예측방법

생물학과 전선 506.317 생물학연구법Ⅰ 전선 506.735 인간생물학

생물학과 전선 506.322 생물학연구법Ⅱ 전선 506.734 생물학연구법_캡스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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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전선 506.437 현대생물학기법Ⅰ 전선 506.736 현대생물학

생물학과 전선 506.439 현대생물학기법Ⅱ 전선 506.737 현대생물학기법

생물학과 전선 506.432 글로벌환경변화세미나 전선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

생물학과 전선 551.465 지구환경과학융합실습 전선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

대기환경과학과 전기 551.451 일반대기과학Ⅰ 전기 551.484 기상학개론Ⅰ

대기환경과학과 전기 551.452 일반대기과학Ⅱ 전선 551.485 기상학개론Ⅱ

대기환경과학과 전기 551.203 수리대기과학Ⅰ 전기 551.486 수리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62 대기전산기초 전선 551.487 대기과학 PythonⅠ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211 대기과학전산입문Ⅰ 전선 551.495 대기과학 FortranⅠ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212 대기과학전산입문Ⅱ 전선 551.471 대기과학 FortranⅡ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50 종관분석및실습Ⅰ 전선 551.488 종관분석Ⅰ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18 대기경계층기상학 전선 551.490 대기경계층기상학Ⅰ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51 종관분석및실습Ⅱ 전선 551.489 종관분석Ⅱ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54 지구환경응용연습_캡스톤디자인 전선 551.493 대기환경응용연습_캡스톤디자인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56 일기예보및분석Ⅰ 전선 551.486 일기예보및분석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460 환경법 전선 505.462 환경과학법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30 식품영양세미나 전선 565.432 식품영양세미나Ⅱ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206 식품미생물학및실험 전선 565.424 식품미생물학

식품영양학과 전필 565.207 생화학Ⅰ및실험 전필 565.425 생화학Ⅰ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19 수산식품연구 및 조리실습 전선 565.426 외국음식연구및실습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311 식품구매 전선 565.427 식품구매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17 건강기능성식품학 및 초청특강 전선 565.429 건강기능성식품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106 식품영양 원서강독 전선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27 식품구매 전선 565.434 식품구매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05 푸드코디네이션 전선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35 약선음식의 이해 전선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09 제과제빵및실습 전선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유통학과 전기 566.201 물리화학및실험 전기 566.422 물리화학및연습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선 566.405 식품효소학_캡스톤디자인 전선 566.428 식품가공실습및견학_캡스톤디자인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선 566.407 식품관리회계학 전선 566.426 농식품소비자분석론_캡스톤디자인

해양식품공학과 전필 570.251 생화학 전필 570.477 식품생화학I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319 해양관측 및 실습 전선 571.459 IT기반 해양모니터링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선 571.457 수산식품과 기생충 전선 571.460 수산식품과 위생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465 수족생물학및실습 전선 572.481 수족관생물학및실습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460 해양생물분자세포학 전선 572.482 수산동물생리학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464 의약화학 전선 572.483 해양의약신소재학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기 573.152 해양수산과학개론 전기 573.476 수산해양과학개론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60.211 미생물학 및 실험 전선 573.481 일반미생물학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필 573.316 분자생물학 전필 573.477 분자생물학Ⅰ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73.411 유전자조작론 전선 573.479 분자생물학 Ⅱ_캡스톤디자인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73.313 조직생리학 및 실험 전선 573.483 조직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전선 573.416 생물정보학 전선 573.482 생물정보학 및 실습

식물생명과학과 전기 554.464 식물생명과학입문 전기 554.470 식물생명과학입문



Ⅲ.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원칙

 강릉원주대학교 154 학사운영과

학과명
기존 교과목 동일 교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식물생명과학과 전선 554.336 관상식물학및실습 전선 554.471 식물분류학및실험

환경조경학과 전기 575.104 조경제도기법 전기 575.461 기초설계1

환경조경학과 전기 575.150 조경측량학 전기 575.462 조경측량응용학

환경조경학과 전선 575.151 경관조형디자인 전선 575.463 외부공간설계스튜디오(건축물)

환경조경학과 전선 575.250 조경CAD I 전선 575.455 기초설계2 (디자인기초)

환경조경학과 전필 575.220 식재설계 전필 575.457 지형 및 식재설계

환경조경학과 전선 575.252 조경CAD II 전선 575.458 디지털조경

환경조경학과 전필 575.221 정원설계_캡스톤디자인 전필 575.459
외부공간설계스튜디오(정원)_캡스톤디

자인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선 555.458 나노세라믹스 및 물성해석 전선 555.460 제조공정 실험계획법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선 555.457 재료구조전산설계 전선 555.459 고체구조물 전산 설계

생명화학공학과 전선 559.250 생화학 전필 559.433 화공생화학

토목공학과 전선 561.225 건설재료학및실험 전선 561.472 건설재료공학및실험

토목공학과 전필 561.360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전선 561.473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및연습

토목공학과 전선 561.340 수리학Ⅱ 전선 561.474 수리학Ⅱ및실험

토목공학과 전선 561.471 해안공학 전선 561.478 해안항만공학

토목공학과 전선 561.470 하천공학설계 전선 561.477 하천공학및설계

치위생학과 전선 653.429 치위생 연구 1_창의·인성 전선 653.454 치위생 연구Ⅰ_창의·인성

치위생학과 전선 653.431 치위생 연구 2 전선 653.454 치위생 연구Ⅰ_창의·인성

치위생학과 전선 653.455 치위생 연구Ⅱ_창의·인성 전선 653.466 치위생연구Ⅱ_창의·인성_캡스톤디자인

치위생학과 전필 653.438 임상실습 1 전필 653.467 임상현장실습Ⅰ

치위생학과 전필 653.439 임상실습 2 전필 653.471 임상현장실습 Ⅱ

치위생학과 전필 653.458 구강병리학 전필 653.309 치위생 병리학

치위생학과 전선 653.464 관리치위생학 및 실습 전선 653.468 관리치위생학

치위생학과 전기 653.416 일반생물학및실험 전기 653.447 일반생물학및실험

치위생학과 전기 653.418 일반화학및실험 전기 653.448 일반화학및실험

치위생학과 전기 653.421 교육학개론 전필 653.451 교육치위생학및실습1

치위생학과 전필 653.427 감염관리학 전기 653.452 치과감염관리학

치위생학과 전필 653.424 치과임상학실습 전필 653.453 치과임상학실습1

치위생학과 전필 653.425 교육치위생학 전필 653.459 교육치위생학및실습2

치위생학과 전필 653.436 행동치과학및실습1_창의·인성 전필 653.457 치과의료와행동과학1_창의·인성

치위생학과 전필 653.437 행동치과학및실습2 전필 653.460 치과의료와행동과학2_창의·인성

치위생학과 전선 653.443 관리치위생학 전선 653.464 관리치위생학및실습

치위생학과 전선 653.432 지역사회치위생학2 전선 653.465 사회치위생학2

체육학과 전선 731.103 체육해부학 전선 731.430 체육해부학

체육학과 전필 731.354 한국체육사 전선 731.431 체육사

체육학과 전선 731.366 스포츠윤리학 전선 731.432 스포츠윤리학

체육학과 전필 731.357 여가및레크리에이션 전선 731.433 여가프로그램기획

체육학과 전선 731.229 서양체육사 전선 731.431 체육사

체육학과 전선 731.215 체육측정평가 전선 731.435 체육측정평가

체육학과 전선 731.371 응급처치및구급법 전선 731.439 응급처치및구급법

체육학과 전선 731.326 스포츠사회학 전필 731.437 스포츠사회학

체육학과 전선 731.217 스포츠영양학 전선 731.438 스포츠영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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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 전선 731.330 운동학습 전선 731.440 운동학습

체육학과 전선 731.368 스포츠산업및시설론 전선 731.441 스포츠산업및시설론

체육학과 전선 731.364 건강관리 전선 731.443 스포츠건강관리

체육학과 전선 731.245 운동기능분석 전선 731.444 운동기능분석

체육학과 전선 731.424 노인체육론 전선 731.436 노인체육론

체육학과 전선 731.425 유아체육론 전선 731.445 유아체육론

체육학과 전선 731.367 스포츠와미디어 전선 731.447 스포츠와미디어

체육학과 전선 731.428 체육학글쓰기 전선 731.448 체육학글쓰기_전공글쓰기

체육학과 전선 731.427 운동상해 전선 731.449 운동상해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전선 721.105 기초실기Ⅰ 전기 741.002 기초실기Ⅲ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전선 721.123 드로잉 전선 741.010 드로잉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전선 721.115 색채학Ⅰ 전선 741.030 색채연구Ⅰ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전선 721.106 기초실기Ⅱ 전기 741.021 기초실기Ⅵ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전선 721.122 표현기법Ⅰ 전선 741. 004 표현기법Ⅰ/표현연구Ⅰ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03 패션아트&디자인 전선 813.350 패션디자인Ⅱ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63 패션디자인실기Ⅱ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464 현대패션과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필 813.259 패션디자인실기Ⅰ 전필 813.463 패션디자인실기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62 패션쏘잉 전선 813.465 기초의복구성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9 패턴CAD_캡스톤디자인 전선 813.467 3D어패럴패턴CAD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2 패션디자인CAD 전선 813.469 테크니컬디자인_캡스톤디자인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461 현장실습과직무분석 전선 813.468 패션실무트레이닝

사회복지학과 전기 814.002 사회복지개론 전기 814.412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003 사회복지발달사 전선 814.408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028 학교사회사업론 전선 814.407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전필 814.403 사회복지법제 I 전필 814.411 사회복지법제와실천Ⅰ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02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전선 814.414 프로그램개발과평가_캡스톤디자인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404 사회복지법제 II 전선 814.417 사회복지법제와실천Ⅱ_캡스톤디자인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30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전선 814.4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과 전선 814.304 가족상담 전선 814.413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다문화학과 전필 815.204 국제사회복지론_전공글쓰기 전필 815.407 국제사회복지론

다문화학과 전선 815.002 사회복지개론 전선 815.414 사회복지학개론

다문화학과 전선 815.021 사회복지법제 전선 815.415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다문화학과 전선 815.404 이중언어교육론 전선 815.411 이중언어교육론_캡스톤디자인

컴퓨터공학과 전기 503.203 이산구조 전기 010.624 이산수학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01 멀티미디어디자인Ⅰ 전기 807.465 멀티미디어디자인 I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05 이산구조 전기 807.466 창의적 알고리즘 설계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50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Ⅰ 전기 807.475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I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02 멀티미디어디자인Ⅱ 전선 807.467 멀티미디어디자인 II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03 통계학개론 전기 807.468 통계학개론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51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Ⅱ 전기 807.470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II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 807.152 웹페이지개론 전기 807.469 웹페이지개론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462 서버 프로그래밍의 이해 전선 807.478 서버프로그래밍의 이해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410 인공지능 전선 807.480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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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253 리눅스개론 전선 807.472 리눅스개론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304 컴퓨터정보통신론 전선 807.481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과학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314 네트워크 보안 전선 807.464 텐서플로우 딥러닝 신경망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351 Visual C++프로그래밍Ⅱ 전선 807.463 데이터과학을위한 파이썬기초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212 소프트웨어공학론 전선 807.47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멀티미디어공학과 전필 807.255 *디지털회로 전선 807.473 가상현실 콘텐츠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250 소프트웨어 분석과 설계 전선 807.474 UML 소프트웨어 분석과 설계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206 시스템프로그래밍 전선 807.476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312 소프트웨어프로젝트관리론 전선 807.479 정보시스템 구축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414 멀티미디어기기 전선 807.477 4차산업혁명의 멀티미디어기기

멀티미디어공학과 전선 807.417 알고리즘 전선 807.482 데이터과학을 위한 파이썬 응용

소프트웨어학과 전선 808.212 웹서버프로그래밍 전선 808.476 웹IoT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학과 전필 808.467 창의적공학설계_캡스톤디자인 전필 808.478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

소프트웨어학과 전선 808.459 정보보안기술및응용 전선 808.479 해킹과대응기술

전자공학과 전선 557.329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전선 557.467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전자공학과 전선 557.331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실험 전선 557.468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252 전자기학Ⅰ 전필 812.467 전기자기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53 디지털논리회로 및 실험 전필 812.468 디지털논리회로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214 컴퓨터프로그래밍 전필 812.477 기초빅데이터프로그래밍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50 데이터통신 전선 812.487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03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전선 812.481 응용빅데이터프로그래밍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313 통신이론 전선 812.469 통신시스템 I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56 전자회로Ⅱ 및 실험 전필 812.488 전자회로Ⅱ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19 리눅스운영체제 전선 812.463 임베디드시스템운영체제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57 디지털통신 및 실험 전선 812.490 통신시스템 II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11 이동통신시스템설계 전선 812.462 전파공학

기계공학과 전기 558.453 공학기초수학 A 전기 816.001 공학기초수학

기계공학과 전기 809.454 공학 기초수학 B 전기 816.001 공학기초수학

기계공학과 전기 810.461 공학 기초수학 C 전기 816.001 공학기초수학

기계공학과 전기 558.454 공학기초물리 B 전기 816.010 공학기초물리

기계공학과 전기 809.455 공학 기초물리 C 전기 816.010 공학기초물리

기계공학과 전기 810.460 공학 기초물리 A 전기 816.010 공학기초물리

기계공학과 전기 558.455 공학프로그래밍-C 전기 816.011 공학프로그래밍

기계공학과 전기 809.456 공학프로그래밍-A 전기 816.011 공학프로그래밍

기계공학과 전기 810.462 공학프로그래밍-B 전기 816.011 공학프로그래밍

기계공학과 전선 809.472 현장실습 전선 816.023 현장실습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50 현장실습 전선 810.477 현장실습

자동차공학과 전기 810.461 공학기초수학C 전기 810.480 공학기초수학

자동차공학과 전기 810.460 공학기초물리A 전기 810.481 공학기초물리

자동차공학과 전기 810.462 공학프로그래밍 B 전기 810.478 공학프로그래밍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251 기계재료학 전선 810.483 고체역학실험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351 전자제어기관 전선 810.488 차세대동력공학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304 전산응용설계 Ⅰ 전선 810.484 컴퓨터응용설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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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기존 교과목 동일 교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05 전산응용설계 Ⅱ 전선 810.495 컴퓨터응용설계 Ⅱ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70 전산응용가공 전선 810.497 컴퓨터응용가공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71 CAE 및 실습 전선 810.490 자동차구조해석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57
제품개발실무_캡스톤디자인

(글쓰기,창의인성)
전선 810.498

제품개발실무I_캡스톤디자인
(글쓰기,창의인성)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50 현장실습 전선 810.493 현장실습I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51 열시스템설계 전선 810.479 차세대엔진열설계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59 창의적종합설계(글쓰기,창의인성) 전선 810.494
제품개발실무II_캡스톤디자인(글쓰기,

창의인성)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72 금형설계 전선 810.492 프로젝트관리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254 스마트전산수학 전선 810.482 스마트전산수학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255 창의기관설계 전선 810.500 창의기관설계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20 터보유체기계 전선 810.491 터보유체기계

자동차공학과 전선 810.476 장기현장실습 전선 810.486 장기현장실습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04 다치시스템설계 전선 812.460 양자컴퓨팅

산업경영공학과 전선 556.451 의사결정론 전선 556.463 빅데이터의의사결정론

창업지원본부 특별 000.613 기업가정신과 창업 균형 010.685 기업가정신의 이해

창업지원본부 일선 000.663 사회적경제와 창업 균형 010.686 재미있는협동조합이야기

창업지원본부 균형 010.646 지역산업과 창조경제 균형 010.687 지역산업과 취·창업환경 이해

산업경영공학과 균형 010.336 공학도를위한경영학 균형 010.704 4차산업혁명시대의경영학

해양식품공학과 전선 570.406 발효식품및실험_캡스톤디자인 전선 570.473 발효식품학

학군단 일선 000.609 군사학1 일선 000.692 안보학

학군단 일선 000.610 군사학2 일선 000.693 안전및조직관리 사례연구

학군단 일선 000.611 군사학3 일선 000.694 조직리더십

학군단 일선 000.612 군사학4 일선 000.695 조직리더십사례연구

교육혁신원 해람 010.638 창의적사고와 표현 기교 010.716 창의적사고와 글쓰기

교육혁신원 해람 010.585 명저읽기와 가치관의 이해 기교 010.717 비판적사고와 말하기 

국어국문학과 균형 010.666
강릉녹색도시체험과 생태주의 

문화예술
균형 101.426 강릉생태도시문화예술

국어국문학과 균형 010.667
문학속의 강릉, 로컬리즘과 

글로컬리즘
균형 101.424

문학속의 강릉, 로컬리즘과 
글로컬리즘

경영학과 균형 030.103 전자상거래의 이해 균형 302.451 스마트한 선택하기: 행동경제와 경영

경영학과 균형 030.064 경영과 컴퓨터 균형 302.452 미래와 경영: 지능 정보 기술 활용

해양분자생명과학과 균형 010.334 생명과학의 이해 균형 573.473 생명과학의 이해

체육학과 균형 010.655 승패의 삶·철학·지혜 균형 731.454 스포츠스타의 삶·철학·지혜

회계학과 전선 303.416 상업정보교재연구및지도법 전선 303.420 상업교재연구및지도법

경영학과 전선 303.319 상업정보교육론 전선 302.436 상업교육론

무역학과 전선 303.320 상업정보논리및논술 전선 304.439 상업논리및논술

간호학과 전필 806.105 기본간호학Ⅰ 전필 806.473 기본간호학1

간호학과 전필 806.218 기본간호학실습Ⅰ 전필 806.468 기본간호학실습1

간호학과 전필 806.217 기본간호학Ⅱ 전필 806.440 기본간호학2

간호학과 전필 806.225 기본간호학실습Ⅱ 전필 806.449 기본간호학실습2

간호학과 전기 806.102 인체구조와기능Ⅰ 전기 806.446 인체구조와기능1

간호학과 전기 806.219 인체구조와기능Ⅱ 전기 806.448 인체구조와기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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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체교과목 목록 (※ 중복 이수 시 이수한 교과목 모두 각각 성적 인정됨)

학과명
기존 교과목 동일 교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간호학과 전필 806.454 통합시뮬레이션실습Ⅰ 전필 806.466 통합시뮬레이션실습1

간호학과 전필 806.455 통합시뮬레이션실습Ⅱ 전필 806.439 통합시뮬레이션실습2

간호학과 전기 806.352 다문화와건강 전기 806.472 다문화의이해

간호학과 전기 806.252 여성건강 전필 806.474 모성간호학1

간호학과 전필 806.305 모성간호학Ⅰ 전필 806.477 모성간호학2

간호학과 전필 806.306 모성간호학Ⅱ 전필 806.471 모성간호학3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234 문화콘텐츠기획제작실습 전선 308.494 문화콘텐츠기획제작실습_캡스톤디자인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410 지방정부혁신론 전선 308.493 지방정부혁신론_캡스톤디자인

철학과 균형 010.489 문화적차이와문화콘텐츠 균형 010.237 문화비평과 가치

학과명
변경 전 변경 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독어독문학과 전필 103.343 독문해석연습 Ⅱ 전선 103.455 독일어 실용문연습

일본학과 전필 107.206 중급일어강독 Ⅱ 전선 107.205 중급일어강독 Ⅰ

일본학과 전필 107.305 중급일어회화 Ⅰ 전선 107.306 중급일어회화 Ⅱ

일본학과 전필 107.304 고급일어강독 Ⅱ 전선 107.303 고급일어강독 Ⅰ

도시계획부동산 전기 305.103 삶의질과지역개발 전기 305.105 부동산학개론

도시계획부동산 전필 305.301 계량분석론 전필 305.221 도시부동산통계학

도시계획부동산 전필 305.201 지역개발론 전필 305.224 도시개발론

도시계획부동산 전선 305.220 경제학 Ⅱ 전선 305.252 경제학

무역학과 전필 304.425 협상전략 전선 304.428 글로벌협상전략

해양자원육성 전선 571.413 관상어질병학 전선 571.453 해양생물과 기생충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전기 555.109 미분적분학 II 전기 555.452 재료수학

미술학과 전선 711.206 한국미술사 전선 711.304 동양미술사

미술학과 전선 711.150 기초드로잉 전선 711.115 기초서양화 I

미술학과 전선 711.122 재료와기법 전선 711.117 기초서양화 II

미술학과 전선 711.335 비주얼디자인 전선 711.460 캘리그라피

미술학과 전선 711.359 근현대미술사 전선 711.359 근현대미술론

미술학과 전선 711.358 미디어아트 전선 711.463 시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미술학과 전선 711.352 응용실기 I 전선 711.350 인디비주얼워크 I

미술학과 전선 711.353 응용실기 II 전선 711.351 인디비주얼워크 II

미술학과 전선 711.333 예술정책기획 전선 711.332 예술경영

미술학과 전선 711.452 창작표현 I 전선 711.464 창작표현

미술학과 전선 711.453 창작표현 II 전선 711.464 창작표현

치위생학과 전기 653.101 생물 1 전기 653.416 일반생물학 및 실험

치위생학과 전기 653.105 생물 2 전기 653.416 일반생물학 및 실험

치위생학과 전기 653.102 화학 1 전기 653.418 일반화학 및 실험

치위생학과 전기 653.107 화학 2 전기 653.418 일반화학 및 실험

치위생학과 전필 653.106 치위생 해부/조직학 전필 653.419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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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전필 653.420 조직발생학 및 실습

치위생학과 전필 653.215 구강보건교육학 전필 653.425 교육치위생학

치위생학과 전필 653.312 공중구강보건학 전필 653.430 지역사회치위생학 1

치위생학과 전필 653.401 구강보건정보통계 전선 653.432 지역사회치위생학 2

유아교육과 전기 151.320 아동발달
전기 805.416 영아발달

전기 805.418 유아발달

유아교육과 전선 151.216 아동수·과학지도
전선 805.436 유아수학교육

전선 805.441 유아과학교육

정밀기계공학 전기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 전기 558.453 공학 기초물리 B

정밀기계공학 전기 504.006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전기 558.453 공학 기초물리 B

정밀기계공학 전기 558.151 기계공학해석기초  Ⅰ 전기 558.454 공학 기초 수학 A

정밀기계공학 전기 558.152 기계공학해석기초  Ⅱ 전기 558.454 공학 기초 수학 A

정밀기계공학 전기 505.001 일반화학 전기 558.453 공학 기초물리 B

정밀기계공학 전기 505.011 일반화학실험 전기 558.453 공학 기초물리 B

기계의용공학 전기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 전기 809.455 공학 기초물리 C

기계의용공학 전기 504.006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전기 809.455 공학 기초물리 C

기계의용공학 전기 558.151 기계공학해석기초  Ⅰ 전기 809.454 공학 기초 수학 B

기계의용공학 전기 558.152 기계공학해석기초  Ⅱ 전기 809.454 공학 기초 수학 B

기계의용공학 전기 505.001 일반화학 전기 809.455 공학 기초물리 C

기계의용공학 전기 505.011 일반화학실험 전기 809.455 공학 기초물리 C

기계의용공학 전기 558.150 일반공학해석 전기 809.454 공학 기초 수학 B

기계의용공학 전선 809.250 공업수학 전선 809.415 의료기기학

기계의용공학 전선 809.303 유압공학 전필 809.408 냉동공조시스템

기계의용공학 전선 809.356 종합공학설계 전선 809.461 캡스턴디자인

기계의용공학 전선 809.453 의료기기  개발실무 및 현장경영 전선 809.463 제품개발실무 및 현장경영

기계의용공학 전선 809.309 기계재료 전필 809.458 기계제도

기계의용공학 심교 080.019 대체 에너지 균형 010.641 친환경에너지개론과 정책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302 전자제어기관 II 전선 810.469 자동차저탄소공학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316 창의적공학설계 전선 810.463 기관부품설계

자동차공학전공 전선 810.454 자동차구조해석 전선 810.452 CAE및실습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Ⅰ 전기 810.460 공학 기초물리 A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04.006 일반물리학 및 실험 Ⅱ 전기 810.460 공학 기초물리 A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58.151 기계공학해석기초  Ⅰ 전기 810.461 공학 기초 수학C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58.152 기계공학해석기초  Ⅱ 전기 810.461 공학 기초 수학 C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05.001 일반화학 전기 810.460 공학 기초물리 A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05.011 일반화학실험 전기 810.460 공학 기초물리 A

자동차공학전공 전기 558.150 일반공학해석 전기 810.461 공학 기초 수학 C

전기공학과 기초 811.101 C-언어 전선 811.318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전기공학과 전선 811.215 전기자기학 전선 811.452 전기자기학 I

전기공학과 전선 811.301 신재생에너지공학 전필 811.454 신재생에너지공학 및 실험

전기공학과 전필 811.204 전기전자물성공학 전선 811.314 센서계측 및 실험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51 정보보안기술 및 특강 전선 808.459 정보보안기술 및 응용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52 캡스톤디자인 전선 808.462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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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11 의용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전선 808.463 이동컴퓨팅과 응용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53 자바응용프로그래밍 전선 808.464 해킹 및 대응기술실무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201 디지털논리회로 전선 812.453 디지털논리회로 및 실험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205 회로이론 전선 812.454 기초회로이론 및 실험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203 전자기학 Ⅰ 전필 812.452 전자기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202 전자기학 Ⅱ 전선 812.455 전자파환경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02 전자회로 Ⅱ 전선 812.456 전자회로Ⅱ 및 실험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316 디지털통신 전선 812.457 디지털통신 및 실험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07 임베디드프로그래밍 전선 812.458 임베디드프로그래밍실습

영어영문학과(어학원) 공교 010.204 글로벌커뮤니케이션 Ⅰ 기교 010.141 영어1

영어영문학과(어학원) 공교 010.205 글로벌커뮤니케이션 Ⅱ 기교 010.145 영어2

철학과 공교 010.196 논리와 창의적 사고 융교 010.236 논리와 비판적 사고

철학과 공교 010.197 가치와 문화 융교 010.237 문화비평과 가치

사학과 공교 010.157 한국사 바로읽기 융교
010.238 한국의  역사와 문화

010.422 한국의 역사와 문화콘텐츠

사학과 공교 010.198 세계사의 흐름과 한국 융교
010.239 세계의 역사와 현실

010.423 인류의 문화와 자본주의

경영학과 전선 302.410 증권시장론 전선 302.429 파생상품론

물리학과 전기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전기 504.451 일반물리학실험

물리학과 전기 504.006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식품영양학과 전선 565.420 수산식품위생법규 전선 565.402 식품위생법규

식품가공유통학과 전선 566.418 수산식품유통학 전선 566.313 식품유통학

토목공학과 전기 561.001 전산프로그래밍
전문(MSC) 010.432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 I

전문(MSC) 010.436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 II

토목공학과 전기 561.109 창의적 공학입문설계 전선 561.156 공학입문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230 유체역학 및 연습I
전기 561.257 유체역학 및 연습

토목공학과 전선 561.233 유체역학 및 연습II

토목공학과 전선 561.231 응용역학I
전기 561.258 응용역학 및 연습

토목공학과 전필 561.232 응용역학II

토목공학과 전필 561.337 상수도공학 및 연습
전필 561.361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토목공학과 전선 561.342 하수도공학 및 실헙

토목공학과 전필 561.333 철근콘크리트구조II 전선 561.36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306 강구조공학 전선 561.364 강구조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341 토목시공학
전선 561.362 토목시공학I

전선 561.469 토목시공학II

토목공학과 전선 561.447 수질관리공학 전선 561.361 상하수도 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451 해안항만공학 및 설계
전선 561.466 하천 및 해안 공학 설계

토목공학과 전선 561.452 수자원공학 및 설계

음악과 전기 701.103 시창I
전기 701.156 시창·청음 I

음악과 전기 701.105 청음I

음악과 전기 701.104 시창II 전기 701.163 시창·청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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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전기 701.106 청음II

음악과 전기 701.121 음악이론I
전기 701.162 음악이론

음악과 전기 701.122 음악이론II

음악과 전필 701.125 (피)피아노연주기법I 전선 701.351 피아노교수법I

음악과 전필 701.126 (피)피아노연주기법II 전선 701.352 피아노교수법II

음악과 전선 701.317 대위법I
전선 701.373 대위법

음악과 전선 701.318 대위법II

음악과 전선 701.325 지휘법I
전선 701.161 지휘법

음악과 전선 701.326 지휘법II

음악과 전선 701.323 건반화성I
전선 701.379 건반화성

음악과 전선 701.324 건반화성II

음악과 전선 701.353 국악개론I
전선 701.376 국악개론

음악과 전선 701.354 국악개론II

음악과 전선 701.425 관현악법I
전선 701.483 관현악법

음악과 전선 701.426 관현악법II

음악과 전선 701.229 가창I 전선 701.433 합창VII

음악과 전선 701.230 가창II 전선 701.434 합창VIII

음악과 전선 701.360 실내악I
전선 701.309 (관)관학합주V

전선 701.311 (현)현악합주V

음악과 전선 701.361 실내악II
전선 701.310 (관)관학합주VI

전선 701.312 (현)현악합주VI

음악과 전선 701.227 연주I 전필 701.269 연주III

음악과 전선 701.228 연주II 전필 701.270 연주IV

음악과 전선 701.321 연주III 전필 701.372 연주V

음악과 전선 701.322 연주IV 전필 701.378 연주VI

음악과 전필 701.241 전자음악
전선 701.362 컴퓨터음악I

전선 701.364 컴퓨터음악II

음악과 전필 701.125 (피)피아노연주기법I 전선 701.351 피아노교수법I

음악과 전필 701.126 (피)피아노연주기법II 전선 701.352 피아노교수법II

음악과 전필 701.119 기악실기I
전기 701.158 (관)관악합주 I

전기 701.159 (현)현악합주 I

음악과 전선 701.120 기악실기II
전기 701.165 (관)관악합주 II

전기 701.166 (현)현악합주 II

음악과 전선 701.219 기악실기III
전선 701.213 (관)관악합주III

전선 701.215 (현)현악합주III

음악과 전선 701.220 기악실기IV
전선 701.214 (관)관악합주IV

전선 701.216 (현)현악합주IV

음악과 전선 701.359 (작)현대음악실습I 전선 701.375 현대음악의이해I

음악과 전필 701.358 (작)현대음악실습II 전선 701.381 현대음악의이해II

음악과 전필 701.111 (성)딕션(이)I
전기 701.160 (성)이태리어딕션

음악과 전선 701.112 (성)딕션(이)II

음악과 전선 701.237 (성)딕션(독)III 전기 701.167 (성)독일어딕션
음악과 전선 701.238 (성)딕션(독)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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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전선 701.349 (성)딕션(불)V 전선 701.374 (성)불어딕션

음악과 전선 701.368 (성)딕션(영)VI 전선 701.380 (성)영어딕션

음악과 전선 701.427 성악문헌I
전선 701.377 성악문헌

음악과 전선 701.428 성악문헌II

음악과 전선 701.307 오페라클래스I
전선 701.485 (성)오페라클래스

음악과 전선 701.308 오페라클래스II

영어영문학과 융교 010.420 서양문학을 통해 본 과학과 인간 균기 010.441 영어와 세계

중어중문학과 융교 010.235 동아시아 문학과 사회
균기 010.443 중국문학과 사회

균기 010.444 한일 문학 이야기

생물학과 전선 506.409 해양생물학 전선 506.333 생물정보학

생물학과 전선 506.426 복원생태학 전선 506.436 보전생물학및실험

토목공학과 전선 561.466 하천및해안공학설계
전선 561.470 하천공학설계

전선 561.471 해안공학

패션디자인학과 전선 813.355 웨딩&드레스제작 전선 813.361 의류상품개발

정보통신공학과 전필 812.452 전자기학 전필 812.252 전자기학 I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55 전자파환경공학 전선 812.253 전자기학 II

정보통신공학과 전선 812.450 고급전자회로설계 전선 812.459 양자정보통신

생물학과 전선 506.232 균류생물학 전선 506.232 현대생물학기법 II

생물학과 전선 506.428 의생물학 전선 506.438 실용생물학 II

생물학과 전선 506.424 세균학및실험 전선 506.335 실용생물학 I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선 721.121 드로잉II 전선 721.123 드로잉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전선 721.324 공예재료학II 전선 721.242 공예재료학

패션디자인학과 전기 813.150 패션쏘잉 전필 813.005 의복구성I

패션디자인학과 전기 813.209 드레이핑I 전선 813.261 드레이핑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106 IT영어강독 전선 808.252 컴퓨터그래픽스I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203 인터넷프로그래밍 전선 808.108 JAVA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202 컴퓨터그래픽스 전선 808.254 컴퓨터그래픽스II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211 정보통신윤리 전선 808.402 인지과학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52 게임공학_캡스톤디자인 전선 808.359 소프트웨어개발방법론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02 의료정보학 전선 808.357 인공지능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353 비동기프로그래밍 전선 808.360 웹프레임워크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210 웹서비스컴퓨팅 전선 808.470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보기술공학과 전선 808.404
의용임베디드하드웨어_캡스톤디

자인
전선 808.355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전기공학과 전선 811.218 기초설계입문 전선 811.219 C-언어기초

전기공학과 전필 811.204 전기전자물성공학 전필 811.454 신재생에너지공학및실험

전기공학과 전선 811.210 수치해석 전선 811.319 C-언어응용

음악과 전선 701.351 피아노교수법I 전선 701.382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과 전선 701.352 피아노교수법II 전선 701.383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컴퓨터공학과 전필 503.441 객체프로그래밍설계I 전선 503.252 웹프로그래밍

국어국문학과 전선 101.311 한국노래문학론 전선 101.206 한국구비문학론

중어중문학과 전선 106.433 동계올림픽 중국어 회화 2 전선 106.222 종합중국어Ⅱ

자치행정학과 전선 308.317 정책론 전기 308.460 정책학기초

해양생물공학과 전선 572.207 해양생물과학 전필 572.251 생물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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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변경 전 변경 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토목공학과 전선 561.36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 전필 561.475 RC및PSC구조설계

토목공학과 전기 561.468 PSC구조해석 전필 561.475 RC및PSC구조설계

치의예과 전기 601.106 치과의료관광경영학 전기 601.209 치의학기초연구

치위생학과 전기 653.422 기초치의학실습 전필 653.463 치과임상학실습2

컴퓨터공학과 전필 503.332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설계Ⅱ
전선 503.457

데이터마이닝
_캡스톤디자인_KCC

생물학과 전선 506.327 집단유전학및실험 전선 506.731 유전공학및실험

토목공학과 전기 561.257 유체역학및연습 전기 561.754 유체역학II및연습

토목공학과 전기 561.258 응용역학및연습 전기 561.752 응용역학II및연습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3 논문연구Ⅰ-1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4 논문연구Ⅰ-2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5 논문연구Ⅰ-3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6 논문연구Ⅰ-4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7 논문연구Ⅰ-5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8 논문연구Ⅱ-1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79 논문연구Ⅱ-2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1 논문연구Ⅱ-3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4 논문연구Ⅱ-4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8 논문연구Ⅱ-5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7 논문연구Ⅲ-1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6 논문연구Ⅲ-2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5 논문연구Ⅲ-3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89 논문연구Ⅲ-4

자치행정학과 전필 308.000 미래설계 전선 308.491 논문연구Ⅲ-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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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 교과목

      (Self-discovery of personality and identity of the Heramin)

| 수강대상 | 2017, 2018학년도 입학생

| 교과목 내용 |

  강릉원주대학교의 핵심인재상인 해람인(창의도전인, 소통협력인, 자기주도인) 양성을 위한 교시교과목으로 

모듈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참여와 활동보고서 작성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

| 학수번호 및 학점 |

  • 학수번호 : 010.648

  • 학점 : 2학점

| 이수구분 |

  • 해람기초교양 대학교시 영역(필수교과목)으로 P/N(Pass/Non-pass) 표시

  • 평점 미포함

  • 졸업학점 포함

| 학점부여 방법 |

  ➀ 총 30시간 이수(모듈 제한 없음)

     - 학내에서 진행하는 체.인.지(體仁知) 비교과 프로그램(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참여한 활동으로 인증

  ➁ 해인자 활동보고서 제출

     - 창의도전, 소통협력, 자기주도의 프로그램 참여실적에 대한 자아성찰 내용을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

  ➂ 학점부여 요청 (수강신청 절차 없음)

     - 5학기(단, 치의예과는 3학기)부터 제출 가능

     - 프로그램 30시간이상 충족과 활동보고서 작성 검토 후 학기말 학점 요청 학생에 대하여 학점부여

| 이수기준 대비표 |

변경 전 (2017~2018학년도 인증기준) 변경 후 (2019학년도 이후 인증기준)

 • 대상 : 2017년도 입학생부터
 • 모듈별 프로그램 참여인증
 - 대모듈 각 영역(창의도전, 소통협력, 자기주도)에서 중모듈 

2개 이상을 선택하여, 대모듈별 10시간씩 총 30시간의 
프로그램을 인증

 -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재학생이 참여정보 직접 입력하여 인증 신청
 • MMB 제출
 - SP상담 4회 이상 포함
 -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 6학기에 제출(단, 치의예과는 3학기)
 - 학과장 승인
 • 수강신청
 - 6학기부터 수강신청 가능(단, 치의예과는 3학기)

 • 대상 : 2017, 2018학년도 입학생
 • 모듈별 프로그램 참여인증
 - 총 30시간 이수(모듈 제한 없음)
 -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의 비교과(체인지)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인증
 • 해인자 활동보고서 제출(명칭 변경)
 - SP상담 요건 삭제
 - 시스템에 직접 입력
 - 5학기에 제출(단, 치의예과는 3학기)
 - 해람교양교육원 승인
 • 학점부여 요청(수강신청 절차 없음)
 - 5학기부터 요청 가능(단, 치의예과는 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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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육과정 이수

| 교양교과목 영역별 이수기준 |

구분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계

영역

① 사고와 표현

② 글로벌 의사소통(4개 언어)

③ 대학교시(’17, ’18학년도 입학자에 한함)

① 문학∙예술
② 역사∙문화∙철학
③ 정치∙경제
④ 사회∙심리
⑤ 자연과학
⑥ 공학교육인증(MSC)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④ SLC(’1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함)

이

수

학

점

일반
학과

① 사고와 표현 :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 2과목을 선택

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 3개 영역 
이상에서 21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 2학점 39

학점

12학점 21학점 6학점

치의
예과

① 사고와 표현 :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 2과목을 선택

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 3개 영역 
이상에서 15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 2학점

33

학점

12학점 15학점 6학점

치위생
학과

·
간호
학과

① 사고와 표현 :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 2과목을 선택

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 3개 영역 
이상에서 9학점 이수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 2학점 27

학점

12학점 9학점 6학점

(KEC)
토목

공학과

① 사고와 표현 : 6학점
② 글로벌 의사소통 : 2과목을 선택

하여 6학점 이수

① ~ ⑤영역 : 3개 영역 
이상에서 11학점 이수
⑥ MSC 30(32)학점 이수
 * 기초수학이수자는 32학점

①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2학점
②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 2학점
③ 체험중심 인성함양 : 2학점 59(61)

학점

12학점 41(43)학점 6학점

※ 이수기준 이상 취득이 가능하며 초과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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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

| 이수안내 |

• 사고와 표현 : 6학점 이수

• 글로벌 의사소통 : 2과목을 선택하여 6학점 이수

• 대학교시 (2017,2018학년도 입학자) : 2학점 이수

| 교육과정 |

이수구분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010.716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3-3-0-0 1,2 의사소통

010.717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3-3-0-0 1,2 의사소통

글로벌 의사소통

010.141 영어Ｉ 3-3-0-0 1,2 의사소통

010.145 영어Ⅱ 3-3-0-0 1,2 의사소통

010.124 독일어Ⅰ 3-3-0-0 1,2 의사소통

010.125 독일어Ⅱ 3-3-0-0 1,2 의사소통

010.128 중국어Ⅰ 3-3-0-0 1,2 의사소통

010.129 중국어Ⅱ 3-3-0-0 1,2 의사소통

010.126 일본어Ⅰ 3-3-0-0 1,2 의사소통

010.127 일본어Ⅱ 3-3-0-0 1,2 의사소통

대학교시 010.648 해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 2-2-0-0 1,2 자기관리

합  계 11개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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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교양

| 이수안내 |

• 문학·예술, 역사·문화·철학, 정치·경제, 사회·심리, 자연과학 : 3개 영역 이상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

  ※ 일반학과 : 21학점 / 치의예과 : 15학점 /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 9학점

• 공학교육인증학과 : 토목공학과 11학점

 1. 공학교육인증(MSC) 

 2. 기초학력증진교과목

 3. 균형교양 대체 교과목(OCU)

 4. 중복설강(Double Listing) 교과목

| 균형교양 교육과정 | * Keystone 교과목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문학․예술 010.440 한국문학의 전통과 계승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441 영어와 세계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442 문화로 보는 유럽문학 3-3-0-0 1,2 배려협력

문학․예술 010.443 중국문학과 사회 2-2-0-0 1,2 전문역량

문학․예술 010.445 예술과 문화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560 강원지역과 문학 3-3-0-0 1,2 배려협력

문학․예술 010.098 문학과 영화 3-3-0-0 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209 시사영어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213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261 문학과 현실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262 언어생활과 문화의 이해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094 중국의 시와 문화 2-2-0-0 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479 인문적 상상력과 표현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137 서양영화의 이해 3-3-0-0 1 창의융합

문학․예술 070.046 스포츠와 예술의 만남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258 한자연습과 한문독해 2-2-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583 대학교양한자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568 과학기술과 한자 2-2-0-0 2 배려협력

문학․예술 010.570 글로벌시대의 언어와 세계 3-3-0-0 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17 영상매체를 통한 일본 읽기 3-3-0-0 1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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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문학․예술 010.581 다큐로 익히는 커뮤니케이션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590 문학이란 무엇인가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615 역사와 매체의 변화로 본 소설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552 (외국인 대상) 한국어 읽기 쓰기Ⅰ 2-2-0-0 1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553 (외국인 대상) 한국어 읽기 쓰기 Ⅱ 2-2-0-0 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559 Western Culture through 20th Century Music 3-3-0-0 1 전문역량

문학․예술 010.556 The Aesthetics of Film 3-3-0-0 1 전문역량

문학․예술 010.557 The History of Western Art Music 3-3-0-0 2 전문역량

문학․예술 101.426 *강릉 생태도시 문화예술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101.424 *문학속의 강릉, 로컬리즘과 글로컬리즘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668 *강원지역과 현대문학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69 *지역문화 글로벌화와 현장영어 3-3-0-0 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70 *일본어로 말하는 강릉.원주의 자연과 문화 3-3-0-0 1,2 전문역량

문학․예술 010.700 한국미술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010.690 영어회화3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91 영어회화4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92 영어회화5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93 영어회화6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57 인문학 글쓰기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58 사회과학 글쓰기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60 공학 글쓰기 3-3-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010.665 감성캘리그라피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101.425 *영동의 장소성,커피문화경관과 인문학적 상상력 3-3-0-0 1,2 창의융합

문학․예술 106.804 중국의 고사성어 2-2-0-0 1,2 의사소통

문학․예술 731.451 영화로 배우는 스포츠 3-3-0-0 1,2 자기관리

문학․예술 010.728 Introduction to Marketing Communication 3-3-0-0 1,2 전문역량

소계 46과목

역사․문화․철학 010.236 논리와 비판적 사고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237 문화비평과 가치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46 한국사 길잡이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447 세계사 길잡이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57 강릉문화유산콘서트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61 문화발전과 올림픽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90 융합문화와 창조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180 신화와 문화 3-3-0-0 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45 폭력의 문화사 3-3-0-0 1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175 인류의 문화와 문화재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65 냉전과 평화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19 강원지방의 역사와 민속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071 인도문화의 이해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30.082 관광과 세계문화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30.138 호텔과 문화 3-3-0-0 2 전문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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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94 올림픽역사와 인간문화 3-3-0-0 1,2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010.308 역사와 과학기술변천사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78 인시스턴스의 기술 2-2-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50.098 과학기술과 대중문화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404 영국과 유럽의 문화 3-3-0-0 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46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간활용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02 세계의 음식문화와 역사 3-3-0-0 1,2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010.179 대중문화의 이해 3-3-0-0 1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253 미국대중문화 3-3-0-0 1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254 주제로 본 미국문화사 3-3-0-0 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217 라틴어와 고전문화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259 중국문화입문 2-2-0-0 1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192 중국문화상식 2-2-0-0 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082 일본문화론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88 러시아의 문화Ⅰ 3-3-0-0 1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89 러시아의 문화Ⅱ 3-3-0-0 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284 도시문화론 3-3-0-0 1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569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11 언어와 문명에 대한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01 서구지역사회의 대중문화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652 현대사회와 여가문화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632 정원문화론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637 질병과 역사 3-3-0-0 1,2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010.634 중국사상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49 행복에 대한 고찰 3-3-0-0 1,2 자기관리

역사․문화․철학 010.671 *동아시아 지역사회와 도시축제 : 전통과 비전 2-2-0-0 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672 *강릉관광중국어 2-2-0-0 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675 *관동기행(關東紀行) 3-3-0-0 2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010.676 *지역문화와 스포츠인문학 3-3-0-0 1,2 전문역량

역사․문화․철학 010.677 *강릉과 원주 중심의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2-2-0-0 1,2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010.706 세계역사와 문화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010.260 동아시아사의 과거와 미래 3-3-0-0 1,2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551 (외국인 대상) 한국역사의 이해 3-3-0-0 1 의사소통

역사․문화․철학 010.549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의 이해 3-3-0-0 1 배려협력

역사․문화․철학 731.454 스포츠스타의 삶․철학․지혜 3-3-0-0 1,2 도전정신

역사․문화․철학 010.729 Understanding Culture Through Media 3-3-0-0 1,2 창의융합

역사․문화․철학 105.418 분단과 통일의 역사 3-3-0-0 1 전문역량

소계 52과목

정치․경제 010.24 인간의 탐욕과 경제성장의 역사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460 창의적 지역경영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214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263 정치와 사회생활 3-3-0-0 2 배려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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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정치․경제 030.130 시장경제의 이해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142 현대 중국의 경제와 사회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290 미국경제의 이해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280 협상의 세계 3-3-0-0 1 의사소통

정치․경제 010.424 저작권의 이해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041 생활과 세법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095 회계와 경영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302.451 스마트한 선택하기: 행동경제와 경영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319 경제물리학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407 시사와 대중매체 3-3-0-0 1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704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영학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30.149 비즈니스와 법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50.071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50.089 e-Business의이해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50.072 기술경영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492 건설경영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50.101 발명특허개발과 트리즈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30.043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3-3-0-0 1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588 무역개론 3-3-0-0 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564 경제생활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074 세계화와 시장경제 3-3-0-0 1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094 세계화시대의 국제금융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111 국제통상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30.097 지방자치의 이해 3-3-0-0 2 배려협력

정치․경제 080.021 생활속의 특허정보 3-3-0-0 2 창의융합

정치․경제 030.113 회계의 이해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641 친환경 에너지개론과 정책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598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 3-3-0-0 1,2 도전정신

정치․경제 010.644 패션문화와 스포츠산업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30.096 재미있는 경영이야기 3-3-0-0 1 창의융합

정치․경제 030.104 생활과 경영 3-3-0-0 1 창의융합

정치․경제 302.452 미래와 경영: 지능 정보 기술 활용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683 특허법이론과 실무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685 기업가정신의 이해 3-3-0-0 1,2 도전정신

정치․경제 010.686 재미있는 협동조합이야기 2-2-0-0 2 배려협력

정치․경제 010.678 *지역그린비즈니스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707 *스토리텔링 활용과 지역명소 만들기 3-3-0-0 1,2 의사소통

정치․경제 010.548 (외국인 대상) 한국경제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554
Contemporary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3-3-0-0 2 전문역량

정치․경제 010.711 스토리활용과 지역브랜드 창업오디세이 3-3-0-0 1,2 도전정신

정치․경제 010.713 코딩스페셜리스트 스타트업! 3-3-0-0 1,2 창의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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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010.714 4차산업혁명시대의 창업실무 2-2-0-0 1,2 도전정신

정치․경제 010.715 쇼핑몰창업실무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010.577 기업과 스피치 디자인 3-3-0-0 1,2 의사소통

정치․경제 010.712 외식창업기획 3-3-0-0 1,2 창의융합

정치․경제 301.457 기초경제이론의 주요이슈와 활용 3-3-0-0 2 창의융합

정치․경제 107.457 남북통일과 정치경제 3-3-0-0 1 도전정신

정치․경제 309.461 환동해 평화와 한반도 통일 3-3-0-0 1,2 전문역량

정치․경제 815.408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3-3-0-0 1,2 배려협력

소계 53과목

사회․심리 010.448 인간과 공공사회 2-2-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450 지구환경과 인간 2-2-0-0 1,2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567 과학기술과 생활도구 2-2-0-0 1,2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606 스마트사회와 공동체 2-2-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463 디지털융합시대의 지역스포츠체험 3-3-0-0 1,2 도전정신

사회․심리 010.467 나는 누구인가? 3-3-0-0 1,2 자기관리

사회․심리 010.074 동아시아의 근대화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30.024 사회심리학 3-3-0-0 2 의사소통

사회․심리 030.107 *환동해지역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386 군과 지역사회 3-3-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387 축제와 지역사회 3-3-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50.048 환경과 조경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30.015 인간과 환경 3-3-0-0 2 의사소통

사회․심리 030.140 문화콘텐츠이해 3-3-0-0 2 창의융합

사회․심리 030.093 국제사회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사회․심리 030.081 현대사회와 행정 3-3-0-0 1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295 심리학과 삶 3-3-0-0 1,2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257 유럽의 사회와 문화 3-3-0-0 1 도전정신

사회․심리 010.594 부동산과 사회 3-3-0-0 2 자기관리

사회․심리 050.063 현대인의 생활영양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628 자동차와 생활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50.021 식품과 생활 3-3-0-0 2 의사소통

사회․심리 050.064 식품과 화학물질 3-3-0-0 1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561 건강을 위한 식품의 이해 3-3-0-0 2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579 놀이와 인성 3-3-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653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관리 3-3-0-0 1,2 자기관리

사회․심리 010.491 생명의료윤리 2-2-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623 의약과 건강 2-2-0-0 2 도전정신

사회․심리 010.283 미래학 입문 3-3-0-0 1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599 생활법률Ⅰ 3-3-0-0 1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600 생활법률 Ⅱ 3-3-0-0 2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286 *주민참여와 지역리더십 3-3-0-0 1,2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625 인간관계 심리학 3-3-0-0 1,2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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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사회․심리 010.650 허브식물과 인문학 3-3-0-0 1,2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661 노인의료봉사의 이해 2-1-2-0 1 배려협력

사회․심리 010.663 한국사회의 성문화 2-2-0-0 1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664 성과 사랑 2-2-0-0 2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679 *영동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도의 창의적 활용 3-3-0-0 1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702 매스컴과 사회 3-3-0-0 1,2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703 미디어와 현대사회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708 *강원의 이슈 3-3-0-0 1,2 도전정신

사회․심리 010.709 청춘고민 상담개론 3-3-0-0 1,2 의사소통

사회․심리 010.710 생애의 이해와 미래설계 3-3-0-0 1,2 자기관리

사회․심리 010.550 (외국인 대상) 한국사회의 이해 3-3-0-0 2 전문역량

사회․심리 566.423 농식품 소비의 이해 3-3-0-0 2 창의융합

사회․심리 010.722 심리학의 이해 3-3-0-0 1,2 자기관리

사회․심리 010.721 소통과 치유의 언어활동 3-3-0-0 1,2 자기관리

사회․심리 731.461 여가 스포츠와 마케팅 3-3-0-0 1,2 전문역량

사회․심리 010.720 셀프리더십 2-2-0-0 2 자기관리

사회․심리 306.458 한반도 통일법제도론 3-3-0-0 1,2 전문역량

소계 50과목

자연과학 010.243 문명과 수학·확률 2-2-0-0 1,2 배려협력

자연과학 010.451 생활속의 화학 3-3-0-0 1,2 의사소통

자연과학 010.452 생명의 이해 2-2-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454 인체시스템의 탐험 3-3-0-0 1,2 의사소통

자연과학 010.455 우주 물질 생명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50.013 대기와 생활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50.005 자연과학개론 3-3-0-0 1 전문역량

자연과학 050.006 생활과 물리 3-3-0-0 2 의사소통

자연과학 050.008 과학발달사 3-3-0-0 1,2 의사소통

자연과학 050.052 생명의 신비 및 성(性)의 과학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573.473 생명과학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332 바다의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341 뇌과학의 이해 3-3-0-0 1,2 자기관리

자연과학 010.342 인간행동 이해의 생물학적 접근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80.013 정보분석과 의사결정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80.018 공학기초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480 문제해결과 소프트웨어 2-1-2-0 1 창의융합

자연과학 050.094 기초화학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80.012 컴퓨터프로그래밍 로직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50.100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337 자연과 재료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050.056 사회동역학 3-3-0-0 1,2 의사소통

자연과학 501.103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578 기초식품 미생물의 이해 3-3-0-0 1 전문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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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010.607 스마트폰앱의 논리적 이해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05 스마트기기의 활용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399 ACCESS를 이용한 자료처리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631 정보보호와 암호이야기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80.001 생활과 전기 2-2-0-0 1,2 도전정신

자연과학 010.352 에너지와 환경 2-2-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566 공학과 환경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39 오피스 프로그램의 창의적 표현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591 미래 신기술 탐색 2-2-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50.091 생활속의 수학 3-3-0-0 1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04 수학알아보기 3-3-0-0 1 도전정신

자연과학 010.390 컴퓨터활용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635 지구에서 우주로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12 에너지저장과 활용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33 제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도전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626 인공지능(AI)과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010.701 정보사회와 수학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504.451 일반물리학및실험 3-2-2-0 1 전문역량

자연과학 501.008 미분적분학 I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501.009 미분적분학 II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010.624 이산수학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503.230 컴퓨터응용수학 3-3-0-0 1 전문역량

자연과학 503.251 확률및통계 3-3-0-0 2 전문역량

자연과학 551.468 *Python을 이용한 지역자료 시각화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731.460 건강을 위한 운동과 바디디자인 3-3-0-0 1,2 자기관리

자연과학 731.462 여성과 운동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731.459 생활 속 스포츠의학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652.648 전신건강의 관문으로서의 구강건강 3-3-0-0 1 자기관리

자연과학 811.455 전기자동차 2-2-0-0 1,2 도전정신

자연과학 010.725 교양기초수학 2-2-0-0 1,2 자기관리

자연과학 010.718 교양기초물리 2-2-0-0 1,2 자기관리

자연과학 010.723 교양기초화학 2-2-0-0 1,2 자기관리

자연과학 305.736 알기 쉬운 R 프로그래밍 3-3-0-0 1,2 전문역량

자연과학 503.806 파이썬과 함께 하는 코딩 첫걸음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503.807 모두의 컴퓨팅 3-3-0-0 1,2 창의융합

자연과학 556.465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3-3-0-0 1,2 전문역량

소계 60과목

합계 총 26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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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학교육인증(MSC)

| 이수안내 |

• MSC(토목공학과) : 30학점(기초수학 이수자는 32학점) 이수

| 교육과정 |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년,학기 중점핵심역량 비고

공학교육인증

(MSC)

010.429 기초수학 2-1-2-0 1-1,1-2 전문역량

토목

010.430 미분적분학 3-3-0-0 1-1,1-2 전문역량

010.431 일반물리학및실험Ⅰ 4-3-2-0 1-1 전문역량

010.432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 Ⅰ 2-1-2-0 1-1 전문역량

010.433 확률통계학 3-3-0-0 1-2 전문역량

010.434 일반화학 및 실험 4-3-2-0 1-2 전문역량

010.435 지구과학 3-3-0-0 1-2 전문역량

010.436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 Ⅱ 2-1-2-0 1-2 전문역량

010.437 수치해석 3-3-0-0 2-2 전문역량

010.438 공학수학 Ⅰ 3-3-0-0 2-1 전문역량

010.439 공학수학 Ⅱ 3-3-0-0 2-2 전문역량

합계 11과목

※ 2019학년도 이전 컴퓨터공학과 공학교육인증(BSM : 18학점) 이수 대상자는 균형교양(자연과학)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함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년,학기 중점핵심역량 비고

균형교양

(자연과학)

504.451 일반물리학및실험 3-2-2-0 1-1 전문역량

컴퓨터

501.008 미분적분학Ⅰ 3-3-0-0 1-1,1-2 전문역량

501.009 미분적분학 II 3-3-0-0 1-2 전문역량

010.624 이산수학 3-3-0-0 1-2 전문역량

503.230 컴퓨터응용수학 3-3-0-0 2-1 전문역량

503.251 확률및통계 3-3-0-0 2-2 전문역량

소계 6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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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학력증진 교과목

| 이수안내 |

• 대학 修學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으로 전공교육 전 필요한 학습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목

| 교육과정 |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년,학기 중점핵심역량 비고

균형교양

(자연과학)

010.725 교양기초수학 2-2-0-0
1,2학년,

전학기
자기관리

회계,경제,화학,기계,자동차,정

보통신,전학과(치의예과제외)

010.718 교양기초물리 2-2-0-0
1,2학년,

전학기
자기관리

기계,자동차,화학,

전학과(치의예과제외)

010.723 교양기초화학 2-2-0-0
1,2학년,

전학기
자기관리

식품영양,해양자원,

기계,전학과(치의예과제외) 

합계 3과목

  

3. 균형교양 대체 교과목(OCU)

| 이수안내 |

• 한국 열린사 이버대 학교에 서 개설하 는 OCU교 과목 중 아래 교과목  이 수시 균형교 양의 

해당 영역 학점으 로 인 정

 ※ 재학 중 총12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

| 교육과정 |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년,학기

문학·예술

912.599 인문학의 이해 3-3-0-0

모든학년
-모든학기

911.885 문학과 테마기행 3-3-0-0

912.089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3-3-0-0

911.212 디자인의 이해 3-3-0-0

역사·문화·철학

911.824 한국의 민속과 전통문화 3-3-0-0

모든학년
-모든학기

911.690 한국인의 문화와 심리 3-3-0-0

911.216 마음을 열어주는 철학이야기 3-3-0-0

912.573 기독교와 문화 3-3-0-0



IV. 교양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178 학사운영과

 

4. 중복설강(Double Listing) 교과목

| 이수안내 |

• 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다른 학과(전공) 학생이 수강할 경우 균형교양으로 인정하는 제도

| 교육과정 |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년,학기

정치·경제

911.054 현대한국정치의 이해 3-3-0-0

모든학년
-모든학기

911.596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3-3-0-0

911.627 생활경제의 이해와 회계정보 3-3-0-0

911.049 한일관계의 이해 3-3-0-0

사회·심리

912.074 인간 심리의 이해 3-3-0-0

모든학년
-모든학기

911.300 인간의 행동과 의식 3-3-0-0

911.042 생활 속의 심리학 3-3-0-0

912.600 매스미디어와 현대 사회 3-3-0-0

자연과학

912.098 생활 속의 수학 3-3-0-0

모든학년
-모든학기

911.444 생활과 화학 3-3-0-0

912.077 스마트폰 어플 기초 3-3-0-0

912.604 생활과 컴퓨터의 이해 3-3-0-0

합계 20과목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비고

균형교양
(자연과학)

505.007 일반화학Ⅰ 3-3-0-0 1-1 화학신소재공학과(전공기초)

506.108 일반생물학 3-3-0-0 1-1 생물학과(전공기초)

557.215 공학수학Ⅰ 3-3-0-0 2-1 전자공학과(전공기초)

균형교양
(문학·예술)

101.003 언어학의 이해 3-3-0-0 1-1 국어국문학과(전공기초)

103.217 기초독일어 3-3-0-0 1-1 독어독문학과(전공기초)

102.215 영문학개관 3-3-0-0 2-1 영어영문학과(전공기초)

균형교양
(역사·문화·철학)

106.110 현대중국의 이해 2-2-0-0 1-2 중어중문학과(전공기초)

104.103 서양철학사 3-3-0-0 1-1 철학과(전공기초)

105.417 역사란 무엇인가 3-3-0-0 1-1 사학과(전공기초)

균형교양
(정치·경제)

301.108 경제학 원론Ⅰ 3-3-0-0 1-1 경제학과(전공기초)

302.447 경영자료 처리 3-3-0-0 1-2 경영학과(전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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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비고

303.107 회계원리Ⅰ 3-3-0-0 1-1 회계학과(전공기초)

303.203 회계원리Ⅱ 3-3-0-0 1-2 회계학과(전공기초)

305.106 도시계획사 3-3-0-0 1-1 도시계획부동산학과(전공기초)

균형교양
(사회·심리)

306.102 민법총칙 3-3-0-0 1-1 법학과(전공기초)

합계 1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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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양

| 이수안내 |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2학점 이수

•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 2학점 이수

• 체험중심 인성함양 : 2학점 이수

| 교육과정 |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4차 산업혁명의 이해
010.705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2-2-0-0 1,2 창의융합

소계 1과목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000.615 창업동아리와 멘토들 2-2-0-0 1,2 도전정신

010.684 진로설계와 취.창업 2-2-0-0 1,2 자기관리

010.640 취업성공전략 2-2-0-0 1,2 자기관리

010.613 여대생의 진로설계 2-2-0-0 1,2 자기관리

010.687 지역산업과 취.창업환경 이해 2-2-0-0 1,2 도전정신

030.056 사회봉사Ⅰ 2-1-2-0 1,2 배려협력

030.092 사회봉사Ⅱ 2-1-2-0 1,2 배려협력

050.105 해외봉사Ⅰ 2-1-2-0 하계 배려협력

050.106 해외봉사Ⅱ 2-1-2-0 동계 배려협력

010.469 장애의 이해 2-2-0-0 1,2 배려협력

소계 10과목

체험중심 인성함양

010.620 응급처치(CPR) 2-1-1-0 1,2 자기관리

030.112 허브․아로마 문화 2-1-1-0 1,2 창의융합

010.654 힐링요가 2-1-1-0 1,2 자기관리

010.584 리듬과 바디이미지메이킹 2-1-1-0 1,2 자기관리

010.565 골프 2-1-1-0 1,2 자기관리

010.610 야구 2-1-1-0 1,2 배려협력

010.580 농구 2-1-1-0 1,2 배려협력

010.592 배드민턴 2-1-1-0 1,2 자기관리

010.643 트레킹 2-1-1-0 1,2 배려협력

010.618 윈드서핑&요트 2-1-1-0 1,2 자기관리

010.608 스키&스노우보드 2-1-1-0 2 자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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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C

| 이수학점 |

• 2014~2016학년도 입학생은 필수

• 총 250점(포인트 영역구분 없음) 취득 후 학점인정 신청(매학기 말)

 ※ 학생성공지원본부에서 운영

| 교육과정 |   

이구구분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특별교양 SLC 000.650 SLC(학생생애도전프로그램) 1-0-0-0 1,2 도전정신

이수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학기 중점핵심역량

010.593 볼링 2-1-1-0 1,2 도전정신

010.694 테니스 2-1-1-0 1,2 자기관리

010.719 구기 2-1-1-0 1,2 도전정신

731.457 빙상(스피드스케이팅) 2-1-1-0 1,2 자기관리

731.456 수영 2-1-1-0 1,2 도전정신

731.455 축구 2-1-1-0 1,2 자기관리

731.452 트레일 러닝 2-1-1-0 1,2 배려협력

731.453 트레일 바이크 2-1-1-0 1,2 배려협력

731.458 우리지역의 소리 난타 2-1-1-0 1,2 도전정신

805.357 지역과 함께 하는 국선도 단전호흡 2-1-1-0 1 자기관리

소계 21과목

합 계 3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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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양 교과목해설 |   

▶ 사고와 표현
 이 교과목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010.716 창의적사고와 글쓰기(Creative Thinking and Writing)

 연설문, 감상문, 자기 소개서, 독후감 등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실제 글쓰기 첨삭지도를 통해 논리적 글쓰기 능력 함양

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010.717 비판적사고와 말하기(Critical Thinking and Speaking)

 학생이 직접 발표자료를 만들어 실제 발표를 해보고 집단 토론

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토론 수업을 통해 대화 기

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 글로벌 의사소통
 이 교과목은 글로벌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언

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010.141 영어 I(English I)(010.417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Ⅰ 포함)

 대학수준에서 요청되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영역의 영

어의사소통능력의 기초,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닦는다.

•010.145 영어 II(Englsh II)(010.418 글로벌커뮤니케이션Ⅱ 포함)

 기초적 영어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용적 

영어구사능력을 기른다.

•010.124 독일어 I(German I)

 독일어Ⅰ은 처음 독일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초급 교육

과정으로 독일어의 발음, 기초문법, 그리고 기초적인 작문이나 

듣기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며, 학습내용은 초보적인 문장 

읽기, 예문의 이해와 간단한 독일어 대화 그리고 문법을 활용

한 독해이다.

•010.125 독일어 II(German II)

 독일어Ⅱ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독일어를 배웠거나 독일어

Ⅰ을 수강한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독일어Ⅰ에서 익힌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넘어서 좀더 다양한 표현과 문장을 습득

한다. 교과내용은 주로 독일의 생활습관, 문화, 역사, 지리, 등

을 테마별로 묶어 살펴본다.

•010.128, 010.129 중국어 I, II(Chinese I, II)

 중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발음 및 어법 등을 바탕으로 

기본 문형을 숙지하게 함으로서 초보적인 중국어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킨다. 중국어 Ⅱ는 중국어Ⅰ을 통해 학습한 발음과 

어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층 심화된 어법과 좀 더 다양한 

예문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회화와 작문의 방식을 통해 이를 숙

달, 훈련시킴으로서 진일보한 중국어능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010.126 일본어 I(Japanese I)

 처음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문법 및 회

화 능력을 함양한다.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2시간의 이론 수업

과 1시간의 듣기 수업을 통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균

형을 이루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실용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010.127 일본어 II(Japanese II)

 일본어 입문 과정(일본어Ⅰ 수준)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일본어 표현문형과 어휘를 습득하여 일본어 문장을 읽

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초과정의 일본어 

능력을 함양한다.

▶ 대학교시(공통)

•010.648 해람인의 인성과 자아찾기(Self-discovery of 

personality and identify of the Heramin)

 (2017∼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해당함)

 이 교과목은 모듈제로 운영되는 졸업인증제 교과목으로서 학생

이 스스로 자신의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설계된 목적을 향해 책

임 있게 살아감으로서 본교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 한다.

| 균형교양 교과목해설 |

▶ 문학∙예술

•010.440 한국문학의 전통과 계승(The Tradition and Succession 

in Korean Literature)

 한국인의 기본적 정서와 의식이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를 통시적이고도 공시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통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에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탐구하게 되며 

공시적으로는 문학을 이루는 다양하고 주변적인 요소들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010.441 영어와 세계(English and World)

 본 교과목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모

든 분야에서 세계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영어에 대한 본

질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 

수강생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의식과 심미안과 예술에 

대한 감성, 그리고 세계관의 확립에 영어가 어떤 역할을 해 왔

는지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010.442 문화로 보는 유럽문학(The European literature in 

culture)

 구태여 신역사주의적 관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학은 문화적 

현상이고 또 역사적 현상이다. 문학작품은 문화를 낳고 문화는 

또 작품의 토대가 된다. 문학과 문화 그리고 역사는 역동적으

로 얽혀있다. 문화나 역사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늘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질 수 있듯이 문학작품 역시 늘 

새롭게 쓰이면서 문화와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을 

왜 그 자체로 파악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한 좋은 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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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010.443 중국문학과 사회(Chinese Literature and Society)

 중국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문학으로 창작된 다양한 장르와 

표현방식,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중국인들의 사유체계를 반영

하는 작품들과 중국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가송(歌

頌)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는 밑바

탕을 제공해 앞으로 있게 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현실적 접

촉에서 여러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의도를 

두고 계획된 교과목이다. 

•010.445 예술과 문화의 이해(Arts, Cultures and Meanings)

 인간은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면서 사적, 공적 의미의 세계를 

구성한다. 미술, 무용, 등 예술은 다양한 표현, 행위, 참여의 방

식을 통하여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하여 세계의 의미

를 파악하고 동시에 의미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러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의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인간의 보편적 생

활 방식이자 예술의 특수적 실천 양식이다. 이에 본 강좌는 예

술과 문화 그리고 의미의 관계 형성 및 변화를 역사적, 미학적,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한다.

•010.560 강원지역과 문학(Gangwon locality and literature)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강릉과 원주는 영동과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강원지역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성을 이해하고 고찰하는 일은 한 지역의 정체성

을 탐색하는 일이다. 본 교과목은 저항정신과 생명사상이 배어

있는 영서지역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영동지역을 배경으로 인

물과 사상, 작가의 작품세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장일순, 박경

리,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지학순, 최기식의 현실비판정신 그리

고 신사임당, 임윤지당의 사상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김유정, 이효석, 이태준과 현대작가 이순원, 윤후명, 김별아, 서

영은, 김형경, 이기호, 최성각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아울러 강

원지역에 있는 문학관 및 작가의 생가, 기념관도 고찰해 봄으

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과 사상, 문화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

고자 한다.

•010.098 문학과 영화(Literature and Film)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매체인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학이해를 심화시키고 영화를 문학읽기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

시키고자 한다.

•010.209 시사영어(Current English)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 등을 Korea 

Times, Korea Herald, Time 등의 시사적인 잡지나 일간지를 

통해 다뤄봄으로써 영어 읽기와 작문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교

육목표를 둔다.

•010.213 이문화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화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

이션을 이문화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한일

간의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언어 표현을 통해 이문화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른다.

•010.261 문학과 현실(Literature and Reality)

 인간의 삶 속에 문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목적과 기능으로 작용하

는지 학습한다. 이 학습을 토대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

한 메시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삶에 반영하여 본다. 즉 주변의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물질문명의 가치관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을 재조명하고 문학의 사

회적 효용성에 대해 이해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

의 표본인 국가별 베스트셀러를 토대로 인간의 삶의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본다. 

•010.262 언어생활과 문화의 이해(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언어와 문화의 밀접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

으로 고증하여 증명하였다. 언어는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

에 문화 또한 언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본 강의에서는 언어

우위론과 문화우위론에 대한 학설을 훑어본 후, 문화특징이 내

포된 어휘조직과 관용표현을, 그리고 언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각각의 문화현상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학습자

는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문화이해를 통

한 언어습득과 언어습득을 통한 문화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10.094 중국의 시와 문화(Poetry and Culture of China)

 중국 문학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가를 역대 시기별, 주제

별로 감상함으로써 그 속에 스며든 미의식과 주제사상을 살피

고 아울러 시가 형성의 배경요인이 되는 제반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중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널리 이해하도록 한다.

•010.479 인문적 상상력과 표현 (Cultural imaginative 

power and Expression)

 말과 글로서 상호교류를 하는 인류 공동체에서의 문화생활은 

인문적 사고와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

적 창작․창조 활동이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기 때문

에, 우리사회 전체의 문화생활 수준을 날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는 지성의 요람인 대학의 교양수업에서 그 표현 수준을 향상시

켜야 한다. 이에 본 수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진 글쓰

기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상상력에 의한 다

양한 발상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그리하여 학생들도 스스로 그

러한 표현능력 개발에 흥미를 갖도록 안내할 것이다.

•010.137 서양영화의 이해(Introduce to Western Films)

 서양영화의 발전사를 더듬어 가면서 그 본질과 기법을 이해하

고 여기서 얻는 지식을 통해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을 분석한다.

•070.046 스포츠와 예술의 만남(Sport and Arts)

 미적관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스포츠

에 관한 미학적 논의, 스포츠 수행에서의 미적표현, 예술 창작 

소재로서의 스포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

하고 논의한다.

•010.258 한자연습과 한문독해(Practice in Chinese Character 

and Chinese Classical Phrase Reading)

 동양문화의 기초는 한자와 한문이다. 게다가 우리 일상생활 속

의 어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한자를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읽고 쓰기를 연습하고자 하며, 나아가 기초

한자를 활용한 기본 한문 문형을 이해함으로써 한문 해독 능력

을 배양하도록 한다.

•010.583 대학교양한자(Topics in Sino-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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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한문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한문문장을 학습

하고, 명시·명문·고사성어 등을 강독하면서 옛사람들의 지혜와 

가치의식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검토·조명해 본다.

•010.568 과학기술과 한자(Scientific Technology and 

Chinese characters)

 공학 전문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한자의 이해와 활

용 없이는 공학 전문지식의 학습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공학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주요 전문용어들에 대한 한

자표현을 이해하게 하여 전공분야의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졸업 후 사회생활에 필요한 상식의 확대와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교양한자 수준의 학습을 하고자 한다.

•010.570 글로벌 시대의 언어와 세계(Language and world 

in global age)

 언어는 사람의 사회적 삶을 가능케 하는 매체이다. 이 매체는 

사회와 더불어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세계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로 이해된다. 이 세계와 사회를 매개하는 언어는 

앎의 축적과 전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의 변

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

격한 문명적 패러다임과 질서의 변화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010.617 영상매체를 통한 일본읽기(Understanding Japan 

through Visual Media)

 일본은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긍정적인 영

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한일양국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워 알고 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상대에 대해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일본영화에는 일본의 사회와 

일본인의 삶과 예술 등 일본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

기에, 이러한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일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010.581 다큐로 익히는 커뮤니케이션(Developing communication 

through documentaries)

 본 과목은 관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전하여 발표

하여 집단 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진행은 이슈가 되는 관심 다큐멘터리를 시청

하고 해당 다큐의 이슈를 요약한 뒤, 제기된 이슈를 조별로 토

의하여 정리하고 발표한다. 이를 통해 개념정리, 의견 청취 및 

개진,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다.

•010.590 문학이란 무엇인가(Introduction to Literature)

 본 교과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여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있어 남녀 간의 성차와 여성의 자기구성방식, 젠더

적 성향을 이해하고 탐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성의 삶을 구축

하고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

나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남성문화와 여성문화

의 차이를 서로 포용하고 공감하도록 한다. 문학, 영화, 통화, 

광고 속에 재현된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하고, 남성감독과 

작가, 여성 감독과 작가가 형상화한 텍스트 감상과 강독을 통

해 바람직한 남녀관계와 인간적 신뢰를 형성한다.

•010.615 역사와 매체의 변화로 본 소설(Novel view at change 

of history and media)

 인류의 역사적 전개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변화하

고 그것이 문학 특히 소설을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인문학

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기존의 소설론이 소설의 기법과 장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데 비해 I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가 인류

의 역사와 매체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핌으로써 문

학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한다.

•010.552, 010.553 (외국인 대상) 한국어 읽기 쓰기 Ⅰ,Ⅱ 

(Korean Reading & Writing Ⅰ,Ⅱ for Foreigners)

 본대 대학 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

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집중 교육 교과목이다. 외국인 학생들

의 전공 교재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

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학기별로 수준별 2개 강좌(초급/중급)를 개설한다.

•010.559 Western Culture through 20th Century Music 

(20세기 음악을 통한 서양문화)

 This course will analyze 20th Century music as a 

response to major developments in Western culture 

and key events in history. There will be two main 

content areas: 1) Western European/North American 

cultural trends) overlapping with 2) American/British 

pop music (survey). Each class session will focus on 

both content areas, as well as English language skills 

development. The target language skills will be: a)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 b) communication 

(verbal/non-verbal), c) conversational speaking, and d) 

public speaking (presentation).

•010.556 The Aesthetics of Film(영화의 미학)

 This course in an introduction to Western film, 

focused on mainstream cinema.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urvey all of the major genres of film, 

from drama to comedy; students will also look at one 

genre in more depth. Equally important will be the 

development of skills at critically evaluating films, on 

the basis of both conventions of genre and personal 

taste. This will include evaluating promotional material 

(posters and trailers), story presentation, plot and 

haracter archetypes and development, acting 

performances and directorial vision.

•010.557 The History of Western Art Music(서양 음악의 역사)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music and culture of the following 

three major periods of Western Art Music: Baroque, 

Classical, and Romantic. Each period will be 

introduced by a consideration of the broader historical 

context, illustrated with examples of art forms other 

than music. Subsequent lectures will examine typical 

genres and forms, as well as famous composers and 

works. The course will include lectures, group work, 

and individual work.

•101.426 *강릉 생태도시 문화예술(Cultural Art in Eco City 

Gangneung)

 생태도시 강릉의 생태 현장 및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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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생명의 원천을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주의적 사

고와 감수성 및 인문적 소양을 기르고자 함.

•101.424 *문학속의강릉,로컬리즘과글로컬리즘(Gangneung in 

Literature, Localism and Glocalism)

 강릉 지역의 문인의 작품과 생애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유방식

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글로컬리즘의 요

구에 적합한 사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학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도모하며 문학작품의 현장을 답사함으로

써 지역의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010.668 *강원지역과현대문학(Gangwon locality and Modern 

Literature)

 본 교과목은 강원 영동/영서 지역 출신 및 거주 작가의 작품세

계를 함께 감상하고 향유함으로써 강원 로컬리티를 배경으로 

탄생한 강원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강원정체성을 

확인한다. 일제강점기의 이효석, 김유정, 이태준 소설과 김동명 

시세계, 원주의 박경리, 이기호의 문학세계, 강릉의 윤후명, 이

순원, 서영은, 김별아, 김형경, 최성각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매력을 고찰한다.

•010.669 *지역문화글로벌화와현장영어(Globalization of Regional 

Culture and Practical English)

 이 교과목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영어소통 능력을 향상시

키되,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존의 영어교육과는 차별적

으로 우리의 지역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현장영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 효용성을 지닌 현장감 있는 영어를 습득

할 수 있을 것이다.

•010.670 *일본어로말하는강릉·원주의자연과문화(Nature and 

Culture of Gangneung?Wonju in Japanese)

 본 교과목은 일본어 학습과 지역 문화자원의 융합학습을 추구

하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인문학적 사고 확장을 통한 사회 직

무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지역 국제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즉, 지역의 자연 및 문

화 컨텐츠를 활용한 실용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교과목이다. 

또한 일본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역자원의 소재를 

발굴하여 강릉원주 지역의 사계절 자연 및 문화 자원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현장 실무 비즈니스 담당 능력의 

향상을 위한 회화프로그램이다.

•010.700 한국미술의 이해(Understanding of Korean art)

 한국미술을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장르별로 구분

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과 미의식을 이해하고 우리 미

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민족문화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

하는데 목적이 있다. 

•010.690, 010.691, 010.692, 010.693 영어회화3, 4, 5, 6 

(English Ⅲ, Ⅳ, Ⅴ, Ⅵ)

 본 교과의 목표는 학생들의 글로벌커뮤니케이션능력을 신장시키

는 것으로써 이제까지 문법과 독해 위주의 영어교육을 받아 온 

학생들에게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근본취지이다. 이는 원어민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양한 영어회화 표현을 익힘과 동

시에 발음교정과 Native speaker와 같은 대화기법 습득을 통

해 글로벌 시대의 일원으로써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010.657 인문학 글쓰기(Writing in Humanities)

 인문학 글쓰기란 사람과 삶에 대한 기록이다. 최근 우리 삶은 

도처에서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다. 각종 블로그나 트위터, SNS

를 통해 틈만 나면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기록한다. 삶의 조건

이 점점 개인화되는 과정에서 글쓰기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태

도를 함께 읽고 공감하면서 삶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

이다.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 글을 쓰는 경험, 또한 자기 글을 

공개적으로 비평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이다. 이를 통해 한 주

제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자신의 글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체험함으로써 글쓰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

양을 키우고자 한다. 자기소개서, 감상에세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 설득이나 제안을 위한 에세이, 소논문 요약본, 소논문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게 되며 모든 글은 강사와 조교, 동료수강

생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010.658 사회과학 글쓰기(Writing in Social Sciences)

 대중매체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권력으로 작동한다. 그

래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

중매체의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일은 복잡한 이해

관계에 얽혀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인문학이 인

간의 삶에 바탕을 둔 학문이라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

하는 일은 교양인이 반듯이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사회과학 글

쓰기는 매 순간 쏟아져 나오는 언론정보 및 각종 뉴미디어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토론을 통해 정보의 진위여부와 가치를 글

쓰기의 진행과정과 관련지어 학습한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광고와 홍보매체, 현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공연영

상,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SNS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평적 글쓰기의 다양한 측면을 실현하는 것이 

교과목의 목표다.

•010.660 공학 글쓰기(Writing in Engnieering)

 공학을 전공한 과학기술자들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 과학기술을 공부해서 자신의 전공으로 만드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타인과 나

누는 방법까지 ‘과학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본 과목

을 통해 이공계생에게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익혀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했

을 때, 과학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인 상사, 소비자, 대중을 상대

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글쓰

기 방법을 익힌다.

•010.665 감성캘리그라피(Emotional Calligraphy)

 본 강좌는 전통적인 손글씨의 표현기법과 현대적인 문자디자인

의 창의사고를 융합하여 감성적인 캘리그라피를 이해하고 체험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 한자, 영문 등 디지털화 된 폰트를 

아날로그적 감성의 글꼴로 재탄생시켜 현대인의 정서 및 시지

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감성문자예술을 구현할 수 있다.

•101.425 *영동의 장소성, 커피문화경관과 인문학적 상상력

(Placeness of Yeongdong, Coffee Culture Landscape 

and Humanistic )

 관동팔경 및 강릉 지역의 누정 문화를 이해하고 커피문화경관

과 연결지음으로써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유방식을 통

해 다양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짐으로써 통일 문제와 지역의 과

제에 적합한 사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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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도모하며 작품의 배경을 답사함으

로써 지역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106.804 중국의 고사성어(Chinese Idioms)

 우리나라의 고사성어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 상용되는 고사성어를 통해 기본적인 한자와 어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케 함으로써 학생들의 언문활동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731.451 영화로 배우는 스포츠(Sports base on Movie)

 다양한 스포츠의 세계를 영화에 투영된 스포츠 이야기를 통해 

스포츠의 이미지와 이와 관련된 지식과 문제를 탐구하며, 또한 

대중성을 강조한 영화에 나타난 스포츠의 모습과 순수스포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의 모습을 탐구한다.

•010.728 Introduction to Marketing Communication 

(Introduction to Marketing Communication)

 Students learn important terms and expressions for 

describing the core skills, strategies and preparations 

involved in a business environment. 

 Students learn about and compare the cultural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different countries, describe 

different ways of entertaining business clients and 

associates, as well as understanding company rules, 

procedures, and policies.

▶ 역사∙문화∙철학

•010.236 논리와 비판적 사고(Logic and Critical Thinking)

 인간은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학문의 

지식으로 정형화된다. 그리고 그 학문적 지식들의 정형화는 사

유규칙인 논리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학문의 전

당인 대학에서 사유규칙을 가르치고 배우는 논리교육은 필수적

이다. 그러나 논리의 형식적 규칙들이 곧 인간이 탐구하는 연

구대상의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지식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과학

의 지식들을 올바르게 탐구하도록 지도하는 논리학에서의 논리

기능에는 또 다른 요소가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개별과학의 각 분야에서 각종 지식

을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논리학과 비판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시켜 그들의 지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본 과목

의 주된 목적이다. 

•010.237 문화비평과 가치(Culture Criticism and Value)

 오늘날 문화의 특성은 다문화적이며 융복합과 문화-예술적 장

르를 넘어서는 탈경계적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서 문화현상은 단순한 문화현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판단과 행

동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문화

에 대한 문화․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철학적 비평능

력을 함양한다.

•010.446 한국사 길잡이(Guide to Korea History)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현실은 언

제나 역사적 현실이며, 공동체에 대한 구상 없는 어떠한 개인

의 이상도 허구일 뿐이다. 기존의 역사학은 구조사나 사건사, 

전체사를 위주로 연구되어 왔음으로 인간은 없고 구조만이 존

재하는 역사학이었다. 따라서 살아 숨쉬는 인간을 조망하는 데

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본 강좌에서는 각 시대의 구성원이 

어떻게 그들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전반적인 역

사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010.447 세계사 길잡이(Guide to World History)

 역사는 모든 학문의 배경이며, 또한 현실 세계의 이해에도 반

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더욱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개인과 국가는 생존하고 번영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그들과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민과 지역의 역사에 관하여 초보적

인 지식이나마 갖출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은 서양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

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추는 것

을 목표로 한다.

•010.457 강릉문화유산콘서트(Gangnung Cultural Heritage 

Concert)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이해와 향유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강

릉에 소재하는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학습과 탐방학습을 

아우름으로써,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이끄는 전문 비령인 양성

에 초점을 맞춘다.

•010.461 문화발전과 올림픽(Culture, Development and 

the Olympics)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는 융합형 교과목으로, 세

계화 추세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공동체 고유의 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문화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지역사회의 사례는 물론 UNESCO 등 국제사회의 협

약에 관해서도 학습한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특

별 사례로 올림픽을 통한 문화적 교류 현상을 고찰한다. 

•010.490 융합문화와 창조(Convergent Culture and 

Creation)

 본 강좌는 학문융합 교양과목으로 융합콘텐츠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창조성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삶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융합문화콘텐츠의 작동원리와 창조적 

응용에 주안점을 둔다.

•010.180 신화와 문화(Mythology and Culture)

 신화는 신학뿐 아니라 문학과 철학, 동화의 배경 및 심지어는 

일상대화의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신화가 문학이

나 신학 등의 심리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바, 이 신화와 문학의 

관계를 알아본다.

•010.645 폭력의 문화사(cultural history of violence)

 점차 다변화하고 글로벌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디

어의 범람 속에서 미디어의 수용자인 대중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반복인 미디어의 포화 상태에

서 수용자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비판적이면서 체계

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010.175 인류의 문화와 문화재(Culture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World)

 인류의 여러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발굴과 보존 및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한다.

•010.265 냉전과 평화(Cold War and Peace)

 20세기 후반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갈등에 기초한 

‘차가운 전쟁’의 시기였다. 이 과목은 그 냉정의 원인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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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냉전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의 역사를 다룬다.

•010.219 강원지방의 역사와 민속(History-Folklore Customs 

of Gang Won Province)

 강원지방의 역사와 민속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시대적 변화와 

문화적 특징 및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010.071 인도문화의 이해(Understanding of Indian 

Culture)

 인도 아리안을 주축으로 한 인도인들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발자취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들이 형성한 문화의 다양성과 특

색을 이해하도록 한다.

•030.082 관광과 세계문화(Tourism & World Culture)

 관광의 이념은 평화이며, 관광의 본질은 문화이다. 관광교류는 

문화교류이며, 타문화의 이해와 자문화의 인식을 갖게 하는 효

과도 가져온다. 관광과 문화현상을 규명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문화교류, 문화창달, 전통문화, 타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현대인으로서 삶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

•030.138 호텔과 문화(Hotel & Culture)

 현대인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호텔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호텔문화를 이론과 

실제 및 영상 교육물을 통하여 체득하도록 한다.

•010.294 올림픽역사와 인간문화(Olympic History and 

Human Culture)

 고대, 근대, 현대 올림픽의 역사적 변천과 인간문화의 발전과정

에 관하여 고찰한다.

•010.308 역사와 과학기술변천사(The Historical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간이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

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더 진보되기 위하

여 이론적으로 연구되면서 과학이 성립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변천사는 역사와 인간생활의 변천사와 함께 하므로 

역사와 과학사를 분석하며 전공자에게는 기술의 진보를 알게 

하고 비전공자에게는 과학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010.478 인시스턴스의 기술 (Insistence skill)

 실제 토론 발표를 진행하며, 각종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 스

스로 학습하고 준비하는 것은 물론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높이

고 발표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

중하는 자세까지 배울 수 있게 된다.

•050.098 과학기술과 대중문화(Technology and Mass culture)

 오늘날 과학기술은 소설이나 영화의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문학작품과 영화에 녹아있는 과학기술을 

살펴보고 직접 창작도 해봄으로써, 문화컨텐츠로써의 과학기술

을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010.404 영국과 유럽의 문화(British and European Culture)

 영국과 유럽의 물리적 지리학뿐만 아니라 정신적 전통을 역사

적 맥락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010.646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시간활용 (The Time utilization 

for the Affluent Life)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여가생활(레저와 예술) 교과목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접근과 현재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여가생

활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전 세계에 걸쳐 다

양한 예술 및 레저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있어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가치를 높여 세계적인 관광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재

를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010.602 세계의 음식문화와 역사(Food Culture and history 

around the world)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식생

활을 문화적이고 과학적 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식생활의 발전방향을 조명한다.

•010.179 대중문화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the 

mass culture)

 19세기 이래 고급문화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대

중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학개념과 전통적 계몽 이상에 대한 검

토와 반성 위에,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지배문화와 저항문화의 

이분법적 도식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이해를 토대로 한다, 

독일을 중심으로 현대의 문화 생산과 수용을 다양한 맥락과 상

호연관된 체계 속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주로 대중문학, 영

화예술, 광고, 패션, 관광, 스포츠, 잡지, 신문, TV 등의 영역

을 다루고자 한다.

•010.253 미국대중문화(Contemporary US Popular Culture)

 오늘날의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장르들과 각각의 전

통과 특징을 이해함으로서 미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010.254 주제로 본 미국문화사(Themes of American Cultural 

History)

 오늘날의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장르들과 각각의 전

통과 특징을 이해함으로서 미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010.217 라틴어와 고전문화(Latin and Classical Civilization)

 서양의 고전문화는 서양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삶과 사유에 깊

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자산의 뿌리다. 또 그 고전문화가 

중세와 근대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데 중요한 수

단과 통로 역할을 한 것이 라틴어다. 라틴어를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 읽고 활용하는 경험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와 동시에 

라틴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고전문화의 자취와 향기를 음미하

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영어를 비롯한 현대 유럽 언

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어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대어와 달리 굴절이 살아 있는 라틴어 문장을 접하

는 일이 자연스럽게 논리적 분석 및 추론 능력을 기르는 훈련

의 효과를 갖기도 한다.

•010.259 중국문화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Culture)

 다양한 민족이 동아시아 대륙에 혼재해 살면서 형성된 중국문

화에 대해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며 심화 학습에 바탕이 되는 

기본지식의 습득에 주력한다.

•010.192 중국문화상식(Common Knowledge of Chinese 

Culture)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에 발맞추어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상식을 배운다. 전반적인 중국문화의 이

해와 고찰을 주요로 한다. 
•010.082 일본문화론(Japanese Culture)

 일본문화의 전반적인 특성을 전통과 현대로 나누어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제반문제

를 다양하게 다룸으로서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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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010.288 러시아의 문화Ⅰ(Russian CultureⅠ)

 이 강좌는 러시아어 회화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의 정치, 경제, 역사, 자원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

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010.289 러시아의 문화Ⅱ(Russian CultureⅡ)

 강좌Ⅱ는 강좌Ⅰ과 같이 러시아어 회화수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의 문화와 문학, 그리고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

다. 1학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의 문인들과 문학서적들을 통해 러시아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010.284 도시문화론(Urban Culture)

 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도시문화로 보고 도시문

화의 다양한 모습과 흐름에 대한 내용 학습한다.

•010.569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해(Understanding Greek 

and Roman Mythology)

 서구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2개의 축으로 

기독교와 그리스 문화가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서구인의 정

신세계와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들이 교양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방

식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다.

•010.611 언어와 문명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on 

Languages and Civilization)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언어가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또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언어관이 어떻

게 변해 왔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010.601 서구지역사회의 대중문화(Popular Culture of 

Western Communities)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 선진문화를 선도해 나아가는 

서구지역 주요 국가, 주요 지역사회의 대중문화와 그들의 삶을 

포함한 사회, 경제, 정치, 보건, 환경 등 지역사정을 제대로 파

악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아울러 관련 내용 학습 시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과 대외 현장 실무의 기초 능력을 겸비하여 국제

적 상호문화 교류촉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지역사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보

다 심화된 집중 연구와 추가 학습을 통하여 관련 전공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010.652 현대사회와 여가 문화(Modern Society and 

Leisure Culture)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의,시대라고 정의되

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여가시간의 활용일 것이다. 일하듯이 

놀고, 놀듯이 일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보면 여가문화의 올바

른 접목이 21세기 사회번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대한 이해와 여가의 개념 및 하위영역들에 대해 자

세히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다.

•010.632 정원문화론(Theory of garden culture)

 정원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정원조경지식과 조경재료 및 시공․관

리에 대한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원조경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이다. 정원설계 양식을 알기 쉽게 소

개해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실시한다.

•010.637 질병과 역사(Disease and History)

 지카 바이러스 감염，메르스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

의 출현과 전염은，인명적 손실 외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

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페스트 등의 전염병의 만연으로 큰 

인명 손실을 겪은 적도 있고， 페니실린이나 종두법의 발견으

로 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한 경우도 있다. 이 과목은 인류의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질병들과 인류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

지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의 치사율이 높은 많은 질병들이 현

대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질병과 함께，질병에 대응하는 의

학의 발전사도 살펴본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날의 전염병 위기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무엇일지 고찰해 본다.

•010.634 중국사상의 이해(Understanding of chinese thoughts)

 E-러닝이라는 학습방법을 통하여 중국의 선진제자백가사상과 

한대사상 그리고 위진현학과 수당불학 및 근현대철학사상의 전

개를 이해하면서 중국인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의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하여 중국문화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인들과 보다 심도 있

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010.649 행복에 대한 고찰(A Study on Happiness)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이 있다면, 그 중의 하나는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물이 자기보존본능으로 살아가는 반명,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찾는다. 

경제적 수준에 비해 비교적 행복지수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행

복론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의 주된 

요소로 간주되는 자존감, 정체성, 삶의 의미 등이 수업의 키워

드로 활용될 것이다.

•010.671 *동아시아지역사회와도시축제 : 전통과비전 (Local 

Community and City Festival in East Asia : Tradition 

and Vision)

 본 교과목에서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전개

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축제 네 가지 전통을 비교 고찰하여 

그것이 지닌 지역사회에서의 위상·기능·의의 및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닌 동아시아적 역사 

맥락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화라는 전략적 모색의 

장 제공하는 데 있다.

•010.672 *강릉관광중국어(Gangneung Tourism Chinese 

Language)

 본 교과목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매우 

깊은 강릉 지역의 자연명소, 역사문화유산, 문화행사 및 체험활

동 등에 대해서 중국어로 자유자재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향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기본 회화는 물론 강릉

지역 관광안내와 통역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 한다.

•010.675 *관동기행<關東紀行>(Traveling in Kwandong Province)

 본 교과목은 관동지방의 고유문화에 대한 교양 교과목으로서 

본 대학 학생들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활동하는 기초적 소양

을 배양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관동지방의 산, 하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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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자연환경 속에서의 인간의 정주

를 통한 인간과 자연간의 적응논리에 대해 학습한다. 도시 상

점가, 시장, 인구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풍습, 유적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해 

학습한다.

•010.676 *지역문화와스포츠인문학(Local Culture and Sports 

Humanities)

 운동을 건강수단적인 관점이기 보다는 지역의 놀이 문화체험을 

극대화하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삶의 행복

과 교양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인문의 필요성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실천적 인문학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010.677 *강릉과원주중심의지역문화스토리텔링(Local Culture 

Storytelling for Gangneung and Wonju)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가 각광받고 디지털 기술을 이

용하여 이야기와 감성을 소통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강릉과 원

주의 다양한 지역문화 스토리를 발굴, 연출, 체험, 공유한다.

•010.706 세계역사와 문화(World History and Culture)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세계사를 객관적

으로 조명하는데 강의의 목적을 둔다.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형

태 및 역사적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구

성하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되었던 동서 문명 교류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

나 역사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 교류와 접변의 

결과물임을 인식시킨다. 또한 과거의 역사 현상이 오늘날의 세

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조명함으로써 죽은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식을 배양시킨다.

•010.260 동아시아사의 과거와 미래(The Past and Future 

of East Asian History)

 한/중/일 삼국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가로막는 근본 요인은 자

국사 중심의 폐쇄적인 역사관에 있다.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극복하여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까? 본 강의는 동아시아 삼국사

의 저변을 구성하는 공통분모와 각국사의 개성적인 측면을 조

감하고 ‘역사분쟁’의 실체에 접근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역사인

식의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010.551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의 이해(Korean History 

(for Foreigners))

 본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한국 역사의 전반

적인 흐름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역사를 이해하

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진행될 것이다. 외국인이라

는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한국의 독자적 문화와 역

사의 진행 방향을 이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일부로

서의 한국사를 이해하는 과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역

사적 사건과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그 맥락을 이해하고, 

각 시기마다 역사를 이끌어온 인물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

의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10.549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의 이해(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특수한 문화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

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문화와의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한

국에서의 유학생활 중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해가면서 소속감을 

고취 시 킬 수 있다.

•731.454 스포츠스타의 삶·철학·지혜(Life · Philosophy · 

Wisdom of Sport Star)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스타(지도자, 선수, 명사)들의 열정과 성

실성, 성공을 향한 독특한 삶·철학·지혜에 대하여 탐구하여 미

래설계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배양한다.

•010.729 Understanding Culture Through Media(미디어를 

통한 문화 이해하기)

 Understanding Culture Through Media is about making 

sense of culture through digital media. It has two 

main content areas a) media literacy and b) cultural 

literacy. It is aimed at developing global digital 

citizenry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necessary in the 

Information Age. Students will become more active 

and engaged citizens through exploring global issues 

in local and international media on a wide range of 

topical themes and areas of interest (e.g. politics, 

business, culture, society etc.). Students will learn 

how to critically access and  evaluate different types 

of digital media sources, such as online platforms, 

articles, advertisements, social media and podcasts. 

This course will also give students the opportunities 

and tools to develop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role that media and current affairs plays in our lives, 

while building powerful language, communication, 

cultural and media literacy  skills needed to analyze 

and debate about what students read, watch and 

listen to. This course empowers students to be better 

informed global citizens with confident, positive and 

purposeful engagement in our digital world. current 

affairs plays in our lives, while building powerful 

language, communication, cultural and media literacy  

skills needed to analyze and debate about what 

students read, watch and listen to. This course 

empowers students to be better informed global 

citizens with confident, positive and purposeful 

engagement in our digital world. 

•105.418 분단과 통일의 역사 (History of Division and 

Unification)

 이 과목 ‘분단과 통일의 역사’는 한반도 분단과 분단극복의 문

제를 역사적으로 살핀다. 특히 이 과목은 한반도의 분단과 대

결의 역사를 1945/47년 후 지구적 차원의 냉전과 열전의 대

결과 갈등의 맥락 속에서 살핀다. 동시에 그것은 1960년대부

터 진행된 미국과 소련,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데탕트와 평

화정치의 의미를 포함하고 1949년부터 분단된 독일, 즉 서독

과 동독의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한반도 분단과 분단극복의 실

패와 비교한다. 이 과목은 단순히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전문가 초청 토론회 2회와 분단 현장 답사를 2회 진행해 

더 흥미롭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함께 

찾아나는 것을 목표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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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

•010.240 인간의 탐욕과 경제성장의 역사(A Story of Greed 

and Economy Gross)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하여 

많은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을 한 때에 개인의 욕심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대립한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더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 욕망이 지나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하게 

된다. 사회는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복의 사

회적 총합을 평가기준으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선

택에 있어 인간의 행복해지려는 욕망을 이용하여 자본주의는 

빠르게 성장하여 사회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

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가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면서 

많은 현대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와 이러한 개인의 탐욕이 경제성

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철학·윤리학·경제학에서의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한 사

고들에 대하여 고찰 한 후 현대 경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생각해보고 시장

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구상해 보고자 한다.

•010.460 창의적 지역경영 (Creative Area Management)

 창의적 지역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가치를 창조하고, 지역 가치 

시스템 구축에서 지역의 창조성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풍요로운 삶의 길에 대한 창조적 사고와 상상력을 함양

하여 지역창조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010.214 동아시아의 정치와 경제(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y)

 급변해가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최근 국제 정치 

및 경제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해를 향상시킨다. 특

히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국제 정치 및 경

제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하여, 이들 지역 국가

들의 역동적인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010.263 정치와 사회생활(Politics and Social Life)

 21세기 후기산업 사회 속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집

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수가 만족하고 지지하는 정부, 국

회, 정당,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각각 무엇이며, 또한 개인의 

사회생활에 정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개개인의 유권자는 

정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030.130 시장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Market Economy)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 및 시장의 

실패를 다룬다.

•030.142 현대 중국의 경제와 사회(Chinese Socio-economy)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과 이를 가능케 한 정책적 요인

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학습하며, 중국경제의 잠재력과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한 중국의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학습한다.

•010.290 미국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on American 

Economy)

 미국은 20세기 초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으며, 자본

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선도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미국경제의 형성과정과 미국경제를 떠받치고 있

는 정치사회체제의 특징 그리고 주요 부문별 경제제도와 산업

별 구조를 학습한다.

•010.280 협상의 세계(Negotiation World)

 우리는 누구나 협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비즈니스맨 외교관, 

정치인만이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형태가 다를 뿐 모두 

협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협상대상은 중력이나 광속과 같

은 자연법칙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다. 따

라서 협상은 우리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익숙

한 특정 행동만을 취할 때 다문화의 글로벌 사회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다양한 규범과 인센티브가 혼재되어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

해서는 협상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교과목은 

협상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010.424 저작권의 이해(Understanding of Copyright)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대학

생들의 표절예방 및 올바른 저작권 인식 확립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030.041 생활과 세법(Tax in Life)

 현대 산업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세금

에 관한 이론, 법규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실

제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030.095 회계와 경영(Accounting and Management) 

 최고경영자(CEO)로서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

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기업의 

일원으로서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이해와 생산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302.451 스마트한 선택하기 : 행동경제와 경영(Smart Choice 

and Decision: Behavioral Economics and Managerial 

Applications)

 -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똑똑한 경영경제적 선택과 행동을 위하

여 최근 계속 주목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경영적 응용과 활용

을 중심으로 사례와 실제사례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 이러한 학습과 경험, 발표 제안(학생 등)을 통해 학생들이 경

영경제적 지식을 보다 쉽게 학습하며, 특히 똑똑한 의사결정

(smart choice)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적인 사례를 배우고 응

용할 수 있음 

•010.319 경제 물리학(Econo-Physics)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과 주요 개념

인 힘, 충격량 등을 거시 경제에 적용하여 경제하여 경제 현상

을 이해하고자 한다.

•010.407 시사와 대중매체(Current Events and Mass Media)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신문, 잡지, 광고, 영상물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최신 사건들을 이해하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킨다.

•010.704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및 능력 함양

•030.149 비즈니스와 법(Business and Law)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노사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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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거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재산관리와 권리(피해)구제 제

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

•050.071 과학기술과 지식재산(Science Technology & Intellectual 

Property)

 지식기반 산업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특허 및 실용신안제도, 국

제지식재산권, 영업방법특허제도, 특허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특허청구범위 작성, 특허정보의 가치와 활용 등을 습득하게 하

여 산업체의 기술개발 결과물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른다.

•050.089 e-Business의 이해(Introduction to e-Business) 

 e-business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business 

모델 및 전략, e-business 운영 및 관리(CRM, SCM, 전자지

불시스템), e-business 네트워크와 보안을 학습한다.

•050.072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 경영(MOT)은 과학 및 공학 기술과 경영 원리를 구분하여 

관리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기술과 경영 능력을 연결하여 엔지니어링, 경영학, 

과학 등에서 도출된 지식의 융합을 통해 기술 혁신 관리의 내

용을 학습한다.

•010.492 건설경영(Management for Construction Engineering)

 경영의 기초,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경영관리, 건설경영활동의 

인적자원, 조직, 재무회계, 품질관리, 건설기업의 창업과 경영관

리, 경영정보와 혁신관리 등 건설에 관련된 경영학을 배운다

•050.101 발명특허개발과 트리즈(Inevntion, Patent & TRIZ)

 지식재산 제도의 개요,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확보 전략, 청구

범위 작성, 특허 정보 검색 실습 및 특허 제도 실무 등의 특허 

전반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발산적 사고 

기술, 수렴적 사고 기술을 익히고 문제해결의 기술 시스템인 

트리즈(TRIZ) 이론을 실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030.043 국제무역환경의 이해(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무역과 경쟁정책, 노동정책, 무역과 투자, 무역과 환경, 무역과 

기술 등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010.588 무역개론(Basic principles for trade)

 무역의 형성, 거래절차, 결제방법, 외국환, 환율, 국제수지, 무

역정책, 무역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기초이론 및 실무 등을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010.564 경제생활의 이해(Understanding economic life)

 국민경제의 장기성장 및 단기적 경기변동과 그에 상응하는 재

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다룬다.

•030.074 세계화와 시장경제(Globalization and Market Economy)

 급속한 정보기술발전과 세계화 흐름 속에 시장경제의 의미를 

이해한다. 개별경제주체들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가 결정 되는 원리를 

습득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세계화의 추세에서 효율성과 공

평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을 

함양한다.

•030.094 세계화시대의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in 

the Globalized World)

 세계화 추세 및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 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의 현상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의 이해를 높

이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주고자 한다.

•030.111 국제통상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mmerce)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과제, 즉 주요 국제통상 규범, 주요국의 

통상정책, 통상협상의 추세 등을 학습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인다.

•030.097 지방자치의 이해(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긍정적 차원에서 기능을 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 

경영능력의 신장, 자치권 등의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080.021 생활속의 특허정보(Property Rights Information in 

Daily Life) 

 최근에 들어 특허 분쟁에 관한 사례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 특허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허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술 분야의 개발흐름 파악, 미래기술의 예

측 그리고 기술 개발시문제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입수 등을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 특허정보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특

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운데 목적을 두고 있다.

•030.113 회계의 이해(Understandings of Accounting)

 회계학 비전공자를 위해 회계학의 기초개념과 제반이론을 설명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계분야와 관련되는 기업의 활동을 기

록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010.641 친환경 에너지개론과 정책(An introduction to 

findly environment energy and a policy)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화석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와 정잭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생 에너지 관련 교양교과가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개론은 대학생들에게 에너지중요성에 대

하여 기초개론과 에너지정책을 이해하고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

어 대학교양 수순에 적합한 강의를 진행한다. 1학기는 에너지 

기초이론과 에너지 정책 2학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 그

리고 에너지 정잭 등으로 강의하여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과 과정이다.

•010.598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Socail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본 교과는 대학생의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도전정신

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사회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사

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이를 조직화하는 기업가정

신에 대해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의식을 함

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10.644 패션문화와 스포츠산업(Fashion culture and Sports 

Industry)

 1990년대를 들어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패션 문화산

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타 산업분야와 융합을 통해 그 

파이를 키워 나가고 있다. 21세기 들어 스포츠는 교육,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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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다차원적이고 복

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양한 영역 

중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패션 분야 속에서도 스포츠는 융

합되어져 발전하고 있다. 패션 문화를 이해하고, 패션문화 속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변천과정과 현 

주소를 이해하고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030.096 재미있는 경영이야기(Amusing Business Story)

 경영원리의 해명과 그 이해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030.104 생활과 경영(Modern Life and Management)

 현대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경영지식과 원리를 포괄적으로 학습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인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한다.

•302.452 미래와 경영 : 지능 정보 기술 활용(Future and 

Management :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intellectual technologies)

 -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과 관련 정보기술에 대해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경영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최신?흥미로운 사례를 학

습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이러한 학습과 경험, 발표 제안(학생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

회적으로 기대하는 최신 과학기술의 지식을 손쉽게 응용하고 

취업 등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지향적 학습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010.683 특허법이론과 실무(The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 law)

 지식재산권법의 중추를 이루는 특허법의 기본 법리와 개념, 운

용의 실제 등을 학습함. 또한 특허검색 및 실습을 통하여 기술 

분석의 이해를 돕고 R&D를 원할히 수행하여 연구개발 시 특

허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010.685 기업가정신의이해(Introduction to Entrepreneurship)

 전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CEO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창업마

인드를 함양시킨다.

•010.686 재미있는협동조합이야기(Interesting Story of Cooperative 

Union)

 전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창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

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가정신

을 함양시킨다. 

•010.678 *지역그린비즈니스의이해(Introduction to Local Green 

Business)

 지역청정 자원의 비즈니스화를 위한 방법론과 그 본질을 이해

하여 지역로컬 비즈니스 필요성과 지역녹색자원의 비즈니스 모

델 개발 및 그린 비즈니스의 전개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대한 녹색 성장과 녹색경제의 그린비즈니스의 녹색 생활 

세계를 창출한다.

•010.707 *스토리텔링 활용과 지역명소 만들기(The Building 

of the Local famous Places with Storytelling)

 지역의 산재해 있는 생활문화사, 민담, 설화, 전설 등을 발굴하

고 이를 스토리로 구성하고 브랜드 하는 방법 즉 인문학적 사

고를 통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명소를 만드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발전시켜나가는 창의적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010.548 (외국인 대상) 한국 경제의 이해(Korean Economy 

for Foreigners)

 본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경제의 역

사적 전개와 한국 경 제 의 각 부문별 현황과 과제를 살펴봄으

로써, 한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경제학의 바탕이 되는 기본 용어 및 

이론들을 학습하고자 한다.

•010.554 Contemporary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현대의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This course will investigate contemporary theories 

behind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as well 

as current job application procedures.

 There will be two main content areas: 1) international 

business etiquette, and 2) job application procedures 

(in English). Each class session will focus on both 

content areas, as well as English language skills 

development. The target language skills will be: a) 

listening/reading comprehension, b) communication 

(verbal/non-verbal), c) conversational speaking, d) 

public speaking (presentation), and e) academic 

writing. Course materials will include various online 

articles, videos, audio podcasts, etc.

•010.711 스토리활용과 지역브랜드 창업 오디세이(Story 

Utilization and Regional Brand Startup Odyssey)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공감이라는 코드를 통해 제품에 상상력과 

감성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공유하

고 싶어 한다. 브랜드 스토리는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

는 감성적 유대관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브랜드 개발에 스

토리의 필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강

의의 목적은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브랜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010.713 코딩 스페셜리스트 스타트 업(Coding Specialist 

Startup)

 4차산업혁명은 여러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공유하여 도움

을 줄 수 있는 Maker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활용능력을 획득하고 다양한 아두이노 쉴드를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으로 Maker가 되어본다

•010.714 4차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실무(Start-up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감을 이해시키는 

입문내용부터 비즈니스 시작부터 설립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 생성, 비즈니스 모델링화, 사업계획서 작

성,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고도화, 투자유치, 협상, 지식재

산, 사업사례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학기 과정을 

통해 학습토록 함

•010.715 쇼핑몰 창업실무(Working on starting a shopping mall)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어 쇼핑몰 오픈, 구축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노하우를 제공

•010.577 기업과 스피치 디자인(Business and speech design)

 오늘날 소통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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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은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업에서의 소통에

서 또한 절실하다. 이들 조직 구성원들 상호간의 의견교환/ 특

정한 사안에 대한 협의 혹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협상이나 거래 교환 등의 사업 활동의 실행에서 상대와의 원활

한 소통과 사회관계 형성이 전제되었을 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 소통의 유형 중 자기소개 및 각종 업무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해당 업무 목적을 위 한 상대의 설득이 절실히 요구된

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이와 관련된 스피치 유형 및 언어 

디자인 방법들에 관한 이론의 소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

을 위주로 한다.

•010.712 외식창업기획(Plans for a restaurant start-out-of-the-box 

business)

 외식 창업의 과정과 운영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게 함으로, 

실전 창업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창의

적 혁신 역량 강화

•301.457 기초경제이론의 주요이슈와 활용(Issues and Applications 

of Basic Economic Theory)

 주요 경제이론들을 이슈별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 경제

적 문제들에 접근토록 함으로써 수강학생들의 경제문제 해결능

력에 도움을 주고자 함.

•107.457 남북통일과 정치경제(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Politics and Economy)

 남북관계의 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에 대응하여, 북한 정치   

경제의 구조와 현황, 김정은정권의 현황, 남북 통일의 준비   

과정,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방안 등을 학습한다.

•309.461 환동해 평화와 한반도 통일(East Sea Peace and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본 교과목은 남북통일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 및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단체제의 피해를 생각해보고,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통일의 

기대이익에 대하여 학습한다. 

•815.408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Overseas Social Service)

 국제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개념적 틀과 핵심 요소들을 이해

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경제·사회·

문화 및 환경적 이슈 등을 학습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실천활

동 현장에 필요로 하는 기본 소양과 역량을 함양한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본 이론과 심층지식을 바탕으로 학내·외

의 다양한 해외봉사관련 이론의 심화학습과 실천활동체험을 공

유함으로써 보다 더 심층적인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수강생들의 열렬한 관심표명과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봉사 실천활동의 다양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사회∙심리

•010.448 인간과 공공사회(Human and Public Society)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국가, 중앙정

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이 모여 사는 공공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 반대

로 건강한 공공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의식과 태

도 그리고 행동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

고 탐구한다.

•010.450 지구환경과 인간(Earth Environment and Human)

 자연계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물질의 운동이나 특성에 관여하

는 에너지 또는 힘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자연계의 특성이 

대기의 상태, 공기 중의 물 순환, 태풍/호우와 같은 재해기상현

상, 대기오염, 기후의 형성 및 기후변화 등의 자연현상과 우리

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상태 및 그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또한 

대기 중의 다양한 현상들이 동식물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물리법칙과 환경, 기상 및 기후현상에 관련

된 다양한 법칙 및 이와 관련되어 관측될 수 있는 여러 현상들

에 대하여 수학적인 접근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원리

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010.567 과학기술과 생활도구(Tools from Science and 

Technology)

 영어로 하면 과학은 science, 기술은 technology로 표현한다. 

과학은 기본적인 원리를 담당하는 분야이고, 기초과학이고, 기

술은 그 원리를 응용(이용)한 분야로 응용과학(어떤 면에서는 

engineering 분야)으로 본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초기

에는 불편했던 생활이 과학이라는 원리와 응용하는 기술로 점

차 생활이 편리해진다. 오늘날 봉화로 연락하던 통신이 화상통

신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걷던 생활이 차량과 비

행기로 훨씬 빨리 가까이 편해진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이 우

리 인간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의 창조적인 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010.606 스마트사회와 공동체(Smart Society and Community)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역공동체(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는 공간적·물리적 지역사회

에 존재하며 그 곳에서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찾고 있다. 

본 교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마을, 동네, 도시 

등)의 인문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환경적 요소를 파

악하는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복원·재생·재창조)를 위한 방

향, 자신과 지역공동체 간 상호공존하고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지식과 실제를 학습한다.

•010.463 디지털융합시대의 지역스포츠체험(Local Sports 

Experience of Digital Convergence Age)

 디지털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현상학적 융합적 

트렌드를 이해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고 아날로그적인 신

체활동의 실천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능동적이고 건전한 스포츠 

여가생활을 향유하여 자기계발, 성취감, 친화력, 자신감 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010.467 나는 누구인가?(Who am I ?)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를 탐구해 본다. 생물학, 철학, 종교

에서 지난 학문들이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에 답했던 과

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자각하는 계기를 갖는다.

•010.074 동아시아의 근대화(Modernization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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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3국의 근대화 문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3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교과

목은 한국, 중국, 일본의 근대화과정의 특색과 그 공통, 상이점 

등을 비교·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030.024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

 사회행동의 심리학적 이론 및 최근 연구들을 현 사회의 문제점

들과 일상생활에 관련시켜 이해, 설명,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인상형성(대인지각), 귀인, 태도와 태도

변화, 사람들 간의 교류와 사랑, 인간의 공격성, 사회적 갈등과 

친사회적 행동, 집단 속의 개인,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 등을 

다루게 된다.

•030.107 *환동해지역의 이해(Understanding the East Sea 

Regions)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

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및 지리를 학제적으

로 연구하고, 강원도의 시각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식견을 함양하는 교과목이다.

•010.386 군과 지역사회(Military Affairs and Community)

 군과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탐색한다. 군과 지역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서로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010.387 축제와 지역사회(Festival and Community)

 지역사회 축제의 전모를 이해한다. 지역사회의 축제가 갖는 의

미와 가치를 통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축제의 올바른 역할을 모

색한다. 

•050.048 환경과 조경(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환경 이해와 다양화된 생활공간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조경의 역할과 조경의 학문 및 기술적 특성에 관

한 이론을 강의한다.

•030.015 인간과 환경(Man and Environment) 

 본 과목에서의 환경이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관된 자연, 문화, 

사회, 경제적인 제반 여건을 의미하며, 사회적 인간으로서 살아

가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주

요 이슈를 중심으로 개념과 현상, 관련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030.140 문화콘텐츠이해(Understanding Cultural Contents)

 본 강좌는 문화콘텐츠의 올바른 개념 이해와 그것의 구성에 관

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문화콘텐츠의 

구성에 관하여는 생활세계콘텐츠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문화콘

텐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작용하는가를 생활

콘텐츠 속에서 확인하고 논의한다.

•030.093 국제사회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Society)

 냉전이후 세계화로 특징 지워지는 신세계 국제징서를 이해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전수하는 과목으로서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 국제기구, NGO등 국제사회의 행위자에 대한 고찰

과 국제현상의 기본원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을 학습의 목표로 한다. 

•030.081 현대사회와 행정(Contemporary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이론 및 실제를 파악하여 정부제도와 사회문제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총체적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조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리능력을 증진케 하는데 목적을 둔다.

•010.295 심리학과 삶(Psychology and Life)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심리학 개론 교과로서, 

인지, 정서, 학습, 행동, 자아, 사회 심리 등에 대한 기존 지식

을 파악함으로써 자신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돕

는다. 이는 치위생 교육학 개론, 구강보건교육학 실습, 행동치

과학의 최초 선수과목이다.

•010.257 유럽의 사회와 문화(European Society & Culture)

 21세기 들어 세계는 미국의 달러와 대항하여 유럽의 유로화를 

중심으로 생활권과 문화권이 크게 양분되고 있다. 더구나 유럽

은 1990년 20세기의 획기적인 통일 독일을 이룩한데 이어 유

럽연합 EU의 더욱 결속된 모습으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아메리카와 함께 유럽은 글로벌시대를 맞아 세계

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들 활동의 주요무대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4천년 유럽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

을 직시하며 장래 유럽에서의 활동준비를 위해 유럽의 사회와 

문화, 예술과 역사를 체험해보는 곳이다.

•010.594 부동산과 사회(Real Estate and Our Society)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의 이용, 

임대, 취득과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방법과 임대 및 취득을 

위한 재무계획에 대해 강의한다. 

•050.063 현대인의 생활영양 (Nutrition for Human Life)

 영양섭취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에서 유발되는 각종 영양성 

질병과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의 구체적인 실

천 방안 및 적용방법을 배우고 익힌다.

•010.628 자동차와 생활(Living with a car)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동차와 운전자간 

특성과의 관계와 각종 도로 에서의 안전운전 요령 및 사고예방, 

교통사고 처리요령, 자동차의 관리요령을 학습하며, 자동차 생

활에 필요한 수칙을 체질화하여 현대 생활에서 자동차로 인한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050.021 식품과 생활(Food and Human Life)

 현대 생활에서의 식품의 기능과 저장 및 가공 상의 품질 또는 

안전성에 따른 소비자 차원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050.064 식품과 화학물질(Food and Chemicals)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품의 성질과 그에 따른 변

화, 육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이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학문이다.

•010.561 건강을 위한 식품의 이해(Comprehension of food 

for health)

 우리는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꾼다. 현재 인간의 수명은 80세를 

넘어 장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

종 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하면서 많은 식품을 가려먹거나 잘

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에 유익

한 식품의 올바른 섭취법와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010.579 놀이와 인성(Play and Human nature)

 놀이는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

육이다. 유아기의 경험은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의 모든 기초를 형성하고, 발달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움직임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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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해 이러한 교육들이 이뤄지며, 이

를 움직임의 교육 또는 유아체육이라고 한다. 유아체육의 활성

화를 위한 놀이체육, 무용, 레크레이션, 유아마사지 등 유아신

체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학습하여 유아체육의 학문

적 전문성 구축과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아체

육지도능력향상을 위한 수업을 도모한다.

•010.653 현대인의 건강과 체력관리(Health and fitness 

management of the moderns)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운동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리적, 심리적 효과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참여의 계기를 마련한다.

•010.491 생명의료윤리(Biomedical Ethics)

 유네스코의 생명윤리에 관한 보편적 선언에 기초하여 마련된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자율성

과 개인의 책임,  약자에 대한 보호, 자원의 분배 문제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많은 생명윤리적, 의료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기틀과 사례를 통하여 다각도로 접근해본다.

•010.623 의약과 건강(Medicine, drug & health)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자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는 시대의 변

화와 문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고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현

대의 우리들은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

을 지향하는 웰빙(Well-being)의 시대에 생활하고 있어 올바

른 자신의 건강유지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생활방식과 생활습

관의 체계적 지식이 요구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건강의 정의, 

인체, 질병, 환경, 노화, 의약품 및 질병치료법에 대하여 강의

하고 case study를 통해 건강한 삶의 의미를 재조명 한다. 

•010.283 미래학입문(Introductory Futurology) 

 미래에 대한 철학적, 자역과학적, 사회과학적, 종교적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강의한다.

•010.599 생활법률Ⅰ(Living Law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노사관계 재산관계 등을 실제 사례

를 중심으로 저학년 수준에 맞게 쉽게 풀이하고 토론한다.

•010.600 생활법률Ⅱ(Living LawⅡ)

 법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중

심으로 1학년 수준에 맞추어 분석한다.

•010.286 *주민참여와 지역리더십(Resi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ty Leadership)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주민참

여와 지역리더십의 역할과 의의를 탐색하는 과목이다. 지역사회

의 권력구조, 지방정치와 선거, 주민참여제도, 주민통제 등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

민개인의 셀프리더십과 이를 결집한 지역리더십 개발전략를 도

모하고 지역사회에 적용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010.625 인간관계 심리학(Psychology of Human Relations)

 본 교과목은 인간관계에 관한 서론격인 ‘인간관계의 본질’을 언

급한 후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유형,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 과정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대화의 기술’, ‘스트레

스 대처’ ‘사랑의 기술’ 등을 다룬 이론을 보다 구체적인 ‘실천’

으로 끌어올리도록 실제 하는 다양한 관계 상황 속에서 역할극

을 통해 재현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강좌의 결론 부분인 ‘자

기실현’과 ‘행복’에서는 행복의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인간관계

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누어 본다.

•010.650 허브식물과 인문학(Herbal plants and the humanities)

 허브식물에 있어서 허브의 여왕은 라벤더를 칭한다. 그래서 유

럽에서는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되는 식물이다. 인도에서 홀리바

질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식물로 일컬어져 힌두교에서 아주 

특별한 식물로 여겨지고 있고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로만카모

마일 정유로 미라를 만들었다. 이러한 전설과 신화의 바탕에는 

실제로 그 식물의 뛰어난 효능 때문인 것이다. 허브식물에는 

각각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강장강정, 방부 등의 효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음용은 침출제 또는 스포로 쓰이고 있고 에

센스를 이용한 향기취용 등 다양하다. 본 강좌에서는 허브식물

에 얽힌 신화, 전설, 민화 등의 인문학적, 예술사적 배경을 통

한 교양의 고양과 더불어 실제로 실생활에서 건강, 치유, 미용, 

염색, 크레프트 등으로 응용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21세기의 

가장 요구되는 대표적인 교양 강좌이다.

•010.661 노인 의료봉사의 이해(Understand of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일생의 후반부를 지내고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통

해 노인돌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 전체에 걸친 전인적 돌봄

의 개념 및 인간존중 사상을 배양함으로써 해람인으로서의 자

질을 함양한다.

•010.663 한국사회의 성문화(Sexuality culture in Korea society)

 우리나라 시대별, 주체별 성 문화의 변화와 현황, 그에 따른 문

제점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과 성문화를 이해하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성 인식과 성문화를 만

드는 주체 역할로서 학습한다.

•010.664 성과 사랑(Sexuality and Love)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평등한 성 인식을 갖고 그

에 따른 건강한 소통과 사람 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법을 학습하며, 성 행위, 성 차별, 젠더폭력 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문제점과 이슈에 대해 토의한다.

•010.679 *영동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지도의 창의적활용(Creative 

Community Mapping for Neighborhood Problem Solving)

 본교과목에서는 최근 일반화된 오픈소스 지도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환경, 교통, 복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강원도 영동지

역문제의 현황에 대한 지도를 생성하고 생성된 지도를 이용하

여 지역문제의 창의적 해결방안을 창안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

한다. 지도의 제작과 분석은 창의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6단

계 과정(문제식별, 문제분석, 문제정의, 해법디자인, 타당성검

증, 해법제시)을 통해 이루어진다.

•010.702 매스컴과사회(Masscommunication and Society)

 매스미디어의 역사, 개념, 이론을 탐구하고, 매스미디어의 사회

적 효과를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스미디어가 사회세력 

구성인자로서 차지하는 몫과 역할을 다른 사회세력과 구성원들

과의 관계 속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디어의 의제설정

을 통한 사회방향 설정 등을 논한다.

•010.703 미디어와현대사회(Media and Contemporary Society)

 미디어의 개념, 역사와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탐구하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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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온라인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화하는 뉴미디어의 특성을 

논의한다. 개인이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에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를 함양하

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010.708 *강원의 이슈(Issues on Gangwon Province)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이

나 현상 등의 발생 배경과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체감적(體感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철도 및 간선도로 등의 SOC 확충,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사회

적 경제부문의 도약 등 강원도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들에 대하

여 살펴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010.709 청춘고민 상담개론(Introduction to Counseling for 

Troubles of Youth)

 철학적 지혜를 통하여 21세기 청춘의 고민을 분석하고 해결하

는 능력 향상을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청춘의 고민 검색어인
나, 가족, 친구, 연인, 취업, 알바, 미래.등과.나.의 관계에서 파

생되는 스트레스, 불통, 허무, 분노, 우울, 대인관계와 같은 고

민에 대한 철학적 자기진단과 자기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

은 교수에 의한 ‘이론 강의’와 학생들에 의한 ‘프락시스 활동’으

로 구성된다. 전자는 삶과 세계에 대한 개론 수준의 철학적 지

혜와 철학 상담이론들을 다루며, 후자는 자신의 고민을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수강생들의 상담실습으로 이루어진다. 

•010.710 생애의 이해와 미래설계(Understanding one's Life 

time for Future Plan)

 인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

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인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공감,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성장과정을 돌아보고 올바른 자아정체감과 가치관을 형

성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010.550 (외국인 대상) 한국 사회의 이해(Korean Society(for 

Foreigners))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대중 매 체 도구를 활용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설명한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 읽기, 라디오 뉴스 

청취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이벤트, 

뉴스의 이면을 살펴본다. 특히 관련 뉴스와 학습자의 모국 뉴

스를 비교하고 토론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

•566.423 농식품 소비의 이해 (Understanding Food 

Consumption)

 - 농식품은 단 하루를 빼놓지 않고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제품

군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한 심리적 의사결정과정을통해 소비된다.

 - 본 교과목은 소비자의 식품 구매 및 섭취 행동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특히, 식품 구매 및 섭취가 일어나는 주요 공간(집, 식당, 

슈퍼마켓, 일터, 급식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학습내용 구성된다.

•010.722 심리학의 이해 (Introductiory psychology)

 본 과목은 학부수준의 교양강좌로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풀어가는 강좌를 목표로 함. 다양한 심리학 

분야(예, 기억, 학습, 동기와 정서, 발달, 사회심리학, 스트레스

와 건강 등)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각 이론들이 적용되는 생

활 속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정신과 행동과정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본 과목을 통

해 학생들은 자신과 사람들의 일상적 행동 양식의 근원과 원인

을 탐색할 수 있으며, 부적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원

리를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10.721 소통과 치유의 언어 활동 (Language activities of 

Communication and Healing)

 언어와 삶의 대한 탐색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이다. 언어의 

형식과 의미, 이루어내는 힘이 있는 언어가 지닌 본질적인 한

계를 인지하면서, 표현과 이해를 통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론과 관련 활동을 통해 관계에서 오는 삶

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731.461 여가 스포츠와 마케팅(Introduction to Leisure & 

Sports Marketing) 

 얼마 전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각국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메달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선수들 못지않게 

스포츠마케팅 관련기업들의 경쟁 또한 높았습니다. 스포츠마케

팅은 한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큰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흔히 시딩(seeding)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씨앗을 뿌려 떡잎을 키우고 나무로키워 나무가 가지를 

뻗어 파생영역이 생기듯 콘텐츠 전략본부 특히 스포츠마케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야이며 스포츠마케팅업계에서 필요로한 

자질은  첫째, 대범함과 꼼꼼함. 둘째, 커뮤니케이션능력. 셋째, 

전략적마인드와 긍정적마인드 넷째,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을원합니다. 이런점을 교육목표로 하여 훌륭한 스포츠마케터를 

키워낼 것입니다. 

•010.720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과거 사회는 리더가 팔로워를 통제하고 이끄는 능력을 중시하

였다면, 현대 사회는 팔로워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주도적

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스스로 이끄는 자율적 리더십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자

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행동하며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본 교과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갈등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문제

를 탐색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06.458 한반도 통일법제도론(Korean Unification Law Study) 

 우리가 살고 있는 영동지역의 자연, 사회, 경제, 문화 등 지역

적 제 특성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

는 시각적 틀을 형성한다.

▶ 자연과학

•010.243 문명과 수학·확률(Mathematics and Probability in 

Civilization)

 수학과 확률이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 나아가서 게임, 경제 등에서 숨어있는 수리적 원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 고대 인도문명, 그리스문명, 

이집트문명에서 탄생한 수의 시작, 유클리드기하, 원주율 등과 

근대의 미적분의 발견, 방정식의 도입 등에 대해 살펴보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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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경제에서 활용되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의 원리를 익히

며 확률의 개념을 소개하고 조건 확률, 기본적인 확률의 법칙

과 기대값 등을 다룬다.

•010.451 생활속의 화학(Chemistry in Life) 

 인류의 생활은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로부터 의약, 약학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이 화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본 과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있는 화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강좌이다.

•010.452 생명의 이해(Understanding of Life) 

 다양한 생명 현상을 소개하고, 그 기작을 설명함으로써 생명체

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대 생물학의 발전상을 토의한다.

•010.454 인체시스템의 탐험(Exploration of the Human Body 

System)

 인체의 구조는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다. 본 교과

목에서는 인체를 11개의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중요

한 장기에 대한 용어를 우리말과 영문으로 습득함으로써 의학

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중요한 장기에 발생하는 

질환을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의학 혹은 인체 관련 교과목

에 대한 기초 지식을 높인다.

•010.455 우주 물질 생명 (Universe / Material / Life)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인류문명의 탄생까지 우주의 모든 역사를 

공부한다. 우주 물질 생명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숙지함으로서 

학문의 밑바탕이 되는 배경지식과 교양을 습득한다.

•050.013 대기와 생활(Atmosphere and Human Life)

 대기의 상태, 공기 중의 물의 순환, 대기오염의 원인 및 오염물

질이 동⋅식물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운다. 또한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과 대기 안정도와의 관계를 배우며 대

도시의 열섬효과, 먼지돔효과, 광화학 반응을 깊이 배운다. 대

기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해륙풍, 산풍, 종관풍에 대한 것과 특이

기상현상인 열대야, 엘니뇨, 오존 홀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 

•050.005 자연과학개론(Introduction to Natural)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파악하여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과학적 인식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한다.

•050.006 생활과 물리(Physics in Life) 

 생활중심의 자연현상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들에 대하

여 과학적인 사고와 기본적인 물리학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

는 자세확립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교과목내용을 꾸민다.

•050.008 과학발달사(History of Science Development)

 과학을 발달을 살피면서 과학자들의 사상과 업적을 연구하고 

최신과학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배우며 미래의 과학에 대한 설

계를 한다.

•050.052 생명의 신비 및 성(性)의 과학(Germination and Sexual 

Development)

 성(性)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해부학적인 그리고 

신경생물학적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의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 생물학적인 면에서의 성과 호르몬, 남녀의 성차, 결혼과 

성, 성의 자극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반응, 임신, 분만, 피임, 

성병, 성기능 문제점들에 대하여 교수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사

례 등을 통한 성과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성에 대한 

본질과 올바른 성 지식을 갖도록 한다.

•010.334 생명과학의 이해(The Science of Biology) 

 오늘날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된다. 본 교과목은 생명과학 비전공 학생들을 위

하여 생식과 발생, 줄기세포, 면역, 기억, 모델동물, 유전과 

DNA, 치매, 암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010.332 바다의 이해(Essentials of Oceanography)

 21세기는 바다의 시대로 해양생물산업은 유전자, 신소재, 우주

산업 등과 더불어 차세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의 잠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조절 및 청정/재생 에너지

원으로써 바다의 역할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다의 중요성

인 인식시키고자 본 교과목을 신설하고자함.

•010.341 뇌과학의 이해(Understanding the Brain Science) 

 인간의 행동결정에 밀접한 뇌의 구조 및 다양한 기능들의 이해

를 통해서 뇌의 기능과 발달 과정부터 기억의 형성, 수면 등 

광범위한 뇌의 활동, 그리고 주요 뇌질환까지를 연계하여 언급

함으로써 뇌과학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과목이다. 

뇌의 구조와 발달, 뇌과학의 역사 등 기본적인 부분 외에도 성

장, 사랑, 잠, 기억, 스트레스 등 인간생활과 밀접한 많은 부분

들에 대한 뇌신경학적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이 강좌를 통해

서 인간 및 동물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뇌과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010.342 인간행동 이해의 생물학적 접근(Bi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타고난 본성에 의한 것(nature)인가 환경 및 경

험에 의한 것(nurture)인가?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은 인간의 행동이 거의 본능에 의존하는 다른 동물의 그것과

는 달리 주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경험과 환경에 의하여 결

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왔다. 그러나 인간 또한 유구한 

진화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하나의 동물 종임을 고려하면 진화

의 과정이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필요한 행동 기제를 본

능으로 장착시켰을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

된다. 인간의 행동은 경험과 환경 그리고 본성으로 직조되었다

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

를 생물학적 관점, 즉 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기반에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환경과 경험의 

역할을 더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080.013 정보분석과 의사결정(Information Analysis & Decision 

Making)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과 공생으로 시너지효과를 올려 지역사

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화, 예

술, 의료 산업 등에서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정확한 현 상황의 

정보분석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

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교과과정에서는 엑셀의 통계분

석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평균, 표준편차, 표집분포 

능력과 추정, 가설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시킨다.

•080.018 공학기초(Engineering Fundamentals)

 공학도로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이들을 실제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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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해법, 차원과 단위, 통계, 회귀분석, 정역학, 공업경제 등의 

공학 기초에 대한 설명과 예제를 제공한다.

•010.480 문제해결과 소프트웨어(Problem Solving and Software)

 예비대학생의 입학 전 시간을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과목은 융복합

신산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단 소속 학과(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의 수시입학생만 수강가능하다.

•050.094 기초화학(Fundamental Chemistry)

 이 과목의 목적은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적절하게 배우지 않은 

자연과학, 공학 및 생명과학 분야 대학생들에게 화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화학을 비롯한 

화학 관련 전공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한 학기용 

강좌이다. ‘기초화학’과 ‘교양화학’은 두 과목 중 하나만 수강할 

수 있다.

•080.012 컴퓨터프로그래밍 로직(Computer Programming Logic)

 로직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직은 

공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에게는 필수적이라 할 만큼 기본적으

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로직은 문과 전공자들

에게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매우 어렵게 느끼는 내용

이기도 하다. 가장 큰 이유는 로직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

은 데에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밍을 잘 

할 수 있는 로직의 개념을 학습하여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다른 교과목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050.100 디지털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Digital Storytelling 

Presentation)

 개인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의 생각을 프레지기반 스토리텔링을 이

용하여 현재의 삶에 맞는 가치 있는 이야기로 만든 후 상대방

에게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힌다.

•010.337 자연과 재료(Science and Materials)

 재료의 이해와 응용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재료를 통

하여 자연을 이해하며, 이것을 기술적 측면과 산업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흥미를 제공한다.

•050.056 사회동역학(Social Dynamics) 

 물리학에서 유용한 개념들인 시간, 운동량, 에너지 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현상에 적용하여 그 역동적인 흐름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501.103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Computer Aided Mathematics) 

 대표적인 computer package인 Mathematica를 이용하여 과

학이나 공학에서 나오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그

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010.578 기초 식품미생물의 이해(Comprehension of basic 

food microorganism)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미생물과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품과 관

련된 미생물, 즉 세균, 곰팡이 및 효모의 특성과 성질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 강좌를 통해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등을 습득하는 것이다.

•010.607 스마트폰 앱의 논리적 이해(Logical Understanding 

of Smart Mobile Application)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들(예로 

자동차 및 기계, 전기 및 전자, 통신, 산업 공학, 로봇 공학, 

의료 공학, 교통 공학 등)과 융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교과

목은 이러한 융합 학문을 위한 기초 과정으로 스마트 모바일에 

사용되는 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앱이 어떻게 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010.605 스마트기기의 활용(Utilization of Smart appliances)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과 스마트 폰의 앱 프로그램을 소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오락 및 게임, 레저, 여행, 여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음악 및 사진 편집, 문서와 자료의 편집 및 프

리젠테이션, 파일 관리, 일정 관리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익힌다.

•010.399 ACCESS를 이용한 자료처리(Data Processing 

Using ACCESS) 

 기업/관공서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수많은 자료를 처리/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엑셀 등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처

리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ACCESS의 강력

하고 효율적인 자료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한다면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ACCESS는 마

이크로소프트의 패키지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유용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관공서 등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이다.

•010.631 정보보호와 암호이야기(information Society and 

Cryptograph) 

 정보 사회의 등장배경, 미래의 발전 방향, 순기능 및 역기능 현

상에 대해 알아본다. 역사 속에 숨겨진 암호에서부터 생활 속

에 암호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과 현재의 인증기법에 관해 학습

하며, 해킹의 기초 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 기법을 알아본다. 

•080.001 생활과 전기(Life and Electric)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부족함. 본 과목에서는 전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생활 속의 적용사례위주로 다

룸으로써 전기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

다. 중요 강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란 무엇인가?

 - 가정용전기 구성법

 - 자동전기 구성법

 - 충전과 방전의 개념

 - 전기요금계산법

 -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010.352 에너지와 환경(Energy and Environment) 

 최근 지구촌 인류의 생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에너지의 안정

적인 공급과 지구의 환경보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기공학

도 뿐만 아니라 원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정의 

및 현황,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 에너지의 사회적 의의, 오존

에 의한 환경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기초를 다룸으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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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으로서 교양을 넓히고 나아가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0.566 공학과 환경(Engineering and Environment)

 환경과학이란 한 가지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간학문적인 학문이

다. 이에 과거에서 부터 중요시 되었던 과학과 어쩌면 과학 때

문에 뒤로 밀려나 있었던 환경을 접목시켜 생각해야 한다. 이

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일상생활에서 느끼며 생활해 

왔어야 했지만 과학(편리한 생활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등)발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해 왔었다. 이를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문제점의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한다.

•010.639 오피스 프로그램의 창의적 표현(Creative Representation 

of Office Program)

 대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교양 교과목인 워

드，파워포인트와 엑셀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킨 교양필수 교

괴목으로 오피스의 워드，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융합시켜 글자

(text), 표，그래프와 그림 등 모든 활용 기능한 표현수단으로 

자신의 창의적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효육적으

로 의사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 소양 능력을 배양하

고，이와 더불어 산업인력의 정보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의 

정보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국가(산업통상지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

보화시대의 기업，기관，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기술 관리

와 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정보기술자격능력(ITQ) 자격증을 취

득하여 기업체 및 공공기관 단체 신입사원 채용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010.591 미래 신기술 탐색(Explore New Technology for the 

Future)

 다양한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융합 팀을 이루어 신제품 개발 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경영분석,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

표권 등)에 대한 이해관계 및 기본 지식 등을 습득하고, 습득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체험한다.

•050.091 생활속의 수학(Mathematics in Life)

 이 강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인 개

념을 찾아보고 그 원리를 알아본다. 또한 스포츠나 게임의 법

칙 안에 내재된 수학적 의미를 확인한다.

•010.604 수학알아보기(Story mathematics)

 수학의 기초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영상매체(다큐멘터리 프로그

램과 영화 등)를 활용하여 시청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강의 내

용을 보다 더 견실하게 하고 극대화하여 자연현상, 경제, 사회

현상, 기후 및 생태환경 현상 등 다양한 현실을 영상을 통해 

수학적 이론과 내용 등을 적절하게 관련성을 이해시키고 활용

함으로써 IT 수학 및 금융수학 등을 비롯해 수학을  어떻게 이

용하고 접목하는 가를 체험하게 하여 21세기의 수학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더욱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 내용

들을 흥미로운 영상매체를 통해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에

게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수학을 좀 더 효과적

으로 배울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응용능력과 창의적

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010.390 컴퓨터활용(Computer Practical Use)

 개인 작업 혹은 업무 처리에 필수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룬

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주로 다룬다. 엑셀은 수치계산과 자료

처리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는 물론 간단한 도면 

작상 기능을 제공한다. 이 과목을 이수하면 업무 전반에 컴퓨

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010.635 지구에서 우주로(From Earth to Space)

 본 교과목은 항공우주기술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정보의 전달, 

항공우주 과학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 인공위

성, 로켓, 우주과학 등의 분야에 걸쳐 과학적 기초 상식, 기본

원리, 역사, 우주 기술 정책에 대한 동향 등과 관련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수강생들이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010.612 에너지 저장과 활용(Energy Storage and Utilization)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발전소나 수용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

부 비축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필요로 하는 곳

에 전력을 재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발생설비, 에너지 전달 방법, 에너지 저장 

방법, 저장된 에너지를 다시 이용하는 설비에 대한 기본 개념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이해하는 데 있다.

•010.633 제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도전(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challenge)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

터, 3D 프린터 등이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만들어 낸 하나의 

지능형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이 자동

화 생산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인간의 도전은 이

를 통해 어떠한 색채의 삶을 꿈꾸는 것일까? 이 강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010.626 인공지능(AI)과 호모사피엔스의 미래(AI and the 

Future of Homo sapiens)

 우리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

대는 과거 판도라 상자에 갇혀 있던 생명과 지능의 경계를 과

감히 허물어 버린다. 유전학과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복하고 다

룰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서로의 영역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를 거쳐 낡은 호모 사피엔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 강좌는 이 질문을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010.701 정보사회와 수학(Information Society and Mathematics)

 현대 정보사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수학의 암호학 중심으로 

필요한 기본수학 및 실례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를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504.451 일반물리학및실험(General Physics and Lab)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현상을 요약하여 강의하며, 일반물리 

내용의 일반적인 실험을 다룬다.

•501.008, 501.009 미적분학Ⅰ,Ⅱ(CalculusⅠ,Ⅱ)

자연계 및 공학계의 기초과목으로서 함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

분,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

양한다.

•010.624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이 교과는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

속되지 않는 공간을 다룬다. 이산수학에서는 실수 같이 연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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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질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정수, 그래프, 논리 연산 

같이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연구한다. 

•503.230 컴퓨터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논리 및 수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공학 분야를 해석하는 데 도

움이 되는 모든 수학 분야를 다룬다. 이에 따라 공학의 기초로

서 수치해석과 미분방정식 및 전반적인 수학의 컴퓨터 응용 등

의 정보 산업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수학을 학습한다.

•503.251 확률 및 통계(Probability & Statistics)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률에 대한 

개념과 각종 통계분석방법의 기본이 되는 추측통계학의 근간이 

되는 확률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사건과 확률을 

기초로 하여 이산,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그 성질들을 학습하

고 자료마다의 특성에 따른 여러 분포들(초기화, 이항, 포아송, 

정규, 표준정규분포)을 학습한다. 그리고 전공에서 필요한 자료

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551.468 *Python을 이용한 지역자료 시각화(Regional Data 

Visualization Using Python)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최신 가장 인기 있는 컴퓨터 언어인 

Python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지역자료를 그래픽으로 시각화

하는 경험을 하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Python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자료의 시각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731.460 건강을 위한 운동과 바디디자인(Exercise and Body 

Design for Health)

 현대인의 운동부족 현상으로 인한 건강 및 신체 기능 이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강의는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

동학적 접근을 습득하고 경험한다.

•731.462 여성과 운동(Women and Exercise)

 여성과 관련된 스포츠 및 운동과학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방대

한 지식에 기초하여, 체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강 유지를 위

해 운동이라는 도구를 통한 개인적 헌신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도모 시키는데 있다.

• 31.459 생활 속 스포츠의학(Sports medicine in life)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재활을 쉽게 이

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 

•652.648 전신건강의 관문으로서의 구강건강(Oral Health as 

a gate of general health)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반

인으로서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해부학적, 생물학적, 생리학적 기초지식과 요령을 익힌다.

•811.455 전기자동차(Electrical Vehicle)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 환경 규제 강화, 석유 자원의 고

갈 가능성, 고유가 지속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이동중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배터리, 전동기, 구동장치를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시

스템에 대한 기술소개를 통해 4차산업의 도래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본 과목에 담아내고자 한다.

•010.725 교양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for General 

Education)

 교양기초수학은 이공계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부족하더라도 전공에서 다루는 

수학 내용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010.718 교양기초물리(Basic Physics for General Education)

 교양기초물리는 이공계 전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물리 중에서 바탕이 되는 간단한 

수학적 도구를 점검하고, 기초 개념부터 간단한 응용에 이르기

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경험한 학생이라면 쉽게 학습하도록 내

용을 구성하였다.

•010.723 교양기초화학(Basic Chemistry for General Education)

 문과-이과 교차지원으로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

학 수준의 일반화학 교육내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초 수준

의 내용을 교육한다. 또한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의 대학 

재학생들에게 화학의 기본 내용을 교육하는 것도 포함한다.

•305.736 알기 쉬운 R 프로그래밍(Introductory R Programming) 

 본 과목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R 환경에서 코딩을 통해 자료를 입

출력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하며 이를 통해 

Big Data 분석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503.806 파이썬과 함께 하는 코딩 첫걸음(The First Step of 

Coding with Python)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새로

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의 근간

을 이루는 소프트웨어의 기본 개념과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

로 한 코딩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공의 경계를 넘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이

러한 융합적 사고와 더불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

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언어의 기본 문법에 대해 다루고 주어

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코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

는 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파이썬 언어가 어떻

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구체적인 실습 예제를 

통해 기초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익힌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전

공자들이 코딩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지식과 함께 코딩 능력을 바탕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서의 면모

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503.807 모두의 컴퓨팅(Computing for Everyone) 

 - 이 과목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컴퓨팅 사고력에 기초

한 문제 해결의 원리와 그러한 방법론이 다양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응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활용방법을 익힌다. 일상과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자신의 문제에 적용

하는 방안을 훈련한다.

 - 이러닝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제한 없이 수

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를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

한 개발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실질적인 소

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IT 기술에 모든 전공의 학생

들이 노출되어 경험을 쌓음으로써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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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56.465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 using R)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 중

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오픈소스의 R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통계 패

키지로 출발한 R은 파이썬과 더불어 빅데이터처리 언어로서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쉬

운 언어로써 IT전공과 무관한 학생들도 쉽게 코딩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강의는 전반부에서는 R 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

한 하둡에 대한 내용과 함께 R을 이용한 머신러닝에 대한 내

용을 다루고자한다.

▶ 공학교육인증(MSC)

•010.429 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미적분학의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포함

한 기초함수의 이해와 여러 가지 방정식, 이항전개, 수열의 유

한 및 무한급수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010.430 미분적분학(Calculus)

 미분방정식, 선형대수 등의 고급수학을 배우기 위한 공학 분야

의 기초과목으로서 함수의 연속성 및 극한, 미적분, 무한급수,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양

한다. 

•010.431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General Physics and Lab Ⅰ)

 소립자를 포함하는 미시세계로부터 우주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을 

다루는 물리학의 기초적인 여러 분야를 강의하며, 이러한 물리

학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을 다룬다.

•010.432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Ⅰ(Computer Applications 

and Computation I)

 워드프로세서(한글오피스, MS word) 및 자료분석도구(엑셀 등)

의 활용 기술을 배우고, 데이타베이스 분석 및 보고서와 프레

젠테이션 문서 작성 기법을 학습하며, 이들 기법의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010.433 확률통계학(Probability Statistics)

 확률과 통계 처리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각 기법을 통한 

데이터 처리 및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 평가와 예측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현상 문제에 적용하여 학습한다.

•010.434 일반화학 및 실험(General Chemistry and Lab)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관계, 물

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

념 등을 익히고, 일반화학 이론 학습을 통해 배운 개념들을 실

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본적인 실험기기 및 기구 조작, 약품

의 취급 등 화학실험에 필요한 기초를 익힌다.

•010.435 지구과학(Earth Science)

 지구의 구조와 구성 물질, 지구에서 에너지, 대기, 해수 및 암

석의 순환, 지구의 중력과 힘, 지진, 지구의 역사를 학습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해한다.

•010.436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Ⅱ(Computer Applications 

and Computation II)

 전산프로그래밍기법을 활용한 자료의 계산 및 분석 그리고 그

래픽 기술을 학습하여, 건설 및 환경 관련된 실제 자료를 계산, 

해석 및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010.437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컴퓨터 계산의 오차와 오산, 근의 근사값 등의 개념을 정립하

고 2분법, Newton-Raphson방법, Secant방법, 보간법, 수치

미분법, 수치적분법, Euler의 방법, Runge-Kutta의 방법 등의 

이론을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법을 이용하여 이들 수치

기법을 제반 공학문제에 적용하여 수치해를 구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한다.

•010.438, 010.439 공학수학Ⅰ,Ⅱ(Engineering MathematicsⅠ,Ⅱ)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벡터미분 및 벡터적분, Fourier급수, 

편미분방정식을 중심으로 공학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수학

적 기법을 배운다.

▶ 중복설강 (Double listing) 교과목
 인문학，자연과학 영역의 기초학문분야 교과목으로 전공 관련 

학과의 학생이 수강하면 전공기초로 인정받고 전공 관련 학과 

이외의 학생이 수강하면 교양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과목이다.

•505.007 일반화학Ⅰ(General ChemistryⅠ)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관계, 물

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

념 등을 익힌다.

•506.108 일반생물학(General  Biology)

 교양 수준의 생물학 내용이며 생물 전공자에게는 동기부여와 

기초지식을, 비전공자에게는 생물학의 매력을 제공하는 강의이다.

•557.215 공학수학Ⅰ(Engineering Mathematics I)

 공학수학은 공학분야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전자공학을 공부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주로 다르며, 행렬과 벡터, 미

분방정식, 선형대수학, 적분을 이용한 변환, Fourier 급수 등 

공학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들을 다룬다.

•101.003 언어학의 이해(Study in Linguistics)

 국어학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03.217 기초독일어(Elementary German)

 독어학, 독문학, 독일학 등의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인 독일어를 습득할 목적으로 기본문장이나 문법, 대화체 표현 

등을 익힌다.

• 102.215 영문학개관(Survey of English Literature)  

 중세로부터 현대까지의 영국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으며 영문학의 주된 흐름을 파악한다.

•106.110 현대중국의 이해(Introduction to Mordern China)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특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미래의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분야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킨다.

•104.103 서양철학사(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서양철학사상의 변천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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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철학입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된다. 앞선 

철학 혹은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해결

해 나가는가를 살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철학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철학과 인접학문들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105.417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문학의 목표 즉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거나 개별 인간이 모여 만

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역사란 

특정 개인의 삶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인간들이 모여 만든 사회에 대하여 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301.108 경제학 원론Ⅰ(Principle of Economics I)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도구를 배우고 그 분석도구를 사

용하여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입문과목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 개별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시장의 구조에 따른 자원배분문제 및 

시장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302.447 경영자료처리(Management and Process of Business 

and Economic Data)

 경영과 경제활동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보 및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Excel, Powerpoint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자료의 입력과 정리 및 처리, 

분석, 효과적인 분석결과 제시 등에 대하여 핵심주제와 주요 

사례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303.107 회계원리Ⅰ(Accounting Principles Ⅰ)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3.203 회계원리Ⅱ(Accounting Principles Ⅱ)

 회계원리Ⅰ의 후속과목으로서,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

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5.106 도시계획사(History of Urban Planning)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도시 및 도시 계획의 변천과정을 익

혀 학생들이 실무현장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질과 응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306.102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법전의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

의 기초원리, 기본제도 및 기초개념을 연구한다.

| 특별교양 교과목해설 |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010.705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ftware)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그 직

업에 필요한 지식이다.

▶ 진로개발과 사회봉사

•000.615 창업동아리와 멘토들(Start-Up and Mentor)

 창업동아리팀들로 구성하여 팀별 멘토링을 진행함으로써, 기초

지식을 획득하고 창업아이템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010.684 진로설계와취·창업(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 Start Up)

 저학년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위한 전략적 커리어개발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적합한 전문적인 취·창업컨설팅 강사를 통한 직

업정보의 활용기술을 익히고, 취·창업을 위한 인재상에 대한 이

해를 높여 맞춤 취·창업 전략과 예비사회인의 역량을 교육하는 

교과목이다.

•010.640 취업성공전략(Successful Strategy for Employment)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하여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전략을 수립하고 입사서류 작

성, 면접법 등을 지도한다.

•010.613 여대생의 진로설계(Career Plann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여대생커리어개발의 교과목은 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사전준

비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진출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의 경력관리방

법 등을 교육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며 커리어맵의 구축을 

통하여 사전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010.687 지역산업과 취·창업환경 이해(Understanding of 

Employment&Startup Environment in Local Industry)

 본 강좌는 융합티칭 교과목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지역산업의 

현황을 이해하고,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을 바

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한다.

•030.056, 030.092  사회봉사Ⅰ,Ⅱ(Public Service I,Ⅱ) 

 사회봉사의 이론적 배경과 현장봉사활동을 연계시켜 봉사활동의 

개념을 이해시키며 학생들이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

라 사회의 전문적인 지도자로서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

리더로서의 통찰력과 지도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50.105, 050.106 해외봉사Ⅰ,Ⅱ(Overseas Volunteer Ⅰ,Ⅱ)

 본 교과목은 방학기간 중 단기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현장 활동과목으로 이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봉사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도전정신

과 인도주의 정신을 함양 할 수 있고, 저개발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인류애 실현, 현지 대학생들과의 프로그램 교환, 친선활

동, 우리문화 전파를 통한 자긍심 고취 등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다.

•000.469 장애의 이해(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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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학습

한다.

▶ 체험중심 인성함양

•010.620 응급처치(CPR)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습득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 이론 및 지식이다. 응급

처치는 갑자기 몸에 병이 나거나 사고로 다쳐서 의사를 기다리

는 동안 상처나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임시로 치료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우선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행동으로 환자의 생명

을 지킬 수 있는 의미있고, 의로운 행위이다.

•030.112 허브·아로마문화(Herb and Aroma Culture)

 최근 선진국에서 도입된 허브와 아로마를 소재로 건강, 미용 

등 다양한 쓰임새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생활에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한다.

•010.654 힐링요가(Healing Yoga)

 이 교과목은 현대 요가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수행 속에서 

긴장해소, 정서순화, 정신집중, 체력증진 등을 도모하면서 아울

러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010.584 리듬과 바디이미지메이킹(Rhythmic exercise and 

Body image making)

 이 교과목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리듬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면서, 특히 자기 주도의 신

체표현, 정서순화, 자기관리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동기 부

여 및 활동 경험을 제공한다. 

•010.565 골프(Golf),  010.610 야구(Baseball), 010.580 농

구(Basketball), 010.592 배드민턴(Badminton), 010.643 트

레킹(Trekking), 010.618 윈드서핑&요트(Wind surfing & 

Yacht), 010.608 스키&스노우보드(Ski & Snowboard), 

010.593 볼링(Bowling), 010.694 테니스(Tennis), 010.719 

구기(Net Sport), 31.457 빙상<스피드스케이팅>(Speed 

Skate), 731.456 수영(Swimming), 731.455 축구(Soccer), 

731.452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731.453 트레일 바이

크(Trail Bike)

 각종 스포츠 종목의 체험을 통하여 기초체력 향상과 사회성 발

달을 도모한다.

•731.458 우리지역의 소리 난타(Music of Our Region Nanta) 

 - 우리 대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태도와 덕목의 취약함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자

신의 삶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생활공간을 도

외시하는 이중적 의식과 행동의 형성 및 표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사회 등에 대한 이해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생활공간인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의 형성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 지역 전통악무는 민족음악의 원류로서 지역민의 일상, 의례

와 밀착되어 함께 호흡해 왔다. 그러나 서구화의 현대화 속에

서 지역 전통악무는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과 악무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 전통악무를 둘러싼 이러한 양상은 

대학 생활에도 투영되고 확장됨으로써 우리 대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예술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연구는 지역의 전통악무에 대한 다각적 이해,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향유 태도 및 자질 함양을 바

탕으로 하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애착심, 활용 및 창조의 능

동성을 자극하고 형성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 동시에 개발계획의 교과목은 활동 수행과정의 탐색, 실습, 

발표 등을 통해 자기주도의 도전 및 창조, 동료와의 소통 및 

협력의 태도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구안을 

폭넓게 반영한다. 

•805.357 지역과 함께 하는 국선도 단전호흡(Kooksundo 

hypogastric breathing with Local)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대학생들은 일상생

활에서 상당한 심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업

에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몸과 마음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효과적인 덕당국선도 

단전호흡 수련법을 익힘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스트레

스를 관리하고, 집중력을 길러 학업 역량을 강화하며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이며, 누구나 쉽게 수련할 수 있도록 

호흡을 근간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덕당국선도 단전호흡법의 기

초입문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실내 수업 외에도 지역과 연계

하여 자연 기운이 강한 명산, 힐링 숲 등 자연환경을 찾아 야

외 수련하고, 주변 사람이나 지역민과의 덕당국선도 수련 보급 

및 봉사활동 등 교류를 한다. 또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연계

하여 덕당국선도 단전호흡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 참여, 각종 

학내 행사나 학생활동과 연계 및 교류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의 

지속화 및 보급화를 이룬다.

▶ SLC(Student Life Challenge Program)

•000.650 SLC(학생생애도전프로그램)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해당함)

 학생이 지성, 덕성, 건강, 자기관리 및 진로개척 능력 등의 학

생역량을 강화하고 입학에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밀착 지원하고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

고 수행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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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 됨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국어국문학과 1-1 기초 101.003 언어학의 이해 3-3-0-0

국어국문학과 1-1 기초 101.004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3-3-0-0
국어국문학과 1-2 기초 101.005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3-3-0-0

국어국문학과 2-1 선택 101.213  ☆한국현대시론 3-3-0-0
국어국문학과 2-1 선택 101.215  ☆한국현대소설론 3-3-0-0

국어국문학과 2-1 선택 101.401 국어음운론 3-3-0-0
국어국문학과 2-1 선택 101.307 한국고전소설강독 3-3-0-0

국어국문학과 2-1 필수 101.203  * ☆국어학개론 3-3-0-0
국어국문학과 2-1 필수 101.205  * ☆국문학개론 3-3-0-0

국어국문학과 2-1 필수 101.211  ☆한국문학사Ⅰ 3-3-0-0
국어국문학과 2-2 선택 101.206 한국구비문학론 3-3-0-0

국어국문학과 2-2 선택 101.209 국어정서법 3-3-0-0
국어국문학과 2-2 선택 101.222  ☆한국고전시가론 3-3-0-0

국어국문학과 2-2 선택 101.318 한국현대시인론 3-3-0-0
국어국문학과 2-2 필수 101.202  ☆국어사 3-3-0-0

국어국문학과 2-2 필수 101.207 * 한국현대문학론 3-3-0-0
국어국문학과 2-2 필수 101.212  ☆한국문학사Ⅱ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208  ☆국어어휘론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216 국어형태론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308  ☆한국고전소설론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220 한국현대비평론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315 한국현대시사 3-3-0-0
국어국문학과 3-1 선택 101.319 ♣ ☆국어교육론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302  ☆국어문법론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412 국어방언학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312 한국연행문학작품론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314 한국고전문학작가론_코너스톤_KCC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316 한국현대소설사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320 ♣국어논리및논술교육론_전공글쓰기 3-3-0-0

국어국문학과 3-2 선택 101.429 다문화문학론 3-3-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03 국어의미론 3-3-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10 한국현대작가론 3-3-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13 한국고전문학사상론 3-3-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17 한국현대비평사 3-3-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23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0

국어국문학과 4-1 선택 101.411 중세국어문법 3-3-0-0
국어국문학과 4-2 선택 101.306 중세국어강독 3-3-0-0

국어국문학과 4-2 선택 101.414 현대국어특강 3-3-0-0
국어국문학과 4-2 선택 101.418 한국서사문학특강 3-3-0-0

국어국문학과 4-2 선택 101.420 한국서정문학특강 3-3-0-0
국어국문학과 4-2 선택 101.422 한국현대문학특강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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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101.003 언어학의 이해(Study in Linguistics)

 국어학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01.004 한국고전문학의 이해(Study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한국 고전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101.005 한국현대문학의 이해(Stud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한국 현대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101.203 국어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anguage)

 언어학의 이론과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국어의 구조를 

총괄적으로 고찰하고 특히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과 분석방법을 

이해에 중점을 둔다.

•101.205 국문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한국문학 전반을 다룸에 있어 총괄적 소개 및 한국문학의 흐름, 

전통적 맥락을 이해시키고 국문학 중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교수한다.

•101.211 한국문학사Ⅰ(History of Korean Literature Ⅰ)

 우리문학의 태동기로부터 19세기 무렵에 이르기까지의 문학적 

유산을 대상으로, 공시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이해, 통시적 측면

에서의 체계화에 따르는 문제를 살펴 문학에 대한 이해와 역사를 

보는 안목의 깊이를 심화시킨다.

•101.401 국어음운론(Korean Phonology)

 현대국어의 음운 및 음성에 대하여 그 기본이론과 체계를 파악

하고 연구 영역과 방법을 터득한다.

•101.307 한국고전소설강독(Reading in Classical Korean Novels)

 고전소설의 원전강독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나아가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탐구를 위한 기초를 닦는다.

•101.213 한국현대시론(Studies in Modern Korean Poetry)

 한국 현대시 공부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강좌이다. 우선 학생 

스스로 현대시의 명편들을 찾아 읽고 향유하는 주체적 독자가 

되는 길을 탐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시를 보는 기초적 

개념들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어떻게 유용한지 점검할 

것이다.

•101.215 한국현대소설론(Studies in Modern Korean Novel)

 소설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현대소설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101.202 국어사(History of Korean Language)

 국어 형성 및 고대부터 현대까지 국어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

가를 이론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01.207 한국현대문학론(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 전반을 살펴나가되,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이해하는 과목이다.

•101.212 한국문학사Ⅱ(History of Korean Literature Ⅱ)

 현대문학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별, 사조별, 유파별로 

문학의 생성 발전을 인식하며, 또 그 가치체계를 탐구한다.

•101.206 한국구비문학론(Studies in Korean Oral Literature)

 신화, 전설, 민담, 민요, 무가,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 민속극 

등의 장르적 특성과 전승, 구연 원리 등을 이해한다.

•101.209 국어정서법(Korean Lexicology)

 현대국어에 있어 표준어,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상용되는 말 중에 틀리기 쉬운 철자법을 실제로 

연습시켜 올바른 국어의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101.222 한국고전시가론(Studies in Classical Korean Verses)

 20세기 이전의 한국 시가문학 유산을 이해․분석․평가하는데 

따르는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그 문학성을 구명하는 

바람직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101.318 한국현대시인론(Studies in Modern Korean Poets)

 현대 시인들의 전기적 사실 및 대표적 시의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시세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현대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01.208 국어어휘론(Korean Lexicology)

 국어의 어휘체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를 총괄하고 기본적 

용어와 개념, 어휘연구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

•101.216 국어형태론(Korean Morphology)

 국어형태론의 대상이 되는 형태소 및 단어의 개념 성격 종류 

등 기초이론을 파악하고 이들의 배열, 결합 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법적 원리, 규칙 등을 이해하여 국어의 형태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101.308 한국고전소설론(Studies in Classical Korean Novels)

 한국 고전소설의 개념과 발생, 형식, 구성, 주제, 소재, 배경, 

사상, 작가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101.315 한국현대시사(History of Modern Korean Poetry)

 한국 현대 시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강좌이다. 

시기는 3․1운동 전후의 형성기로부터 해방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이며, 쟁점 위주의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울러 중요한 시인과 시가문학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상을 지니는지 주목할 예정이다.

•101.319 국어교육론(Studies in Teaching Korean)

 국어교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어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의 

새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국어교육의 전반에 관하여 다룬다.

•101.302 국어문법론(Studies in Korean Grammar)

 현대국어의 음운, 의미, 형태 및 통사구조에 대하여 그 체계를 

이해시키고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문법사항, 문법의 이론 등을 

고찰한다.

•101.306 중세국어강독(Reading in Classical Korean Novels)

 훈민정음으로 발표된 중세국어 자료를 통하여 중세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체계를 파악 한다.

•101.312 한국연행문학작품론(Studies in Korean Performance 

Literature Works)

 신라 때 최치원의 향악잡영, 고려의 산대잡희, 조선조 관우희와 

민속극을 고찰하고 연희관련 작품을 이해한다.

•101.314 한국고전문학작가론_코너스톤_KCC(Studie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uthors)

 20세기 이전의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가려 뽑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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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나타난 인간 이해의 국면, 문학적 지향의식, 문학적 

성과 등을 작가의 삶과 행적을 따져가며 고찰한다.

•101.316 한국현대소설사(History of Modern Korean Novels)

 개화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현대소설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현대소설사의 체계 및 지식을 획득한다.

•101.220 한국현대비평론(Studie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Criticism)

 문학비평에 있어 연속성과 가해성의 원리를 터득하고, 문학 

사상사도 아울러 살핀다.

•101.429 다문화문학론(Multicultural Literature Study)

 다문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다문화현상이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공부한다. 21세기의 대표적 

타자인 이주자, 이방인의 재현 양상을 통해 인권의식, 다문화의식, 

젠더의식, 생태의식을 고찰한다. 

•101.320 국어논리및논술교육론_전공글쓰기(Educational Theory 

of Korean Logics and Korean Essay)

 국어과목과 관련하여 논리적 학습의 일환으로 논술작법에 관한 

지식과 방법을 탐구한다.

•101.403 국어의미론(Studies in Korean Semantics)

 현대국어의 의미 및 통사구조에 대하여 그 기본이론과 체계를 

파악하고 연구영역과 방법을 터득한다.

•101.410 한국현대작가론(Studies in Modern Korean Authors)

 한국 현대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하여 현대 한국 

소설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가능케 한다.

•101.411 중세국어문법(Middle Korean Grammar)

 15세기 중세국어의 형태 및 통사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중세국어의 국어학적 이해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101.413 한국고전문학사상론(Studie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houghts)

 20세기 이전의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문학이 추구하는 삶의 

형상적 표출과 미적 존재양식의 문제들이 각 시기를 대표하는 

장르 및 작품들에 어떠한 양상으로 담겨 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 문학 담당층의 의식을 문학사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101.417 한국현대비평사(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Criticism)

 한국 현대 비평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해 본다.

•101.423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 

of Korean & Teaching Method)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지도안의 작성, 교수

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101.412 국어방언학(Korean Dialectology)

 방언의 개념, 성격, 종류 등 방언학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방언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며 아울러 국어방언의 분포, 

양상 및 각 지역의 방언의 특성을 살펴본다.

•101.414 현대국어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anguage)

 현대 언어학의 새로운 이론을 이해하고 국어연구에 실제로 

적용해 본다.

•101.418 한국서사문학특강(Topics in Korean Epic Literature)

 중⋅근세의 서사문학 작품인 설화, 소설, 판소리와 관련된 작품을 

분석하여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한다.

•101.420 한국서정문학특강(Topics in Korean Lyric Literature)

 어느 한 장르나 시대 또는 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한 

사항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는 특강 형식의 고전

시가 강좌이다. 고전시가의 이해에 있어 부분은 깊이 있게, 

전체를 폭넓게 읽어 낼 수 있는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다.

•101.422 한국현대문학특강(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문학에 대한 작품론 위주의 교과로 이론적, 비평적으로 

접근하여 현대문학을 바로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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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3학점

전공선택 :  36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영어영문학과 1-1 선택 102.005 영문학의 이해 3-3-0-0
영어영문학과 1-1 선택 102.007 영어말하기듣기연습 3-3-0-0

영어영문학과 1-1 선택 102.220 ☆영작문의 기초 3-3-0-0
영어영문학과 1-2 선택 102.008 영어학의 이해 3-3-0-0

영어영문학과 1-2 선택 102.102 영미단편소설강독 3-3-0-0
영어영문학과 1-2 선택 102.465 지역문화와 영어회화_코너스톤_KCC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428 영미소설과영화 3-3-0-0
영어영문학과 2-1 기초 102.215 *☆영문학개관 3-3-0-0

영어영문학과 2-1 필수 102.469 *기초영문법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213 영문학배경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253 영국소설과미디어콘텐츠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353 현대미국희곡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466 ☆초급영어회화 3-3-0-0
영어영문학과 2-1 선택 102.221 영시특강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467 중급영어회화 3-3-0-0
영어영문학과 2-2 기초 102.205 *☆영어학개론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256 미국소설과미디어콘텐츠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254 현대영국희곡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223 영시개론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306 ☆현대미국소설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255 영미희곡과영화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310 영어통사론 3-3-0-0

영어영문학과 2-2 선택 102.427 영시의 이해와 감상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472 시사영어 3-3-0-0

영어영문학과 3-1 기초 102.302 *☆미국문학개관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204 ☆영어음성학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468 심화영어회화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313 낭만주의영시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319 ♣☆영어교육론(교직)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350 19C영국소설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352 셰익스피어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456 영미청소년문학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407 미국시 3-3-0-0
영어영문학과 3-1 선택 102.252 영미희곡연구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04 영어발달사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07 ☆현대영국소설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08 현대영국시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12 영미문학방법론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55 영어4기능과 글로벌의사소통 2-2-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54 주제별영미희곡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20 ♣☆영어논리및논술교육론(교직) 3-3-0-0
영어영문학과 3-2 선택 102.351 19C미국소설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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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 됨

| 교과목 해설 |

•102.005 영문학의 이해(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시, 소설, 희곡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영문학의 흐름의 

이해를 돕는다.

•102.007 영어말하기듣기연습(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Practice)

 영어 사용에 있어 중요한 말하기, 듣기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

으로 영어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02.220 영작문의기초(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지도 작문과 자유 작문을 연습함으로써 기초적인 영작문 기술을 

습득하고 영어로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102.008 영어학의이해(Understanding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구조 및 문법, 듣기와 읽기 연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고 전공을 공부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한다.

•102.102 영미단편소설강독(Readings in English & American Short 

Stories)

 영미 주요 작가들의 단편을 강독하여 영어 해독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02.465 지역문화와 영어회화_코너스톤_KCC(Regional Culture 

and English Conversation_KCC) 

 글로컬리제이션(glocalisation)의 실천적 접근을 목표로 하며, 

지역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한다.

•102.427 영시의 이해와 감상(The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English Poetry)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시들을 주제별로 골라 감상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를 가진다.

•102.215 영문학개관(Survey of English Literature)

 중세로부터 현대까지의 영국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읽으며 영문학의 주된 흐름을 파악한다.

•102.469 기초영문법(Basic English Grammar)

 영어의 주요 문법 구조를 개관하고 이론보다 실용성에 주안을 

두고 학생들의 영문구조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길러주고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2.213 영문학배경(Backgrounds of English Literature)

 영문학의 저류에 흐르는 서구의 정신적 배경을 살피되, 특히 

영어성경과 희랍, 로마신화를 중점적으로 읽는다.

•102.253 영국소설과 미디어콘텐츠(British Novels and Media 

Contents)

 영화로 제작된 영국의 고전적 소설을 감상하고 음미하면서 영국 

소설의 흐름 및 각 소설가의 특징을 연구한다. 원작 소설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와 

이미지로 재현되는가에 주목한다. 원작 소설의 역사, 문화, 

정치적 맥락에 대한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과 

효과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2.252 영미희곡연구(Studies of British and American 

Drama)

 희곡의 생성·발전·역사와 함께 영미희곡의 대표적인 작품을 분석·

비평하여 영미희곡의 특성을 연구한다.

•102.466 초급영어회화(Basic English Conversation)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용

영어회화에 주력한다.

•102.467 중급영어회화(Intermediate English Conversation)

 초급영어회화의 심화과정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용영어회화에 주력한다.

•102.205 영어학개론(Introduction to the English Linguistics)

 영어의 음성, 형태, 통사 및 의미적인 면에 대해 연구하고 영어의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2.256 미국소설과 미디어콘텐츠(American Novels and 

Media Contents)

 영화로 제작된 미국의 고전적 소설을 감상하고 음미하면서 미국 

소설의 흐름 및 각 소설가의 특징을 연구한다. 원작 소설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영화라는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와 

이미지로 재현되는가에 주목한다. 원작 소설의 역사, 문화,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과 

효과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2.254 현대영국희곡(Modern British Drama)

 20세기 영국의 대표적 극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읽고 현대영국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63 영시와미디어콘텐츠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11 영문법연습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16 고급영어강독_캡스톤디자인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20 영어구조의이해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22 주제별영미문학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23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교직) 3-3-0-0
영어영문학과 4-1 선택 102.458 영미산문 3-3-0-0

영어영문학과 4-2 선택 102.471 새로운영어학이야기 3-3-0-0
영어영문학과 4-2 선택 102.418 영미문학특강 3-3-0-0

영어영문학과 4-2 선택 102.419 영어독해연습 3-3-0-0
영어영문학과 4-2 선택 102.464 영미문화콘텐츠 3-3-0-0

영어영문학과 4-2 선택 102.421 영어말하기연습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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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의 특징을 이해한다.

•102.223 영시개론(Introduction to English Poetry)

 영시의 형태와 서정, 서사양식 등을 검토하고, 영시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영시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102.306 현대미국소설(Modern American Novels)

 주요 20세기 작가 중에서 E. Hemingway, W. Faulkner, J. 

Steinbeck의 주용 작품을 강독하여 이해를 도우며 작품의 비

평능력을 길러준다.

•102.255 영미희곡과 영화(British and American Drama&Film)

 영화로 만들어진 영미희곡작품을 선정하여 영미희곡과 영화예술의 

상호 텍스트성을 연구한다.

•102.310 영어통사론(English Syntax)

 언어학이론의 주류인 변형문법이론에 입각해서 영어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되는 변형규칙들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토론한다.

•102.428 영미소설과 영화(British & American Novels and 

Movies)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영화를 통하여 감상함으로써 

영미소설의 주요 작품들을 이해하고, 각 소설가의 문학성과 

작품의 특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102.470 영어로 세상만나기(Meeting the World through 

English)

 영화나 팝송, 유명인사의 연설 등 다양한 매체 속 영어를 학습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고, 단순히 매체 속 영어를 학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새롭게 구성해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영어의 실용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102.302 미국문학개관(Survey of American Literature)

 식민지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미국문학의 흐름을 

개관하며 주요 작가의 작품을 주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문학 

전반에 걸쳐 이해를 돕는다.

•102.204 영어음성학(English Phonetics)

 영어의 기본적인 모음과 자음의 조음방법과 조음위치를 익힘

으로써 정확하게 개개의 음을 식별해서 듣고 발음하고 기술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며 강세와 억양도 연구해서 정확한 영어 

발음을 하도록 돕는다.

•102.468 심화영어회화(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중급영어회화의 심화과정으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실용 영어회화에 주력한다.

•102.313 낭만주의영시(English Romantic Poetry)

 W.Blake,W.Worsworth,S.T.Coleridge,P.B.Shelley,J.Keats

등의 영국낭만주의시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낭만주의의 본질을 

파악한다.

•102.319 영어교육론(Studies in Teaching English)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를 다양한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영어

교수법에 적용해 본다.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실제 연구수업을 통해 검증

받는 훈련을 겸한다.

•102.350 19C영국소설(19th Century English Novels)

 19세기 주요 영국작가인 Thomas Hardy, E. Bronte의 대표적 

장편 및 단편을 강독, 해설,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 및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19세기의 영국소설의 전통과 형성과정을 연구한다.

•102.352 셰익스피어(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와 

르네상스시대의 특성을 이해한다.

•102.456 영미청소년문학(British & American Adolescent 

Literature)

 최근 출판된 영미의 대표적 청소년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자세히 

읽고 청소년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2.407 미국시(American Poetry)

 17세기 식민지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시를 광범위

하게 읽고 미국시의 본질을 이해한다.

•102.353 현대미국희곡(Modern American Drama)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극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읽고 현대미국

희곡의 특징을 이해한다.

•102.304 영어발달사(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영어의 발달과정을 고대영어, 중세영어, 초기 현대영어와 현대

영어에 이르기까지 어휘, 발음, 형태, 어순, 의미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102.307 현대영국소설(Modern English Novels)

 주요 20세기 작가 중에서 D. H. Lawrence, James Joyce, 

Aldous Huxley 등 주요 작가들의 장편 및 단편을 강독하여 

작가와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102.308 현대영국시(Modern English Poetry)

 G. M. Hopkins, T. Hardy, W. B. Yeats, T. S. Eliot, W. 

H. Auden, D. Thomas 등 현대의 주요 영국시인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102.312 영미문학방법론(Approaches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을 올바르게 이해, 감상하기 위해 전통적 비평방법, 

형식주의 비평방법, 심리주의 비평방법, 신화 및 원형 비평방법, 

지수 비평방법 등 여러 가지의 비평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문학

작품에 적용시켜   영미문학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102.355 영어4기능과 글로벌 의사소통(English 4 Skills and 

Global Communication)

 영어의 4가지 기능, 즉 읽기, 쓰기, 말히기, 듣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102.354 주제별 영미희곡(Thematic British and American 

Drama)

 영미희곡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 특정 주제들과 이론들을 

선정하여 영미 극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102.320 영어논리및논술교육론(Educational Theory of English 

Logic and English Essay)

 자신의 생각을 영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데 

목표를 둔다.

•102.351 19C미국소설(19th century American Novels)

 19세기 주요 미국작기인 N. Hawthorne, Mark Twain 등의 

대표적 장편 및 단편을 강독, 해설,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 및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19세기의 영국소설의 전통과 형성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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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102.406 영시와 미디어콘텐츠(English Poetry and Media 

Contents)

 대중음악의 노래가사가 가진 시적 성격과 영화 속에 주요 모티프로 

나타난 영시를 분석함으로써 영시와 음악, 영화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102.411 영문법연습(English Grammar Practice)

 실용영문법을 중심으로 관계되는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문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연습을 한다.

•102.416 고급영어강독_캡스톤디자인(Advanced Level 

Reading_Capstone Design)

 수준 높은 글들을 강독함으로써 영어 독해능력을 함양하여 취업 

및 국내외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준다.

•102.420 영어구조의이해(Understanding Structure of English)

 영어통사론의 기본 개념을 파악한 후, 다양한 영어구문의 구조를 

분석하여 영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게 한다.

•102.422 주제별영미문학(Thematic Studies in British and 

American Literature)

 영국문학과 미국문학에서 시, 소설, 드라마 등 장르에 구분 없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하여 문학과 상상력을 깊이 

있게 다룬다.

•102.423 영어교재연구및지도법(Studies of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ology)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및 각종 교재의 분석, 지도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실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는 훈련도 

겸한다.

•102.458 영미산문(British & American Essay)

 영미의 대표적 수필가들의 글을 읽고 영국과 미국의 산문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2.221 영시특강(Topics in English Poetry)

 영미시단에서 현재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강독한다.

•102.471 새로운 영어학 이야기(New Perspectives on English 

Linguistics)

 기초적 단계에서 언어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고, 언어학의 

핵심영역과 언어학의 외부영역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언어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2.418 영미문학특강(Special Topics in British & American 

Literature)

 영미문학 연구 상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다.

•102.419 영어독해연습(English Reading Practice)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 글의 전개양식이 다르고 문자의 스타일이 

다르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스타일의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102.459 영미문화콘텐츠(British and American Cultural 

Contents)

 영미문화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을 배우면서 대중음악, 언론, 

TV,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미문화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수행한다. 주제별 영미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제작 그룹과제 수행을 통해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02.421 영어말하기연습(English Speaking Practice)

 영어 면접, 토론, 발표 등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조리있게 

발표하는 연습을 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설정해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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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2학점

전공선택 :  27학점 심화전공 : 24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독어독문학과 1-1 기초 103.217 기초독일어 3-3-0-0

독어독문학과 1-1 기초 103.004 독일어입문 3-3-0-0
독어독문학과 1-2 기초 103.005 독일어연습 3-3-0-0

독어독문학과 1-2 필수 103.106 독일어의말하기와쓰기Ⅰ 3-3-0-0
독어독문학과 2-1 필수 103.229 독일어의말하기와쓰기Ⅱ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213 독일의이해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327 독일명작감상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466 독일의 언어와 문화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235 초급독문강독Ⅰ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236 초급독어회화Ⅰ 3-3-0-0
독어독문학과 2-1 선택 103.250 독문학사 3-3-0-0

독어독문학과 2-2 필수 103.230 독일어의말하기와쓰기Ⅲ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232 현대독문학산책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252 폭력과 독일문학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467 독일의 역사와 문화탐방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238 초급독문강독Ⅱ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237 초급독어회화Ⅱ 3-3-0-0

독어독문학과 2-2 선택 103.251 미디어와커뮤니케이션 3-3-0-0
독어독문학과 3-1 필수 103.454 독일어 번역연습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465 독일시의 이해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425 영상미학의이해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24 독일의문화와예술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29 언어와광고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53 독일어 생활 텍스트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45 중급독어회화Ⅰ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48 ♣독일어교육론 3-3-0-0
독어독문학과 3-1 선택 103.354 미디어 리터러시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455 독일어 실용문 연습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40 독일작가론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34 비디오를통한유럽문화감상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41 독일영화의이해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57 음악, 미술, 영화로 표현된 독일문학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47 중급독어회화Ⅱ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49 ♣독일어논리및논술교육론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58 미디어와 언어로 보는 세상 읽기 3-3-0-0

독어독문학과 3-2 선택 103.356 다큐멘터리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05 독문학과신화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63 유럽소설과 미디어 콘텐츠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56 실용독일어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64 한독언어문화 비교콘텐츠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68 독일의 동화와 민담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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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103.217 기초 독일어(Elementary German)

 독어학, 독문학, 독일학 등의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독일어를 습득할 목적으로 기본문장이나 문법, 대화체 표현 

등을 익힌다.

•103.004 독일어 입문(Introduction of German Language)

 독일어의 문법과 문장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여 처음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독해력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둔다.

•103.005 독일어 연습(Lab Practice of German Language)

 기초 독일어 교과과정에서 보다 나아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독일어를 연습하며, 독일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103.106 독일어의 말하기와 쓰기Ⅰ(German Speech and 

Writing I)

 기초적이고 실용적인 독일어를 중심으로 간단한 일상사의 일들에 

대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103.229 독일어의 말하기와 쓰기 Ⅱ(German Speech and 

Writing II)

 기초적이고 실용적인 독일어를 중심으로 간단한 일상사의 일들에 

대해 독특한 어법을 익혀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보다 향상시킨다.

•103.213 독일의 이해(Understanding of Germany)

 45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20세기에 통일을 성취하면서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한 통일 독일,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은 21세기 유럽과 더불어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로 간주된다.

•103.327 독일 명작감상(German Masterpieces)

 독일 문학사상 걸작으로 평가된 작품들을 사조별, 장르별, 작가

별로 선정해 분석한다.

•103.466 독일의 언어와 문화(German Language and Culture)

 오늘날 독일 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세계관의 산물인 독일 언어

로서 중요한 소통의 수단인 독일어란 무엇인가를 일반언어학의 

핵심이론을 바탕으로 규명하면서, 더불어 인간의 언어생활의 

산물로서 문화와의 관련을 통해 독일 언어와 독일 문화를 연계

하여 다루며 탐색한다.

•103.235 초급 독문강독Ⅰ(Elementary Readings German)

 비교적 평이한 독일 작품들을 선정 강독하여 독일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며 독일 특유의 생활 감정 및 습성을 이해

토록 한다.

•103.236 초급 독어회화 Ⅰ(Elementary German Conversation Ⅰ)

 일상생활의 현장인 가정, 학교, 직장, 정거장, 여행지 등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사례들을 배우며 초급단계의 독일어를 

다룬다.

•103.250 독문학사(History of German literature)

 고대로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독일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피는 것이 이 강의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각 시대의 

문학적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배경까지 아우르는, 정신사적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103.230 독일어의 말하기와 쓰기Ⅲ(German Speech and 

WritingⅢ)

 기초 독일어를 토대로 실용적인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세련된 독일어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을 익힌다.

•103.232 현대 독문학 산책(Journey of contemporary German 

Literature)

 19C말과 20C 초의 혼란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생겨난 

시기로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일문학의 흐름을 추적하고 

탐색한다.

•103.252 폭력과 독일문학(Violence and Healing)

 현실을 그려내는 것을 숙명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을 통해 현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홀로코스트를 위시해서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의 폐해가 

심각했던 독일에서 문학이 폭력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지를 

살펴본다.

•103.467 독일의 역사와 문화탐방(German History and Culture 

Trip)

 독일사의 주요 쟁점과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한다.

•103.238 초급 독문강독Ⅱ(Elementary Readings GermanⅡ)

 비교적 평이한 독일 작품들을 선정 강독하여 독일어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며 독일 특유의 생활 감정 및 습성을 이해토

록 한다.

•103.237 초급 독어회화Ⅱ(Elementary German Conversation Ⅱ)

 기초적 단계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일상 회화의 능력을 배양하고, 

독일인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103.251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Media and Communication)

 미디어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 현대 사회는 문자 그대로 

유비쿼터스적 존재인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고 조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를 가진 현대미디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데, 

본 강의는 이렇게 현대미디어가 생산하고 매개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읽어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103.454 독일어 번역 연습(Practices of German Translation)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58 시사 독일어 3-3-0-0

독어독문학과 4-1 선택 103.441 ♣독일어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독어독문학과 4-2 선택 103.469 유럽의 역사와 문학 3-3-0-0

독어독문학과 4-2 선택 103.460 우리시대의 독일 희곡 3-3-0-0
독어독문학과 4-2 선택 103.461 독일어 일상회화 3-3-0-0

독어독문학과 4-2 선택 103.462 노래로 배우는 독일어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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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강좌는 소설, 희곡, 시, 신문, 잡지. 영상자막, 방송문, 실용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독일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독한 번역의 세계를 이해하고 숙달하는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이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한편, 독일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한국어로 표현하는 능력의 

함양에도 역점을 둔다. 또한 세계 각국의 교류가 빈번한 지구촌 

시대에 ‘번역’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현재 국내의 독한 번역문화의 현주소와 풍토를 가늠해

보는 기회로 삼는다.

•103.465 독일시의 이해(Understanding of German Poetry)

 시의 구성요소와 장르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별로 주요 시 

작품을 읽어가면서 독일시의 특징과 흐름을 개관한다.

•103.425 영상미학의 이해(Understanding of Film Aesthetics)

 현대의 문화 현상 일반에 있어서 영상예술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영상예술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예술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경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 작업과 이론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본교과목은 

현대예술에서 영상예술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상예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영상예술에서 

제기되는 미학적인 제반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103.324 독일의 문화와 예술(German Culture and Art)

 독일 역사 전반에 걸쳐 특히 근대와 현대를 중심으로 독일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고찰한다. 아울러 문학과 언어를 문화와 

예술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이해시킨다.

•103.329 언어와 광고(Language &Advertisement)

 언어의 호소 기능은 21세기 홍보와 광고의 시대를 맞아 효과의 

극대화가 추구되고 있다. 광고에 활용되는 각종 언어 기법을 

소개 개발하여 카피라이터로서 요구되는 기초적 언어 소양을 

다룬다.

•103.353 독일어 생활 텍스트(Reading Elementary German 

Daily Texts)

 쉬운 독일어 텍스트를 선택하여 독일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능력과 독일어 텍스트 해석 능력을 동시에 증진시킨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인터넷 문서를 선별하여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의 습득을 통하여 독일어 소통능력을 증진

시킨다.

•103.345 중급 독어회화 Ⅰ(Intermediate of German 

Conversation Ⅰ)

 초급 독어회화를 토대로 실용적인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세련된 독일어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능력을 익힌다.

•103.348 독일어교육론(Teaching Theories of German 

Language Education)

 독일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현대적 논의의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독일어 교육에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게 한다. 특히 최근에 

독자적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아가는 독일 대학 및 국내 학회

(DaF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독일어 교육에 대해 연구 제안

되는 주요 논의들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방안 등을 강구한다.

•103.354 미디어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리터러시의 주된 활용은 다양한 매체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양한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며, 미디어 산업이나 일반적인 미디어 내용의 패턴, 

그리고 매체의 효과와 관련된 지식 구조의 습득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말하기, 정보의 시각적 해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법을 

학습 한다.

•103.455 독일어 실용문연습(Practices of Practical German)

 편지와 홍보 내용 등 일상생활, 경제와 실무 등 직업 생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이메일, 전화, 대화(상담) 등의 

간단한 업무를 위해 필히 알아야 할 기초 내지 중급 독일어 

어휘와 표현, 관용적 표현 등을 학습하고, 초중급 문법을 연습한다.

•103.340 독일 작가론(Authorial Understanding of German 

Literature)

 독일문학의 특징은 인간의 내적 자아와 외적 현실의 불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신만이 유일하게 작품의 

근원은 아니다. 전체로서 작가의 삶 자체도 작품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다. 작가의 타고난 천성, 교육, 과거와 현재의 생활, 

그의 고뇌와 능력, 그가 지닌 미덕과 악덕 등 그의 정신과 

활동의 배경이 작품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성향과 생활을 

알아야 하므로 주요 독일 작가들의 삶을 작품과 연결시켜 강의한다.

•103.334 비디오를 통한 유럽 문화 감상(European Culture 

in Videos)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비디오를 

통해 들여다본다. 비디오를 통해 역사, 정치, 환경, 문화재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3.341 독일 영화의 이해(Understanding of German Movie)

 독일 영화의 이해의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독일 영화산업의 발전과 역사, 그리고 독일 영화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103.357 음악,미술,영화로 표현된 독일문학(German Literature 

in Music, Art and Cinema)

 역사적으로 볼 때 문학작품은 대단히 활발하게 다른 장르와 

교류하면서 그 표현가능성을 확장해왔다. 그러한 작업의 역사적인 

전개양상과 특징적인 면모를 파헤친다.

•103.347 중급 독어회화Ⅱ(Intermediate of German ConversationⅡ)

 중급 독어회화 Ⅰ에서 좀 더 능숙한 발음연습과 함께 일상 

회화에 쓰이는 독일어를 말하고 듣는 연습을 반복하여 학습한다.

•103.349 독일어논리 및 논술교육론(Teaching Theories of 

German Logic and German Writing)

 독일어를 통한 논리적 사고와 논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방법을 연구하며, 독일어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적 전개가 익숙해지도록 지도 한다.

•103.358 미디어와 언어로 보는 세상읽기(Reading of World 

view through media and language)

 언어에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인 인간의 정신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언어 속에 담긴 고유한 

세계관을 현대의 소통수단이요 전달매체인 미디어와 언어를 

활용하여 들여다본다.

•103.356 다큐멘터리(Documentary)

 다큐멘터리의 재구성과 재연에 대한 통념 그리고 이 형식들의 

정의와 이해를 탐구 한다.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코미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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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와의 만남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는 다큐멘터리도 

재검토 한다.

•103.405 독문학과 신화(The Relationship of Myth ology 

and German Literature)

 독일의 시성(詩聖)인 괴테도 신화를 집단 사고의 원형으로 보아 

신화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이해시켰다. 괴테 등 

독일의 주요작가의 작품에 담긴 신화사상을 규명하여 체계 있게 

이해시키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103.463 유럽소설과 미디어콘텐츠(European Novels and 

Media Contents)

 영미 문학을 제외하고 서양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이들 작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며 또한 원 자료들이 어떻게 문화콘텐츠로 

활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연구한다.

•103.456 실용독일어(The practical German)

 책을 읽기 위한 독일어 능력보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독일어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치중하는 과목이다.

•103.464 한독언어문화 비교콘텐츠(Comparison of Korean 

with German Language Cultural Contents)

 한국어와 독일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어단위별로 비교해 

보며 언어의 차이와 함께 인간의 사고와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대의 소통수단이요 전달매체인 미디어와 언어를 활용하여 

탐색하며, 글로벌시대에 외국어습득에 유익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103.468 독일의 동화와 민담(German Fairytales and Sagas) 

 민담동화와 예술동화를 분석하면서 동화의 구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오늘날의 판타지 문학과의 연관성도 살펴본다.

•103.458 시사독일어(Reading in Current German) 

 독일의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 최신보도, 시사뉴스 등을 

읽어가면서 실제 적인 독일어 사용 매체 등에서의 독일어 이해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 이 교과의 목표이다. 독일어 습득과 함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에 걸친 독일사정 전반에 

관한 지식을 얻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다. 

•103.441 독일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ethods of 

German Text)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목적, 방법 등 주요 원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교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수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 독일어 교재를 

분석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발음, 문법 등에 대한 학습지도 방법을 연구하며,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실용 독어를 실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다.

•103.469 유럽의 역사와 문학(History and Literature in 

Europe) 

 독일의 경계를 벗어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유럽의 문학과 역사의 

주요 쟁점들을 탐구한다.

•103.460 우리시대의 독일희곡(Contemporary German Drama) 

 우리 시대와 근접해 있으며 오늘날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어권 

국가들 및 전 세계 시민들의 가치관,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끼친 독일 희곡 작가 브레히트, 프리쉬, 뒤렌마트, 보르헤르트의 

희곡 작품들을 강독하면서 그들의 사유·비판의 안목을 어떻게 

수용·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103.461 독일어 일상회화(The German for daily conversation)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3.462 노래로 배우는 독일어(Learning German by Songs) 

 음악을 이용한 독일어 수업으로서 무엇보다도 노래를 활용하여 

독일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독일음악과 음악가, 그리고 

가사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독일 및 독일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단순히 독일어를 습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노랫말 텍스트의 이해를 통해 

독일의 정신문화를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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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없음

전공선택 :  36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중어중문학과 1-1 기초 106.150 중국고전의 이해 2-2-0-0
중어중문학과 1-1 기초 106.151 기초한자연습 2-2-0-0

중어중문학과 1-1 기초 106.430 중국문학의 기초 2-2-0-0
중어중문학과 1-2 기초 106.110 현대중국의 이해 2-2-0-0

중어중문학과 1-2 기초 106.153 기본한문연습 2-2-0-0
중어중문학과 1-2 기초 106.154 기초청취중국어 2-2-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23 종합중국어Ⅰ 3-3-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24 초급중국어회화 3-3-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27 초급중국어독해 2-2-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31 ＊☆중국고문입문 3-3-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34 실용한자 3-3-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37 ＊☆기초중국어 어휘와 발음 연습 3-3-0-0

중어중문학과 2-1 선택 106.238 중국어 문형이해 2-2-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218 ☆중국고문강독 3-3-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222 종합중국어Ⅱ 3-3-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236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3-3-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431 중국의 역사서사와 인물 2-2-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240 초급청취중국어 2-2-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251 문화콘텐츠 중국어리딩 3-3-0-0
중어중문학과 2-2 선택 106.323 중급중국어회화 3-3-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331 ☆중국어 번역연습 2-2-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336 중국의 한자와 문화 2-2-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340 중급청취중국어 2-2-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353 ☆중급중국어독해 3-3-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421 실황중국어회화 3-3-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337 중국고전시가 3-3-0-0

중어중문학과 3-1 선택 106.409 중국의 지역문화지도 아카이브 2-2-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24 고급중국어회화 3-3-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25 중국어학특강 2-2-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34 관광중국어 2-2-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38 ☆중국어 어휘와 구문 3-3-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39 ☆초보자를 위한 중국 서사 3-3-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41 ♣☆중국어교육론 2-2-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51 ☆고급중국어독해 3-3-0-0

중어중문학과 3-2 선택 106.335 ♣중국고전 문화콘텐츠 강설 3-3-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02 시사중국어 3-3-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03 ＊☆중국문학과 언어특강 3-3-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06 중국의 공연예술 3-3-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11 초급중국어작문 2-2-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17 중국현대문학강의 3-3-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28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0
중어중문학과 4-1 선택 106.434 한중문화콘텐츠마케팅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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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106.150 중국 고전의 이해(Practice in Chinese Classics)

 중국 고대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중국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종교 등 다방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 나아가 그것이 형성하게 된 배경과 기본 원리를 

익힘으로써 중국학 전반에 대한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06.151 기초한자연습(Practice in Basic Chinese Character)

 기초한자 900자의 뜻을 숙지하고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

하며 나아가 기초한 자를 활용한 단어와 기본 한문 문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06.430 중국문학의 기초(Basic Knowledge of Chinese 

Literature)

 문본위주의 문학뿐만 아니라 속문학까지를 범위로 삼아서 그중 

대표적인 양식, 작가, 작품 그리고 각 양식의 역사 전개 등의 

항목에 대하여 박물학적 기초 지식의 습득에 주안점을 둔다.

•106.110 현대 중국의 이해(Introduction to Modern China)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특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미래의 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분야에 대한 

소양을 함양시킨다.

•106.153 기본 한문 연습(Practice in Chinese Classical Phrase)

 사회 생활에 필요한 교양한 자 및 한문과 관련하여 한자의 

연원 및 형성 원리와 한문의 기본적인 문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초적인 한자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한 시, 산문, 운문 등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익히고, 

아울러 한문독해 능력 배양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문 문법에 함께 

학습한다.

•106.154 기초청취 중국어(Basic Chinese Listening)

 중국어를 한 학기 이상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의 기초 

발음과 단어를 익히고 발음연습과 교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중국어 문장을 정확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이다.

•106.223 종합중국어Ⅰ(Comprehensive Chinese Ⅰ)

 초급 중국어에서 익힌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장

유형과 어법을 종합적으로 익히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어 

표현 능력도 함께 배양하도록 한다.

•106.224 초급 중국어 회화(Elementary Chinese Conversation)

 중국어 기초 어법 및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진일보된 

학습능력을 함양한다.

•106.227 초급 중국어 독해(Elementary Chinese Reading)

 초급 수준의 중국어 문장을 해석함으로써 어휘, 어법, 독해 

수준을 향상시킨다.

•106.231 중국 고문입문(Introduction to Classical Chinese)

 중국 고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으로 문법과 실사․ 허사 

등 품사의 성격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가장 평이하고 초보

적인 단문들을 연습한다.

•106.234 실용한자(Practical Character)

 실생활에 사용되는 실용한 자와 한자어에 대한 이해 및 구사 

능력을 배양한다.

•106.237 기초 중국어 어휘와 발음연습(Basic Chinese Vocabulary 

and Pronunciation Practice)

 중국어의 기본적인 회화를 습득한 후, 기본적인 발음 및 어휘

어법 등을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익히도록 한다.

•106.238 중국어문형 이해(Understanding Chinese Sentence 

Structure)

 초급단계 중국어 지식을 활용하고 표현을 확장하여 중국어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게 한다.

•106.218 중국 고문강독(Reading in Classical Chinese)

 고대 중국 문장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 원서에 대한 소양을 

늘리어 고문으로 이루어진 원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106.222 종합중국어Ⅱ(Comprehensive Chinese Ⅱ)

 종합중국어Ⅰ과 연계된 과목으로 대표적인 문장유형과 어법을 

종합적으로 익히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중국어 표현 능력도 함께 

배양함으로써 기본적인 중국어 구사 능력을 완성하도록 한다.

•106.236 현대 중국어어법의 이해(Understanding Modern 

Chinese Usage)

 현대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문형의 구조와 

어법 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이러한 어법을 기초로 

중국어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431 중국의 역사 서사와 인물(Historical Narrative and 

Character in China)

 중국의 역사 서사 속에 나타난 주요 캐릭터를 선별하여 그를 

둘러싼 사건, 특징, 영향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106.240 초급 청취 중국어(Elementary Chinese Listening)

 초급 청취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표준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251 문화콘텐츠 중국어 리딩(Reading in China Cultural 

Contents)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412 중급중국어작문 2-2-0-0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425 중국뉴스청취와 읽기 3-3-0-0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426 한중문화코드와 전통공연예술 3-3-0-0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438 ♣현대중국문학의 논리·논술 2-2-0-0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317 한문속의 지혜 2-2-0-0

중어중문학과 4-2 선택 106.401 실용중국어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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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관련 중국어 자료 및 중국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감각을 함양한다.

•106.323 중급 중국어 회화(Intermediate Chinese Conversation)

 초급 중국어 회화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일보된 어휘 

및 표현을 구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317 한문 속의 지혜(The Wisdoms in Classical Chinese 

Writings)

 선진 시대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이 남긴 글을 중심으로 

강독하여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아보며 나아가 우리 삶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06.331 중국어 번역 연습(Practice in Translating Chinese)

 중국어를 정확한 우리말로 옮기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354 중국고전 문화콘텐츠 강설(Topic in Cultural Contents 

of Chinese Classics)

 중국고전에 보이는 콘텐츠 가공 가능한 자료들을 뽑아 감상하고 

향후 문화콘텐츠 기획에 있어 원천 자료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인다.

•106.336 중국의 한자와 문화(The Character Chinese and 

Culture)

 한자의 자형을 통해 글자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와 특성을 살피고, 

한자의 자형을 통해 유추해낸 의미와 당시 문화적 의미를 연관

시켜 살펴봄으로써 한자의 어원과 생성 및 문화와 변천 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6.340 중급 청취 중국어(Intermediate Chinese Listening)

 중급 청취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표준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353 중급 중국어독해(Intermediate Chinese Reading)

 현대 중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장을 자력으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토록 한다.

•106.421실황 중국어 회화(Real Chinese Conversation)

 풍부한 대화와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상황 중국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한다.

•106.324 고급 중국어 회화(Advanced Chinese Conversation)

 유학생활과 현재의 중국 사회 생활의 자연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당한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325 중국어학 특강(Topicin Chinese Linguistics)

 중국언어학의 범주인 문자학․ 음운학․ 훈고학의 기초 지식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고대 중국에서 현대 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어음문자어휘어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의 변천 과정은 물론 

현대 중국어 학습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이해시킨다.

•106.334 관광 중국어(Tourism Chinese)

 실용적인 관광 중국어 회화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106.337 중국 고전시가(Chinese Ancient Poetry)

 중국 전통문학의 중심이 되는 시가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개괄

하고, 한대 이후 위 진 남북조, 중국시가의 황금 시기인 당대와 

송대, 그리고 원대 및 명청대에 걸쳐 생산된 고체시와 근체시

들을 송독함으로써 중국시가에 대한 이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06.338 중국어 어휘와 구문(Chinese Vocabulary and Syntax)

 중국어는 구문 안에서 고유한 방식에 의해 어휘들이 서로 조합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본 어휘의 조합방식을 구체적으로 

익히도록 하며 아울러 중국어 기본 문장구조와 어순관계를 

숙지하게 함으로써 문맥 상황에 따라 어휘들을 정확하게 활용

하여 구문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106.436 초보자를 위한 중국 서사(Chinese Narratives for 

beginners)

 학부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역사와 허구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고대 중국 서사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진행한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중국 서사가 갖는 본질적 성격과 특징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106.341 중국어교육론(Principle of Chinese Education)

 중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가치 및 그 연구 영역을 규명하고, 

나아가 중국어 교과과정의 수립, 교재의 편찬, 교재 분석과 지도 

방법, 연구결과의 평가 등 전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이론을 수립하여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중국어를 교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106.351 고급 중국어독해(Advanced Chinese Reading)

 현대 중국어로 쓰여진 고급 작품에 대한 전공자 수준의 중국어

독해 능력을 함양한다.

•106.402 시사 중국어(Current Chinese)

 현대표준 중국어의 시사문강독을 통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 상업,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106.403 중국문학과 언어 특강(Topics in Chinese Literature 

and Language)

 중국문학과 문화의 외적 표현 수단인 중국언어의 제반 특징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문학과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충분히 함양하도록 한다.

•106.406 중국의 공연 예술(Chinese Performing Arts)

 중국 희곡의 문학적, 예술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106.411 초급 중국어작문(Elementary Chinese Composition)

 기초적인 중국어 글로서 하는 표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여러 

문체의 중국어작문을 학습한다.

•106.417 중국 현대문학 강의(Studieson Modern Chinese 

Literature)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중국문학의 변화를 근대성이라는 범주에서 

파악하고, 이 시기의 중국문학의 흐름을 주제별로 접근하여 

작품을 통해 문학 이론 및 문학 운동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106.428 중국어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on Chinese 

Teaching Material &Teaching Meth hods)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교재의 어법과 어휘⋅
문장 등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중국어 교수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각 교재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르게 취사

선택하고 나아가 교수와 학습에 적절하게 교재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국어 수업 모형의 

기본 과정, 절차, 목적,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도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지도법을 익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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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4 한중문화콘텐츠마케팅(Marketing of Korea-China 

Cultural Contents)

 한국과 중국의 문화콘텐츠 분야의 문화론적 이해와 함께 문화

콘텐츠의 유통 체계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106.352 중국의 지역문화지도 아카이브(Archives of Chinese 

regional culture map)

 중국 고전에서 출현한 주요 저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통해, 

향후 문화콘텐츠 기획에 있어 원천자료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인다.

•106.412 중급 중국어작문(Advanced Chinese Composition)

 중국어작문 중에 겪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국어서면 표현 능력을 배양하며 여러 문체의 작문을 학습한다.

•106.425 중국 뉴스 청취와 읽기(Listening to and Reading 

Chinese News)

 최근 중국의 TV방송과 인터넷 및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뉴스를 중심으로 하여 듣기와 읽기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중국어 

뉴스에 대한 청취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폭넓은 

시사상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다.

•106.435 한중문화코드와 전통공연예술(Korea-China Cultural 

Codes & Traditional Performing Arts)

 문화코드에 기반한 한중 전통공연예술의 기초적 이해와 아울러 

사례를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문화콘텐츠 기획과 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106.438 현대 중국 문학의 논리·논술(Logic and Essa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근까지 현대중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해석 및 분석과 그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논술을 시도한다.

•106.401 실용중국어(Practical Chiness)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장을 읽고 쓰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중국인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서식의 중국어 

어휘와 문장을 익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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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과 (Japanolog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6학점 전공필수 :  6학점

전공선택 :  36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일본학과 1-1 선택 107.101 기초일어Ⅰ 3-3-0-0

일본학과 1-1 선택 107.150 일본학입문 3-3-0-0
일본학과 1-2 기초 107.102 기초일어 Ⅱ 3-3-0-0

일본학과 1-2 기초 107.151 일본한자 3-3-0-0
일본학과 2-1 필수 107.222 *☆일본어문법 3-3-0-0

일본학과 2-1 선택 107.107 초급일어강독Ⅰ 3-3-0-0
일본학과 2-1 선택 107.201 초급일어회화Ⅰ 3-3-0-0

일본학과 2-1 선택 107.205 중급일어강독Ⅰ 3-3-0-0
일본학과 2-1 선택 107.219 중급일어작문Ⅰ 2-2-0-0

일본학과 2-1 선택 107.417 일본전통문화론 3-3-0-0
일본학과 2-1 선택 107.250 일본어듣기Ⅰ 2-2-0-0

일본학과 2-1 선택 107.459 웹 프로그래밍 2-2-0-0
일본학과 2-2 필수 107.206 *중급일어강독Ⅱ 3-3-0-0

일본학과 2-2 선택 107.108 초급일어강독Ⅱ 3-3-0-0
일본학과 2-2 선택 107.202 초급일어회화Ⅱ 3-3-0-0

일본학과 2-2 선택 107.220 중급일어작문Ⅱ 2-2-0-0
일본학과 2-2 선택 107.405 ☆현대일본사정 3-3-0-0

일본학과 2-2 선택 107.251 일본어듣기Ⅱ 2-2-0-0
일본학과 2-2 선택 107.252 영어로읽는일본학 3-3-0-0

일본학과 2-2 선택 107.458 웹 콘텐츠 관리 2-2-0-0
일본학과 3-1 선택 107.454 *중급일어회화Ⅰ 3-3-0-0

일본학과 3-1 선택 107.336 ♣☆일본어교육론 2-2-0-0
일본학과 3-1 선택 107.221 ☆일본문학개론 3-3-0-0

일본학과 3-1 선택 107.224 시청각일본어 3-3-0-0
일본학과 3-1 선택 107.303 ☆고급일어강독Ⅰ 3-3-0-0

일본학과 3-1 선택 107.325 일본사회구조론Ⅰ 2-2-0-0
일본학과 3-1 선택 107.331 ☆전근대일본역사 3-3-0-0

일본학과 3-1 선택 107.413 일본과동아시아경제Ⅰ 2-2-0-0
일본학과 3-1 선택 107.415 동아시아비교사회론 2-2-0-0

일본학과 3-1 선택 107.460 일본어로 읽는 강원 2-2-0-0
일본학과 3-2 선택 107.304 *☆고급일어강독Ⅱ 3-3-0-0

일본학과 3-2 선택 107.335 ♣일본어교수법 2-2-0-0
일본학과 3-2 선택 107.326 일본사회구조론Ⅱ 2-2-0-0

일본학과 3-2 선택 107.328 일본과동아시아경제Ⅱ 2-2-0-0
일본학과 3-2 선택 107.424 ☆일본어학개론 3-3-0-0

일본학과 3-2 선택 107.453 중급일어회화Ⅱ 3-3-0-0
일본학과 3-2 선택 107.455 일본시사_캡스톤디자인_KCC 3-3-0-0

일본학과 4-1 선택 107.401 ☆고급일어회화Ⅰ 3-3-0-0
일본학과 4-1 선택 107.425 ♣일본어교재연구및지도법 2-2-0-0

일본학과 4-1 선택 107.110 일본어의미론 3-3-0-0
일본학과 4-1 선택 107.113 현대일본정치 2-2-0-0

일본학과 4-1 선택 107.329 ☆고급일어작문Ⅰ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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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교육과정의 전공필수 과목인 중급일어강독Ⅱ, 중급일어회화Ⅰ, 고급일어강독Ⅱ은 각기 신교육과정의 중급일어강독Ⅰ, 
중급일어회화Ⅱ, 고급일어강독Ⅰ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2003~2013학년도 입학자 공통)

| 교과목 해설 |

•107.101, 107.102 기초일어Ⅰ, Ⅱ(Elementary JapaneseⅠ, Ⅱ)

 문자⋅발음⋅어휘⋅기본적인 문법체계 등 일본의 학교문법을 

중심으로 한 기초문법과 어휘의 학습을 통해 일본어의 기본

구조를 익히도록 한다.

•107.150 일본학입문(Introduction Japanology)

 일본학의 근간이 할 수 있는 역사, 지리, 민속, 종교,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강의, 발표함으로써 일본사회에 관한 

총체적인 인식에 접근하게 한다.

•107.151 일본한자(Sino-Japanese)

 일본어 능력을 함양함에 있어 한자에 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일본식 한자 및 한자어의 읽기, 쓰기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107.222 일본어문법(Japanese Grammars) 

 현대일본어의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품사별로 그 기능과 

특징 그리고 용언의 활용 및 문의 구조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어의 올바른 문의 

패턴을 익히도록 한다. 

•107.107, 107.108 초급일어강독Ⅰ, Ⅱ(Elementary Japanese 

ReadingsⅠ, Ⅱ) 

 일본어의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강독으로 어휘의 

선별, 문형 표현의 차이 기본문법의 학습을 통해 원서를 독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107.201, 107.202 초급일어회화Ⅰ, Ⅱ(Elementary Japanese 

ConversationⅠ, 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어휘․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초적인 일본어 

회화능력을 기른다. 

•107.205, 107.206 중급일어강독Ⅰ, Ⅱ(Intermediate Japanese 

ReadingsⅠ, Ⅱ)

 평이한 현대어 문장으로 작성된 교재를 사용하여 일본어의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독해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107.219, 107.220 중급일어작문Ⅰ, Ⅱ(Intermediate Japanese 

CompositionⅠ, Ⅱ)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작문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107.417 일본전통문화론(Traditional Culture in Japan)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시대별, 장르별로 살펴본다. 그것을 

바탕으로 세시풍속 및 연중행사의 저변적인 문화요소를 분석하고,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관련지어 그 정신구조와 의식을 조명한다. 

•107.250, 107.251 일본어듣기Ⅰ, Ⅱ(Japanese ListeningⅠ, Ⅱ)

 일본인의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특히 동음이의어의 한자와 탁음, 장음, 촉음 등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일본인의 대화나 설명문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청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107.459 웹 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웹 문서를 생성하는 웹 언어인 HTML5와 CSS3 언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여 웹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기본적인 동적 웹 문서 작성을 위하여 자바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도 습득도 교과내용에 포함하여, 그러므로 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웹 문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웹 문서를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107.454, 107.453 중급일어회화Ⅰ, Ⅱ(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Ⅰ, Ⅱ)

 VTR⋅위성 TV 등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일본어 회화능력을 습득

하도록 한다. 

•107.405 현대일본사정(Contemporary Japanese Affairs) 

 일본사회의 구조와 연관된 시사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여 일본의 

실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며, 현대 일본사회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한다.

•107.252 영어로읽는일본학(Reading Japanology in English)

 일본에서 발행하는 영문 저널 내지 영자 매체에 실린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기사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능력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의 영문 매체를 선택한다.

•107.458 웹 콘텐츠 관리( Web Contents Management)

 워드프레스 활용을 학습, 웹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익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창구로 이용하기 위한 회사 웹사이트, 

내 입맛대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쇼핑몰, 1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허브가 되는 웹진형 블로그, 자기 홍보를 디자인 & 아트 

포트폴리오 등 워드프레스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07.336 일본어교육론(Studies of Japanese Education)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일본학과 4-1 선택 107.450 일본학특강 2-2-0-0

일본학과 4-2 선택 107.402 ☆고급일어회화Ⅱ 3-3-0-0
일본학과 4-2 선택 107.426 ♣일본어논리및논술교육 2-2-0-0

일본학과 4-2 선택 107.456 동아시아 일본정치 2-2-0-0
일본학과 4-2 선택 107.311 한일교류사 2-2-0-0

일본학과 4-2 선택 107.330 ☆고급일어작문Ⅱ 2-2-0-0
일본학과 4-2 선택 107.332 ☆근현대일본역사 3-3-0-0

일본학과 4-2 선택 107.423 일본문학작품론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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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를 교육함에 있어 일본어교육의 역사, 일본어에 대한 

개론적인 지식, 일본어 교수법의 제이론 등을 이해하고 습득

하도록 한다. 특히, 일본어의 문법과 어휘, 문자와 표기, 음성과 

음운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에 대한 

최신의 방법론을 체득한다.

•107.221 일본문학개론(Introduction to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의 시대적인 변화와 특징,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의 

사상과 문학관, 나아가 일본인의 미의식 등을 분석한다. 그 일본 

문학의 전통적 흐름과 새로운 변환으로써의 모색과정을 고찰하여 

일본 문학이 추구하는 미적 이념을 규명해본다.

•107.224 시청각일본어(Audio -Visual Japanese)

 각종 시청각 매체(DVD타이틀 등)를 이용하여 영상과 함께 

일본어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표현과 내용이 일치하는 장면을 

익힐 수 있어 자연스러운 일본어 운용능력을 기를 수 있다.

•107.303, 107.304 고급일어강독Ⅰ, Ⅱ(Advanced Japanese 

ReadingsⅠ, Ⅱ) 

 독특한 일본어적 표현과 어휘의 뉘앙스 등에 주의하여 고급 

수준의 정확한 원서해독능력과 어학적인 응용력을 기르도록 한다. 

•107.325, 107.326 일본사회구조론Ⅰ, Ⅱ(Social Structure 

in JapanⅠ, Ⅱ) 

 근대 이후 일본사회의 구조적인 특질을 사회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인접국가와의 공통점 및 상이점을 인식하고, 일본사회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107.331 전근대일본역사(Premodern Japanese History) 

 일본적인 역사전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시대별로 개관하며 특히 

고대이후 중․근세의 일본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107.401, 107.402 고급일어회화Ⅰ, Ⅱ(Advanced Japanese 

ConversationⅠ, Ⅱ) 

 일본어에 의한 강의진행을 통해, 일상 생활회화 뿐만 아니라 

학문적, 사변적인 대화까지도 가능한 수준의 회화능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107.413, 107.328 일본과 동아시아경제Ⅰ, Ⅱ(Economics of 

Japan and East-AsianⅠ, Ⅱ) 

 일본경제의 발전과정을 각 분야에 걸쳐 개관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성장요인 및 최근의 일본경제의 구조전환에 관한 이해를 목적

으로 한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 간 경제관계의 현상과 전망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허와 실을 학습한다. 

•107.335 일본어교수법(Japanese Teaching Method)

 한국에서의 일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어의 특징을 파악

하고 효율적인 교수법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107.424 일본어학개론(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어의 음성, 어휘/의미, 문법, 문자/표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일본어의 언어학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107.425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ying Japanese 

Teaching material and Teaching Method)

 일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학습에 

유의해야 할 점, 예를 들면, 발음, 문법, 한자, 작문, 회화, 독해, 

등에 대한 기본 지도법을 읽히고, 그에 따른 학습 지도안을 

작성한 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일본어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수립한다.

•107.110 일본어의미론(Japanese Semantics)

 언어는 소리와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의미론의 

영역과 위상, 방법에 관한 서론과 어휘의미론의 기초 개념의 

이해와 응용을 목표로 한다. 

•107.113 현대일본정치(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일본의 정치적 흐름 및 정치제도를 이해하고, 현대 일본정치과정 

속에서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정치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107.329, 107.330 고급일어작문Ⅰ, Ⅱ(Advanced Japanese 

CompositionⅠ, Ⅱ) 

 일본어 논문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정확한 작문능력 습득을 

목표로 한다.

•107.415 동아시아 비교사회론(Cross-Society of East-Asian)

 사회구조, 정치, 경제체제 등 사회과학적인 제 측면에서 동해연안 

각국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바깥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한다.

•107.460 일본어로 읽는 강원(Studying Gangwon in 

Japanese)

 강릉원주대학의 주변 환경, 문화(역사, 사회, 인물, 예술, 레크

리에이션)와 외국어 교육을 융합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다.

•107.450 일본학 특강(Topics in Japanology)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엑셀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체계적인 사회분석 및 이해력을 높인다. 

일본 또는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재학생들의 

기획력, 분석력,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높인다.

•107.455 일본시사_캡스톤디자인_KCC(Current Japan_Capstone 

Design_KCC) 

 한국 매스미디어의 일본어판 주요 기사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진출하려는 재학생들의 시사상식을 넓히고 일본어의 

표현능력을 높인다. 최근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핫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기초지식을 학습하고 정확한 분석능력을 키우는데 

강의의 초점이 있다.

•107.426 일본어논리 및 논술교육론(Teaching of Japanese  

logics and statement)

 일본어의 논리적인 구사와 체계적인 논술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법체계에 맞는 일본어 

문장을 작성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명확한 논술 

능력을 함양한다.

•107.456 동아시아 일본정치(Japan Politics in East Asia)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3국간의 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한 후, 바람직한 일본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107.311 한일교류사(History of Korea-Japan Interaction)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한․일간 인적 물적 정신적 교류의 제 양상을 

역사학적 시각으로 개관하고, 편협한 자국중심주의에서 탈피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27 학사운영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향을 모색한다.

•107.332 근현대일본역사(Early Modern Japanese History) 

 일본적인 역사전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시대별로 개관하며 

특히 명치이후의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본사의 

과거와 현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107.423 일본문학작품론(Studies in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 중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과 문학 

예술적 작품을 선별하여 원어로 읽는다. 번역이 아닌 원어로 

파악되는 일본인의 사고와 표현법을 중심으로 커다란 틀에서의 

문학을 이해하여 작품 자체의 분석과 그 특징을 고찰하여 작가의 

문학적 기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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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Philosoph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철학과 1-1 기초 104.103 ☆서양철학사 3-3-0-0
철학과 1-1 기초 104.150 ☆동양철학개설 3-3-0-0

철학과 1-2 기초 104.101 ☆논리학Ⅰ 3-3-0-0
철학과 1-2 기초 104.108 철학적사고와 논술 3-3-0-0

철학과 2-1 필수 104.105 ＊☆중국철학사 3-3-0-0
철학과 2-1 필수 104.208 ＊희랍철학 3-3-0-0

철학과 2-1 필수 104.210 ＊☆인도철학사 3-3-0-0
철학과 2-1 선택 104.214 경험론이해 3-3-0-0

철학과 2-1 선택 104.301 ☆한국철학사 3-3-0-0
철학과 2-1 선택 104.302 ☆인식론 3-3-0-0

철학과 2-2 선택 104.201 ☆윤리학 3-3-0-0
철학과 2-2 선택 104.206 유가철학_창의·인성 3-3-0-0

철학과 2-2 선택 104.216 합리론이해 3-3-0-0
철학과 2-2 선택 104.250 플라톤철학 3-3-0-0

철학과 2-2 선택 104.307 불교철학 3-3-0-0
철학과 2-2 선택 104.310 사회철학 3-3-0-0

철학과 3-1 필수 104.312 ＊현상학 3-3-0-0
철학과 3-1 필수 104.313 *비판철학 3-3-0-0

철학과 3-1 선택 104.305 ☆논리학Ⅱ 3-3-0-0
철학과 3-1 선택 104.308 도가철학_창의·인성 3-3-0-0

철학과 3-1 선택 104.321 언어•분석철학 3-3-0-0
철학과 3-1 선택 104.324 ♣☆철학교육론 3-3-0-0

철학과 3-1 선택 104.350 ☆희랍철학연습 3-3-0-0
철학과 3-1 선택 104.401 역사철학 3-3-0-0

철학과 3-2 선택 104.207 예술철학 3-3-0-0
철학과 3-2 선택 104.209 중세철학 3-3-0-0

철학과 3-2 선택 104.309 신유가철학 3-3-0-0
철학과 3-2 선택 104.314 독일관념론 3-3-0-0

철학과 3-2 선택 104.317 ☆인도철학연습 3-3-0-0
철학과 3-2 선택 104.323 ♣☆논술과 비판적 사고_전공글쓰기 3-3-0-0

철학과 3-2 선택 104.354 신선사상과 콘텐츠 3-3-0-0
철학과 3-2 선택 104.405 과학철학 3-3-0-0

철학과 4-1 선택 104.407 ☆형이상학_창의·인성 3-3-0-0
철학과 4-1 선택 104.411 한국성리학과 실학 3-3-0-0

철학과 4-1 선택 104.413 ☆불교철학연습 3-3-0-0
철학과 4-1 선택 104.416 ☆서양철학사연구 3-3-0-0

철학과 4-1 선택 104.417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0
철학과 4-2 선택 104.303 현대철학사조 3-3-0-0

철학과 4-2 선택 104.418 ☆동양철학과 콘텐츠 3-3-0-0
철학과 4-2 선택 104.406 ☆한국철학연습 3-3-0-0

철학과 4-2 선택 104.408 ☆서양철학연습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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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104.150 동양철학개설(Introduction to Oriental Philosophy)

 동양철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사상과 인도사상 그리고 

한국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가, 도가, 불교, 인도사상 그리고 

한국의 선사상에 가장 명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보고, 그들 사상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연구해본다. 아울러 

전통사상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토론해보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들 전통사상이 오늘날의 

철학으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104.103 서양철학사(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서양철학사상의 변천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초보자를 위한 "철학입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된다. 앞선 

철학 혹은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살핌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철학

하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철학과 

인접학문들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104.101 논리학Ⅰ(Logic Ⅰ)

 고전 논리학의 기본기를 익히면서 형식적 측면에서 올바른 

논변을 식별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탐색한다. 

•104.108 철학적 사고와 논술(Philosophical Thinking and 

Essay Writing)

 인간, 사회, 자연 등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사유 훈련을 통해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 

이렇게 얻은 착상이나 견해를 말과 글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

해내는 데 필요한 훈련을 수행한다. 철학적 사고의 유형과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 인식, 존재, 도덕,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철학적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특정 주제 및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발표하거나 글로 쓰는 법을 익힌다.

•104.105 중국철학사(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중국의 선진제자백가사상과 한대사상 그리고 위진현학과 수당불학 

및 근현대철학사상의 전개를 이해하면서 중국인들이 각 시대마다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를 고찰하여 중국문화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철학

사상의 정수를 이해하여 미래문화 방향 정립에 길잡이가 

되도록 한다.

•104.210 인도철학사(History of Indian Philosophy)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원천으로 하여 전개된 인도의 다양한 

철학체계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각 체계들의 특징과 

핵심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104.208 희랍철학(Ancient Greek Philosophy)

 희랍철학은 서양철학의 ‘아르케’, 즉 시작점이자 근본적 추동력을 

제공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지적 자산 가운데 하나다. 희랍

철학의 주요 흐름을 개관하고 철학적 개념들과 이론들이 최초로 

도입, 형성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이것들을 둘러싼 철학적 

문제들의 역사를 이해한다. 철학의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 소피스트 운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철학자들이 남긴 

철학함의 발자취를 차례로 추적한다.

•104.301 한국철학사(History of Korean Philosophy)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불교, 도가의 사상이 고유사상 풍토에 

수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불교가 전성기를 이루

었던 고려시대에 유교와 도가의 사상적 위치, 신유학이 도입된 

고려 말부터 조선조 초기에 주자학이 수용되고 전개되는 과정과 

주자학이 정착된 이후 불교와 도가가 처한 사상적 위치 및 후기 

실학의 성격을 고찰해 본다. 

•104.302 인식론(Epistemology)

 진리와 지식 그리고 학문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식론은 제1철학과 

더불어 철학의 주요 분과이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인식이론을 

통하여 인식의 내용 및 조건,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다룬다. 

•104.214 경험론이해(Understanding of Empiricism)

 서양 근세기에 영국의 베이컨을 출발로 하여 로크, 버클리, 흄

으로 대표되는 사조로서, 전통적 형이상학의 비학문성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올바른 지식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조이다 

경험론은 현대철학을 구축한 근대철학의 대표적 사조이다. 

•104.206 유가철학_창의·인성(Confucianist Philosophy)

 유학은 한무제 때 중국의 국가기본정책으로 채택된 이래 청이 

아편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중국의 주류사상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 유학자인 공자, 맹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삼고 그 이후 

순자, 동중서, 한유 등의 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선진유학과 한당

유학의 특성을 아울러 알아본다. 

•104.307 불교철학(Buddhist Philosophy)

 불교의 원형인 인도불교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다. 원시

불교, 아비달마불교, 중관사상, 유식사상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철학의 본질 및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아울러 정통 인도 

사상체계들과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인도사상사에서 차지하는 

불교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다.

•104.201 윤리학(Ethics)

 윤리학의 기본 개념과 문제,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삶과 

행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태도와 방법, 내용에 익숙해지는 

과목이다. 도덕과 도덕 철학 내지 윤리학이 무엇인가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기본 이론들을 

차례로 다루면서 윤리학의 기본 개념과 문제들을 익히고, 근대 

윤리학의 한계의 성찰과 대안적 윤리의 모색에까지 시야를 

넓힌다. 이론과 문제들을 개관하는 강의와 논쟁이나 사례 중심의 

토론이 병행될 수 있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철학과 4-2 선택 104.415 동서비교철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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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0 플라톤철학(Plato's Philosophy)

 철학이 시작된 기원전 6세기 초부터 5세기 전반까지의 자연

철학과 5세기 중후반 소크라테스 및 소피스트로 대변되는 지적 

혁명은 플라톤철학으로 집약되며, 이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및 중세와 근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 “서양철학은 플라톤철학의 각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한 철학 전통의 시발점과 기본 

틀을 제공한 플라톤철학의 주요 내용과 얼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면서 대표적인 대화편들의 내용과 방식에도 익숙해진다.

•104.216 합리론이해(Understanding of Rationalism)

 서양 근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험론과 달리 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조로서 인간이성의 합리성에 의거해 지식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한 사조이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사조로서 현대철학을 구축한 근대철학의 

대표적 사조이다. 

•104.310 사회철학(Social Philosophy)

 서구사회이론을 개관하고 현대사회과학의 발전에 의해 제기된 

사회와 국가의 기원, 개인과 사회의 존재적 성격, 이데올로기의 

인식론적 문제 등을 철학적 측면에서 탐구한다. 

•104.313 비판철학(Critical Philosophy)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론을 시도한 독일의 칸트철학을 지칭하는 학문으로서 독일

관념론과 현대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

사조이다. 

•104.312 현상학(Phenomenology)

 현대유럽철학의 주요 조류라 할 수 있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독일 

현상학과 메를로-퐁티를 비롯한 불란서 현상학의 이념과 근본

문제를 고찰한다. 

•104.308 도가철학(Taoist Philosophy)

 생명 존중과 자연을 중시하는 무위자연의 도를 중심으로 하는 

노자와 장자 그리고 황로학의 철학을 고찰하여 그 속에 있는 

비판 정신과 예술 정신 그리고 변증 논리 즉 뒤집기 논리로 

일컫는 사유방식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아본다.

•104.350 희랍철학연습(Seminar in Ancient Greek Philosophy)

 희랍철학자들에게는 오늘날의 다양한 철학적 논의를 가능케 한 

원형적 사유들이 내장되어 있다. 철학적 문제들이 서양 지성사

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생생하게 확인하면서 철학함의 의미와 자세를 되새기는 

과목이다. 저작이 잘 전수되어 있고 고전적 가치를 높이 인정

받는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저작 가운데 

쉽고 기본적인 것을 택해 읽게 되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나 헬레니즘 철학자들의 단편을 다룰 수도 있다.

•104.321 언어⋅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논리실증주의, 일상언어학파, 콰인, 

크립키, 퍼트남, 데이비슨, 더밋 등 현대 언어․분석철학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04.401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

 역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사 진행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기서 나타나는 역사철학의 여러 문제들과 과제들을 각각의 

철학사조들과 함께 탐구한다. 

•104.305 논리학 Ⅱ(Logic Ⅱ)

 고전 논리학의 기초 위에서 기호논리학의 이론을 이해하고, 

기호개념, 명제계산, 함수계산 방법과 체계를 익힌다.

•104.324 철학교육론(Studies in Teaching Philosophy)

 교육의 측면에서 철학에 접근함으로써 철학 교육의 본성과 방법, 

목표와 역사적 배경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철학 자체에 대한 이해도 심화하게 됨으로써 철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기량을 갖추게 된다.

•104.309 신유가철학(Neo-Confucianist Philosophy)

 신유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남송의 주자와 명대의 양명이다. 

주자의 사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북송의 주렴계,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 소강절의 사상과 또한 양명학의 원천이 되는 

호남학파 육상산의 사상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선시대 지도이념

이었던 신유학의 사상적 특성을 살펴본다.

•104.354 신성사상과 콘텐츠(Immortal Thought and Culture 

Contents)

 중국 도교는 도가철학과 신성사상 그리고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다. 중국의 도교철학과 음양오행을 근간으로 하는 

기철학 그리고 한국의 신선사상과 선도사상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창출 및 향유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104.317 인도철학연습(Seminar in Indian Philosophy)

 인도 철학체계들은 일찍부터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탐구의 예비

과정으로서 인식방법에 대한 검토에 주력했으며, 또한 다른 

학파들과의 논쟁과 토론을 통해 발전해왔다. 이 과목은 인도 

육파철학을 중심으로 각 체계들 간의 철학적 쟁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인도철학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104.209 중세철학(Medieval Philosophy)

 중세철학은 고대 희랍철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가공, 재조명하여 

근대철학으로 넘겨준 독특하고 흥미로운 철학이다. 기독교 신앙이 

희랍철학과 만나면서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어떤 개념적, 이론적 노력을 통해 전개되고 체계화되는지를 

살펴본다. 신앙을 전제하는 중세가 이성을 대변하는 고대와 근대 

사이에 낀 "암흑의 시대"라는 저간의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재고하면서, 중세 철학자들이 부심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기획이 갖는 철학적 함축과 현대적 의미를 음미한다.

•104.314 독일관념론(German Idealism)

 칸트 이후 피히테, 쉘링, 헤겔까지 진행된 독일철학을 통틀어 

일컫는 사조로서, 현대서구철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철학이론이다. 특히 헤겔 이후 전개된 좌파와 우파의 논쟁은 

20세기의 서구 공산주의를 가능케 했고, 또한 헤겔 철학의 

비판적 태도는 실존철학 등 다양한 철학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104.207 예술철학(Philosophy of Art)

 예술과 자연에서 나타나는 미의 본질과 미의 형식들에 대한 

철학적인 여러 정의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또한 예술이론들 뿐만 

아니라 미적인 체험의 형식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서 예술 활동을 비롯한 인간의 미적인 여러 활동이 

갖은 철학적 의미를 알아본다.

•104.405 과학철학(Philosophy of Science)

 과학의 본성 및 과학/비과학 구분, 과학의 목표와 방법, 과학 

이론의 구성과 지위, 과학의 진보에 대한 설명, 객관성과 합리성 

등 과학 및 과학적 사고의 본성과 기능에 연루된 주요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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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과학 전반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르게 한다.

•104.323 논술과 비판적 사고(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학술적인 글쓰기 심화 과정을 비판적 사고 훈련과 결합한 과목

이다. 비판적 사고는 여러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반성적으로 접근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이런 

비판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논변을 이해, 평가하거나 구성하는 

일이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이다. 훌륭한 논변이 들어 있는 

철학적 저술들을 읽고 이해, 논평하는 훈련,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발표하거나 글로 마무리하는 훈련이 

이루어진다.

•104.411 한국성리학과 실학(Korean Neo-Confucianism 

and Silhak)

 정주이학의 완성으로서의 조선성리학을 퇴계․율곡 철학의 비교를 

통하여 밝히고, 호론과 낙론의 논쟁점을 알아보며, 한국 근대사상

으로서의 실학의 개념 및 문제들을 고찰하여 한국철학의 성격을 

밝힌다. 

•104.413 불교철학연습(Seminar in Buddhist Philosophy)

 불교철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양하게 분화한 불교사상을 존재론, 시간론, 인식론,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진리 및 가치론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104.407 형이상학(Metaphysics)

 형이상학은 존재론이면서 제1철학이다. 따라서 전통적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연구, 검토하고 현대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그 가능 

근거 및 대상, 그리고 그 한계를 논한다.

•104.416 서양철학사연구(Studies in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서양 철학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철학사적 고찰을 

수행한다. 고대, 중세철학과 근세에서 시작하여 특히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서양철학의 전반적인 발전과 주요 

논쟁들 그리고 주요개념들의 발전에 관하여 알아본다. 

•104.417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 Methodology of Philosophy)

 중등학교 철학 및 유사 교과목의 교재와 교육 내용을 연구하고 

강의안 제작, 매체 활용, 모의 강의 등의 훈련을 통해 실제 

수업의 설계와 지도에 관한 기량을 기른다.

•104.406 한국철학연습(Seminar in Korean Philosophy)

 한국철학에 나타난 주요 철학적 쟁점들을 원전을 통하여 검토

함으로써 한국철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기한다.

•104.418 동양철학과 콘텐츠(Oriental Philosophy and Culture 

Contents)

 동양철학 분야의 문화콘텐츠 담론을 정리하는 한편, 철학 영역

에서의 문화콘텐츠 창출 및 향유 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104.408 서양철학연습(Seminar in Western Philosophy)

 서양철학의 쟁점들을 집중 검토함으로써 서양철학에 대한 전체적 

조명과 심층적 이해를 시도한다. 

•104.303 현대철학사조(Contemporary Western philosophy)

 현대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해온 최근의 현상학 및 실존

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구조주의, 포스트주의들(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의 발전과정과 주요

문제들을 고찰한다. 

•104.415 동서비교철학(Comparative Philosophy East-West)

 주요 철학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비교, 

검토하여 두 사상 전통이 지닌 특색, 차이와 유사성 및 그 

함축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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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과 (Histor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8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사학과 1-1 기초 105.102 한국사학입문        3-3-0-0
사학과 1-1 기초 105.417 역사란 무엇인가 3-3-0-0

사학과 1-2 기초 105.001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3-3-0-0
사학과 1-2 기초 105.106 동양사학입문 3-3-0-0

사학과 2-1 필수 105.203 ＊서양사개설 3-3-0-0
사학과 2-1 필수 105.209 한국사강독 3-3-0-0

사학과 2-1 필수 105.202 ＊동양사개설 3-3-0-0
사학과 2-1 선택 105.307 한국고대사 3-3-0-0

사학과 2-1 선택 105.213 동양고대사 3-3-0-0
사학과 2-1 선택 105.210 서양고대사 3-3-0-0

사학과 2-1 선택 105.314 한국미술사 3-3-0-0
사학과 2-1 선택 105.218 박물관과 전시기획 3-3-0-0

사학과 2-2 필수 105.211 동양사강독 3-3-0-0
사학과 2-2 필수 105.204 ＊한국사개설 3-3-0-0

사학과 2-2 필수 105.207 서양사강독 3-3-0-0
사학과 2-2 선택 105.309 한국중세사 3-3-0-0

사학과 2-2 선택 105.311 동양중세사 3-3-0-0
사학과 2-2 선택 105.318 서양현대사 3-3-0-0

사학과 2-2 선택 105.219 ＊고고학과 문화유산 3-3-0-0
사학과 3-1 선택 105.319 한국근대의역사와문화유산 3-3-0-0

사학과 3-1 선택 105.406 동양근대사 3-3-0-0
사학과 3-1 선택 105.402 서양근대사 3-3-0-0

사학과 3-1 선택 105.302 한국사회경제사 3-3-0-0
사학과 3-1 선택 105.315 세계의 고고학 3-3-0-0

사학과 3-2 선택 105.304 서양중세사 3-3-0-0
사학과 3-2 선택 105.316 한국현대사 3-3-0-0

사학과 3-2 선택 105.317 동양현대사 3-3-0-0
사학과 3-2 선택 105.214 고고학조사방법론 3-3-0-0

사학과 3-2 선택 105.320 한국의 기록유산과 기록관리 3-3-0-0
사학과 4-1 선택 105.414 한국사연습 3-3-0-0

사학과 4-1 선택 105.412 동양사연습 3-3-0-0
사학과 4-1 선택 105.410 서양사연습 3-3-0-0

사학과 4-2 선택 105.405 한국사특강 3-3-0-0
사학과 4-2 선택 105.401 동양사특강 3-3-0-0

사학과 4-2 선택 105.415 서양사특강 3-3-0-0
사학과 4-2 선택 105.313 한국사상사 3-3-0-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33 학사운영과

| 교과목 해설 |

•105.417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문학의 목표 즉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거나 개별 인간이 모여 만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역사란 특정 

개인의 삶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들이 모여 만든 사회에 대하여 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105.102 한국사학입문(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한국사학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한 인접 학문도 

섭렵하여 한국사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양성한다.

•105.001 한국역사와 문화유산(History and Cultural Inheritance 

in Korea)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각종 형태의 문화

유산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살아 숨쉬는 한국 

역사를 체험한다. 

•105.106 동양사학입문(Introduction to Asian History)

 우리 민족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연구한 동양사학 및 관련 인접 학문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탐구한다.

•105.203 서양사개설(A Survey of Western History)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사의 기본사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서양사 연구의 기초적 지도를 마련한다.

•105.204 한국사개설(A Survey of Korean History)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기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한국사 연구의 기초적 지도를 마련한다.

•105.202 동양사개설(A Survey of Asian History)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사의 제 특성을 파악하여 

현대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05.307 한국고대사(Ancient History of Korea)

 원시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사회와 문화, 정치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05.213 동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Asia)

 선사 시대로부터 당말까지의 역사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정 을 알아본다.

•105.210 서양고대사(Ancient History of West)

 서양 문명의 주류인 고대 그리스 및 로마사를 개관하면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105.314 한국미술사(History of Korean Art)

 선사 시대에서 조선 시대까지 한국미술의 변천과정을 시대적 

성격과 분야별 미술의 특성을 통해서 한국고전미술의 전반적 

흐름과 양식의 변화를 알아본다.

•105.218 박물관과 전시기획(Museum Study and Exhibition 

Planning)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유물의 수집, 정리, 보전, 전시의 업무를 익히며, 지역 

박물관을 통해 문화적 실천에 대해 학습한다.

•105.211 동양사강독(Readings in Asian History)

 동양사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 문헌과 사료를 강독함으로써 

동양사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

•105.209 한국사강독(Readings in Korean History)

 한국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강독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기초를 다진다.

•105.207 서양사강독(Readings in Western History)

 서양사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원문을 강독함으로써 

서양사 연구의 능력을 키운다.

•105.309 한국중세사(Medieval History of Korea)

 고려 시대의 정치제도 및 사회․경제 구조 등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적인 성격과 본질을 파악한다.

•105.311 동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Asia)

 송의 성립으로부터 청말까지의 중국사를 중심으로 그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찰해 본다.

•105.304 서양중세사(Medieval History of West)

 서로마 몰락에서부터 백년전쟁에 이르는 시기를 서유럽 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시대적인 성격과 본질을 개관한다.

•105.219 고고학과 문화유산(Archaeology and Cultural 

Heritage)

 현대고고학의 개념과 다양한 방법론을 포함한 기초이론을 이해

하고, 한국의 시대별 고고자료와 연구현황을 고찰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살펴본다.

•105.319 한국근대의 역사와 문화유산(Modern Korean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한국 근대의 문하유산을 조사하고, 문화유산에 나타난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서구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사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근대에 관한 역사

스토리를 재구성하고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105.406 동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Asia)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중국의 근대화 과정과 그 

특성을 한국,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며 고찰한다.

•105.402 서양근대사(Modern History of West)

 르네상스 이후 근대국가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시민의식의 

성장에 따른 역사적 전개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105.302 한국사회경제사(A Socio-Economic History of Korea)

 고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한국 사회․경제의 발전과정을 파악, 

이해함으로써 한국사의 전반적인 파악에 도움을 준다.

•105.315 세계의 고고학(Archaeology in the World)

 세계 각국의 문화재와 그 발굴 및 보존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한다.

•105.316 한국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한민족 지배로부터 해방되면서 

시작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왜곡시켰으며 

해방 후 미군정과 소군정에 의한 남북 분리 지배는 한국의 

현대사를 분단의 역사로 점철시켰다. 일제의 식민 정책을 청산

하지 못한 미군정의 남한 지배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한민족의 대응과 민중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해방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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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의 사회변동을 정치․사상․경제적인 

인과관계와 국제적 역학구조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한국을 

이해하도록 함과 아울러 통일의 과제도 다루어 본다. 

•105.317 동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Asia)

 20세기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와 그 

특질을 파악하여 각국이 오늘날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

하도록 한다.

•105.318 서양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of West)

 서양현대의 변화와 발전은 오늘날 세계 전체의 모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사실이다. 서양 현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21세기를 맞이하여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귀중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라도 서양현대를 올바로 알아

볼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

•105.214 고고학조사방법론(Investigative Methodology in 

Archaeology)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방법을 습득한다.

•105.320 한국의 기록유산과 기록관리(Korean Archives Heritage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의 기록유산에 대해 그 역사적 및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해당 기록유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질문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는가’, ‘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 운영하였는지를 학습한다. 더 나아가 

현대 기록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한국의 기록관리 

역사에 대해 이해한다. 

•105.313 한국사상사(History of Korean Thought)

 고대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상의 변천을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105.414 한국사연습(Seminar in Korean History)

 한국사를 연구하는 전공자라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심도있게 주제별로 

연구, 검토하여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한다.

•105.412 동양사연습(Seminar in Asian History)

 동양사관련 논문 및 사료의 비판적 독해와 논문 작성법을 훈련

한다.

•105.410 서양사연습(Seminar in European History)

 서양사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이라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변함

없이 중요한 몇 가지 역사적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가지고 심도있게 주제별로 연구, 검토하여 

각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105.405 한국사특강(Topics in Korean History)

 한국사 연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 검토

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05.401 동양사특강(Topics in Asian History)

 동양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양사의 

특성을 고찰한다.

•105.415 서양사 특강(Topics in western History)

 21세기에도 서양은 여전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양에서 

발생하고 확산되어지는 서구인들의 삶의 행태들은 긍정적 차원

에서든지 또는 부정적 차원에서든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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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Business Administra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24학점

전공선택 :  15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경영학과 1-1 기초 302.101 ♣경영학원론 3-3-0-0

경영학과 1-1 선택 302.440 경영 대학생활 3-3-0-0
경영학과 1-2 기초 302.102 ♣재무회계원리I 3-3-0-0

경영학과 1-2 기초 302.459 ♣비즈니스 데이터처리 3-3-0-0
경영학과 2-1 필수 302.204 조직행위론_창의·인성 3-3-0-0

경영학과 2-1 필수 302.207 ♣마케팅원론 3-3-0-0
경영학과 2-1 필수 302.448 ♣경영경제통계학 3-3-0-0

경영학과 2-1 선택 302.221 ♣재무회계원리II 3-3-0-0
경영학과 2-1 선택 302.441 증권시장의 이해 3-3-0-0

경영학과 2-1 선택 302.422 CEO와 기업가정신 3-3-0-0
경영학과 2-2 필수 302.305 ♣재무관리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56 경영정보시스템과 문제해결_캡스톤디자인_KCC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2.252 서비스마케팅_어드벤처디자인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2.218 인적자원관리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3.204 원가회계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2.303 ♣국제경영학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2.44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211 벤처창업과 경영_캡스톤디자인,창의·인성 3-3-0-0
경영학과 3-1 필수 302.322 경영전략_캡스톤디자인 3-3-0-0

경영학과 3-1 필수 302.306 투자론 3-3-0-0
경영학과 2-2 선택 302.458 생산시스템과 서비스 경영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04 경영학세미나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08 소비자행동론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301 관리회계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36 ♣상업교육론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453 프로젝트 매니저먼트_캡스톤디자인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250 창의성과문제해결_창의·인성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316 사회중시경영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251 마케팅조사론_캡스톤디자인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3.403 회계이론 3-3-0-0
경영학과 4-1 필수 302.454 ♣비즈니스케이스 연구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435 지역 실전 창업이야기_캡스톤디자인_KCC 3-3-0-0

경영학과 3-2 선택 302.430 재무분석과 가치 3-3-0-0
경영학과 3-2 필수 302.434 취업 설계세미나 3-3-0-0

경영학과 4-1 선택 302.438 개인재무설계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44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3-0-0

경영학과 4-1 선택 302.455 소셜이노베이션 3-3-0-0
경영학과 4-1 선택 302.439 한국기업사 3-3-0-0

경영학과 4-1 선택 302.460 과학기술경영과 혁신관리 3-3-0-0
경영학과 4-1 선택 302.423 세법개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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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2.101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을 개관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영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즉, 기업의 규모와 형태, 

경영관리의 기능, 조직, 지휘, 통제와 각론에 해당하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회계 등의 기초개념을 학습한다.

•030.026 경영학적사고론(Theory of Managerial Thought)

 경영의 전반적 흐름과 경영과정 이해 및 사업 창업의 메카니즘을 

학습하고, 경영관리자로서의 자질함양 및 향후 취업 선택을 

위한 학생들의 진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302.102 재무회계원리Ⅰ(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Ⅰ)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2.204 조직행위론_창의·인성(Organizational Behavior) 

 집단 및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및 실무에서의 응용에 대한 설명과 조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구조적 요인들과 조직의 목적,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302.207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마케팅원론은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개관하며 

마케팅의 제 개념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수하게 될 마케팅 관련 

교과목들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적 과목이다.

•302.201 경영통계학(Statistics for Business)

 경영을 위한 기술통계와 추측통계의 기본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집단의 분포, 특성치 이론분포, 추측과 검정, 상관분석, 

지수시계열 분석 등을 대상으로 한다.

•302.209 경영과 PC활용(Computer for Business Management) 

 기업체에 종사하여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컴퓨터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초보적 지식에서 고급 활용지식을 습득한다. 컴퓨터의 

기본운영체계를 다루고, 응용S/W인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

시트의 활용을 배운다.

•302.221 재무회계원리 II(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II)

 재무회계원리 I의 후속과목으로서,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2.422 CEO와 기업가정신(CEO and Entrepreneurship) 

 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로서 갖추어야할 자세와 

소양을 기업철학과 창업정신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와 윤리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CEO로서의 자세와 철학을 함양하는데 목표가 있다. 

•302.206 계량경영학(Quantitative Approach to Management) 

 경영학의 수리적 고찰을 통하여 과학적 관리에 접근토록 하고 

의사결정론의 도구로서의 계수적인 방법론을 익히도록 한다.

•302.305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는 재무분야의 전반적인 기초문제를 다루는 입문과정

으로서 재무계획과 재무분석, 운전자금관리, 자본구조, 자본비용, 

금융시장, 배당정책 등의 부문을 주로 다룬다. 재무분야를 효과적

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획, 집행 

및 통제의 기법을 검토하고 과학적 자금관리에 관한 연구를 한다.

•302.252 서비스마케팅_어드벤처디자인(Service Marketing) 

 서비스마케팅과 소비재마케팅의 차이분석을 통해 서비스마케팅의 

원리와 실천방안을 학습함으로써 서비스경영과 서비스사고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02.218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전통적인 인사관리와 더불어 전략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을 관리

하는데 주목적을 가지고, 인재의 확보⋅개발⋅보상⋅유지⋅
활용을 학습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정보시스템과 인사진단,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적자원관리를 학습한다.

•303.204 원가회계(Cost Accounting)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기 위한 원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가의 개념⋅원가요소⋅원가

계산방법 등 원가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의사결정시 원가정보의 활용방법 등을 강의한다.

•302.250 창의성과 문제해결_창의·인성 (Creativirt and Problem 

Solving)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통해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창조경영을 위한 창의성의 개발과 문제해결기법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자기개발과 기업경영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02.211 벤처창업과 경영_캡스톤디자인,창의·인성(Venture Start-up 

and Management_Capstone Design) 

 창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관리방법 및 경영원리를 배워 

성공적인 창업의 길을 위한 창업의 기본정석을 탐구하고, 창업

후의 지속적 성장과 수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벤처

기업의 경영원리와 철학을 학습함으로써 예비 기업가로서의 

자질함양과 창업노하우 습득에 목표를 둔다. 

•302.322 경영전략_캡스톤디자인(Strategic Management_Capstone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경영학과 4-1 선택 302.425 인터넷마케팅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57 비즈니스 분석과 의사결정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43 노사관계론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29 파생상품론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27 기업윤리 3-3-0-0
경영학과 4-2 선택 302.428 경영현장실습 3-0-6-0

경영학과 4-2 선택 302.433 국제재무관리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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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경영관리의 이론적 모델을 연구하고, 이 내용 안에 있는 계획을 

확대하는 전략의 모델을 탐구한다.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인 계획 직능을 체계화하고, 이것의 응용 수단인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한다. 따라서 경영학의 기본적 사이클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02.319 전자상거래 개론(Introduction to Electronic Commerces)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시스템 개발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경제생활은 물론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전자상거래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배운다.

•302.404 경영학세미나(Seminar for Management) 

 오늘날 변화의 시대에 리더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서 창조와 혁신은 21세기를 대비하는 키워드이다. 

본 과정에서는 현대 리더쉽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경영혁신의 

기법과 과정, 성공전략 등을 학습한다.

•302.408 소비자행동론(Consumer Behavior) 

 본 과목은 마케팅 활동의 전제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과 정보처리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 요인들을 종합적

으로 다루게 된다.

•303.30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경영자가 경영계획의 수립과 경영통제의 수행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하는 기법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302.436 상업교육론 (Studies in Commercial Education)

 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업교육이론과 

현장교육을 접목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302.306 투자론(Investment) 

 투자론은 투자대상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으

로서 주식, 사채 등의 증권투자에 관한 분석방법과 포트폴리오

(Portfolio)이론 등을 주로 다룬다.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기능, 증권별 투자특성의 분석, 현대자본시장 이론 및 투자전략 

등을 연구한다.

•302.316 사회중시경영(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현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과 근로자관계, 

기업과 소비자관계, 기업과 주주관계, 기업과 지역사회관계, 

기업과 생태환경관계, 기업의 국제관계 등의 사회적 이슈와 

그 해결과제를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302.401 마케팅조사론(Marketing Research) 

 합리적인 마케팅관리를 위해서는 마케팅의사결정이 개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마케팅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저장 및 이용에 관련되는 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

•303.406 회계이론(Accounting Theory)

 회계의 이론구조에 따라 회계의 목적⋅회계정보의 특성⋅회계

과정⋅회계원칙 및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새로운 회계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302.320 전자상거래와 물류_캡스톤디자인(Electronic Commerce 

& Logistics_Capstone Design)

 시장의 개방과 인터넷의 출현에 따른 신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통기구의 운영관리 방식을 학습하고, 전자상거래의 

상적유통과 물적 유통에 미치는 유통원리와 전자상거래 도입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시대의 유통관리의 방법과 물류설계에 

대한 능력을 함양한다.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Commercial Logic & Discourse)

 상업경제문제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302.303 국제경영학(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해외경영활동의 증가로 나타나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직접

투자와 국제거래 등에 따른 국제 재무관리 및 국제 마케팅, 

다국적 기업경영, 국제 위험관리, 협상관리, 국제 생산입필수책 

등을 강의한다.

•302.323 금융기관경영론(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금융기관경영론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 과목에서는 경제 내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중개

기능의 본질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의 형태 

및 그들의 운영상황을 습득하고, 시장에서 수행하는 각기 다른 

역할 및 경영상의 차이점들을 배우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본 교과목의 핵심주제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기관이 직면하면 다양한 리스크의 

형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수단과 기법, 

그리고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한 최적의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302.419 경영의사결정론(Business Decision Making) 

 최고경영자가 결정하는 정책은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을 다르게 된다.

•302.423 세법개론(Tax Law) 

 조세의 본질, 조세법 체계의 기본구조를 익혀 각 세법의 과세

요건, 납부절차, 세액계산의 기본구조 등을 개략적으로 학습한다.

•302.425 인터넷마케팅(Internet Marketing)

 디지털시대의 마케팅활동의 본질과 운용원리를 학습하고, 정보

제공사업 및 정보유통사업으로 대별되는 인터넷비즈니스의 모델

창출 및 사업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산업의 본질과 운영원리를 탐구한다.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효과적인 교재의 개발 및 지도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302.434 취업 설계세미나(Employment Planning Seminar)

 급변하는 기업 인재상과 최신 취업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채용 절차를 이해하여 체계적인 경력개발과 취업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이다.

•302.430 재무분석과 가치(Financial Analysis and Value)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재무분석과 가치분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업분석방법에서는 먼저 기업의 

산업과 경영전략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기업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며, 회계분석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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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재무비율분석과 기업의 재무

예측을 행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그리고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재무제표분석의 최종목적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치분석에서는 전통적인 

DDM과 DCF기법을 소개하고,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RIM과 EVA기법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기업

평가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분석, 신용평가 등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302.431 경영학 특강(Topics in Business Management)

 경영학 분야 전체에 걸쳐서 총정리하는 과목으로 강의와 토의

로서 진행되며 각종 연습과 작성을 통해 실제를 함양하는 과목이다.

•302.412 촉진관리론(Promotion Management) 

 기업의 마케팅활동 중 고유분야인 촉진활동 및 이의 관리와 

관련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광고활동과 관리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302.427 기업윤리(Business Ethics)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기업경영의 윤리적 차원을 주된 내용

으로 한다. 

•302.428 경영현장실습(Business Internship)

 경영현장실습은 경영 현장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경영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기업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이해도와 적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02.429 파생상품론(Financial Derivatives)

 최근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이 직면한 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증가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자산운영에 위험을 감안한 

새로운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투자은행의 주요한 업무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교과목은 주요 파생상품인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의 기본적인 구조 파악, 가격결정 

그리고 투자전략에 대해 다룬다. 파생상품을 통하여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감소(제거)하는 방법을 통하여 변동성 증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파생상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문적인 선진금융기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302.432 경영과 혁신(Management and Innovation)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경영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영혁신의 이론과 프로세스, 경영혁신과 관련된 사례와 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변화와 창조 경영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다.

 즉,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인 

경영혁신에 대해서 다룬다. 경영혁신의 이론적 배경 및 제 

기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혁신기법의 적용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된다.

•302.433 국제재무관리(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국제재무관리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개도국 기업에 있어서는 주로 수출입 활동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 문제 예를 들면 외화 표시 현금 유입의 발생, 

해외차입에 의한 외화표시 부채의 발생에 따른 현금흐름 관리 

등과 같은 문제들이 국제재무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 전략을 주로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생산에 따른 현금 유출입 문제 예를 들면 현지국 

통화로의 차입문제, 현지국에 대한 투자 및 전세계적인 운전

자금의 운용 등과 같은 문제들이 국제재무관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는 최근에 들어와 수출증대라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점차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무관리에 있어서도 선진국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부분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302.435 지역 실전 창업이야기_캡스톤디자인_KCC(Start-up Story 

in Local Field_CapstoneDesign_KCC)

 창업의 실전 통해 지역자원의 결합과 조합에 의한 지역의 문제

해결의 실전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사 분석하여 자기 주도적

으로 지역의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의 해법과정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해 실전창업 노하우 발견 및 창업 실전 훈련의 

과정이다.

•302.436 상업교육론(Management and Innovation)

 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업교육이론과 

현장교육을 접목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302.459 비즈니스 데이터처리(Management and Processing 

of Business Data)

 일상 및 시사경제적인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자료와 사례,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경영활동에 응용이 

가능한 최신의 분석방법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의 주요 이슈를 이해한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처리/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302.458 생산시스템과 서비스경영(Management of Production 

Systems and Operation Service)

 생산운영관리의 전통적 개념과 최신의 기술경제 및 경영이슈

(스마트팩토리, 제조혁신 등)을 학습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적 

분석을 활용한 품질 및 성과관리, 우수사례 비교 분석 등을 배

운다.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혁신과 생산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생산 시스템 및 운영 서비스의 경영 관점에서 다양한 

지식을 적용 및 응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302.460 과학기술경영과 혁신관리(Manag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 및 공학의 경영과 혁신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최신 기술경영 및 경제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최근 과학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경영경제적 이슈 및 통계적 분석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본 강의를 통해 학생

들이 과학기술과 공학의 특징을 이해하여 혁신과 변화를 관리

하는 경영분석 방법을 갖출 수 있다. 

•302.456 경영정보시스템과 문제해결_캡스톤디자인_KCC(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Regional Problem-Solving and Creation of 

Social Values_Capstone Design_KCC)

 지역사회의 해결가능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정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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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과 최신 기술이슈가 

경영경제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모델과 비즈니스 경영이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학습한다.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드벤처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모델 및 스타트업 계획안 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경영경제적 관점에서 활용하고 혁신방향을 

제안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302.455 소셜이노베이션(Social Innova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회적 혁신이 발생하는 매커니즘과 그 결과로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증대하는 모델을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발굴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302.453 프로젝트 메니지먼트_캡스톤디자인(Project Management_ 

Capstone Design)

 캡스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

하고 매니징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횐 프로세스 및 기획서 작성방법,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표 및 성과관리와 예산관리 방법을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학습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직무역량을 동시에 확립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정한 

마무리에 필수적인 프로젝트 평가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캡스톤프로젝트를 직접 평가해봄으로써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평가의 완정한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구축

하도록 한다.

•302.454 비즈니스케이스 연구(Business Case Study)

 경영학 전공지식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지식의 적용방법을 학습한다. 전략,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 인사 등 경영학과 교수들의 공동 강의를 

통해 다양한 경영학 분야의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고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경영학 지식을 

동원하고 활용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받는다. 

•302.457 비즈니스 분석과 의사결정(Business Analytics and 

Intelligent Decision-making)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데이터 마이닝 

등과 관련한 최신의 분석방법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경영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여러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 및 경영경제적 활용을 위해서 

관련 통계 및 계량 방법론(Statistical or Quantitative methods)의 

기초 및 핵심내용을 학습한다. 본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분석하고 실습하며, 이를 통해서 

나름의 논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경제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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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과 (Account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학점 전공필수 : 27학점

전공선택 :   3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회계학과 1-1 기초 303.107 *☆회계원리Ⅰ 3-3-0-0

회계학과 1-1 기초 303.108 *☆경영학원론 3-3-0-0
회계학과 1-2 기초 303.203 *회계원리Ⅱ 3-3-0-0

회계학과 1-2 기초 303.109 원가관리회계원리 3-3-0-0
회계학과 2-1 필수 303.202 *☆중급회계Ⅰ 3-3-0-0

회계학과 2-1 기초 303.204 *원가회계 3-3-0-0
회계학과 2-1 필수 303.215 *☆회계자료처리론 3-3-0-0

회계학과 2-1 기초 301.001 경제학원론 3-3-0-0
회계학과 2-1 선택 302.204 조직행위론_창의·인성 3-3-0-0

회계학과 2-1 선택 303.312 회사법 3-3-0-0
회계학과 2-1 필수 303.417 세무회계원리 3-3-0-0

회계학과 2-2 필수 303.301 *관리회계 3-3-0-0
회계학과 2-2 필수 303.305 *중급회계Ⅱ 3-3-0-0

회계학과 2-2 필수 303.210 *세법 3-3-0-0
회계학과 2-2 선택 303.311 ☆회계정보시스템 3-3-0-0

회계학과 2-2 선택 303.218 인적자원관리 3-3-0-0
회계학과 2-2 선택 302.305 재무관리 3-3-0-0

회계학과 2-2 선택 303.214 거시경제이론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306 고급회계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322 원가회계사례연구 3-3-0-0
회계학과 3-1 필수 303.303 세무회계Ⅰ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317 회계학연구방법론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318 ERP회계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411 생산관리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3.415 투자분석론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36 ♣상업교육론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3.323 재무회계사례연구 3-3-0-0

회계학과 3-2 필수 303.308 세무회계Ⅱ 3-3-0-0
회계학과 3-2 필수 303.304 경영분석_캡스톤디자인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3.324 관리회계사례연구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2.202 마케팅론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4.201 ☆무역학원론 3-3-0-0
회계학과 3-2 선택 303.315 비영리회계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14 기업가치평가론_캡스톤디자인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03 ☆회계이론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01 회계감사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회계학과 4-1 선택 303.418 회계실무현장실습 3-3-0-0

회계학과 4-2 선택 303.410 회계학세미나 3-3-0-0
회계학과 4-2 선택 303.402 회계학특강 3-3-0-0

회계학과 4-2 선택 303.408 국제회계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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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3.207 회계원리Ⅰ(Accounting Principles Ⅰ)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3.108 경영학원론(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학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을 개관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영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즉, 기업의 규모와 형태, 

경영관리의 기능, 계획, 조직, 지휘, 통제와 각론에 해당하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회계 등의 기초개념을 학습한다.

•303.207 회계원리Ⅱ(Accounting Principles Ⅱ)

 회계원리Ⅰ의 후속과목으로서,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원리를 

강의하고, 나아가 기업회계의 이론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303.109 원가관리 회계원리(Principles of Cost and Managerial 

Accounting)

 기업 의사결정을 위한 생산원가의 정의와 계산방법을 학습하고, 

계산된 원가를 경영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303.202 중급회계 Ⅰ(Intermediate Accounting Ⅰ)

 회계원리에서 습득한 회계의 기초 개념을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회계의 이론구조와 각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문제를 심도있게 

강의한다.

•303.204 원가회계(Cost Accounting) 

 재화와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측정하기 위한 원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원가의 개념․원가요소․원가계산방법 

등 원가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의사결정시 

원가정보의 활용방법 등을 강의한다.

•303.215 회계자료처리론(Accounting Data Processings) 

 컴퓨터에 기초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회계자료와 사상을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강의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01.001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도구를 배우고 그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입문과목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개별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시장의 구조에 따른 자원배분문제 및 

시장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302.204 조직행위론_창의·인성(Organizational Behavior) 

 집단 및 조직 내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및 실무에서의 응용에 대한 설명과 조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구조적 요인들과 조직의 목적⋅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303.312 회사법(Business Law)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그 설립⋅운영⋅청산⋅해산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상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다.

•303.417 세무회계원리(Tax Accounting Principles)

 세무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세무회계의 기초원리와 세법의 기본

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과목으로서, 전공과목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다.

•303.301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경영자가 경영계획의 수립과 경영통제의 수행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하는 기법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원가추정⋅CVP분석⋅책임회계와 성과평가⋅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특별의사결정⋅자본예산⋅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및 새로운 분야인 ABC 등이다.

•303.305 중급회계 Ⅱ(Intermediate Accounting Ⅱ) 

 중급회계 Ⅰ의 후속과목으로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회계처리와 현금흐름표⋅리스⋅회계변경과 오류

분석⋅물가변동회계 등과 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다룬다.

•303.210 세법(Tax Law)

 조세의 본질⋅조세법 체계의 기본구조를 익혀 각 세법의 과세

요건⋅납부절차⋅세액계산의 기본구조 등을 개략적으로 학습한다.

•303.311 회계정보시스템(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회계정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개념⋅구축⋅활용⋅관리 등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다루어 시스템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303.314 인적자원관리(Personnel Administration)

 현대기업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적자원의 

확보⋅개발⋅보상⋅유지라고 하는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과정과 

종합적인 인사시스템을 연구한다.

•302.305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는 재무분야의 전반적인 기초문제를 다루는 입문과정

으로서, 재무계획과 재무분석⋅운전자금관리⋅자본구조⋅자본

비용⋅금융시장⋅배당정책 등의 부문을 주로 다룬다. 재무분야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계획⋅
집행 및 통제의 기법을 검토하고, 과학적 자금관리에 관한 

연구를 한다.

•303.214 거시경제이론(Macro-Economics Theory) 

 국민소득 결정론, 물가론, 고용 이론, 이자율 결정론 등과 같은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와 국민경제의 운영체제를 고찰하며,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기초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이와 관련한 

케인즈 및 합리적 기대학파 등이 주장하는 최신이론 등을 공부

하며,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이론들을 강의한다.

•303.306 고급회계(Advanced Accounting) 

 재무회계의 최상급과정으로, 합병 및 연결회계⋅본지점회계⋅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회계학과 4-2 선택 303.413 회계감사사례 3-3-0-0

회계학과 4-2 선택 303.419 회계진로탐색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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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회계⋅인적기업회계⋅외화환산회계 및 공공회계 등과 같이 

난이도가 높고 특수한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다.

•303.322 원가회계 사례연구(Case Studies in Cost Accounting)

 원가회계의 후속과목으로서, 원가회계의 폭넓은 이해와 연습

문제를 통한 응용실력을 배양하여 회계전문인으로서 자질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303.303 세무회계Ⅰ(Tax Accounting Ⅰ) 

 세무회계의 기본원리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론을 비교⋅분석⋅검토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한다. 

•303.317 회계학연구방법론(Accounting Research Methodology) 

 회계학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연구의 

기본개념⋅자료의 수집과 분석기법 및 가설의 도출과 검정방법, 

결론의 유도와 해석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 연구과정을 수행한다. 

•303.318 ERP회계(ERP Accounting)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여러 모듈중 회계모듈은 ERP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ERP의 기반이 된다. 

ERP회계에서는 ERP의 기초가 되는 회계모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무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303.411 생산관리(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설계⋅운영⋅통제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303.415 투자분석론(Investment Analysis) 

 자본시장의 구조와 제도, 주식과 사채 등 증권투자에 관한 

투자분석이론 및 포트폴리오(Portfolio)이론 등을 강의함으로써, 

재테크 수단인 증권투자분석에 관한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양성에 기여케 한다.

•302.436 상업교육론(Studies in Commercial Education)

 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업교육이론과 

현장교육을 접목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303.323 재무회계 사례연구(Case Studies in Financial Accounting)

 중급회계 Ⅰ,Ⅱ, 고급회계의 후속과목으로서, 재무회계의 폭넓은 

이해와 연습문제를 통한 응용실력을 배양하여 회계전문인으로서 

자질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303.308 세무회계 Ⅱ(Tax Accounting Ⅱ) 

 세무회계 Ⅰ에서 습득한 세무회계 지식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 세무회계에 관한 사례와 고급이론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303.304 경영분석_캡스톤디자인(Business Analysis) 

 기업의 회계정보와 기타 정보를 분석⋅검토⋅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양부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며, 나아가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갖춘 경영

분석과 경영진단 전문가를 양성한다.

•303.324 관리회계 사례연구(Case Studies in Managerial 

Accounting)

 관리회계의 후속과목으로서, 회계정보를 경영의사결정에 효과적

으로 활용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의 시험준비를 

위하여 관리회계의 이론을 요약하고, 객관식과 주관식 연습문제의 

풀이를 강의한다.

•302.202 마케팅론(Marketing Management) 

 기업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제 활동 중 마케팅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마케팅의 제 개념을 설명하며, 나아가 마케팅

활동의 관리와 관련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304.201 무역학원론(Principles to International Trade) 

 대외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적 과학인 

경제정책의 한 분야로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국제경제거래의 수단과 절차를 연구한다.

•303.315 비영리회계(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정부조직과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비영리사회단체․교육기관․병원 등 각종 비영리기관의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특성과 그 기초이론 및 회계보고에 대한 내용을 

연구한다.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Commercial Logic & Discourse)

 상업경제문제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303.414 기업가치평가론_캡스톤디자인(Firm's Valuation Theory_ 

Capstone Design） 

 기업가치의 중요성, 가치경영 및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여러 

이론과 실행방법(현금흐름평가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주가배수평가모형 등) 및 가치평가모형의 적용사례 그리고 가치

평가의 실제적 활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303.403 회계이론(Accounting Theory)

 회계의 이론구조에 따라 회계의 목적⋅회계정보의 특성⋅회계

가정⋅회계원칙 및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새로운 회계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303.401 회계감사(Auditing) 

 IMF관리체제를 맞이하여 재벌기업의 퇴출이나 기업들의 도산⋅
구조조정⋅합병 등이 행해지고 있고,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감사인의 직업윤리 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회계감사의 기본개념⋅EDP감사⋅
내부통제조직⋅감사의견 등에 대한 기초지식과 감사기준⋅감사

절차 및 감사인의 법적 책임 등을 강의한다.

•303.418 회계실무 현장실습(Accounting Pratice in the Field) 

 실제조직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수행을 실습하여 현장에서의 

회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효과적인 교재의 개발 및 지도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303.410 회계학세미나(Seminar in Accounting)

 회계학과에서 학습한 회계학 과목의 종합과정으로서, 기본재무

제표의 작성은 물론 회계의 특수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론 

및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이론 및 회계실무에서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303.402 회계학특강(Special Topics in Accounting) 

 회계의 특수분야에 대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실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회계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연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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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08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 

 국제화시대에 개방된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회계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국간의 회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303.413 회계감사사례(Case Study in Auditing) 

 회계감사의 후속과목으로서,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절차의 실제 

적용문제를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특히 사례를 통해 이론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303.419 회계진로탐색(Jobs in Accounting Area) 

 회계영역의 이론 및 실무능력을 보유한 회계학 전공자 및 

부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탐색하고, 그 직무

분야 진출을 위한 준비 및 입사지원과정을 실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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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과 (Tourism Management)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6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4학점 심화전공 : 21학점 복수전공 : 45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관광경영학과 1-1 기초 307.101 ☆관광학원론 3-3-0-0
관광경영학과 1-2 기초 307.416 ☆여가론 3-3-0-0

관광경영학과 1-2 선택 307.420 관광산업과 진로탐색 3-3-0-0
관광경영학과 2-1 필수 307.304 *☆호텔경영론 3-3-0-0

관광경영학과 2-1 선택 307.250 외식산업론 3-3-0-0
관광경영학과 2-1 선택 307.215 문화관광론 3-3-0-0

관광경영학과 2-1 선택 307.318 ☆관광서비스론 3-3-0-0
관광경영학과 2-1 선택 307.308 ☆관광법규론 3-3-0-0

관광경영학과 2-2 필수 307.415 관광정보론 3-3-0-0
관광경영학과 2-2 선택 307.303 관광자원론 3-3-0-0

관광경영학과 2-2 필수 307.252 ☆호텔식음료경영론 3-3-0-0
관광경영학과 2-2 선택 307.251 호텔객실업무론 3-3-0-0

관광경영학과 2-2 선택 307.305 ☆관광교통론 3-3-0-0
관광경영학과 3-1 필수 307.306 *관광마케팅론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419 관광중국어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321 관광상품론_캡스톤 디자인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319 주장학개론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405 항공업무론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203 관광영어  I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323 ♣☆관광교육론 3-3-0-0

관광경영학과 3-1 선택 307.322 ♣관광논리 및 논술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404 *☆여행사경영론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320 레포츠경영론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423 호텔영어  I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314 관광행동론 3-3-0-0
관광경영학과 3-2 선택 307.313 ☆관광이벤트론 3-3-0-0

관광경영학과 4-1 선택 307.418 호텔사례연구 3-3-0-0
관광경영학과 4-1 선택 307.211 관광통계조사방법론 3-3-0-0

관광경영학과 4-1 선택 307.301 ☆관광개발론 3-3-0-0
관광경영학과 4-1 선택 307.417 외식사례연구  3-3-0-0

관광경영학과 4-1 선택 307.414 ♣관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관광경영학과 4-2 선택 307.406 국제관광론 3-3-0-0

관광경영학과 4-2 선택 307.422 관광현장실습 3-0-3-0
관광경영학과 4-2 선택 307.421 글로벌관광경영세미나 3-3-0-0

관광경영학과 4-2 선택 307.410 호텔인사관리론 3-3-0-0
관광경영학과 4-2 선택 307.302 관광정책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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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7.101 관광학원론(Principles of Tourism) 

 관광의 어원과 역사성 및 정의와 관광학은 과학인가? 라는 

과제로부터 기초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학의 주요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307.303 관광자원론(Tourism Resource)  

 관광자원은 관광행동의 대상이 되는 자연, 인문적 매력물을 

가리키며 본 과목은 관광자원의 가치평가,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호, 관광자원의 조사방법 등을 체계화시킨 분야이다. 강의

요목은 자원론의 기초지식, 관광자원의 분류, 관광자원의 가치

평가, 국내⋅외 관광자원의 현황파악, 관광자원조사 등이다.

•307.416 여가론(The Theory of Leisure)

 여가론은 관광현상의 토대가 되는 여가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정리한 지식의 체계이다. 강의요목은 여가행정⋅정책, 

여가산업론, 놀이론, 레크리에이션론, PLRT(Play, Leisure, 

Recreation, Tourism)구조, 관광문화론 등이다.

•307.304 호텔경영론(Hotel Management)

 호텔기업의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Management & Operations)능력을 습득함으로써 호텔경영

이론의 정립과 호텔경영합리화의 모색을 가능하도록 한다.

•307.415 관광정보론(Tourism Information)

 관광안내, 예약, 후론트오피스, 하우스키핑 등 관광정보의 조직과 

업무 내용을 운영, 관리하는 관광정보시스템을 연구하며, 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307.250 외식산업론(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의 이론과 개념, 현황, 문제점 및 메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구매 등 외식업 경영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307.215 문화관광론(The Theory of Tourism Culture)

 관광의 본질인 문화를 이해하고 규명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문화교류, 문화창달, 전통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한국문화의 매력을 찾아보고 

세계문화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관광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심화시킨다.

•307.318 관광서비스론(Tourism Services)

 관광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 

개발, 관리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관리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관광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사례연구들을 통하여 실제문제에 접근함으로써 그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307.308 관광법규론(Law of Tourism)

 관광개발, 시설의 정비 및 관광요원의 자질향상 등 관광분야의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한 모든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과목이다.

•307.252 호텔식음료경영론(Hotel food & Beverage Management)

 호텔 F&B(Food&Beverage) 즉 식음료 담당 부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 근무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함으로서 

수강생의 실습능력 및 기본소양을 향상시킨다.

•307.251 호텔객실업무론(Hotel Rooms Division Management)

 호텔의 여러부서 중 객실영업(Front Office)과 객실관리

(Housekeeping)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Operations)과 관리

(Management)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호텔관리자로서의 노하우

(Know-How)의 축적과 경영 관리기법을 습득하게 한다. 

•307.305 관광교통론(Principles of Tourism Transportation)

 관광객의 이동수단에 있어 필수적인 관광매체로서의 교통학의 

학문적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광산업과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307.404 여행사경영론(Travel Agency Management)

 여행알선의 조직관리, 업무내용, 경영실태 등 제반 실무를 중심

으로 여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영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둔 과목이다.

•307.306 관광마케팅론(Tourism Marketing)

 관광마케팅론은 관광자의 필요와 욕구를 미리 파악하여 관광자

에게 합동유익(合同有益 : collective benefit)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광공급측의 활동들에 대한 제 현상을 

마케팅론의 입장에서 접근⋅정리된 지식의 체계이다. 강의요목은 

마케팅기초이론, 서비스 마케팅, 관광소비행동론, 관광시장조사론, 

관광제품의 판매 및 촉진전략 등이다.

•307.319 주장학개론(Beverage Management)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소비패턴이 다양화되었으며, 

주류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생활의 일부분이 된 

음료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에 

대한 개요, 역사, 제조과정, 특성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07.203 관광영어Ⅰ(Tourism EnglishⅠ)

 국제관광의 제 활동에 필수적인 영어의 해독능력 및 실용적인 

호텔영어의 회화를 공부함으로써 호텔경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다.

•307.321 관광상품론_캡스톤디자인(Principles of Tourism 

Product_Capstone Design)

 급변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대응노력 및 전략수립에 기여하고자 

관광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기획의 이론을 정립하여 적절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연구한다.

•307.322 관광논리및논술(The logical Practices of tourism) 

 교원의 수업능력 및 수업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며 

교직이수자들이 관광분야에 대해 직접 수업하고 토론하며 교원

으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07.405 항공업무론(Airline Business)

 국제 항공협정의 기구, 항공사의 구성요소, 경영관리, 항공승객의 

세분화, 항공사 선택 속성, 운송가격의 결정, 티켓팅 업무, 

출입국관리와 절차, 항공사의 경영성과 등을 관광경영학적 측면

에서 접근하여 연구한다.

•307.314 관광행동론(Tourism Behavior)

 관광자의 행동과 심리과정, 관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관광행동의 파급효과, 관광자의 관광행태 등을 행동과학의 입장

에서 접근⋅정리한 지식적 체계이다. 강의요목은 소비심리학, 

행동과학연구, 관광주체론, 사회심리학, 소비자행동론, 관광문화론, 

이미지론, 서비스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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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13 관광이벤트론(Tourism Event)

 관광이벤트론은 관광에 있어서 이벤트의 현상과 중요성, 이벤트의 

기획과 연출, 운영관리, 국내⋅외주요 이벤트의 개최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관광론적 입장에서 접근⋅정리된 부분이다. 

강의요목은 이벤트론(기초이론), 이벤트기획 연출기법, 관광홍보론, 

이벤트 운영관리론, 국내⋅외 이벤트의 사례연구 등이다. 

•307.323 관광교육론(Tourism Education)

 고등 교육과정 및 목적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

교과목의 내용선정 및 교수-학습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307.320 레포츠경영론(Leisure-Sports Management)

 레포츠 경영에 있어 레포츠 산업의 추세와 전망 및 쟁점, 레포츠 

경영의 기본원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연구 분석한다.

•307.417 외식사례연구(Case Study for Food Service Industry)

 외식문화 및 트렌드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연구를 

통하여 호텔 및 외식업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07.202 관광정책론(Tourism Policy)

 관광분야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수단 및 수집과정을 이해하며, 

이것이 관광진흥과 관광업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각 국가의 관광정책의 주요방향을 탐색하고 비교⋅
연구하는 학문이다. 

•307.406 국제관광론(International Tourism)

 국제관광의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관광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관광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307.418 호텔사례연구(Hospitality Cast Studies)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수한 호텔 브랜드(Brands)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세계인 호텔 브랜드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한다.

•307.211 관광통계조사방법론(Statistical Survey Methods for 

Leisure & Tourism)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법을 

익히는 학문으로서, 관광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조사설계⋅

설문지 작성⋅면접 등에 관한 방법론과 1차 및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통계적 분석력을 연구한다.

•307.301 관광개발론(Tourism Development)

 관광개발론은 관광발전을 위한 모든 관광현상을 개발론의 입장에서 

접근⋅정리된 지식체계이다. 강의요목은 관광계획론, 관광시스템론, 

도시계획론, 자원의 개발과 이용⋅보호 등에 관한 사례분석 등이다.

•307.414 관광교재연구 및 지도법(A Study of tourism 

Textbook and Teaching Materials)

 교생실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광교과목의 교재연구 및 교수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해 봄으로써 교수-학습방법론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307.410 호텔인사관리론(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the Hospitality Industry)

 호텔과 종사원 그리고 고객이 동시에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소에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호텔기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즉 고용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경영기법을 연구한다.

•307.419 관광중국어(Tourism Chinese)

 관광중국어를 습득함으로써 중국관광시장을 겨냥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307.420 관광산업과 진로탐색(Travel Industry&Future Research)

 관광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관광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07.423 호텔영어 I(Hotel English I)

 호텔기업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용호텔영어를 습득함으로써 예비 

호텔리어의 자신감을 갖게한다.

•307.422 관광현장실습(Field Study Internship)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직무능력 향상 및 현장감각을 높일 수 있다.

•307.421 글로벌관광경영세미나(Seminar in Global Tourism 

management)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국제 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광 

및 관광학 분야에 관한 국내외 사례 및 문헌들을 수집하여 요약⋅
발표하고 토의 및 비판하는 방법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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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Economic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학점 전공필수 : 27학점

전공선택 :   3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경제학과 1-1 기초 301.108 *경제학원론 I 3-3-0-0

경제학과 1-1 기초 301.150 금융시장입문 3-3-0-0
경제학과 1-2 기초 301.109 *경제학원론 II 3-3-0-0

경제학과 1-2 기초 301.151 경제정보처리 3-3-0-0
경제학과 2-1 기초 301.203 *미시경제학 3-3-0-0

경제학과 2-1 필수 301.110 경제수학 I 3-3-0-0
경제학과 2-1 선택 301.250 파생상품투자론 3-3-0-0

경제학과 2-1 선택 301.255 현대경제이해와응용 3-3-0-0
경제학과 2-1 선택 301.252 경제적사고와분석 3-3-0-0

경제학과 2-1 선택 301.312 한국경제론 3-3-0-0
경제학과 2-2 기초 301.202 *거시경제학 3-3-0-0

경제학과 2-2 필수 301.214 계량경제학입문 3-3-0-0
경제학과 2-2 필수 301.253 국제지역경제론 3-3-0-0

경제학과 2-2 선택 301.218 생활과경제학 3-3-0-0
경제학과 2-2 선택 301.455 국제사회와경제 3-3-0-0

경제학과 2-2 선택 301.207 정치경제학 3-3-0-0
경제학과 3-1 필수 301.305 재정학 3-3-0-0

경제학과 3-1 필수 301.301 화폐금융론 3-3-0-0
경제학과 3-1 필수 301.355 국제무역론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1.303 계량경제학 3-3-0-0
경제학과 3-1 선택 301.307 노동경제학 3-3-0-0

경제학과 3-1 선택 301.413 상법 3-3-0-0
법 학 과 3-1 선택 301.210 회계원리 3-3-0-0

회계학과 3-1 선택 301.113 증권투자론_캡스톤디자인 3-3-0-0
경제학과 3-2 필수 301.309 국제금융론 3-3-0-0

경제학과 3-2 필수 301.351 경제발전론 3-3-0-0
경제학과 3-2 선택 301.350 세계경제사 3-3-0-0

경제학과 3-2 선택 301.219 경제수학II 3-3-0-0
경제학과 3-2 선택 301.306 조세론 3-3-0-0

경제학과 3-2 선택 301.352 상품시장론 3-3-0-0
경제학과 3-2 선택 301.353 경제학세미나_캡스톤디자인 3-3-0-0

경제학과 4-1 필수 301.450 국제무역정책론 3-3-0-0
경제학과 4-1 선택 301.111 경제학특강 I 3-3-0-0

경제학과 4-1 선택 301.112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 3-3-0-0
경제학과 4-1 선택 301.116 시사경제특강 3-3-0-0

경제학과 4-1 선택 301.117 경제학문제와 사례분석 I 3-3-0-1
경제학과 4-1 선택 301.114 경제정책과 생활 3-3-0-0

경제학과 4-2 선택 301.119 경제학특강 II 3-3-0-0
경제학과 4-2 선택 301.118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I 3-3-0-0

경제학과 4-2 선택 301.115 경제학문제와 사례분석 II 3-3-0-0
경제학과 4-2 선택 301.453 금융자동거래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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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1.108 경제학원론 I(Principle of Economics I)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도구를 배우고 그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입문과목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 개별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시장의 구조에 따른 자원배분문제 및 

시장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301.150 금융시장입문(Introduction to Financial Market)

 경제학과에서 각종 금융, 통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금융 시장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학습하게 하는 

과목이다. 취업에 필요한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의 기초가 될 내용들을 비롯하여, 금융 관련 경제학 이론 

및 정책 학습의 기초가 될, 각종 금융 관련 투자 및 거래 행위를 

위해 숙지해야 할 기초적 제반 내용,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301.109 경제학원론 II(Principle of Economics II)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도구를 배우고 그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시장 경제체제에서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는 입문과목이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로서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의 원리, 개별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시장의 구조에 따른 자원배분문제 및 

시장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강의한다.

•301.151 경제정보처리(Data processing for Econometrics)

 스프레드시트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및 응용을 다루고자한다.

•301.203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원리를 다룬다.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의 원리,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원리, 

시장의 구조에 따른 자원배분의 문제와 함께 시장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다룬다. 나아가 이러한 원리들을 통하여 다양한 현실의 

문제들을 설명한다.

•301.110 경제수학 I(Mathematical Economics I)

 경제학 전공을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경제분석에 대한 수학의 

응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01.250 파생상품투자론(Derivatives Trading)

 금융시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 투자 

등을 위한 제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특히, 주식현물, 상품

현물, 통화현물 등의 기초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 관련된 각종 파생상품 시장의 특성을 학습하고, 

그러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각종 투자,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학습한다. 학생들의 파생상품투자 관련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내용들도 비중 있게 학습하며, 특히 

선물 시장, 옵션 시장 등의 움직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

하도록 한다.

•301.252 경제적사고와분석(Economic thinking and Method)

 과학철학으로서의 경제학적 사고분석의 틀을 소개하고 제반 

상황에서의 경제학의 연구 및 분석 방법론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301.207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경제에 있어서 제도와 조직의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파경제학, 

신제도파경제학, 비교제도분석 등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경제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 시각을 심화한다.

•301.255 현대경제이해와 응용(Application and Understanding 

of Modern Economy)

 다양한 경제적 기초 이론과 열린 시각에서 국내 및 국제 경제적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진 현대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301.202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국민소득이나 고용수준 및 물가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며, 소비, 저축, 투자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등을 학습한다.

•301.214 계량경제학 입문(Introduction to Econometrics)

 경제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계량경제학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1.253 국제지역경제론(International area Economics)

 개방화 시대를 맞아 변화해가는 국제적 지역경제 현황과 경제적 

블록, 또한 전통적 경제권 및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경제권의 

현황을 분석한다.

•301.218 생활과 경제학(Daily Life and Economics)

 기본적인 경제이론을 습득한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에서의 여러 경제문제들을 다룬다.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보험과 연금, 부동산, 채권시장, 주식시장, 파생금융상품 등의 

주제를 다룬다.

•301.455 국제사회와 경제(International Society and Economics)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들을 경제학적 틀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경제적 사고의 확장을 모색한다.

•301.312 한국경제론(Analysis of Korean Economy)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천과 성장요인을 산업구조, 소비, 투자, 

금융, 재정 그리고 무역과 국제수지 등 각 분야별로 연구한다.

•301.305 재정학(Public Finance)

 경제학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본질을 밝히고 공공부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규범적, 실증적 분석을 행한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 

공공지출과 비용편익분석, 공채 등 재정의 제 측면에 대한 

이론과 현실 문제를 다룬다.

•301.301 화폐금융론(Money and Finance)

 화폐의 흐름과 그 이유들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 

제도의 일환으로서 금융 기관을 이해하도록 하며 자본시장의 

원리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301.355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비교우위 원리에 따른 국제적 분업과 무역패턴의 이해를 바탕

으로 전통적, 수정적 국제무역 이론을 학습한다.

•301.303 계량경제학(Econometrics)

 근대통계학 경제수학을 병용하여 이론경제학의 연구방법을 공부

하며 모형의 추정방법 및 이에 관한 제 문제를 다룬다.

•301.307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인 노동문제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그 

해결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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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50 세계경제사(The History of the World Economy)

 세계경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경제사적인 

진전과 후퇴는 어떠한 세계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발생하였는가를 

연구하며 세계화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01.413 상법(Commercial Law)

 경제활동의 법률적 범위를 규율하는 상행위법, 주식회사를 비롯

하여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각 유형의 기업을 규율하는 기업법 

및 어음, 수표법등의 내용을 다룬다.

•301.210 회계원리(Principles of Accounting)

 기업의 활동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계산, 분류하여 재무제표

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회계학의 

기본원리를 강의한다.

•301.309 국제 금융론(International Finance)

 환율결정과 환율예측, 국제수지 조정,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이동 하의 거시정책 운용 등에 대해 학습하고 최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개방경제이론 모형을 소개한다.

•301.351 경제발전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발전의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본 후, 구조적인 변화, 소득

분배와 형평의 문제, 산업 부문별 성장전략 등의 주제에 대해 

분석한다.

•301.219 경제수학 II(Mathematical Economics II)

 미시, 거시 경제이론을 수리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비교 정태

분석과 동태이론의 안정조건을 분석한다.

•301.306 조세론(Economics of Taxation)

 현대국가의 주된 세입원인 조세가 부과될 때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나간다.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조세부담의 배분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룬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조세구조를 다루고 개별 

조세의 이론적 실제적인 문제들과 함께 전체 조세정책의 문제도 

다룬다.

•301.352 상품시장론(Commodity Market)

 현실 경제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 은 등의 

귀금속 상품, 철, 구리 등의 산업용 금속 상품,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상품, 밀, 옥수수 등의 곡물 상품, 커피, 차 

등의 기호식품 상품,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업 상품 등, 

각종 원자재 자원 상품(commodity) 시장의 수요, 공급에 관한 

제반 내용들과, 이러한 시장들에서의 각종 거래 행위를 위한 

기반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적 투자행위는 물론 제조업, 

유통업 기업들에서 필요한 각종 상품 시장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관련 제반 이론적, 실무적 사항들을 학습하도록 한다.

•301.353 경제학세미나_캡스톤디자인(Economic Seminar)

 경제논문 작성을 위한 분석방법론을 주제발표와 상호토론 등을 

통하여 학습하고 이해를 도모한다.

•301.450 국제무역정책론(International Trade Policy)

 부분균형 분석 및 일반균형 분석을 통한 무역정책의 수단과 

효과 및 불완전경쟁과 무역정책,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문제 

등을 살펴보고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 이해를 도모

한다. 

•301.453 금융자동거래론(Automated Trading)

 금융자동거래라 함은, 국내에서 소위 시스템 트레이딩(system 

trading)으로 칭해지는, 컴퓨터를 활용한 금융 거래 행위를 말한다. 

근래에 각종 수요자 중심의,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금융자동거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고, 이러한 자동거래 

프로그램들은 주관적인 편견이나 착오, 실수, 반복적 오류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줄 수 있는 우수한 금융거래 수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후 향후에 실제로 누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활용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한다. 

•301.113 증권투자론_캡스톤디자인(Securities Investment)

 증권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대한 모의투자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선물 및 옵션시장에 

대한 투자원리를 소개하여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301.111 경제학특강 I(Topics in Economics I)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경제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01.112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Advanced Studies on 

Financial Markets and  Macroecnomy I)

 Advanced Studies on Financial Markets and 

Macroeconomy I" is an advanced lecture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the macroeconomic features, especially in the real 

economic world. Focuses are put on the currency 

markets, macroeconomic indecies and policies, 

monetary policies, etc.

•301.116 시사경제특강(Topics on Economic Issues)

 우리나라의 경제주요 부문의 현황과 경제정책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를 통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301.117 경제학문제와 사례분석 I(Economic Case Studies I)

 제반 경제학 지식을 기초적 문제 및 기초적 실증사례 연습을 

통해 학습한다.

•301.114 경제정책과 생활(Economic Poilcy and living 

Economy)

 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정책 문제가 실제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301.119 경제학특강 II(Topics in Economics II)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핵심적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경제학 전반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01.118 금융시장과 거시경제특강 II(Advanced Studies on 

Financial Markets and  Macroecnomy II)

 Advanced Studies on Financial Markets and 

Macroeconomy II" is an advanced lecture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financial markets 

and the macroeconomic features, especially in the real 

economic world. Focuses are put on the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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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macroeconomic indecies and policies, 

monetary policies, etc.

•301.115 경제학문제와 사례분석 II(Economic Case Studies II)

 진로준비에 필요한 경제학의 응용문제와 실증사례들을 학습

함으로써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53 학사운영과

무역학과 (International Trad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무역학과 1-1 기초 304.101 ☆국제무역개론 3-3-0-0
무역학과 1-1 기초 304.102 ☆경제학이해 3-3-0-0

무역학과 1-2 기초 304.103 ☆경영학이해 3-3-0-0
무역학과 1-2 기초 304.205 수출입개론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4.424 창업론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4.215 ☆무역영어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2.303 국제경영학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4.305 상품학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4.209 ☆마케팅원리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4.443 전자무역플랫폼 3-3-0-0

무역학과 2-1 선택 303.424 FTA원산지관리 3-3-0-0
무역학과 2-2 필수 304.204 국제무역론 3-3-0-0

무역학과 2-2 필수 304.427 *글로벌협상론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213 글로벌마케팅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210 무역의사결정론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442 국제무역기구분석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304 다국적기업론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207 ☆무역회계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440 무역금융활용실무 3-3-0-0

무역학과 2-2 선택 304.215 무역영어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441 *외환론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320 글로벌경영전략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433 국제비즈니스사례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412 ☆무역운송론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428 글로벌협상전략 3-3-0-0
무역학과 3-1 선택 304.432 세관통관실무 3-3-0-0

경영학과 3-1 선택 302.436 ♣상업교육론 3-3-0-0
무역학과 3-2 필수 304.312 *국제재무론 3-3-0-0

무역학과 3-2 필수 304.438 *가치투자와기업분석 3-3-0-0
무역학과 3-2 필수 304.308 *해외시장조사론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314 무역결제론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434 국제무역환경론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323 무역컨설팅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4.311 무역관습론 3-3-0-0

무역학과 3-2 선택 303.439 ♣상업논리및논술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301 해상보험론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422 전자무역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401 무역정책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435 국제투자비지니스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429 무역스토리텔링 3-3-0-0

무역학과 4-1 선택 304.437 창업과무역스토리텔링_캡스톤디자인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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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4.101 국제무역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rade) 

 오늘날 세계 각국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세계화를 자국의 생존전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실체와 글로벌한 기업경영의 활동들을 총 망라(국제경제/ 국제

경영/ 무역실무)하여 비교적 쉽게 전달함으로써 세계화와 국제

무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304.102 경제학이해(The Understanding of Economics) 

 경제문제에 관한 주요 이슈들과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고, 또한 경제변화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심도있게 조사한다.

•304.103 경영학이해(The Understanding of Management) 

 경영학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양요소가 되었다. 이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조직인 기업의 활동에 대해 

계획, 조직, 지휘, 통제의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304.205 수출입개론(Export & Import) 

 수출입을 하기 위한 절차 및 이에 관련된 무역계약, 무역대금

결재, 국제운송 및 보험, 무역클레임, 무역관련 법규 등 수출입 

전반에 걸친 학문을 다룬다.

•302.303 국제경영학(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해외 경영활동의 증가로 나타나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직

접투자와 국제거래 등에 따른 국제재무관리 및 국제마케팅, 

다국적 기업경영, 국제위험관리, 협상전략, 국제생산입필수책 등을 

다룬다.

•304.209 마케팅원리(Principle of Marketing) 

 경영학원론의 기초 위에서 현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명확히 파악케 한다. 마케팅의 전략적 요인인4Ps(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의 기본내용 및 응용력 분석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304.305 상품학(Study of Merchandise) 

 상품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 실질적 

유용성과 상대적 유용성을 포괄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304.422 창업론( Theory of Business Foundation )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강의 내용으로

서는 창업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링 기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홍보전략, e-biz와 

국제 전자무역 실무, 온라인 전자상거래창업의 사례분석, 신규

창업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304.215 무역영어(Business English)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영어통신문 작성요령, 무역영어의 해설과 

문서작성, 기타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능력을 기른다.

•304.204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무역발생의 원인과 형태에 관한 순수무역이론으로서 정학적 

무역모형의 분석과 이해에 목적을 둔다.

•304.427 글로벌협상론(Principles of Global Negotiation) 

 글로벌 상거래에서는 끊임없이 타인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은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결을 

위한 흥정과 협상은 불가피하므로 이 교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상의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즉,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서로 

의존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상호의존관계, 갈등은 왜 

발생하며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의 

갈등접근방법, 사람들마다 다르고 특징적인 협상스타일, 합리적

으로 해결되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최상의 접근방법, 

불공정한 느낌과 주관적 가치에 대한 생각정리, 경제행위에 

대해 법이 바라보는 시각, 상대방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의사

소통을 잘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인간의 심리법칙,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파워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304.207 무역회계(International Trade Accounting) 

 기업의 활동을 일정한 방법으로 기록, 계산, 분류하여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로 집약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심으로 회계학의 

기본원리를 강의한다.

•304.210 무역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for Trade) 

 기업의 무역활동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 상황 속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통계적, 게량적 모형 및 분석기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이들의 활용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의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SPSS등의 

통계패키지의 활용을 통해 실무 적용력을 키우고자한다.

•304.213 글로벌 마케팅 (Global Marketing)

 글로벌기업의 마케팅관리 문제를 다룬다.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글로벌마케팅의 기본 이론, 글로벌마케팅환경 

및 환경관리, 해외소비자 행동분석, 시장조사, 글로벌마케팅 

전략, 시장세분화와 글로벌마케팅 믹스정책, 글로벌 마케팅조직과 

통제 등을 분석한다.

•304.304 다국적기업론(MNC : Multinational Corporations)

 다국적기업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그 역할과 문제점을,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회계학과 4-1 선택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무역학과 4-2 선택 304.423 무역구제와한국무역 3-3-0-0
무역학과 4-2 선택 304.410 무역원강 3-3-0-0

무역학과 4-2 선택 303.426 글로벌경제거점지역분석 3-3-0-0
무역학과 4-2 선택 304.416 무역학세미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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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36 상업교육론(Studies in Commercial Education)

 상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상업교육이론과 

현장교육을 접목시키는 능력을 개발한다.

•304.320 글로벌경영전략(Global Business Strategy) 

 국제경영학의 기초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적합성을 지닌 

국제기업의 기업전략, 사업전략, 기능전략 등을 다룬다. 경영

전략일반이론으로서의 기존의 사업구조 조정, 신사업의 창조, 

경쟁우위의 확보, 신시장의 진입전략 등에 분석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304.412 무역운송론(International Trade Transportation) 

 수출입 물량의 운송수단을 다루는 학문으로 행상운송과 육로운송,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등을 다룬다.

•304.428 글로벌협상전략(Global Negotiation Strategy) 

 글로벌무대에서 경제주체들의 상거래활동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학습한다. 글로벌 상거래의 성공을 위한 사전적 협상전략, 상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사후적 협상전략, 그리고 협상의 

계획과 준비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학습한다.

•304.432 세관통관실무(Practice of Customs Clearance)

 관세의 일반론과 그것이 실제 무역업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무역정책에서는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세법 전반에 관하여 해설한다.

•304.433 국제비지니스사례(The cases of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기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지양하고, 실존하고 있는 기업이 

현실의 국제경영에서 부딪히는 외부기업환경과 그에 대응하여 

취하는 경영활동을 사례로서 설명한다. 

•304.308 해외시장조사론(Over Seas Marketing Research) 

 새로운 고객의 창출을 위해서 국제기업이 수행하는 해외시장 

조사의 방법과 절차, 범위 및 조사결과의 이용과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304.310 가치투자와기업분석(Value Investment & Firm`s 

Analysis)

 가치투자에 대한 개념과 투자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가지 요소인 기업요소, 경영요소, 

재무요소, 시장요소 등을 분석해본다.

•304.312 국제재무론(International Finance) 

 기업의 국제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국제간의 자본이동, 환율변동, 

세제변동 등이 기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지식을 숙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Commercial Logic & Discourse) 

 상업경제문제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Commercial Logic & Discourse)

 상업경제문제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창의적인 문장을 구사하고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304.311 무역관습론(Trade Customs & Practice) 

 무역은 국제상사매매와 같이 매매당사자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써 낙성(諾成), 쌍무(雙務), 유상(有償)의 

상사계약이나 국가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매매에 대한 

규칙 또는 협약이 통일이 된 것이 없어, 문화, 종교, 습관 및 

법률이 상이한 다른 여러 국가 사이의 마찰과 시련을 통하여 

정형화된 무역 관습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매매에 관한 분쟁의 경우 무역관행규칙 즉, 국제 

관습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304.314 무역결제론(International Payment) 

 무역거래는 매매당사자인 수출업자의 물품인도와 수입업자의 

대금결제가 동시에 부여되는 쌍무계약으로 무역결제의 종류와 

방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룬다.

•304.318 무역컨설팅(Practice in Trade Incubator) 

 무역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한 Trade Incubator요원을 대상으로, 

무역관련 업체와의 업무협력, 수출입관련 사업의 수행, 국내외 

상담회⋅전시회⋅박람회 참가, Marketing Plan Competition 

참가, 각종 무역관련 Event 참가 등을 통한 무역 업무를 실제로 

체험⋅실습한다.

•304.434 국제무역환경론(Practice in Trade Incubator) 

 무역활동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고 정치, 문화, 

법률적 환경이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04.301 해상보험론(Marine Insurance) 

 무역거래상 해상운송에 의한 위험을 담보하며, 해상위험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역품 운송의 안전을 기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실천과학이다.

•304.401 무역정책(International Trade Policy)

 국제경제 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한국무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in Commercial Information Education)

 효과적인 교재의 개발 및 지도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304.422 전자무역(E-Trade)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확산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패턴을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무역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 시스템이 인터넷을 수단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전환기에 접어든 사이버무역의 체계,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기초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기법 등에 

대한 분석이 주요 강의 내용이다.

•304.437 창업과 무역스토리텔링_캡스톤디자인(Business Fuoundation 

& Storytelling of Trade_Capstone Design) 

 한국성장발전의 토대가 된 무역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학습한다. 

넓은 글로벌무대에서 활약한 무역인들의 실제 스토리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글로벌무역마인드의 형성을 촉진하고 미래에 필요한 

창조적인 무역행동을 유발하도록 한다.

•304.435 국제투자비지니스(International Investment Business)

 해외투자는 투자 주체별로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로, 기간별로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로, 유형별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분류되며, 직접투자는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투자에 관한 개념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며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304.410 무역원강(Readings in International Trade) 

 외국어 해독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무역에서 필요한 무역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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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능력을 제고하고 무역이론을 직접 연구할 수 있게 한다.

•304.416 무역학세미나(Seminar for Trade)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항상 새로운 여건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무역환경 문제 등을 선정하여 토의, 분석 

및 연구를 한다.

•304.423 무역구제와 한국무역(Trade Remedy and Korean 

Trade)  

 자유무역이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고 그 과실을 각국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도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역구제 제도는 덤핑과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무역거래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상품 수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제한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면 자유무역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WTO 출범과 더불어 무역구제 조치 발동에 관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무역규범이 제정됐다.

•304.443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

 전자무역 플랫폼(E-Trade Platform)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역

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계약, 통관,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일괄처리

(one-stop) 할 수 있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특히 무역프로세스에 간여하는 여러 기업들 상호간에 협업적 

상거래(Collaboration Commerce)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03.424 FTA원산지관리(FTA-Pass Management)

 FTA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시 각국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과 관련한 지식을 공부한다.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에 이르는 수출입 공정을 분석한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이 있을 때 사후 관리업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학습

한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과 FTA 체결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304.442 국제무역기구분석(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의 관리와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설립된 국제무역기구의 

성립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국제연합 UN의 특별기구인 

국제무역기구 ITO의 설립과 잠정적 기구인 GATT, GATT의 

폐지와 WTO의 창설을 결정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4)를 포함하여 종전의 모든 GATT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준수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새로운 

통상협상의 개최와 그 결과의 집행에 관련된 주요 현안을 학습한다.

•304.440 무역금융활용실무(Practice of Trade Financial 

Management)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하는 단기 금융지원 

제도로서 무역금융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학습

한다. 무역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매자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 자금이 무역과 어떻게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한다.

•304.441 외환론(Foreign Exchange Theory)

 외환론(foreign exchange theory)이란 외국환거래의 필요성이 

등장한 이후 외국환거래, 외국환 관리 및 외국환 제도 등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학문적 체계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율 이론 및 환율 제도, 국제 통화 제도와 환율제도,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의 구조와 기능, 실전 외환투자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303.426 글로벌경제거점지역분석(Analysis of Global Trade 

Area)

 국제경제 활동은 세계 각 지역의 기반 구축여부를 세계 각 

지역의 경제, 무역환경을 분석하여 한 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어떤 형태로 집중 투자하였을 때 무역극대화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가와 어떠한 무역패턴으로 외국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활동의 

기반 구축여부를 평가하고 한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집중 투자 

시 성장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떤 무역패턴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출극대화와 수출

효율성을 극대화가 되는 지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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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 (International Commerce and Area Studie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8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국제통상학과 1-1 기초 309.451 경제학기초 3-3-0-0

국제통상학과 1-1 기초 309.001 세계경제의이해 3-3-0-0
국제통상학과 1-1 기초 309.150 국제통상과 자기개발 3-3-0-0

국제통상학과 1-2 기초 309.101 국제통상원론 3-3-0-0
국제통상학과 1-2 기초 309.452 경영학기초 3-3-0-0

국제통상학과 2-1 필수 309.213 관리경제학 3-3-0-0
국제통상학과 2-2 필수 309.214 개방거시경제학 3-3-0-0

국제통상학과 2-2 필수 309.219 국제무역이론 3-3-0-0
국제통상학과 2-2 필수 309.221 국제지역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2-2 필수 309.222 정보분석과 통계 3-3-0-0
국제통상학과 3-1 필수 309.212 국제금융시장론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312 국제투자론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204 통상영어Ⅰ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217 국제경제관계론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218 국제경영전략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463 FTA원산지관리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311 외환국제수지론 3-3-0-0

국제통상학과 2-1 선택 309.453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 3-3-0-0
국제통상학과 2-2 선택 309.308 통상영어Ⅱ 3-3-0-0

국제통상학과 2-2 선택 309.352 국제자원론 3-3-0-0
국제통상학과 2-2 선택 309.251 유통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330 중국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426 일본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350 계량분석과응용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326 미국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462 국제물류론 3-3-0-0
국제통상학과 3-1 선택 309.327 러시아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455 러시아의산업과문화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313 국제상무론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250 개발경제학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456 일본산업론_캡스톤디자인,창의·인성 3-3-0-0

국제통상학과 3-2 선택 309.457 중국시장론_캡스톤디자인_KCC 3-3-0-0
국제통상학과 4-1 선택 309.216 국제프로젝트관리 3-3-0-0

국제통상학과 4-1 선택 309.416 한국통상론 3-3-0-0
국제통상학과 4-1 선택 309.419 국제산업세미나_전공글쓰기 3-3-0-0

국제통상학과 4-1 선택 309.467 국제협상론 3-3-0-0
국제통상학과 4-1 선택 309.465 국제상무사례 3-3-0-0

국제통상학과 4-2 선택 309.406 국제통상세미나 3-3-0-0
국제통상학과 4-2 선택 309.420 해외진출사례연구_캡스톤디자인 3-3-0-0

국제통상학과 4-2 선택 309.427 국제금융세미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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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9.001 세계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World Economy) 

 국제기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지양하고, 실존하고 있는 기업이 

현실의 국제경영에서 부딪히는 외부기업환경과 그에 대응하여 

취하는 경영활동을 사례로서 설명한다. 

•309.451 경제학기초(Principles to Economics)

 사회과학의 기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들이 현실경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학습한다.

•309.150 국제통상과 자기개발(Career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Commerce)

 국제통상 관련 진출분야의 세부전공을 탐색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산 증식 방안, 나눔의 철학 

등 존경받는 부자로 살기 위한 사고방식과 습관, 생활철학에 

대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이다.

•309.101 국제통상원론(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에 관련된 이론 제도 정책 그리고 관습에 

관한 기본개념을 학습함으로써, 향후 국제통상 협력과 국제무역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판단능력을 

높이며 세계무역(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

협력체(APEC)등 국제통상기구 및 관련 국제규범을 다룬다.

•309.452 경영학기초(Principles of Management)

 국제통상 관련 진출분야의 세부전공을 탐색하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산 증식 방안, 나눔의 철학 

등 존경받는 부자로 살기 위한 사고방식과 습관, 생활철학에 

대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교과목이다.

•309.213 관리경제학(Managerial Economics)

 개방화,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정보관리의 이론적 측면을 설명한다. 미시경제의 

영역인 수요와 생산이론을 기초로 하며, 또한 수요함수의 비용

함수 추정과 시장이론, 실제 기업의 가격전략 등을 다룬다.

•309.214 개방거시경제학(Open Macroeconomics)

 국민경제의 생산, 소비 및 분배 측면의 구조를 이해하고, 경제의 

안정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정책을 

학습한다. 특히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거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국제경제의 교란요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09.204 통상영어Ⅰ(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erce Ⅰ)

 국제통상과 관련된 각종 영어 문서의 독해, 작성과 국제경제, 

금융, 통상 관련 전공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영어구사력을 

학습한다.

•309.217 국제경제관계론(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개방화, 국제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정보관리의 이론적 측면을 설명한다. 미시

경제의 영역인 수요와 생산이론을 기초로 하며, 또한 수요함수의 

비용함수 추정과 시장이론, 실제 기업의 가격전략 등을 다룬다.

•309.218 국제경영전략(International Business)

 경제주체의 경영활동범위가 국제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경영활동의 세계화에 따른 경영전략의 형태와 

국제투자환경의 분석, 그리고 이에 적합한 경영관리기법을 국제

통상학적 관점에서 학습한다.

•309.250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

 개발도상국 빈곤의 원인과 해결방안,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발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정책과 사례를 경제학적 

방법론과 시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교과목이다.

•309.219 국제무역이론(Theorie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통상의 기본이 되는 무역의 발생 원리, 무역이익, 교역조건의 

결정 메커니즘, 무역이익의 배분, 무역에 따른 국내의 소득배분, 

무역과 경제발전, 동태적 비교우위 분석 등을 다룬다.

•309.221 국제지역경제론(Regional in Global Economy)

 범세계적 경제지리의 현황을 개관하고, 지역연구에 필요한 기초

원리 및 방법론을 교습하는 과목으로서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경제개발, 통상문제 등 정책 현안문제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309.222 정보분석과 통계(Information and Statistics

 국제통상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처리와 활용문제를 학습한다.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축적, 전파에 관하여 강의하고 연습한다.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정부의 저책을 분석하고 각종 의사결정 

모형의 설계 및 추정에 관한 통계적 기법도 교습한다.

•309.311 외환국제수지론(Foreign Exchange &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편제의 구조와 각 항목의 경제적 의의를 학습하고, 

환율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기초개념과 제반 이론 및 국제통화

제도, 환율제도와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 등을 학습한다.

•309.308 통상영어Ⅱ(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erce Ⅱ)

 국제통상 및 상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어회화의 구사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외교문서, 비즈니스 계약서 등 국제통상 관련 서한의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급 수준의 영작문 작성 훈련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고양한다.

•309.352 국제자원론(International Resources)

 범세계적인 자연자원의 유지, 활용 및 국제간 이동에 관한 

연구와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향을 학습한다.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적정 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구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학습한다.

•309.251 유통경제론(Fundamentals of Economics and 

Distribution)

 현대유통의 흐름과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유통과정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통기구의 전개, 도소매의 기능과 구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관계, 환경변화와 유통시스템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309.212 국제금융시장론(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이동하는 금융자본의 성격 및 그 

영향을 연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제도, 운용원리 및 국제금융의 

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국제금융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금융정책과 외환 및 국제수지 관리정책에 대하여서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금융과 관련된 국제통상문제의 해결

능력을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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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26 미국경제론(American Economy)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자본과 기술협력 대상지역인 

북미의 경제와 산업동향, 경제정책, 통상제도 그리고 우리와의 

통상관계 및 통상 현안 과제를 학습한다. 특히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질서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기동향과 대외통상

정책에 초점을 둔다.

•309.455 러시아의산업과문화(Industry and Culture of Russia)

 러시아의 산업과 문화는 무한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천연자원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 습득을 통해 러시아

지하자원 활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연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러시아 문화를 통해 러시아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러시아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309.313 국제상무론(Practices in International Commerce)

 국제상거래의 실무를 교습하는 과목이다. 전통적인 국제무역, 

투자의 실무와 관련된 용어, 제도 및 업계의 관행을 학습하고, 

인터넷의 활용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무역의 

제반 과제를 컴퓨터 실습 등을 통해 실용적으로 익힘으로써 

국제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309.426 일본경제론(Japanese Economy)

 성장, 재정, 무역, 산업구조 등에 관한 현상분석으로부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위상을 확인한 후, 현상의 배후에 

있는 역사, 이론에 대해 분석하여 일본경제의 ‘보편성’과‘특수성’을 

검증한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산업내, 산업간 무역구조 분석을 

통해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과제와 체결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309.330 중국경제론(Chinese Economy)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고찰하고 

중국경제를 움직이는 정치사회적 요인, 중국의 주요산업, 지역

경제, 한․중경제관계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309.350 계량분석과 응용(Application of Econometric Analysis)

 정보분석과 통계 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계량적 

분석을 심화하고, EXCEL 등 통계패키지의 활용기법을 학습한다.

•309.312 국제투자론(International Investment)

 무국경시대의 도래에 따라 생산활동이 국제화되어가는 추세와 

그 양상을 연구 분석하는 과목이다. 특히 본 교과에서는 현실

사례를 활용하여 해외투자 및 프로젝트의 장⋅단기 수익성을 

판별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등 각종 투자관리 기법들을 

교습한다.

•309.327 러시아경제론(Russian Economy)

 소련의 해체이후 시장경제 체제도입과 실행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경제발전 이론과 거시 및 미시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적응과정과 현재의 경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09.456 일본산업론_캡스톤디자인(Japanese Industries_ Capstone 

Design)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산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본 후,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의 역사와 현황, 

국제 경쟁력 요인, 주요 기업들의 경영전략 및 해외진출, 환동해

지역에서의 분업구조 등을 학습한다. 각 산업의 학습에서는 한국 

및 중국과의 비교를 염두해 두면서 진행한다.

•309.453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International Commerce and 

Intellectual Properties)

 최근 국제통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특징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

•309.457 중국시장론_캡스톤디자인_KCC(China Market Research_ 

Capstone Design_KCC)

 한국의 최대시장인 중국인 중국의 시장환경 변화, 주요 산업의 

시장규모, 주요 지역시장, 소비자 특성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아울러 해외시장조사기법에 의하여 시장을 조사하고, 우리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사례 등을 통해 머케팅전략(세분화, 

표적시장, 포지셔닝)을 학습한다.

•309.216 국제프로젝트관리(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국제비지니스의 기획단계에서 자금조달, 사업수행, 평가에 이르는 

프로젝트 관리의 전체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교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309.416 한국통상론(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Trde)

 한국경제의 대외 지향적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대외경제구조와 

대외통상정책의 특성을 고찰하고 21세기 국내외경제 환경변화와 

관련한 통상정책의 방향과 한국경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309.419 국제산업세미나_전공글쓰기(Seminar on International 

Industries)

 글로벌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급속히 변모하는 국제산업구조의 

진전 방향과 동향, 특히 디지털경제의 도래로 야기되는 생산

구조의 변질 및 신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은 4학년 학생들의 졸업논문 준비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한다.

•309.406 국제통상세미나(Seminar on International Commerce)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되는 국제통상 이슈에 대하여 연구조사

하고, 이를 발표, 토론, 강평 등를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국제통상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309.420 해외진출사례연구_캡스톤디자인(Case Stud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_Capstone Design)

 해외시장 개척과 관리의 실무적 지식을 교습하는 과목으로써 

해외시장 개척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진출 대상국별 제도 및 

문화적 상이성과 산업조직상의 구조적 특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무역 등 국제

비즈니스의 창업기회를 제공한다.

•309.427 국제금융세미나(Seminar on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금융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토론형식의 학습을 통해 취업 

후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 과정을 통해 국제금융현안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 및 실무적 역량도 배양한다.

•309.459  강원도와 환동해경제권_KCC(Regional Economic and 

East Sea Rim Economies_KCC)

 강원도 지역경제와 환동해경제권의 협력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그를 위해 먼저 산업,무역등 강원도 지역경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환동해경제권의 특징 및 최신의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의 진출 방안 및 환동해권 주요 지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통상전문능력을 습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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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309.460 국제통상학과 현장실습(International Commerce 

Internship Program)

 국제통상학과 재학생들의 실무능력과 경험을 위해 편성된 교과목

이다.

•309.469 중앙아시아경제론(Central Asia Economy )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소속 국가들로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해 우리나라와는 경제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고려인

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며, 앞으로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대해 연구해 보는 

학문이다

•309.463 FTA원산지관리(FTA Certificate of Origin) 

 FTA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FTA 체결국간 무역에서 

필수적인 실무인 원산지 관련 제도 및 서류 작성 요령과 더불어 

FTA 수출입 통관 관련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309.470 지역산업론(Regional Industry)

 강원지역의 이해는 물론 지역산업의 개요, 국내외 동향 및 현황, 

전망 및 발전과제에 대한 현황 및 발전과제를 통해 지역산업별 

전문지식, 문제점, 육성전략에 대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산업의 발전과정, 현황, 문제점 및 발전과제 

이해와 관심을 제고, 지역산업전문가로써의 능력을 배양한다.

•309.467 국제협상론(International Negotiation Theory)

 주요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본질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국제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상기법을 

습득한다. 국제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과 시각을 갖춤으로써 

모의협상을 통해 협상전략과 기술을 연습한다.

•309.464 국제물류사례(Case in Internatioanl Logistics and 

Distribution)

 국제물류관리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제물류에 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309.465 국제상무사례(Case in International Commerce)

 국제물류관리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인 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제물류에 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309.462 국제물류론(International Logistics and Distribution)

 상품의 국제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제품, 

가격, 판매촉진, 유통경로, 그리고 해운 및 선적 등 국제통상과 

관련된 물류적 측면을 중점 학습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이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09.466 회계재무분석(Accounting Principles)

 기업회계에 대한 재무분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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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부동산학과 (Urban Planning & Real Estat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4학점 심화전공 : 24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1 기초 305.105 부동산학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1 기초 305.106 도시계획사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2 기초 305.003 GIS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필수 305.250 원서강독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필수 305.221 도시부동산통계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필수 305.203 도시계획론_창의·인성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선택 305.317 CAD 실습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선택 305.219 원격탐사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1 선택 305.222 지적학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필수 305.104 지역조사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필수 305.403 토지이용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선택 305.252 경제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선택 305.223 부동산개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선택 305.311 측량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선택 803.002 GIS 실습I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필수 305.732 도시경제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2-2 선택 305.406 계획이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선택 305.322 도시계획연습_캡스톤디자인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선택 305.211 도시사회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필수 305.309 교통계획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선택 305.224 도시개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선택 305.452 환경 및 방재계획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1 선택 305.733 지역개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414 도시설계_캡스톤디자인_KCC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350 부동산중개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737 지적전산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320 도시부동산조사분석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321 부동산시장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451 경관계획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450 국토및지역계획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409 도시지리학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2 선택 305.734 도시재생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1 선택 305.210 단지계획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1 선택 305.417 주택론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1 선택 305.421 부동산법규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1 선택 803.003 GIS 실습II_캡스톤디자인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2 선택 305.453 도시계획및공간정보산업현장실습 3-0-6-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2 선택 305.425 계획법규_캡스톤디자인_KCC 3-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2 필수 305.735 스마트도시 3-3-0-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62 학사운영과

| 교과목 해설 |

•305.105 부동산학개론(Introduction to Real Estate)

 부동산의 개념, 특성, 분석방법, 시장, 개발, 중개, 관리, 평가 

등 부동산학의 제분야를 개괄적으로 다룬다.

•305.106 도시계획사(History of Urban Planning) 

 고대, 중세, 근세, 현대의 도시 및 도시 계획의 변천과정을 익혀 

학생들이 실무현장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질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305.003 GIS개론(Introduction t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 기본개념, GIS 기술의 발달과정, GIS 데이터의 형태 및 

특성, 공간분석 및 모델링 등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강의하고, GIS 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하여 강의한다. 또한 GIS 소프트웨어인  Arc View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하여 GIS 기술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한다.

•305.250 원서강독(English Textbook Reading)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의 영미권 텍스트북을 강독하며 이와 

함께 영어문장의 기본구조와 해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강독

대상이 되는 텍스트북은 매년 도시계획 및 부동산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선택된다. 

•305.221 도시부동산통계학(Statistics for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를 이해하여 도시부동산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05.203 도시계획론(Urban Planning) 

 도시계획사, 도시구성론, 도시기본계획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토지구획 정리 및 단지계획 

등의 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305.251 지도학및기초제도(Cartography & Basic Drawing)

 지도의 이해와 응용, 지도제작원리, 제도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다룬다.

•305.219 원격탐사론(Introduction to Remote Sensing)

 원격탐사기술의 발달과정, 현재와 미래의 기술동향, 원격탐사기법의 

이론적 배경, 인공위성 센서시스템의 종류와 구조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원격탐사자료의 활용측면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실제 위성영상을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처리

기법으로 처리하는 실습이 병행된다.

•305.222 지적학개론(Introduction to Cadastral Science)

 토지의 과학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지적의 기본 이론, 관련

제도, 지적조사, 지적등록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305.317 CAD 실습(CAD Workshop)

 도시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각종 도면의 작성시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계 및 표현 방법을 

익히고 학습한다.

•305.104 지역조사론(Regional Survey) 

 지역의 제 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강의하고, 야외조사를 통해 지역의 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305.403 토지이용론(Land Use Planning)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형태에 관한 이론연구와 토지자원 

및 인간 활동에 관한 조사방법 등 이들 상호간의 작용관계를 

규명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 수요예측 및 기능배분기법을 

다룬다.

•305.252 경제학(Economics)

 우리의 삶에서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메카니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

한다. 경제주체와 경제객체 그리고 수요와 공급, 비용과 생산과 

이윤과 손실 등 경제학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행동

원리와 생산자인 기업의 행동원리를 파악하여 네 가지 유형의 

시장에서의 작동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305.223 부동산개발론(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개발의 개념 및 분류를 살펴보고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및 자금조달하는 방안을 이해한다.

•305.311 측량학(Surveying)

 거리측량, 평판측량, 수준측량, 좌표해석 등을 통하여 지구상 

제 점의 위치 또는 상대위치를 결정하는 기본원리와 해석기법을 

익힌다.

•803.002 GIS 실습 I(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Workshop I)

 GIS 개론에서 습득한 원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이용방법을 전문 GIS 

소프트웨어인 ArcGIS 통해 실습한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간자료의 입력, 자료의 

구축, 공간분석, 도면의 자동화 및 출력 등이다. 

•305.406 계획이론(Planning Theory) 

 계획과정에서 도시현상과 지역문제의 과학적 이해와 처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기법을 소개하고 이들 분석기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305.732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제반 도시현상과 도시문제를 경제이론으로 해석 및 적용하여 

도시계획적 함의를 찾도록 한다. 

•305.211 도시사회학(Urban Sociology) 

 도시사회학의 제 이론을 소개하고, 도시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05.309 교통계획론(Transportation Planning)

 교통이 지역발전 및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체계분석

방법을 활용한 교통계획 수립방법, 교통 수요의 예측기법과 모형, 

교통체계 대안설정과 평가, 투자효율화 방안, 교통운영 관리법

(TSM) 등을 연구한다. 

•305.318 입지분석론(Locational Analysis)

 개발 및 사업지역에 대한 적정산업․업종의 선정과 입지타당성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한다. 

•305.224 도시개발론(Urban Development) 

 도시의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지, 공업지역, 상업 지역의 

개발 방법과 사례에 대해 공부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기법 등에 관해 자세하게 배운다.

•305.322 도시계획연습_캡스톤디자인(Practice in Urban Plannin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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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ign)

 도시계획의 제 이론을 실제상황에 적용하여 도시계획의 현장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305.733 지역개발론(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의 이론과 실제 및 해외 개발사례를 비교하고, 지역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성장과 발전 방안을 다룬다.

•305.412 계획법규(Planning Law) 

 계획에 관계되는 법규를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 

개발과 보존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실현적인 제도를 알게 한다. 

•305.737 지적전산학(Cadastral Information System)

 전산화된 지적의 관리를 위한 공간 및 비공간적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대해 강의하고 지적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305.320 도시부동산조사분석(Research Analysis for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일반적인 사회조사분석기법과 통계분석기법을 도시부동산에 

적용시켜 SPSS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사회

복지의 기본 이론 및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방향을 모색 한다.

•305.321 부동산시장론(Real Estate Market)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교통 및 입지의 관계를 이해한다.

•305.409 도시지리학(Urban Geography)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도시의 입지⋅형태⋅구조⋅기능, 도시 화의 과정과 

유형 그리고 도시시스템 및 공간조직 등을 다룬다. 

•305.414  도시설계_캡스톤디자인_KCC(Urban Design_Capstone 

Design_KCC)

 도시계획 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표현법을 습득하고, 도시

설계와 관련된 기초이론의 이해 및 응용 능력을 습득시킨다. 

•305.350 부동산중개론(Real Estate Agency)

 부동산중개 및 유통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중개업과 

중개업자가 지녀야 할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하여 익힌다. 현재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절차 

과정에 대하여 익히도록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305.450 국토및지역계획(National & Regional Planning) 

 국토계획의 목표와 과제, 제반 계획기법과 정책수단 등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외국의 국토사례를 연 구하여 우리나라 국토

계획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방향을 모색한다. 

•305.451 경관계획(Landscape Planning) 

 도시계획 및 부동산 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경관의 

개념과 접근방법, 경관관련계획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계획

과정, 경관제도의 특성과 주요 내용, 경관계획의 추진방안, 

경관계획의 사례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305.734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원인을 규명하고, 유형별로 다양한 도시

재생의 추진 모델을 검토하며, 해외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국내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응용력을 제고한다.

•305.210 단지계획론(Site Planning) 

 단지분석, 기능의 배치, 단지분할과 규제, 시각적 효과 등 단지

계획의 기초이론과 제반 시설물의 설계 기준 및 배치기법 등 

세부기법을 다룬다. 

•305.417 주택론(Housing) 

 주택의 기능,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여 주택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05.421 부동산법규(Real Estate Laws) 

 부동산법총론, 부동산공법론, 부동산사법론, 물권법, 계약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다룬다.

•803.003 GIS 실습 II_캡스톤디자인(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Workshop II_Capstone Design)

 수강생들이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도시설계 

등에 관련된 특정주제의 GIS 프로젝트를 적합한 방법론에 의해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GIS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05.415 농촌계획론(Rural Planning)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주공간일 뿐 아니라, 국민 

공유의 재산으로써 국토 전체 속에서 기대되는 농촌의 역할과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생태계와 거주환경이 

조화된 쾌적한 농촌공간의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기법을 

이해하고, 계획수립 시 자료수집방법, 현황분석, 계획목표의 

설정, 계획입안, 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다. 

•305.422 부동산감정평가론(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판정하는 감정평가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는 지식을 습득한다.

•305.452 환경및방재계획론(Environmental and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최근 국내외 도시계획분야에서는 환경성과 안전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주된 정주공간인 도시의 환경성을 

비롯하여 자연재해와 사회적재난으로 부터의 안전에 관한 논의와 

가치반영은 향후에도 점차 커질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본 수업에서는 

도시환경계획 및 방재계획의 기본 이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305.735 스마트도시(Smart City)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도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Smart City 정책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검토 한다.

•305.453 도시계획 및 공간정보산업 현장실습(Urban Planning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Internship)

 도시산업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체에서 업무 수행 

및 학습을 통하여 도시 및 지역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기술과 효과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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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Law)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5학점 전공필수 : 21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법학과 (Law)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법학과 1-1 기초 306.102 *민법총칙 3-3-0-0
법학과 1-1 선택 306.460 법학개론 3-3-0-0

법학과 1-2 기초 306.105 행정과 법 3-3-0-0
법학과 1-2 기초 306.205 물권법 3-3-0-0

법학과 1-2 필수 306.452 *헌법총론 3-3-0-0
법학과 1-2 선택 306.459 민법총칙Ⅱ 3-3-0-0

법학과 2-1 필수 306.455 *행정법총론 3-3-0-0
법학과 2-1 필수 306.213 *형법총론Ⅰ 3-3-0-0

법학과 2-1 필수 306.453 통치기구론 3-3-0-0
법학과 2-1 선택 306.461 상법일반 3-3-0-0

법학과 2-1 선택 306.466 LEET(법학적성) 3-3-0-0
법학과 2-1 선택 306.463 IT법 3-3-0-0

법학과 2-2 기초 306.454 기본권론 3-3-0-0
법학과 2-2 필수 306.208 채권총론 3-3-0-0

법학과 2-2 필수 306.456 행정구제법 3-3-0-0
법학과 2-2 선택 306.218 형법총론Ⅱ 3-3-0-0

법학과 2-2 선택 306.308 법철학 3-3-0-0
법학과 2-2 선택 306.464 부동산등기법 3-3-0-0

법학과 3-1 필수 306.315 형법각론Ⅰ 3-3-0-0
법학과 3-1 선택 306.301 채권각론 3-3-0-0

법학과 3-1 선택 306.321 행정법특강 3-3-0-0
법학과 3-1 선택 306.421 사회보장법 3-3-0-0

법학과 3-1 선택 306.322 민사소송법 3-3-0-0
법학과 3-1 선택 306.314 노동법 3-3-0-0

법학과 3-2 기초 306.304 형사소송법 3-3-0-0
법학과 3-2 선택 306.465 노동법Ⅱ 3-3-0-0

법학과 3-2 선택 306.462 채권각론Ⅱ 3-3-0-0
법학과 3-2 선택 306.310 민사소송법Ⅱ 3-3-0-0

법학과 3-2 선택 306.350 행정조직법 3-3-0-0
법학과 3-2 선택 306.401 친족상속법 3-3-0-0

법학과 4-1 선택 306.320 헌법재판법 3-3-0-0
법학과 4-1 선택 306.413 형사소송법연습 3-3-0-0

법학과 4-1 선택 306.451 행정법각론 3-3-0-0
법학과 4-1 선택 306.406 민사법연습 3-3-0-0

법학과 4-2 선택 306.450 행정법연습 3-3-0-0
법학과 4-2 선택 306.407 형사법연습 3-3-0-0

법학과 4-2 선택 306.408 형사정책 3-3-0-0
법학과 4-2 선택 306.404 헌법연습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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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6.102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법전의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기초원리, 기본제도 및 기초개념을 연구한다.

•306.105 행정과 법(Public-administration and Law)

 현대행정의 다양한 작용에 대한 행정법의 범위를 확정하고,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규명하고, 

행정법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법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과목

•306.205 물권법(Law of property)

 물권법의 이론과 내용을 연구하며, 외국법 이론 특히 대륙법의 

물권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306.452 헌법총론(A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기본이념 및 원리 위에서 기본권의 본질 및 내용과 그 

보장 문제를 한국헌법의 기본권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06.453 통치기구론(a theory of government organization)

 한국헌법의 통치구조의 구조를 선진제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

하면서 그 특색을 연구한다.

•306.213 형법총론Ⅰ(Principles of Criminal Law Ⅰ)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초개념 및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이의 기초 

위에서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455 행정법총론(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일반이론과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과 원리 및 이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며, 이에 관한 사례⋅판례 등을 연구⋅고찰 한다.

•306.208 채권총론(Principle of Law Contract and Torts)

 채권법의 사회적 의의 및 채권관계의 성립, 효력, 변경, 소멸에 

관하여 고찰한다.

•306.218 형법총론Ⅱ(Principles of Criminal Law Ⅱ)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의 성립요소와 처벌규정을 분석, 검토한다.

•306.308 법철학(Philosophy of Law)

 법의 본질, 이념, 효력, 기능 등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며 인간

질서로서의 올바른 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닦는다.

•306.456 행정구제법(Law of Administrative Remedy)

 행정절차, 행정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과 국가책임법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론과 사례와 판례를 탐구한다.

•306.301 채권각론(Special Part of Law Contract and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규를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고찰하며, 외국법 특히 

대륙법의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306.321 행정법특강(Topics in Administrative Law)

 행정의 작용⋅구제⋅조직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사례⋅판례를 연구 분석한다.

•306.315 형법각론Ⅰ(Special Part of Criminal Law Ⅰ)

 저학년에서 터득한 제 이론을 종합, 정리, 분석하여 법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한다.

•306.454 기본권론(A theory of basicrights)

 사회체계의 변화에 따른 헌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논하고, 

헌법과 사회, 사회와 헌법의 상호작용의 추이를 분석한다.

•306.421 사회보장법(Social Law)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영역을 

창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연구한다.

•306.322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에 근거하여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06.304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기본구조를 연구하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320 헌법재판법(Constitutional Litigation)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인 헌법재판의 이론과 절차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판례에 대한 접근으로 그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306.401 친족상속법(Family Law and Succession Law)

 친족상속법의 의의, 내용과 그 변천과정을 연구함과 아울러 

한국고유의 올바른 친족상속법을 찾아내는 것을 강의 목적으로 

삼는다.

•306.310 민사소송법Ⅱ(Civil Procedure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원리와 구조에 근거하여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306.350 행정조직법(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과 국가행정조직⋅국가지방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과 이에 관한 국가행정조직법과 자치행정조직법을 

내용으로 하며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과 공무원법 등으로 

구성되는 과목이다.

•306.413 형사소송법연습(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을 학습한 학생들이 형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교과목이다. 기본적 사례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추상적인 형사소송법 이론이 구체적인 형사절차에 어떻게 반영

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306.407 형사법연습(Seminar in Criminal Law)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를 예제로 택하여 평가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구체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306.406 민사법연습(Seminar in Civil Law)

 민사법과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지식을 재확인함으로써 민사법적 

지식과 실제적인 사건해결절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306.450 행정법연습(Seminar in Administration Law)

 행정의 작용⋅구제⋅조직에 관한 내용과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를 통해 행정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306.404 헌법연습(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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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미 

습득한 헌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헌법판례에 대한 분석 

및 평석을 통해 헌법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306.314 노동법(Labor Law)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 법제를 현실과의 관계

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408 형사정책(Criminology)

 범죄현상을 통하여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방지의 대책을 찾아냄을 강의목적으로 한다.

•306.451 행정법각론(Special Part of Administration Law)

 특별행정작용법을 내용으로 경찰행정법과 급부행정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 및 경제행정법, 재무행정법 등을 내용으로 구성되는 

과목이다.

•306.460 법학개론(Introduction to Law)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법 개념과 법 

이념을 고찰하여 법적 사고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한다. 

•306.459 민법총칙Ⅱ(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Ⅱ)

 법전의 순서에 따라 민법총칙편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기초원리, 기본제도 및 기초개념을 연구한다.

•306.461 상법일반(A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개념과 의의, 상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기업주체인 

상인과 기업보조자 그리고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행위법에 

관하여 고찰하며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을 현실적 경제생활 

위에서 검토한다.

•306.466 법학적성(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이므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306.463 IT법(IT Law)

 IT란 인터넷의 성장으로 발달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와 연관된 법 지식을 살펴보는 수업이다.

•306.464 부동산등기법(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채권담보권·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가 행하여지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부동산등기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물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등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306.465 노동법Ⅱ(Labor Law Ⅱ)

 노동법의 연혁, 이론적 체계 및 현행법제를 현실과의 관계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306.462 채권각론Ⅱ(Special Part of Law Contract and 

Torts Ⅱ)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규를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고찰하며, 외국법 특히 

대륙법의 이론과 비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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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학과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없음

전공선택 :  39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자치행정학과 1-1 기초 308.459 행정학기초 3-3-0-0
자치행정학과 1-2 기초 308.001 문화와사회 3-3-0-0

자치행정학과 1-2 기초 308.460 정책학기초 3-3-0-0
자치행정학과 2-1 선택 308.231 행정조사방법론 3-3-0-0

자치행정학과 2-1 선택 308.222 행정조직론 3-3-0-0
자치행정학과 2-1 선택 308.215 지방선거와정치 3-3-0-0

자치행정학과 2-1 선택 308.219 문화행정론 3-3-0-0
자치행정학과 2-1 선택 308.469 컴퓨터기반행정사무관리 3-3-0-0

자치행정학과 2-2 선택 308.482 행정데이터분석 3-3-0-0
자치행정학과 2-2 선택 308.453 인사행정론 3-3-0-0

자치행정학과 2-2 선택 308.302 정부예산론 3-3-0-0
자치행정학과 2-2 선택 308.452 한국행정론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319 행정관리론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461 지방정부론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321 전자정부론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483 환경행정론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492 공무원행정법 1 3-3-0-0
자치행정학과 3-1 선택 308.420 정부와공기업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216 정부간관계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323 주민복지론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62 정책분석평가론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2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1 공무원행정법 2 3-3-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3 논문연구Ⅰ-1 1-1-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4 논문연구Ⅰ-2 1-1-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5 논문연구Ⅰ-3 1-1-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6 논문연구Ⅰ-4 1-1-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77 논문연구Ⅰ-5 1-1-0-0

자치행정학과 3-2 선택 308.493 지방정부혁신론_캡스톤디자인 3-3-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94 문화콘텐츠기획제작실습_캡스톤디자인 3-3-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58 행정윤리와 공공감사 3-3-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78 논문연구Ⅱ-1 1-1-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79 논문연구Ⅱ-2 1-1-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81 논문연구Ⅱ-3 1-1-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84 논문연구Ⅱ-4 1-1-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88 논문연구Ⅱ-5 1-1-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80 공무원행정학연습 3-3-0-0
자치행정학과 4-1 선택 308.465 지방공기업론 3-3-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66 행정실천 3-3-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67 장기현장실습 3-0-12-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68 규제행정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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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308.459 행정학기초(Introdu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개념 및 성격, 행정이론의 발달사,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등의 행정학의 기초적 이론을 개관하고, 공공정책, 조직, 관리, 

인사, 예산 등과 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행정학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운다.

•308.460 정책학기초(Foundation of Policy Science)

 정책학 기초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을 

처음 배우려는 초심자를 위한 교과목이다. 정책에 관한 기본적 

본질과 특성을 비롯하여 왜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은 누구를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책의 추진에서 파생되는 한계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다룬다.

•308.001 문화와사회(Culture and Society)

 문화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존재형식과 역할을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사회의 관계, 

문화의 사회적 변천과정, 문화의 의미, 문화와 사회의 상호작용, 

문화발전과 사회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08.231 행정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행정문제를 과학적(객관적, 경험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행정현상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함양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 및 행정문제에 대한 여러 

조사방법을 다루며 각종 리서치방법, 보고서 및 논문작성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308.222 행정조직론(Public Organization)

 조직에 관한 일반이론과 현대사회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을 

살펴보고, 조직의 기본단위인 인간에 대한 이해, 조직의 원리, 

의사결정과정, 조직의 구조화 및 구성인자간의 상호작용 등 

조직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행정조직의 속성을 

이해한다.

•308.215 지방선거와 정치(Local Election and Politics)

 현대정치에 있어서 선거의 의의와 원리 및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외국의 정치형태 및 선거제도 등을 

분석하여 지방선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선거과정 및 정치적 

형태에 대한 실제적 문제를 다룬다.

•308.219 문화행정론(Culture Administration) 

 문화의 논리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화현상의 인식방법, 

문화연구의 필요성 및 문화의 개념, 문화를 보는 태도, 문화

이론의 이해, 지방문화의 현장탐방 및 사례분석, 문화와 소비의 

관계,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지방문화행정의 현황 및 과제를 살핀다. 

•308.302 정부예산론(Financial Administration) 

 정부의 예산제도 및 절차를 탐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예산의 종류와 분류, 예산조직과 법적 기초,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예산이론과 예산제도, 예산과정, 기획과 예산, 예산행태와 

예산전략 및 예산정치, 조세체제와 세무행정, 예산개혁을 살핀다. 

•308.453 인사행정론(public personal administration)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제도를 인사행정과 인력정책을 

중심으로 법적ㆍ제도적 측면과 전략적 관리측면에서 다룬다. 

또한 공무원의 행동규범과 윤리적 문제 등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논제를 이론과 실제를 통해 이해하며, 지방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 

등을 다룬다. 

•308.452 한국행정론(Korean Public Administration)

 정부를 구성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정부의 

구조와 기능, 정책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행정현상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정부에 대한 

시각, 권력구조, 정당, 선거제도, 이익집단, 시민사회,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관료정치 등에 관한 이론을 탐색하고, 현대 

한국정부가 걸어온 발자취의 실재에 대해 사례를 분석한다. 

•308.319 행정관리론(Public Management)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꾀할 수 있는 신관리방식을 탐색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의 변천과정, 행정관리의 내용, 신행정관리의 

조건, 정부재창조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교훈, 전략적 행정관리

방식, TQM행정관리방식, 우리나라의 현황 및 과제를 살핀다.  

•308.461 지방정부론(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의 개념, 구조, 기능 및 역할 등 지방정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관계,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정치⋅행정적 특성에 대해서 다룬다.

•308.321 전자정부론(Electronic Government) 

 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정책 

등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과목은 효율적 정부, 

지식정부, 서비스정부, 깨끗한 정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이상적인 정부형태로서 전자정부의 의미와 내용 및 

과제에 관하여 학습한다. 

•308.216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한 국가 내 정부단위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탐색하기 위하여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논리 및 역사적 전개과정, 정부간 관계의 제 측면, 정부간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70 지방재정론 3-3-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90 4차산업혁명과지식재산 3-3-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87 논문연구Ⅲ-1 1-1-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86 논문연구Ⅲ-2 1-1-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85 논문연구Ⅲ-3 1-1-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89 논문연구Ⅲ-4 1-1-0-0
자치행정학과 4-2 선택 308.491 논문연구Ⅲ-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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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문제, 정부간 갈등 및 협력사례, 정부간 협력모형 및 

실천과제를 살핀다. 

•308.236 주민복지론(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공부조, 사회보험, 

서비스전달체계 등 사회 보장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교육⋅노동⋅
주택⋅생활환경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기능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그에 대한 설계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다룬다. 

•308.462 정책분석평가론(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며 

그 성과 및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과정은 정책분석에 해당되며 본래의 

의도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 살펴보는 

것은 정책평가에 해당된다. 정책분석평가론은 사회문제 및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합리적인지 그리고 정책

집행의 과정 및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여러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308.420 정부와공기업(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공공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과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공공성과 기업성에 입각하여 접근한다.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의 특성, 제도, 운영 및 관리 등을 

다루며, 공기업의 개혁 또는 발전방안에 관하여 배운다. 

•308.494 문화콘텐츠기획제작실습_캡스톤디자인(Cultural Contents 

Planning & Producing_Capstone Design)

 문화이론에 기초로 지역문화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실제 제작하여 문화상품제작을 통해 팀워크 및 지역문화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308.464 지방재정론(Local Finance)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고차원의 방법론인 

지방재정의 개념과 구조, 기능을 이해하고, 재정민주주의와 

자치재정권의 초점에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실습을 병행한다.   

•308.458 행정윤리와 공공감사(Ethic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udit) 

 지역의 자원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및 지역사회의 수요 등을 

통하여 자립적이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조사ㆍ연구한다. 또한 

지방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전략 및 실천과제를 다룬다. 

•308.493 지방정부혁신론_캡스톤디자인(Local Government 

Reform_Capstone Design)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체제의 본질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탐색 및 사례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디자인의 설계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308.465 지방공기업론(Local Public Enterprise)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해야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관리에 대해 학습

한다. 지방자치제도 하에 지방공기업의 법적,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변화 양상에 맞추어 지방공기업을 기획, 관리

하는 실습을 병행한다.

•308.466 행정실천(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 실제 구현되는 행정,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과 행정현장의 

관찰, 실습을 통해 행정의 실천적 측면을 탐구한다.

•308.469 컴퓨터기반행정사무관리(Computer Based Administrative 

Office Management)  

 한글프로그램,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습득하여 행정사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308.482 행정데이터분석(Data Analysis in Public Administration)

 기초적인 통계원리를 바탕으로 교차분석, 상관분석, 차이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에 대해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분석 방법을 익히고 행정현상에 대한 해석과 설명 능력을 배양한다. 

•308.483 환경행정론(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성장과 개발에 따른 제반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환경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 및 정부기능, 그리고 시민과 

사회적 역할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치 및 정책수단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308.492 공무원행정법 1(Administrative Law for Preparing 

Public Officials 1)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함으로써 공직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08.471 공무원행정법 2(Administrative Law for Preparing 

Public Officials 2)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함으로써 공직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08.472 지역사회와 시민참여(Reg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지역사회를 대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천적 교과목으로서 

지역사회의 인문적 속성, 정치성향, 산업구조 및 문화, 예술

분야와 인물 및 시민참여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거시적 

통합적 차원에서 지역정보 자료화에 목적을 둔다. 강의는 총괄

담당 교수가 전체 프레임을 만들고 분야별로는 지역전문가의 

의뢰 및 학생들의 현장탐방으로 이루어진다.

•308.480 공무원행정학연습(Practice in Public Administration 

for Preparing Public Officials)

 행정학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지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공직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08.473-477, 481, 484-489, 491 논문연구(Graduate 

Thesis Research)

 졸업논문 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308.490 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ntellectual Property)

 AI, IoT, Big Data 등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인간과 사물

간의 초연결·초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범용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유, 디지털, 플랫폼, 긱(Gig) 등의 사회경제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소트프웨어와 함께 문화와 지식자원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 과목은 스마트사회의 중요자원이면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8.470 지방재정론(Local Government Finance)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며,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및 

활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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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Mathematic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11)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복수전공 : 54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수학과 1-1,2 기초 501.008 *미분적분학l 3-3-0-0

수학과 1-2 기초 501.009 *미분적분학II 3-3-0-0
수학과 1-1 기초 501.434　 선형대수학Ⅰ 3-3-0-0

수학과 1-2 선택 501.435 선형대수학Ⅱ 3-3-0-0
수학과 1-2 선택 501.104 이산수학 3-3-0-0

수학과 2-1 필수 501.211 수치해석학및실습 I 3-2-2-0
수학과 2-1 필수 501.222 해석개론및연습 I 3-2-2-0

수학과 2-1 선택 501.215 벡터해석학 3-3-0-0
수학과 2-1 선택 501.223 응용집합론 3-3-0-0

수학과 2-2 선택 501.224 해석개론및연습 II 3-2-2-0
수학과 2-2 선택 501.214 수치해석학및실습 II 3-2-2-0

수학과 2-2 선택 501.218 미분방정식개론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003 통계학개론 3-3-0-0

수학과 3-1 필수 501.305 미분기하학 I 3-3-0-0
수학과 3-1 필수 501.315 현대대수학및연습 I 3-2-2-0

수학과 3-1 필수 501.317 위상수학및연습 I 3-2-2-0
수학과 3-1 선택 501.307 복소해석학 I 3-3-0-0

수학과 3-1 선택 501.318 고급해석학 3-3-0-0
수학과 3-2 선택 501.306 미분기하학II 3-3-0-0

수학과 3-2 선택 501.308 복소해석학II 3-3-0-0
수학과 3-2 선택 501.319 현대대수학및연습II 3-3-0-0

수학과 3-2 선택 501.320 위상수학및연습II 3-3-0-0
수학과 4-1 선택 501.225 응용정수론 3-3-0-0

수학과 4-1 선택 501.311 편미분방정식 3-3-0-0
수학과 4-1 선택 501.417 응용대수학 3-3-0-0

수학과 4-1 선택 501.424 실함수론 3-3-0-0
수학과 4-1 선택 501.425 수학특강 I 3-3-0-0

수학과 4-1 선택 501.432 금융수학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18 고급이산수학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26 현대기하학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27 수학사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28 수치해석특강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29 수학특강II 3-3-0-0

수학과 4-2 선택 501.433 응용수학 3-3-0-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74 학사운영과

| 교과목 해설 |

•501.010 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대학 수학(미분적분학 Ⅰ,Ⅱ)의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함수의 

개념과 그래프, 벡터와 행렬, 확률과 통계에 관하여 습득한다.

•501.008, 501.009 미분적분학I,II(Calculus I,II )

 자연계 및 공학계의 기초과목으로서 함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분,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양

한다.

•501.434 선형대수학Ⅰ(Linear Algebra I)

 백터공간, 행렬 및 행렬식, 선형변환, 선형방정식 등을 강의한다.

•501.435 선형대수학Ⅱ(Linear Algebra II)

 행렬과 선형연산자, 행렬식, 고유값과 고유벡터, 정규형, 선형범

함수(linear functional)와 쌍대공간, 쌍선형사상, 이차 및 허미션 

형식, 내적공간 등을 강의한다.

•501.104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속되지 않는 

공간을 다룬다. 유한수학이라고도 하며, 전산학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전산수학이라고 한다. 이산수학에서는 실수 같이 

연속적인 성질을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정수, 그래프, 논리 

연산 같이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연구한다. 이산

적인 대상은 정수로 개수가 열거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적으로, 

이산수학은 가산집합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부류로 특정 지을 수 있다.

•501.211, 501.214 수치해석학 및 실습 Ⅰ, Ⅱ(Numerical 

Analysis and Laboratory Ⅰ, Ⅱ) 

 Fortran과 C를 중심으로한 수학적 문제의 수리적 분석과 

알고리즘의 설정 및 실습을 통해 비선형방정식의 근, 다항식의 

분해, 미분, 적분, 연립방정식의 분해, 함수의 근사계산 등을 

강의한다.

•501.222, 501.224 해석개론 및 연습 Ⅰ, Ⅱ(Introduction to 

Analysis and PracriceⅠ, Ⅱ)

 극한개념, 함수의 연속성, 함수의 미분, Riemann 적분 등을 

강의한다.

•501.215 벡터해석학(Vector Analysis)

 벡터장의 개념을 소개하고 벡터장의 미분법, 적분법, Stoke 정리, 

유체역학에의 응용 등 벡터장을 매체로 한 역학계의 수학적 

표현과 방법을 다룬다.

•501.225 응용정수론(Applied Number Theory)

 수의 체계, 합동식, 오일러의 정리, Legendre의 기호, 연분수, 

대수적 정수 등을 강의한다.

•501.223 응용집합론(Applied Set Theory) 

 공리, 관계와 함수, 집합의 연산, 가산집합, 기수, 선택공리, 

순서집합, 정열집합, 서수 등을 강의한다.

•501.218 미분방정식 개론(Introduction to Differential Equations)

 제1계 및 제2계 미분방정식의 해법과 응용, 해의 존재정리, 

근사해법, 연립미분방정식, 고계 미분방정식 등을 강의한다.

•502.003 통계학 개론(Elementary Statistics )

 기술통계, 확률변수, 재확률분포, 추정과 검정, 분사분석, 상관과 

회귀분석, 표본설계 등 실무적인 통계자료처리와 이론을 다룬다.

•501.305, 501.306 미분기하학 Ⅰ, Ⅱ(Differential Geometry 

Ⅰ, Ⅱ)

 곡률, 역률, 자연방정식 등 곡선론과 정칙곡면, 제1, 제2 기본

형식 등의 곡면론을 강의한다.

•501.315, 501.319 현대 대수학 및 연습Ⅰ, Ⅱ(Modern 

Algebra and PracticeⅠ, Ⅱ)

 군, 환, 체, 동형정리, 상군, 이데알, 극대이데알, 소이데알, 

확대체, 갈로아군, 아벨군 등을 강의한다.

•501.317, 501.320 위상수학 및 연습 Ⅰ, Ⅱ(Topology and 

PracriceⅠ, Ⅱ)

 위상공간, 연속성, 연결성, 긴밀성, 분리공리, 가산공리, 거리공간, 

분리공간 등을 강의한다.

•501.307, 501.308 복소해석학 Ⅰ, Ⅱ(Complex Analysis 

Ⅰ, Ⅱ)

 실수계와 복소수계, 초등함수, 정칙함수, 복소수함수, 선적분, 

코시의 적분정리, 멱급수, 유수정리, 등각사상 등을 강의한다.

•501.318 고급해석학(Advanced Analysis )

 행렬의 다양한 분해 방법을 지도하고 이를 실현할 알고리즘의 

설정 방법을 모색하며, 나아가 최소자승법, 근사법, 최적화 기법, 

특성치 계산 문제 등과 연계한 실제적인 문제에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501.311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Laplace방정식, 열 및 파동 방정식등을 중심으로 1,2계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하고 Fourier변환, 경계치문제, 초기치문제 

및 해의 존재와 유일성 등을 강의한다. 

•501.417 응용대수학(Applied Algebra)

 조합론, 그래프이론 등 현재 많이 응용되는 대수학분야 가운데 

선택하여 강의한다.

•5501.424 실함수론(Theory of Real Functions) 

 거리공간론, 함수열의 수렴성과 성질, Riemann- Stieltjes 적분, 

다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성질, 측도공간, Lebesgue적분 

등을 강의한다. 

•501.425 수학특강 I(Topics in Mathematics I)

 선형대수, 현대대수, 거리공간론, 일반위상수학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501.432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Futures and 

Option)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시장과 관련된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금융수학이다. 현대의 금융시장에서 수학적 방법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을 알아본다.

•501.418 고급이산수학(Advanced Discrete Mathematics)

 암호론, 부호론 등 컴퓨터과학과 정보통신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수학분야 가운데 선택하여 강의한다.

•501.426 현대기하학(Modern Geometry)

 기하학의 현대적기법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501.427 수학사(History of Mathematics)

 Pythagoras와 Euclid 이후 수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학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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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의 수학의 흐름을 파악한다.

•501.428 수치해석특강(Topics in Numerical Analysis)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주요 계산 틀인 미분방정식의 표준해법과 

이론을 배우고 경계치 문제, 역문제나 케이오스, fractal 등 실제 

응용 실례와 과정을 mathematica나 maple 등을 가지고 실험

하는 기법을 익힌다. 

•501.429 수학특강 II(Topics in Mathematics II)

 벡터해석학, 해석개론, 미분기하, 복소함수론에서 나오는 응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501.433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시장과 관련된 수학을 연구하는 것이 

금융수학이다. 현대의 금융시장에서 수학적 방법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금융시장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수학적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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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학과 (Information Statistic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11)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수학과 1-1 기초 501.101 일반수학Ⅰ 3-3-0-0
정보통계학과 1-1 기초 502.101 통계학개론Ⅰ 3-3-0-0

정보통계학과 1-2 기초 502.102 통계학개론Ⅱ 3-3-0-0
수학과 1-2 선택 501.102 일반수학Ⅱ 3-3-0-0

정보통계학과 2-1 필수 502.201 확률론Ⅰ 3-3-0-0
정보통계학과 2-1 필수 502.202 분포론 3-3-0-0

정보통계학과 2-1 선택 501.003 선형대수학 3-3-0-0
정보통계학과 2-1 선택 502.209 통계수학 3-3-0-0

정보통계학과 2-1 선택 502.455 통계분석 3-3-0-0
정보통계학과 2-1 선택 502.456 탐색적자료분석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305 수리통계학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204 행렬대수학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210 확률론Ⅱ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220 설문지작성및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216 보험통계 3-3-0-0
정보통계학과 2-2 선택 502.315 통계계산및실습Ⅰ 3-2-2-0

정보통계학과 3-1 필수 502.457 회귀분석Ⅰ 3-3-0-0
정보통계학과 3-1 선택 502.301 표본조사론 3-3-0-0

정보통계학과 3-1 선택 502.308 비모수통계학개론 3-3-0-0
정보통계학과 3-1 선택 502.316 통계계산및실습Ⅱ 3-2-2-0

정보통계학과 3-1 선택 502.317 범주형자료분석및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3-1 선택 502.414 응용통계및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3-2 필수 502.314 실험계획법및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3-2 필수 502.323 빅데이터 통계조사 및 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3-2 필수 502.306 회귀분석Ⅱ 3-3-0-0
정보통계학과 3-2 선택 502.458 다변량자료분석 3-3-0-0

정보통계학과 3-2 선택 502.320 통계적품질관리및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3-2 선택 502.459 신뢰수명검정론 3-3-0-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60 시계열·수요예측방법 3-3-0-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01 통계학세미나Ⅰ 3-3-0-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05 통계상담 및 사례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53 생존분석입문 3-3-0-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09 통계학특강Ⅰ 3-3-0-0
정보통계학과 4-1 선택 502.417 확률과정론 3-3-0-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404 통계학세미나Ⅱ_캡스톤디자인 3-3-0-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454 데이터시각화 및 실습 3-2-2-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312 베이지안통계학 3-3-0-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410 통계학특강Ⅱ 3-3-0-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418 정보통계 3-3-0-0
정보통계학과 4-2 선택 502.450 통계영어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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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1.010 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대학 수학(미적분학Ⅰ,Ⅱ)수강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함수의 개념과 

그래프, 백터와 행렬, 확률과 통계에 관하여 습득한다.

•501.101, 501.102 일반수학Ⅰ,Ⅱ(General Mathematics Ⅰ,Ⅱ)

 통계학을 위한 기초 교과목으로서 수학 이론 중 집합, 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분, 벡터 등을 학습하여 수리적 계산 능력,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02.101, 502.102 통계학개론Ⅰ,Ⅱ(Elementary Statistics Ⅰ,Ⅱ)

 통계학의 입문으로서 기술통계, 확률, 여러 확률분포, 추정과 

검정, 표본 추출법, 상관과 회귀모형의 분석, 분산분석, 적합도 

검정 및 범주형 자료의 처리방법, 비모수적 방법 등의 기본 

개념과 실제의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502.201 확률론 I(Probability Theory I)

 확률의 정의와 성질,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확률변수와 확률함수, 

분포함수, 이산확률함수들과 연속확률함수들 그리고 난수 생성 

등을 다룬다.

•502.202 분포론(Distribution Theory)

 이론통계학의 기초로서 확률, 확률분포, 확률분포 모형, 표본분포 

등을 다루며, 통계학의 수리적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501.003 선형대수학(Linear Algebra) 

 벡터공간, 행렬 및 행렬식, 선형변환, 선형방정식 등을 강의한다.

•502.209 통계수학(Mathematics for Statistics)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수학적 방법들을 강의한다.

•502.456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자료분석(EDA)란 데이터의 특징과 내재하는 구조를 탐색

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들을 총칭한다. EDA의 목적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며, 데이터의 여러 면모를 파악하여 자료의 

초기진단을 하려는 것이다. EDA에서는 저항성 있는 통계치계산, 

잔차의 조사방법, 자료변수의 재표현방법, 자료의 그래프 표현

방법 등을 다룬다.

•502.455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여러 종류의 통계패키지(SAS, SPSS, STATA 등) 효율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한다.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다룬다. 통계적인 그래픽스와 

분석기법들의 적용과 결과 해석 등을 연습한다. 

•502.204 행렬대수학(Matrix Algebra) 

 통계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행렬의 연산, 선형독립과 종속, 역행렬, 

행렬의 분해, 일반화역행렬,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차형식 등의 

이론과 성질을 다룬다.

•502.210 확률론 II(Probability Theory II)

 확률변수의 기대값과 분산, 적률, 적률생성함수, 대수법치, 중심

극한정리, 마르코프 연쇄와 응용을 다룬다.

•502.216 보험통계(Insurance Statistics)

 여러 조건 하에서의 이자, 연금 계산, 보험과 관련된 생존분포, 

생명표 또 이와 관련된 수리적 모형과 그 이론에 대해 배운다. 

•502.220 설문지작성 및 실습(Questionnaire Complete And 

Practice)

 여론조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에 포함되는 조사목적의 설정, 

조사와 응답자 추출방법의 설계,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문서와 인터뷰의 개발, 조사의 관리, 결과분석의 보고서 작성 

등을 다룬다.

•502.305 수리통계학(Mathematical Statistics) 

 이론통계학의 기초로서 점추정, 구간추정, 통계적 가설검정 등을 

다루며, 통계학의 수리적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502.315, 502.316 통계계산 및 실습 I,II(Statistical Computing 

and Practice I,II)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과 알고리즘을 다루며, 그 방법과 개발에 대하여 

다룬다.

•502.457, 502.306 회귀분석 I,II(Regression Analysis I,II) 

 최소제곱추정법, 단순 및 중선형 회귀모형에서의 추정과 검정, 

모형의 적합도분석, 다항회귀모형, 변수선택법, 분산분석과 회귀

진단에 관하여 다룬다.

•502.301 표본조사론(Sampling Theory) 

 표본추출 방법, 모수추론 및 표본을 이용한 조사의 이론과 

개념을 다룬다.

•502.458 다변량 자료분석(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다변량 자료분석이란 확률적인 반응을 가지는 변수가 2개 이상

이며, 서로 상관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변량자료의 분석에서는 자료의 구조적 단순화, 관찰개체의 분류, 

변수의 군집화, 내부적 의존성 조사, 외부적 의존성 조사, 관찰

개체의 형상화를 통한 내적 구조조사 등의 방법을 다룬다. 

•502.317 범주형자료분석 및 실습(Categorical Data Analysis 

and Practice) 

 범주형자료의 개념, 카이제곱검정, 결합도 분석, 대응분석, 

로지스틱회귀모형, 로그선모형을 다룬다.

•502.414 응용통계 및 실습(Applied Statistics and Practice)

 통계학을 응용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으로 타 분야와 통계적으로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통계를 널리 응용하도록 한다.

•502.314 실험계획법 및 실습(Experimental Design and 

Practice) 

 완전랜덤화설계, 랜덤화블록설계, 라틴정방설계, 요인설계, 등 

여러 가지 실험설계방법과 분석방법을 다루고,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습하며, 현장견학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응용사례를 

체험한다.

•502.308 비모수통계학개론(Introduction to Nonparametric 

Statistics)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부호, 

순위를 이용한 통계량의 추정과 검정을 다룬다.

•502.320 통계적품질관리 및 실습(Statistical Quality Control 

and Practice) 

 통계적 기법을 품질관리의 분석과 개선에 적용시켜 품질의 

형태, 관리도법, 공정관리, 샘플링검사 등을 익혀 품질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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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59 신뢰수명검정론(Reliability Theory) 

 제품의 신뢰도, 고장률, 여러 가지 수명분포, 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다룬다.

•502.323 빅데이터통계조사 및 실습(Big Data Statistical 

Survey and Practice) 

 마케팅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표본추출법(단수추출, 층화추출, 

집락추출, 다단추출, 층화 다단추출, 반복추출 등), 측정, 척도의 

구성, 설문지 설계, 자료의 수집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다루며, 특히 사회조사분석사 능력을 배양한다.

•502.401 통계학세미나 I(Seminar in Statistics I)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용, Robust 추론을 중심으로 한 자료분석 

문제, 분류형 자료의 처리와 응용, 단순선형 회귀모형의 분석, 

일원 및 이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법 등을 다룬다.

•502.452 통계상담 및 사례분석(Statistical Consulting & 

Real Data Analysis)

 통계 상담인으로서의 자세를 공부하고, 통계 상담 의뢰가 들어온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자료들의 분석을 실습한다. 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실제 자료들을 찾아 분석하여 자료에 담긴 정보를 

이끌어 내는 훈련을 통해 실제 자료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502.409, 502.410 통계학특강 I,II(Topics in Statistics I,II) 

 최근에 유행되고 있는 통계학의 경향 및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다룬다.

•502.417 확률과정론(Stochastic Process) 

 확률과정의 예를 설정, 소개하며 확률과정의 기본이론으로서 

Random Walk, Poisson 과정, Markov Chains, 등 이산

과정과 출생-사망 과정, 확산과정 등의 연속과정을 다룬다. 

•502.453 생존분석 입문(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생존분석은 의학, 생물학에서 얻어지는 수명 자료의 분석 방법

들을 다룬다. 생존분석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분석의 기초와 기본지식을 가르친다. 패키지를 이용해 수명 관련 

데이터 분석을 실습하고,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502.460 시계열·수요예측방법(Time Series·Demand Forecasting 

Methods)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여 제품의 공급과 수요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미래의 일정기간동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 

또는 매출액 규모를 추측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다룬다. 

•502.312 베이지안 통계학(Baysian Statistics) 

 사전분포, 사후분포, 베이지안 추론, 베이지안 의사결정, 베이즈

규칙의 허용성 등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502.404 통계학세미나 II_캡스톤디자인(Seminar in Statistics II_ 

캡스톤디자인)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용, Robust 추론을 중심으로 한 자료분석 

문제, 분류형 자료의 처리와 응용, 단순선형 회귀모형의 분석, 

일원 및 이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법 등을 다룬다.

•502.454 데이터시각화 및 실습(Data Visualization and Practice)

 표, 그래프 등을 이용해 자료를 시각화하여 자료분석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분석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을 다룬다.

•502.418 정보통계(Statistics and Information)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숨겨진 지식, 예상치 않았던 패턴 

및 새로운 규칙 등을 발견하여 지식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502.450 통계영어(Statistical English) 

 국제화된 시대에 맞추어 전공영어용어 및 관련 영어를 습득

함으로써 통계적 사고의 폭을 넓힌다.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79 학사운영과

물리학과 (Physic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21학점 복수전공 : 45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 기초 501.004 일반수학 3-3-0-0

물리학과 1-1 기초 504.012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 3-2-2-0
화학신소재 1-1 선택 559.001 일반화학 및 실험Ⅰ 3-2-2-0

물리학과 1-2 기초 504.013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Ⅱ 3-2-2-0
화학신소재 1-2 선택 559.003 일반화학 및 실험Ⅱ 3-2-2-0

물리학과 2-1 필수 504.201 *☆일반역학Ⅰ 3-3-0-0
물리학과 2-1 필수 504.203 ☆전자기학Ⅰ 3-3-0-0

물리학과 2-1 필수 504.212 *기초물리학 실험 2-1-2-0
물리학과 2-1 선택 504.207 수리물리Ⅰ 3-3-0-0

물리학과 2-1 선택 504.209 ☆현대물리Ⅰ 3-3-0-0
물리학과 2-1 선택 504.213 물리학과 IT 3-3-0-0

물리학과 2-2 선택 504.202 일반역학Ⅱ 3-3-0-0
물리학과 2-2 선택 504.204 전자기학Ⅱ 3-3-0-0

물리학과 2-2 선택 504.208 수리물리Ⅱ 3-3-0-0
물리학과 2-2 선택 504.210 현대물리Ⅱ 3-3-0-0

물리학과 2-2 선택 504.214 물리와 미래기술 Ⅰ 2-1-2-0
물리학과 2-2 선택 504.215 물리학과 생명과학 3-3-0-0

물리학과 3-1 필수 504.301 *☆양자물리Ⅰ 3-3-0-0
물리학과 3-1 필수 504.318 *전자기학실험 2-1-2-0

물리학과 3-1 선택 504.303 ☆열물리Ⅰ 3-3-0-0
물리학과 3-1 선택 504.307 ☆광학Ⅰ 3-3-0-0

물리학과 3-1 선택 504.311 전자물리Ⅰ 3-3-0-0
물리학과 3-1 선택 504.313 ☆전산물리Ⅰ 3-3-0-0

물리학과 3-1 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04 전자물리Ⅱ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19 물리와 미래기술 Ⅱ 2-1-2-0
물리학과 3-2 선택 504.306 광학Ⅱ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08 양자물리Ⅱ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10 열물리Ⅱ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15 전산물리Ⅱ 3-3-0-0
물리학과 3-2 선택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0

물리학과 4-1 필수 504.401 현대물리학실험 2-1-2-0
물리학과 4-1 선택 504.405 원자물리 3-3-0-0

물리학과 4-1 선택 504.407 고체물리 3-3-0-0
물리학과 4-1 선택 504.410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물리학과 4-1 선택 504.450 고에너지물리학 3-3-0-0
물리학과 4-2 선택 504.453 물리와 미래기술 Ⅲ 2-1-2-0

물리학과 4-2 선택 504.406 ☆통계물리 3-3-0-0
물리학과 4-2 선택 504.408 천체물리 3-3-0-0

물리학과 4-2 선택 504.411 아원자물리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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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4.012, 504.013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Ⅱ(General 

Physics and Lab Ⅰ,Ⅱ)

 소립자를 포함하는 미시세계로부터 우주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을 

다루는 물리학의 기초적인 여러 분야를 강의하며, 이러한 물리학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을 다룬다.

•559.001, 559.003 일반화학및실험Ⅰ, Ⅱ(General Chemistry 

and Lab Ⅰ,Ⅱ)

 자연과학 및 화학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적 기본지식을 이용하여 화학과 관련된 

응용분야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501.004 일반수학(Mathematics)

 자연계 이공학계를 위한 기초 교과목으로서 수학적인 기본 

개변의 습득, 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분 벡터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전공과정을 위한 수리적 계산 능력,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504.201, 504.202 일반역학 Ⅰ, Ⅱ(Mechanics Ⅰ, Ⅱ)

 운동학, 질점의 운동, 중심력장의 문제, 운동좌표에 의한 운동

효과 등 고전 뉴톤역학을 다루고, 질점계, 강체의 역학, 

라그랑쥬역학 등의 이론을 다룬다. 

•504.203, 504.204 전자기학 Ⅰ, Ⅱ(Electromagnetism Ⅰ, Ⅱ)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전하의 운동이 만드는 자기장 및 분극

현상 등을 다루어 물질의 전자기적 성질을 이해시키고, 진공 

또는 물질 중에서 전하가 운동하고 있을 때 공기 중에 나타나는 

전자기적 효과를 취급한다. 

•504.212 기초물리학실험(Fundamental Physics Lab)

 일반물리실험에 포함되지 않은 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적 

실험을 보충하고, 그것을 확장한다.

•504.207, 504.208 수리물리 Ⅰ, Ⅱ(Mathematical Physics Ⅰ, Ⅱ)

 물리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며, 고급물리학 과정을 이수하는 데 요구되는 수학내용을 

다룬다.

•504.209, 504.210 현대물리 Ⅰ, Ⅱ(Modern Physics Ⅰ, Ⅱ)

 고전물리학에 상대론과 양자론을 도입하여 물질과 파동의 이중성, 

원자 및 분자 구조 등 현대물리학의 기초개념을 다루고, 통계

역학을 간단히 논한 후 고체의 결합구조 및 에너지 밴드이론과 

원자핵의 핵력, 방사능 소립자에 이르는 현대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개론적으로 강의한다.

•504.213 물리학과 IT(The Physics and Information & 

Technology)

 지식 융합적인 세계로 가고 있는 21세기는 그 변화의 다양함과 

무궁함이 모두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혁신과 창조를 보여주는 IT산업을 통하여 최첨단 산업

사회에 미치는 물리학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초 학문인 

물리학이 현대문명의 이기인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개발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알아본다. 물리학에서의 진보가 

현대 문명사회 특히 IT산업계에 끼친 영향을 통하여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504.214 물리와 미래기술 Ⅰ(Physics and Future Technology Ⅰ)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불리는 3D프린터의 구조 및 작동

원리와 3D모델링을 주로 학습하며, 필요한 기구나 부품들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팅 활용능력을 키움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물리, 과학, 수학, 기술, 예술

분야까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 시킨다.

•504.215 물리학과 생명과학(The Physics and Life Science)

 순수학문인 물리학을 통하여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생명

현상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종합인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생명과학은 물리학과 생물, 화학 등의 자연과학의 기초

학문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하지만 

물리학이 생명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기초

학문으로서의 물리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고자 한다. 

생명현상에는 의학, 심리학, 약학, 농학, 공학 등 수많은 분야의 

협업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물리학의 에너지라는 개념을 

통하여 가장 주요한 생명현상을 통찰할 수 있음을 보고자 한다.

•504.301, 504.308 양자물리 Ⅰ, Ⅱ(Quantum Physics Ⅰ, Ⅱ)

 고전론과 전기양자론,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 파동역학의 

수학적 고찰, 1차원․3차원의 문제해법, 산란과 충돌의 문제, 

표현이론과 변화이론, 대칭성, 각운동량 등을 연구한다.

•504.303, 504.310 열물리 Ⅰ, Ⅱ(Thermal Physics Ⅰ, Ⅱ)

 열역학의 제 법칙들을 이해하며 이로부터 여러 열역학적 양들 

사이의 관계를도출하며, 통물리학의 기본개념을 도입, 열역학량의 

정의, 깁스의 앙상블이론의 도입, 이상기체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504.307, 504.306 광학 Ⅰ, Ⅱ(Optics Ⅰ, Ⅱ)

 파동광학에 기초를 두어 광학의 전도, 중첩, 가간섭성 및 간섭, 

회절 그리고 고체의 광학 등 물리광학에 역점을 두어 강의한다.

•504.311, 504.304 전자물리 Ⅰ, Ⅱ(Electrophysics Ⅰ, Ⅱ)

 전자공학에 관한 기초적 회로이론을 강의한다.

•504.313, 504.315 전산물리 Ⅰ, Ⅱ(Computational Physics Ⅰ, Ⅱ)

 컴퓨터를 조작하여 컴퓨터가 물리적 상황을 수치적으로 잘 

기술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다룬다. 

•504.318 전자기학실험(Electromagnetism Lab)

 전기와 자기 현상을 관찰하는 과목으로,  도체와 유전체에서의 

가우스법칙, 정전기학, 암페어의 법칙, 전기 에너지, 전류 등 

전기 부분과 Biot-Savart 법칙, 물질의 자기적 성질, 전자기 

유도, 자기에너지, 맥스웰방정식, 전자기파의 전파 등 자기학 

부분의 내용을 실험한다.

•504.316 과학교육론(Science education)

 과학과목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중심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을 통하여 과학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여, 

과학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탐구능력을 구축하여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연마시킨다.

•504.319 물리와 미래기술 Ⅱ(Physics and Future Technology Ⅱ)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무인장치로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드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위해 학습과정이다.  

ICT와 물리학을 융합하여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작,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과목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의 구조, 

작동원리, 드론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기슬 습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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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계 설계, 전자 제어설계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학습하여, 

차세대 드론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창업과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한다. 또한 드론 운영을 위한 조종과 기기관리 

및 산업적 운영에 관한 학습을 통해  드론의 산업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개발한다.

•504.317 과학논리교육(Science logic Education) 

 과학교육 주제에 내용과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구성하여 과학 주제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 시킨다

•504.452 현대물리학실험(Modern Physics Lab)

 광자, 원자물리, 고체물리 및 원자핵물리 분야의 실험을 위주로 

하며, 장차 물리학의 기초적 연구 및 응용분야를 위한 실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504.405 원자물리(Atomic Physics)

 원자구조에 관계되는 기본이론 즉 Borwilson 및 Sommerfeld 

이론을 검토하고, Schrodinger의 파동방정식을 통하여 내부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된 법칙을 다룬다. 

•504.407 고체물리(Solid State Physics)

 고체를 이루는 물질의 구조와 구조에 따른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취급한다.

•504.410 물리교재연구및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Methodology of Physics Education)

 물리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첨단교육 

매체를 활용한 수업전략 및 지도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504.450 고에너지물리학(High energy Physics)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기구인 가속기와 검출기의 

작동원리를 익힌다. 

•504.453 물리와 미래기술(Physics and Future Technology Ⅲ)

 미래사회에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 증강현실의 

구현방법을 공부하고 다양한 VR 기기들의 원리를 알아보며 

간단한 컨텐츠 제작도 가능하도록 심화 학습한다.

•504.406 통계물리(Statistical Physics)

 기체의 운동론과 수송현상의 기초이론, Fermi 분포 및 Bose 

분포에 응용(예, 자유에너지, 전기장, 자기장이 있는 계에 관한 

열역학) 등을 연구한다. 

•504.408 천체물리(Astrophysics)

 태양계, 태양계의 기원, 태양계의 에너지원, 항성의 진화, 

중성자성 등을 다룬다. 

•504.411 아원자 물리학(Subatomic Physics)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특성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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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Biolog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4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생물학과 1-1 기초 506.108 일반생물학 3-3-0-0

생물학과 1-1 기초 506.109 생물학 및 실험Ⅰ 3-2-2-0
생물학과 1-2 기초 506.110 생물학 및 실험Ⅱ 3-2-2-0

대기환경과학과 2-1,2 선택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 3-3-0-0
생물학과 2-1 필수 506.229 *☆세포생물학 3-3-0-0

생물학과 2-1 필수 506.230 ☆동물계통분류학 3-3-0-0
생물학과 2-1 선택 506.205 생물통계학 3-3-0-0

생물학과 2-1 선택 506.228 식물형태학 및 실험 3-2-2-0
생물학과 2-2 필수 506.225 ☆생화학 3-3-0-0

생물학과 2-2 필수 506.231 ☆식물계통분류학 3-3-0-0
생물학과 2-2 선택 506.204 ☆동물생리학 3-3-0-0

생물학과 2-2 선택 506.332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 3-2-2-0
생물학과 2-2 선택 506.436 보전생물학및실험 3-2-2-0

생물학과 3-1 필수 506.328 ＊☆유전학 3-3-0-0
생물학과 3-1 필수 506.329 ☆생태학 3-3-0-0

생물학과 3-1 필수 506.330 ☆미생물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2 선택 505.462 환경과학법 3-3-0-0

생물학과 3-1 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0
생물학과 3-1 선택 506.210 하등식물학 3-3-0-0

생물학과 3-1 선택 506.333 생물정보학 3-3-0-0
생물학과 3-1 선택 506.331 ☆식물생리학 및 실험 3-2-2-0

생물학과 3-1,2 선택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 1-1-0-0
생물학과 3-2 선택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0

생물학과 3-2 선택 506.325 ☆동물발생학 및 실험 3-2-2-0
생물학과 3-2 선택 506.335 실용생물학Ⅰ 3-3-0-0

생물학과 3-2 선택 506.731 유전공학및실험 3-2-2-0
생물학과 3-2 선택 506.334 환경생물학 3-3-0-0

생물학과 3-2 선택 506.411 ☆식물발생학 3-3-0-0
생물학과 4-1 선택 506.438 실용생물학Ⅱ 3-3-0-0

생물학과 4-1 선택 506.735 인간생물학 3-3-0-0
생물학과 4-1 선택 506.401 ☆분자생물학 3-3-0-0

생물학과 4-1 선택 506.427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생물학과 4-1 선택 506.736 현대생물학 3-3-0-0

생물학과 4-2 선택 506.316 면역학 3-3-0-0
생물학과 4-2 선택 506.434 유전체학 3-3-0-0

생물학과 4-2 선택 506.318 ＊진화학 3-3-0-0
생물학과 4-2 선택 506.734 생물학연구법_캡스톤디자인 2-2-0-0

생물학과 4-2 선택 506.323 동물행동학 3-3-0-0
생물학과 4-2 선택 506.737 현대생물학기법 3-3-0-0

생물학과 4-1,2 선택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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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5.108 일반생물학(General Biology)

 교양 수준의 생물학 내용이며 생물 전공자에게는 동기부여와 

기초지식을, 비전공자에게는 생물학의 매력을 제공하는 강의이다.

•506.109, 506.110 생물학 및 실험Ⅰ,Ⅱ(Biology and 

Experiments Ⅰ,Ⅱ)

 생명체의 다양성과 일양성에 대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리, 발생, 유전 및 진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논의하고, 제반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적 실험을 통하여 생명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Convergence Science for 

Global Environment)

 지구환경문제의 근본 원인들과 지구환경변화의 구체 메커니즘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융합과학 관점에서 포괄하여 

다룬다. 

•506.229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의 일반적인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현대생물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학의 최근 연구동향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506.230 동물계통분류학(Animal Systematics)

 종의 개념과 동물군 상호간의 계통적인 유연관계를 통하여 

동물계의 전반적인 분류 체계를 이해시키고, 각 동물군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동물의 다양성을 주지시킨다.

•506.205 생물통계학(Statistics for Biology)

 생물학 연구에 필요한 양적인 자료의 처리방법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룬다. 모집단과 표본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표본추출 

원리, 기술통계, 수치자료의 변형, 카이제곱 검정, T-검정, 

회귀분석, 상관분석 및 분산분석(ANOVA)을 다룬다. 

•506.228 식물형태학 및 실험(Plant Morphology and 

Experiments)

 식물의 외부형태 및 해부학적 내부구조와 기능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관찰 한다.

•506.225 생화학(Biochemistry)

 생체고분자 효소, 생체 에너지론, 이화작용과 생합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주지하게 한다. 

•506.231 식물계통분류학(Plant Systematics)

 식물계통분류의 기초적인 원리와 분류체계의 이해를 통하여 

식물계의 진화계통성을 주지하게 한다.

•506.204 동물생리학(Animal Physiology)

 동물 특히 인체를 중심으로 신경계, 호흡, 순환계 등에 대한 

강의를 한다. 또한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자생리학 

분야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506.332 무척추동물학 및 실험(Invertebrate Zoology and 

Experiments) 

 하등동물의 분류, 형태, 생리 및 생태에 대한 강의를 한다.

•506.318 보전생물학 및 실험(Conservation Biology and 

Experiment)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개체군, 종 및 군집수준에서의 

보전전략을 알아본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매개로 한 복원

생태학, 경관생태학 및 보전 생물학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킨다. 실험에서는 육상식물을 중심으로  군집과 생태계의 

조사 방법과 분석법을 익힌다. 

•506.328 유전학(Genetics)

 생물의 유전과 변이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습득시키고 

유전자의 본체와 형질의 발현기작 및 유전자의 변이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506.329 생태학(Ecology)

 개체,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의 계층구조에 따른 동적인 구성 

원리를 다룬다. 또한, 생물과 생물의 상호작용, 환경에 대한 

생물의 반응과 반작용에 기초한 생물의 분포 원리와 물질순환과 

에너지흐름에 기초한 생태계의 기능(서비스)을 다룬다.

•506.330 미생물학(Microbiology)

 미생물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 및 연구방법에 관해 토의하고 

미생물의 고유생리, 유전 및 생태학적면과 응용성에 대해 강의한다. 

•504.316 과학교육론(Science Education)

 과학과목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중심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을 통하여 과학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여, 

과학분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탐구능력을 구축하여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연마시킨다.

•506.210 하등식물학(Phycology)

 무관속 식물군인 조류(Algae) 및 선태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 생태, 생식 및 형태학적 특징, 기관의 분화계통성에 

대하여 강론한다. 

•506.333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생물정보학은 생물학과 전산학, 통계학 등이 결합된 융합학문으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생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506.331 식물생리학 및 실험(Plant Physiology and Experiment)

 식물의 생리현상 즉 광합성, 영양 및 수분의 흡수, 생장, 분화, 

기타 식물의 기능의 조절 및 반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504.317 과학논리교육(Science Logic Education)

 과학교육 주제에 내용과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구성하여 과학 주제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506.325 동물발생학 및 실험(Animal Developmental Biology 

and Experiments)

 동물의 발생과정에 대한 이해와 분화의 과정, 수정과정 등을 

유전물질의 발현과정에서 형태의 형성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506.731 유전공학 및 실험(Genetic Engineering and 

Experiment)     

 생명현상의 기본적인 청사진인 유전자를 다루는 유전공학의 원리, 

방법, 응용 분야들에 대해 강의하고, 유전자 추출, 유전자클로닝 

및 다양한 PCR기법 등의 실습을 통해 관련분야에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506.335, 506.438 실용생물학Ⅰ,Ⅱ(Practical BIologyⅠ,Ⅱ)

 일상 생활속에 활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기술이나 원리, 자료들을 

소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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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직접 또는 간접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506.334 환경생물학(Environmental Biology)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환경과 생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알아본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가 생물과 인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506.411 식물발생학(Plant Developmental Biology)

 식물의 종자발생, 발아 및 성장 등 개체발생과정을 검토하고, 

조직배양시 형태형성 과정을 생리, 생화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게 

한다. 

•506.401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DNA의 구조, 복제 및 형질발현과정과 조절 메카니즘을 진핵

생물과 원핵생물에서 비교, 강의하고 유전자조작원리를 습득한다. 

•506.427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Methodology of Biology Education)

 생물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및 이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며, 수업전략 및 

지도안을 작성하여 교육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506.316 면역학(Immunology)

 생명체의 외부물질에 대한 방어방법과 그 기작에 대하여 강의

하고, 오늘날의 인류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 

방법을 예측해 본다. 

•506.434 유전체학(Genomics)

 기능성 유전체의 구조와 복제 기작을 우선 이해시킨다. 기능성 

유전체로부터의 단백질 합성과정, 그리고 물질대사에의 관여

(대사이상으로 인한 유전질병의 유발 기작들)을 이해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유전질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다.

•506.323 동물행동학(Animal Behavior)

 동물행동의 적응과 진화, 그리고 행동발현의 기작 및 생리에 

관하여 강의한다. 

•506.318 진화학(Evolutionary Biology)

 생물의 유전과 변이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습득시키고 

유전자의 본체와 형질의 발현기작 및 유전자의 변이성에 관한 

일반법칙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506.735 인간생물학(Human Biology)

 인간과 관련된 생물학분야를 총 망라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건강관리, 웰비잉, 질병예방,  질병관리, 생물화학적 

질병 진단법, 유전자검사와 의미 등 현대 생물학이 인류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부분을 토픽 중심으로 소개 토의하는 

과목이다. 

•506.736 현대생물학(Modern Biology)

 현대생물학의 주요 내용을 강의와 토론을 위주로 소개한다. 

해외 주요 논문을 소재로 강의하고 모둠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의 관련 분야를 소개 발표 하도록 한다.

•506.734 생물학연구법_캡스톤디자인(Research Techniques 

in Biology_Capstone Design)

 연구계획 작성, 예산 운용, 기기 운용 및 연구일정 조정 등 

생물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을 함양하게 한다. 

캡스톤과목의 결과물로 졸업논문을 완성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6.737 현대생물학기법(Modern Biology Technics)

 현대 생물학의 다양한 접근법과  응용분야를 소개하고, 분자

생물학의 발전이 인류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소개

한다. 항후 건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505.462 환경과학법(Laws of Environmental Science)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그에 관련된 환경과학에 대한 기본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대기환경 분야의 자격증 4개, 자연환경(생물학) 

분야의 자격증 7개, 수질환경/폐기물처리 분야의 자격증 6개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환경관련 기본 법률 지식들을 포괄하여 다룬다.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Seminar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교내외의 초청 강연자들이 인근 국가들 및 지구 전체 환경변화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환경변화의 지구 전체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Global Environmental Science_Capstone Design)

 지구 환경 변화의 실태의 관측, 측정, 확인과 대응 방안들에 대한 

여러 기본 이론들과 방법들을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

들과 지도교수로 짜여진 팀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문헌조사 및 

정리, 또는 실제 적용 활동에 관련된 실험실에서의 기초 측정 

및 실험, 또는 야외 현장에서의 관측 및 적용, 등의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보고서 또는 논문 형식으로 정리 및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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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과학과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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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대기환경과학과 1-1 기초 551.469 대기환경과학입문 3-0-0-0
대기환경과학과 1-1 선택 551.495 대기과학 FortranⅠ 3-3-0-0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대기환경과학과 1-2 기초 551.484 *☆기상학개론I 3-3-0-0
대기환경과학과 1-2 기초 551.486 수리대기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1-2 선택 551.471 대기과학 Fortran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205 *☆물리기상학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201 기상측기와관측실험 3-2-2-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213 대기오염개론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464 글로벌대기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487 대기과학 Python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 선택 551.485 *☆기상학개론II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2 선택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206 물리기상학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202 대기열역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309 *☆대기환경공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463 에너지와환경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321 기상통계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480 기상학개론Ⅲ 3-3-0-0
대기환경과학과 2-2 선택 551.481 대기과학 Python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301 *기상역학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308 ☆기후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324 대기복사학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488 종관분석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325 ♣지구과학교육론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454 지구환경원격탐사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353 대기환경정보시스템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490 대기경계층기상학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472 대기과학 RⅠ 3-3-0-0
대기환경과학과 3-1 선택 551.492 실용대기과학Ⅰ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2 선택 505.462 환경과학법 3-3-0-0

생물학과 3-1,2 선택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 1-1-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302 기상역학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322 대기복사학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489 종관분석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002 지구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418 구름물리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352 대기오염모델링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479 실용대기과학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478 대기경계층기상학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1.491 중규모기상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3-2 선택 552.482 대기과학 RⅡ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03 ☆위성기상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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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551.469 대기환경과학입문(Introduction to  Atmosphereic 

& Environmental Sciences) 

 대기환경과학은 대기과학과 환경과학이 접목된 것이고 이들 

대기환경과학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학과의 담당교수들이 그들 분야의 학문 핵심을 과거와 현재 및 

미래로 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며 학생

들의 대기환경과학과 전문분야 선택을 위한 교수-학생 간의 집중 

토의 시간이다.

•501.010 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미적분학의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포함한 

기초함수의 이해와 여러 가지 방정식, 이항전개, 수열의 무한, 

그리고 급수리합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551.484, 485, 480 기상학개론Ⅰ,Ⅱ,Ⅲ(Introduction to 

MeteorologyⅠ,Ⅱ,Ⅲ)

 기상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 등을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기의 조성 및 연직구조, 열역학적 과정, 대기 및 태양

복사 과정, 구름/강수의 생성과 발달, 대기환경오염, 다양한 

규모의 대기 운동과 순환, 날씨와 기후 현상 및 그 예측 등이 

포함되고 특히 최근의 국가자격 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

하여 집중 및 요약하여 강의한다.

•551.495, 471 대기과학 FortranⅠ,Ⅱ(FortranⅠ,Ⅱ for 

Atmospheric Science)

 포트란(fortran)은 수치계산에 최적화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대기환경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대기과학 

포트란 I에서는 포트란 언어를 이용하여 대기 환경 관련 자료를 

계산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연마하며, 대기과학 포트란 II

과정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처리하는 고급 응용방법 등을 

터득하게 된다.

•551.486 수리대기과학(Mathematics for Atmospheric 

Sciences)

 대기현상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적 현상의 기술이 

요청되고 여기에는 수학적인 표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환경과학에 응용되는 수학적 내용을 관련시켜 이해하게 한다.

•551.205 물리기상학 I(Physical Meteorology I)

 대기중에서 물의 작용과 전기현상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게 한다. 물의 특수성질인 응결과정과 강수과정, 구름의 

생성과정과 그 구조를 이해하고 대기중에서 전하, 방전현상, 

지구주위의 전기장과 그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게 한다.

•551.487, 481  대기과학 PythonⅠ,Ⅱ(Python I,Ⅱ for 

Atmospheric Science)

 대기과학자로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여 관측 및 모델 자료를 

분석하고 가시화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 운영체제, 특히 

Unix/Linux 운영체제에 대한 학습 및 실습, 그리고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언어 파이톤 (Python)에 대한 학습 및 실습을 한다. 

파이톤의 여러 라이브러리중에 대기과학 자료 분석 및 가시화에 

필수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numpy, matplotlib, pandas, 

scikit-learn 등에 대해 학습 및 실습한다.

•551.201 기상측기와 관측실험 (Meteorological Instrumentation 

and Observation)

 기상측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 측기의 취급 및 장비관계를 

익힌다. 지상에서의 대기 현상을 목측 또는 측기를 사용하여 

관측하며, 이들 자료를 기상 상용표와 기타 계산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들을 수치 또는 부호를 기록하는 지상기상관측법과 

고공기상관측법을 습득하게 된다.

•551.213 대기오염개론(Introduction of Air pollution)

 지구 대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원인과 과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인체영향, 기후변화 등의 

주제를 다루어 대기환경공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강좌로 폭넓은 

지식을 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51.464 글로벌대기과학(New topics in Atmospheric Science)

 세계적 과학 권위지인 Nature와 Science지, 미국 및 유럽에서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61 기후변화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26 ♣지구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83 일기예보및분석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57 ☆해양기상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64 글로벌대기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94 기상학개론연습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73 기상역학Ⅲ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70 지역사회와 기상기후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93 대기환경응용연습_캡스톤디자인 3-3-0-0
대기환경과학과 4-1 선택 551.474 지역날씨 빅데이터 분석Ⅰ_캡스톤디자인_KCC 3-3-0-0

생물학과 4-1,2 선택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 2-2-0-0
대기환경과학과 4-2 선택 551.312 ☆지질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2 선택 551.406 대기화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2 선택 551.476 일기분석 및 예보법 연습 3-3-0-0
대기환경과학과 4-2 선택 551.477 AI와 대기환경과학 3-3-0-0
대기환경과학과 4-2 선택 551.475 지역날씨 빅데이터 분석Ⅱ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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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출간되는 각종 대기과학의 저널지들에 실린 논문들 

중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을 선별하여 읽고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이다. 미국기상학회, Scipy Conference 등 각종 신뢰할 

만한 대기과학 및 관련 국제 학술회의 녹음 및 녹화되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기과학의 최근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영어로 된 각종 대기과학과 관련 정보들을 

접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Convergence Science for Global 

Environment)

 지구환경문제의 근본 원인들과 지구환경변화의 구체 메커니즘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융합과학 관점에서 포괄하여 다룬다. 

•551.206 물리기상학 Ⅱ(Physical Meteorology Ⅱ)

 대기에서의 복사에너지, 광현상, 음향현상 등에 관계되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복사전달의 원리, 태양과 지구복사 

에너지의 전달과정, 지구복사 에너지의 평형과 광현상 등이 

수반되는 열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51.202 대기열역학(Atmospheric Thermodynamics)

 물리학의 열역학에 의한 기본법칙을 대기현상에 적용시켜 이해

하게 한다. 열역학의 기본개념 즉, 상태방정식, 단열, 비단열과정, 

에너지보존법칙 등이 대기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게 

한다.

•551.309 대기환경공학(Atmospheric Environmental Engineering)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생성과 소멸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염물질의 광화학적인 반응과 

대기확산 및 지표면 침착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규명한다.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확산과 소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

•551. 321 기상통계학(Statics for Meteorology) 

 대기자료의 기상학을 위한 객관적 종합분석방법을 취급한다. 

기상자료 사이의 상호관계를 찾아내고 이로부터 유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다룬다. 기상요소의 도수분포, 통계량, 표본

이론, 두 기상요소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 다양한 기상요소 

사이의 상관성 분석, 시계 열적분석, 공간변화 및 통계적 일기

예보와 통계적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기상 대기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551.463 에너지와 환경(Atmospheric Scienc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대기과학의 지식과 정보가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력과 풍력과 

같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대기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아본다. 관련 국제 학술 저널 및 국제 학술회의 최신자료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포함)를 충분히 활용하여 에너지와 

환경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기과학과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551.301 기상역학 I(Dynamic Meteorology I)

 기상현상과 관련된 물리적 이론을 학습한다. 힘과 좌표계, 대기의 

정역학적 구조, 완전미분과 운동방정식 등 관련 분야의 이론을 

이해하게 한다.

•551.324, 551.322 대기복사학 Ⅰ, Ⅱ(Atmospheric Radiation 

Ⅰ, Ⅱ)

 대기중의 분자 성분이나 구름 및 지표면이 복사하는 적외선에 

관한 이론을 다루며 특히 복사전달 이론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신설 종관분석Ⅰ,Ⅱ(Synoptic AnalysisⅠ,Ⅱ)

 주어진 자료 및 실제 관측된 대기자료에 의하여 실무적인 예보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예보에 관한 실습을 실시한다. 

일기예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송사진을 이용하여 

일기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게 한다.

•551.308 기후학(Climatology)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고찰하고 각각의 위도대에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을 이해하게 한다. 즉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중위도지방,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기후 현상에 대하여 연구한다.

•551.454 지구환경원격탐사(Remote Sensing of Earth and 

Environment) 

 최근 지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

되고 있는 원격탐사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넓은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통한 지구환경 

감시 방법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원격탐사 자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지구환경 문제에 활용

할 수 있는 응용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551.353 대기환경정보시스템(Atmospheric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대기환경관측 및 모델링 기법의 발달로 시공간적인 대용량 

자료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 산업사회에서 대기환경 

자료의 통합적인 처리와 분배, 그리고 활용법을 다루고자 

대기환경 자료의 특성, 분석, 가시화에 관한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551.490, 478 대기경계층기상학Ⅰ,Ⅱ(Atmospheric Boundary 

Layer MeteorologyⅠ,Ⅱ)

 대기에서 지표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기경계층에 대하여 알아

본다. 대기경계층의 지구 복사에 의한 지표 냉각과 태양 복사에 

의한 지표 가열에 의해 지구 지표 조건의 시간 및 공간적 변동성에 

의해 변화되는 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통상적으로 

비행기로 해외 장거리 여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대부분을 

이 대기경계층 내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우리가 연관된 대기 

관련 문제들은 대부분 대기경계층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풍력에너지, 대기오염, 농업기상, 항공 기상 등 대부분은 대기

경계층과 연관되어 있다. 본 교과목은 전통적인 대기경계층 

기상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자료를 통해 실습함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도 소개한다.

•551.325 지구과학교육론(Studies in Earth Science Education)

 지구과학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천문학, 대기과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관측, 실험, 

야외관측 등을 통하여 지구과학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며, 지구와 지구환경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와 탐구능력을 구축하여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연마시키는 과목이다.

•551.492, 479 실용대기과학 I, II(Practical Atmospheric 

SciencesⅠ,Ⅱ)

 대기과학의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미래 직업 현장의 실무 

역량으로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의 교과목으로서, 기상역학, 

기상열역학, 구름물리학, 복사물리학, 대기경계층, 중규모기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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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기상학, 수치예보, 대기대순환, 기후학 등 대기과학의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의 많은 실용적 예제를 대수(algebra) 및 통계 

기반으로 해결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응용력, 창의력,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551.472, 482 대기과학 RⅠ,Ⅱ(RⅠ,Ⅱ for Atmospheric 

Science)

 대기환경과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학습하기 위하여, 대기과학 

RⅠ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사용법 및 다양한 함수계산, 데이터 

분석, 그래프나 플롯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배우고, 대기과학 R Ⅱ 

과정에서는 보다 응용적인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에 관한 기법을 배운다.

•505.462 환경과학법(Laws of Environmental Science)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그에 관련된 환경과학에 대한 기본 법률 

지식을 함양하고, 대기환경 분야의 자격증 4개, 자연환경(생물학) 

분야의 자격증 7개, 수질환경/폐기물처리 분야의 자격증 6개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환경관련 기본 법률 지식들을 포괄하여 다룬다.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Seminar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교내외의 초청 강연자들이 인근 국가들 및 지구 전체 환경변화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환경변화의 지구 전체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551.302 기상역학 Ⅱ(Dynamic Meteorology Ⅱ)

 기상역학 I에서 취급하지 않은 대기역학 분야 즉, 운동 방정식의 

성분별 크기의 분석, 연속방정식, 열역학 에너지방정식, 좌표변환, 

대기의 연직운동과 순환에 관계된 이론, 지표면의 마찰과 가열에 

의한 대기운동현상과 대기경계면에 대하여 이해한다.

•551.002 지구과학(Earth science)

 지구 생성과 관련하여 천문학, 지질학, 해양학, 기상학적인 제반 

현상을 공부하게 되며 지구의 역사와 환경변화 및 추이를 연구

하게 된다.

•551.418 구름물리학(Cloud Physics)

 대기환경의 구름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물리적인 방정식을 

익혀 이해하고자 한다.

•551.317 과학논리교육(Science Logic Education)

 과학교육 주제에 내용과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구성하여 고학 주제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 시킨다.

•551.352 대기오염모델링(Air Pollution Modelling)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이동 침적에 관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서, 

실제대기에서 각종오염 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수송되어 

가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 및 그 방법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551.491 중규모기상학(Mesoscale Meteorology) 

 대기에서 일어나는 기상 현상 중, 해륙풍, 산곡풍, 뇌우를 동반한 

폭풍우 및 폭설 등 대부분의 악기상 현상과 연관된 중규모 기상 

현상에 대해 학습한다. 관측과 모델 양측 면에서 이 중규모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대기 역학적 측면도 살펴본다. 중규모 보다 큰 종관 및 행성 

규모의 기상현상과의 연관성과 또한 이보다 작은 미규모 대기

흐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특히, 미규모 대기흐름

이 중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모수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51.461 기후변화과학(Science of Climate Change)

 기후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리 과정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자연적 원인 및 인위적 원인을 탐구하고, 

기후변화의 다양한 관측적 증거들에 대해 학습하고 기초적 기후 

자료 분석 기법을 습득한다. 나아가, 미래 기후변화의 예측을 

위해 기후 모델링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과학적 시사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551.483 일기예보및분석(Weather Forecast and Analysis)

 중위도 일기를 지배하는 종관 규모의 기상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중위도 고.저기압을 지배하는 

역학 및 열역학과 종관 기압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근사방정식들이 

고찰되며 종관 현상의 분석 및 예보 방법 등을 익힌다.  

•551.457 해양기상학(Weather Forecast and Analysis)

 해양에서의 제반 기상현상을 분석하고, 지상에서의 기상현상과의 

차이점을 규명하여 대기와 해양과의 열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이 

해상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해양학과 기상이론을 통하여 

연구한다.

 해양에서의 육상풍과 다른 해상풍 형성과 안개발생 원인을 

규명하게 되며 해류의 이동과 폭풍해일 및 해파의 생성뿐만이 

아니라 발달과정을 연구한다. 이들로 인한 해난 재해방제를 

위하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에 의한 예보기술을 습득한다.

•551.403 위성기상학(Satellite Meteorology)

 기상위성에서 얻어지는 대기자료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해석한다. 위성과 그 궤도, 복사계의 성질, 영상의 

종류, 구름의 영상분석, 영상에서의 일기계의 확인, 고층에서의 

대기현상을 세밀히 연구한다.

•551.426 지구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 Methodology of Earth Science Education)

 지구과학은 기상, 천문, 지질, 해양 및 환경 등 다양한 학문들의 

종합적인 과학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들 내용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지도방법, 교재사용 그리고 실험, 실습 

등을 연구 및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교재 

개발과 이 교재를 이용한 학생들의 지도 방법 등이 집중적으로 

교육될 것이다.

•551.494 기상학개론연습(Practice on Meteorology)

 기상학의 각 분야 (대기의 조성 및 연직구조, 열역학적 과정, 

대기 및 태양복사 과정, 구름/강수의 생성과 발달, 대기환경오염, 

다양한 규모의 대기 운동과 순환, 날씨와 기후 현상 및 그 예측 

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근거하고 국가자격 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한 기존의 출제문제와 예상문제들을 중심으로 

요약 및 집중 강의된다.

•551.473 기상역학Ⅲ(Dynamic MeteorologyⅢ)

 기상역학Ⅰ·Ⅱ의 연장이다.

•551.470 지역사회와 기상기후(Issues of Weather and 

Climate on the Local Community)

 폭염, 혹한, 호우, 강풍 등 재해 기상의 문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 등의 지역적 기상/기후/환경 

이슈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지역연계형 교과목으로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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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통한 학생들의 지역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

•551.474, 475 지역날씨 빅데이터 분석Ⅰ,Ⅱ(Regional 

Weather Big Data Analysis Ⅰ,Ⅱ)

 우리 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지역 내 지상 기상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활용 가능한 각종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과목은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개설된 것이며, 교수의 일방적 강의 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산할 정보를 선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팀을 

이루어 파이톤 코딩을 사용하여 분석 및 가시화하고 이를 해석

하여 유익한 정보를 생산하고, 교수는 코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수업을 통해 캡스톤에 참여 하고 그 외 각종 외부 경

연에도 참가 할 계획이다.

•551.493 대기환경경응용연습_캡스톤디자인(Applied Practice 

of Atmospheric Science_Capstone Design)

 캡스톤 디자인은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기환경과학과 관련된 기술

개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작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 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육함과 캡스톤디자인 결과가 산업분야와 연결되도록 프로젝트 

발굴을 하도록 지원한다.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Global Environmental 

Science)

 지구 환경 변화의 실태의 관측, 측정, 확인과 대응 방안들에 대한 

여러 기본 이론들과 방법들을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지도교수로 짜여진 팀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문헌조사 및 정리, 

또는 실제 적용 활동에 관련된 실험실에서의 기초 측정 및 

실험, 또는 야외 현장에서의 관측 및 적용, 등의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보고서 또는 논문 형식으로 정리 및 발표한다.

•551.312 지질학(Geology)

 고체 지구의 구성물질인 광물과 암석의 기재 및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암석내에 형성된 지질구조의 발달과정과 분류 및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551.406 대기화학(Atmospheric Chemistry)

 대기현상에 나타나는 화학적 분야를 검토하고 그 원인을 화학

이론으로 규명하는 내용을 다룬다.

•551.476 일기분석 및 예보법 연습(Practice on Weather 

Analysis and Forecasting)

 국가자격 시험 및 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하여 일기분석과 예보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기출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요약 및 집중 강의된다.

•551.477 AI와 대기환경과학(AI(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Sciences)

 인공지능(AI) 기술이 대표적인 계산과학 분야인 대기환경과학에 

어떻게 응용되어  어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하고, 

기상/기후/환경 예측 문제에 응용함으로써 이 신기술 분야에 

대한 잠재 창의력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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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신소재학과 (Chemistry and Advanced Material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4학점 전공필수 : 17학점

전공선택 :  17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화학신소재학과 1-1 기초 505.007 일반화학Ⅰ 3-3-0-0

화학신소재학과 1-1 기초 505.009 일반화학실험Ⅰ 1-0-2-0
물리학과 1-1 기초 504.008 일반물리학Ⅰ 2-2-0-0

물리학과 1-1 기초 504.010 일반물리학실험Ⅰ 1-0-2-0
화학신소재학과 1-2 기초 505.102 일반화학ll 3-3-0-0

화학신소재학과 1-2 기초 505.104 일반화학실험ll 1-0-2-0
수학과 1-2 기초 501.004 일반수학 3-3-0-0

물리학과 1-2 선택 504.009 일반물리학ll 2-2-0-0
물리학과 1-2 선택 504.011 일반물리학실험ll 1-0-2-0

화학신소재학과 2-1 필수 505.205 ＊☆분석화학실험 2-0-4-0
화학신소재학과 2-1 필수 505.208 ☆물리화학l 3-3-0-0

화학신소재학과 2-1 필수 505.201 ☆유기화학l 3-3-0-0
대기환경과학과 2-1,2 선택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2-1 선택 505.215 일반화학 및 연습 3-3-0-0
화학신소재학과 2-1 선택 505.461 화학영어 3-3-0-0

화학신소재학과 2-2 필수 505.206 *☆유기화학실험 2-0-4-0
화학신소재학과 2-2 선택 505.211 ☆분석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2-2 선택 505.301 ☆물리화학Ⅱ 3-3-0-0
화학신소재학과 2-2 선택 505.202 유기화학Ⅱ 3-3-0-0

화학신소재학과 2-2 필수 505.303 ☆무기화학l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302 무기화학Ⅱ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필수 505.305 *☆물리화학실험 2-0-4-0
화학신소재학과 3-1,2 선택 505.462 환경과학법 3-3-0-0

생물학과 3-1,2 선택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 1-1-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317 반응속도론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309 생화학Ⅰ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312 기기분석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310 양자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454 진로지도Ⅰ 1-1-0-0
화학신소재학과 3-1 선택 505.404 유기합성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2 필수 505.304 *☆무기화학실험 2-0-4-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316 고분자소재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306 생화학Ⅱ 3-3-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410 유기금속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320 계산화학 개론 및 실습 3-2-2-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455 진로지도Ⅱ 1-1-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311 환경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3-2 선택 505.407 물리유기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2 선택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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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505.007, 505.102 일반화학Ⅰ,Ⅱ(General ChemistryⅠ,Ⅱ)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힌다.

•505.009, 505.104 일반화학실험Ⅰ,Ⅱ(General Chemistry 

LabⅠ,Ⅱ)

 일반화학 이론 학습을 통해 배운 개념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고 기본적인 실험기기 및 기구 조작, 약품의 취급 등 화학

실험에 필요한 기초를 익힌다.

•504.008, 504.009일반물리학Ⅰ,Ⅱ(General PhysicsⅠ,Ⅱ)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현상을 요약하여 강의한다.

•504.010, 504.011 일반물리학실험Ⅰ,Ⅱ(General Physics 

Lap Ⅰ,Ⅱ)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일반물리 내용의 일반적인 실험을 다룬다.

•501.004 일반수학(Mathematics)

 자연계 이공학계를 위한 기초 교과목으로서 수학적인 기본 

개변의 습득, 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분 벡터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전공과정을 위한 수리적 계산 능력,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505.205 분석화학실험(Analytical Chemistry Lab)

 분석화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량분석, 정성분석에 

관한 기본 내용들을 실험한 후, 응용에 관한 실험을 한다.

•505.208, 505.301 물리화학Ⅰ, Ⅱ(Physical ChemistryⅠ, Ⅱ)

 화학의 기초이론, 법칙 및 원리 등 화학의 여러 법칙들에 대한 

기본적 유도와 물리적인 의미 및 응용 등을 배운다. 

•505.201, 505.202 유기화학Ⅰ, Ⅱ(Organic ChemistryⅠ, Ⅱ)

 유기화합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명명법, 성질, 결합구조의 

특성, 작용기의 반응 등을 배우고 유기물질의 합성 및 이용, 

생화학의 기초가 되는 물질의 성질을 요약하고 이해한다.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Convergence Science for Global 

Environment)

 지구환경문제의 근본 원인들과 지구환경변화의 구체 메커니즘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융합과학 관점에서 포괄하여 

다룬다. 

•505.215 일반화학 및 연습(General Chemistry and Practice)

 일반화학의 제 분야들에 대한 기본개념 및 이론을 실제 문제를 

다룸으로서 일반화학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505.461 화학영어(English for Chemistry)

 학생들이 화학분야에 필요한 영어 표현을 익히고 화학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하는 것이다.

•505.206 유기화학실험(Organic Chemistry Lab)

 유기실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기본사항을 익히며, 유기 화학

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다양한 실험기술을 

익힌다.

•505.211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화학평형, 산-염기 이론, 산화-환원, 착이온 형성 반응 등을 

다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간단한 유기물의 검출 및 확인 방법을 

다룬다. 또한 부피분석, 질량분석 및 분광분석의 기초개념을 

익힌다.

•505.303, 505.302 무기화학Ⅰ, Ⅱ(Inorganic ChemistryⅠ, Ⅱ)

 원자구조 및 분자구조에 대한 현대적 이론과 이를 중심으로 

결합이론, 화합물이 대칭성, 산-염기 개념 및 무기화합물의 

특성과 주기적 성질 및 족별 원소와 화합물에 대하여 다룬다.

•505.305 물리화학실험(Physical Chemistry Lab)

 물리화학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한다. 여러 가지 정밀 측정 기기의 조작과 사용법을 다룬다. 

정밀한 정량 실험을 통하여 법칙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05.317 반응속도론(Reaction Kinetics)

 화학반응 속도에 미치는 농도, 압력, 온도 등의 영향을 정량적

으로 다루고 이를 통하여 속도 법칙을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또한 반응 속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반응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05 통계열역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314 입체유기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25 인체생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19 무기소재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57 고급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Ⅰ 1-0-2-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24 ♣화학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59 공업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1 선택 505.421 촉매소재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56 심화일반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06 화학사 및 문헌연구 1-1-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12 용액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11 분자분광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20 천연물신소재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22 생무기소재화학 3-3-0-0
화학신소재학과 4-2 선택 505.450 화학과 지식재산권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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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작(메카니즘)을 규명하며, 화학 반응의 세부 단계를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강의한다. 

•505.309, 505.306 생화학Ⅰ,Ⅱ(BiochemistryⅠ,Ⅱ)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 생체고분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단백질의 작용, 유전정보의 복제 및 발현, 

대사 과정, 질병이나 생리적인 현상의 생화학, 첨단 생물공학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룬다.

•505.312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무기 및 유기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목적으로 UV, IR, 

NMR, 질량분석법, 원자흡수 분광법, 열분석법, 폴라로그래피법, 

전위차 적정 등을 배우며 이에 관한 실험을 다룬다.

•505.310 양자화학(Quantum Chemistry)

 원자의 구조, 전자의 겹침, 화학 결합, 분자의 반응성 등에 대한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들을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화학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력을 기르며 관련되는 기본 계산능력을 

기른다.

•504.316 과학교육론(Science Education)

 과학과목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을 중심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을 통하여 과학 

분야의 주요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여, 

과학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탐구능력을 구축하여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연마시킨다.

•505.454, 505.455 진로지도I,Ⅱ(Career GuidanceⅠ,Ⅱ)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특강, 진로지도 

특강, 현장견학, 심층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다.

•505.462 환경과학법(Laws of Environmental Science)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함양하고, 

대기환경 분야의 자격증 4개, 자연환경(생물학) 분야의 자격증 

7개, 수질환경/폐기물처리 분야의 자격증 6개에 공통으로 포함

되는 환경관련 기본 법률 지식들을 포괄하여 다룬다.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Seminar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교내외의 초청 강연자들이 인근 국가들 및 지구 전체 환경변화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환경변화의 지구 전체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506.431 지역환경변화세미나(Seminar for Local Environmental 

Changes)

 교내 및 교외의 초청 강연자들이 국내 및 인근 지역의 다양한 

환경변화 실제 사례들을 전달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들로 

구성된다. 실제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505.304 무기화학실험(Inorganic Chemistry Lab)

 무기화학에서 다루는 무기물질의 정제, 간단한 무기물질의 합성, 

착물 제조와 이성질체의 확인을 포함한 고체물질의 합성법 및 

특성 등에 관하여 실험한다. 

•506.432 글로벌환경변화세미나(Seminar f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교내외의 초청 강연자들이 인근 국가들 및 지구 전체 환경변화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환경변화의 지구 전체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505.316 고분자소재화학 (Polymeric Materials Chemistry)

 고분자소재 화합물의 특성 및 물리, 화학적 성질과 간단한 

합성과정 및 공업적 응용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생명체에 

응용되는 생무기, 생물질 고분자와 초분자 등 최근의 동향까지 

취급한다.

•505.410 유기금속화학(Organometallic Chemistry)

 유기금속 화합물의 구조, 화학결합, 제법 및 반응메카니즘 등을 

다루고, 이를 토대로 유기금속 화합물의 응용성에대하여 배운다.

•505.320 계산화학개론 및 실습(Introduction of Computional 

Chemistry and Experiments)

 계산화학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자들의 구조와 성질을 

이론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 방법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이들을 익히도록 한다. 양자화학 방법들, 분자

동력학 방법들을 사용하여 분자 구조를 설계하고 설계된 분자의 

화학 설질들을 연구하는 방법의 기초를 다룬다. 주당 2시간 

강의와 2시간 실습으로 구성한다.

•504.317 과학논리교육(Science Logic Education)

 과학교육 주제에 내용과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구성하여 과학 주제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 시킨다.

•505.311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자연환경을 화학적인 견지에서 그 문제점을 해석하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본질과 그 오염대책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이에 대한 기초이론인 에너지 차원, 

대기의 조성, 대기현상 및 반응물리학 등을 배운다.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Interdisciplinary Practice 

in Global Environmental Science_Capstone Design)

 지구 환경 변화의 실태를 관측 및 측정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본 이론들을 학습한 후, 이를 실제 적용하는데 필요한 실험실

에서의 기초 측정 및 실험과 야외 현장에서의 관측 및 적용 

활동을 병행한다.

•505.405 통계열역학(Statistical Thermodynamics)

 물리화학의 기초지식을 이용하여 열역학 법칙들을 통계 열역학

으로 체계화하여 다룬다.

•505.407 물리유기화학(Physical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 반응들의 반응 메커니즘을 다룬다.

•505.314 입체유기화학(Stereochemistry) 

 유기화학물의 이성질 현상 및 광화학적 성질 등을 포함한 입체

화학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505.425 인체생화학(Human Biochemistry)

 약학, 의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인체의 항상성 유지 메커니즘, 면역 시스템의 방어 메커니즘, 

신경전달 메커니즘, 병원체와 감염 메커니즘, 암 발생 메커니즘 

등 인체와 질병에 관련된 생화학 주제들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05.419 무기소재 화학(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무기재료의 합성과 구조 분석 등에 대한 내용과 재료의 광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 자기적 성질 등의 재료특성 강의를 한다. 

•505.457, 505.458 고급화학실험 I, II_캡스톤디자인(Advanced 

Chemistry Lab I, II_Capstone Design) 

 전공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하여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293 학사운영과

유기, 물리, 무기, 분석을 종합하여 실험한다. 학생과 담당 지

도교수가 협의하여 선택하는 특정 연구 과제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505.424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 Methodology of Chemistry Education)

 화학교육에 필요한 기존의 교재 교구 등에 대하여 배우고, 

새로운 교육교재 및 교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505.459 공업화학(Industrial Chemistry)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 원료를 채취, 가공한 후 적절한 화학 

반응을 통하여 신소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 원료로 변환 

시키는 과정을 다룬다. 즉 자연 원료로 부터 최종 화학제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유기-

공업화학과 무기-공업화학의 전 분야에 걸쳐 개론적으로 다룬다.

•505.421 촉매소재화학(Chemistry of Catalytic Materials)

 균일 또는 불-균일 촉매를 이용한 신소재물질의 합성 및 응용성에

대하여 다루고, 새로운 물질촉매의 개발 및 촉매의 성질에 

대하여 공부하고자한다.

•505.456 심화일반화학(Advance General Chemistry)

 심화일반화학은 화학의 주요 전공과목들 각각을 수강한 후, 각 

전공과목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적용하여, 화학의 

여러분야 주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다루면서 일반화학 전분야를 

종합하여 정리하는 교과목이다.

•505.406 화학사 및 문헌연구(History of Chemistry)

 화학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배경으로 한 고전화학 이론 및 

화학자를 소개하고 각종 화학 잡지를 찾는 방법 및 논문작성요령 

등을 익힌다.

•505.412 용액화학(Solution Chemistry)

 용액의 성질, 용액상태에서의 열역학 및 반응속도 등의 원리 

등을 포함한 기본 개념을 다룬다.

•505.411 분자분광학(Molecular Spectroscopy)

 양자화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UV, IR, NMR 분광스펙트럼

에서 관측되는 결과들과 분자의 구조 및 성질을 연관시키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들 및 활용 방법 등을 다룬다.

•505.404 유기합성화학(Synthetic Organic Chemistry) 

 최근에 발달된 유기합성반응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기화합물의 

합성과 그 방법들을 다룬다.

•505.420 천연물신소재화학(Chemistry of Advanced Natural 

Materials)

 신소재로서의 천연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생물, 화학적 성질 

그리고 합성에 관하여 다룬다.

•505.422 생무기소재화학(Bio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착화합물에 대한 구조, 결합, 반응 등에 대한 기본 개념 강의와 

금속 포르피린 화학과 같은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전이금속 

착물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505.450 화학과 지식재산권(Chemistry and Intellectual 

Property)

 학생들에게 화학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허 제도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특허 정보 검색, 특허 출원 실무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505.451 산학연 현장실습(Field Training in Chemical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

 화학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와 연계하여 산업체나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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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Food and Nutri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4학점

전공선택 :  25학점 심화전공 : 24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품영양학과 1-1 필수 565.105 ＊기초영양학 3-3-0-0
식품영양학과 1-1 선택 565.108 식품영양 입문_어드벤처디자인 1-1-0-0

식품영양학과 1-1 선택 565.103 ☆식품학 3-3-0-0
식품영양학과 1-2 기초 565.101 일반화학 3-3-0-0

식품영양학과 1-2 선택 565.202 ☆생애주기영양학 3-3-0-0
식품영양학과 1-2 선택 565.424 식품미생물학 3-3-0-0

식품영양학과 2-1 기초 565.104 유기화학 3-3-0-0
식품영양학과 2-1 필수 565.201 ☆조리과학 3-3-0-0

식품영양학과 2-1 선택 565.102 보건학 3-3-0-0
식품영양학과 2-1 선택 565.205 식생활과 문화 3-3-0-0

식품영양학과 2-1 선택 565.204 ☆식품위생학 3-3-0-0
식품영양학과 2-2 기초 565.203 영양생리학 3-3-0-0

식품영양학과 2-2 필수 565.425 ＊생화학Ⅰ 3-3-0-0
식품영양학과 2-2 필수 565.251 ＊식품화학Ⅰ 3-3-0-0

식품영양학과 2-2 선택 565.434 식품구매 3-3-0-0
식품영양학과 2-2 선택 565.211 임상영양학 3-3-0-0

식품영양학과 2-2 선택 565.209 한국음식연구및실습 3-1-4-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307 ☆단체급식관리 3-3-0-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301 생화학Ⅱ 3-3-0-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302 ☆식사요법및실습 3-2-2-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306 식품화학Ⅱ 3-3-0-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309 ☆영양판정및실습 3-2-2-0

식품영양학과 3-1 선택 565.426 외국음식연구및실습 3-1-4-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304 다량조리및실습 3-3-2-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310 식품분석및실험 3-2-2-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402 식품위생법규 2-2-0-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403 ☆영양교육및상담실습 3-2-2-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212 보건통계학 3-3-0-0

식품영양학과 3-2 선택 565.433 위생곤충학 1-1-0-0
식품영양학과 4-1 필수 565.416 논문연구_캡스톤디자인 1-1-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423 진로설계 및 모의지원 1-1-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431 식품영양세미나Ⅰ 1-1-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305 ☆고급영양학 3-3-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210 급식경영학 3-3-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 3-3-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312 실험조리및식품개발 3-2-2-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404 ♣식품영양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2-0-0
식품영양학과 4-1 선택 565.411 지역사회영양학 3-3-0-0

식품영양학과 4-2 선택 565.429 건강기능성식품학 3-3-0-0
식품영양학과 4-2 필수 565.432 식품영양세미나Ⅱ 1-1-0-0

식품영양학과 4-2 선택 565.412 영양사현장실습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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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65.105 기초영양학(Basic Nutrition)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지식을 배우고 익힌다. 즉, 영양소의 종류와 체내 

기능, 영양소와 관련된 건강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영양학 관련 

교과목 수업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565.108 식품영양입문_어드벤처디자인(Introduction to food 

and nutrition_어드벤처디자인)

 식품영양전공의 분야의 다양성과 식품영양학의 미래에 대하여 

소개 및 토의하고, 이를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565.103 식품학(Introduction to Food Science)

 영양소를 함유한 식품의 이화학적 현상 즉, 식품의 성질과 

이들의 생산, 저장 및 가공을 광범위하게 공부한다.

•565.101 일반화학(General Chemistry)

 일반적으로 중요한 화학적 원리나 사실들의 이해와 함께, 식품학 

전반의 연구에 관련되는 기초적인 화학적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본다. 

•565.202 생애주기 영양학(Nutrition across the Life Span)

 생애주기(임산부, 수유부, 영아, 어린이, 학동기, 청소년, 성인, 

노인, 운동)에 따른 영양소 대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 및 영양문제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 

계획 및 영양상 상담을 위한 지식을 배우고 훈련한다.

•565.424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미생물의 분리배양, 균수 측정, 형태검사, 생화학적 성질검사 

등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565.104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 분자들의 구조와 성질, 유기반응의 Mechanism들 및 

생물체에 대한 간단한 유기 화학적 설명을 하며 반응의 환경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학습한다.

•565.201 조리과학(Science of Cooking)

 식품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 때 각종 조리조작에 의하여 일어

나는 식품의 조직 및 성분들이 물리,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반응 등을 익힘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조리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르게 한다. 

•565.102 보건학(Public Health)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환경, 질병관리, 보건관리 분야 등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565.205 식생활과 문화(Food and Culture)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식생활을 

문화적이고 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바람직한 

식생활의 발전방향을 조망한다.

•565.204 식품위생학(Food Hygiene)

 식품의 저장, 가공, 조리시의 화학적, 미생물학적 변패에 기인

하는 식중독, 기생충 오염, 첨가물에 의한 영향, 환경오염 등 

식품의 보전에 관한 위생 전반을 공부한다.

•565.203 영양생리학(Nutritional Physiology)

 체내 각종 장기의 기능을 생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소화, 신장, 

심장, 혈액, 내분비, 골격 등) 각종 질환의 병리와 임상영양학 

수업의 기초를 마련한다.

•565.425 생화학 I(Biochemistry I)

 생체 내에 있어서 고분자와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 에너지론, 

중간대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그리고 생합성과 이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565.251 식품화학 I (Food Chemistry I)

 식품의 일반성분과 특수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조리와 

가공 중에 일어나는 성분의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상세히 

공부하고 아울러 실험, 실습도 병행한다.

•565.434 식품구매(Food Procurement)

 단체급식관리와 관련되는 식품의 대량구입, 품질평가, 조리기구 

및 기타 물품 등의 합리적인 구매법을 습득하고, 식품의 유통

조직에 대해 공부한다.

•565.211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각종 질환의 병리, 증상, 대사와 함께 영양소 대사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이들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영양

관리 지침을 익히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상담 원리를 연습한다.

•565.209 한국음식연구 및 실습(Study of Korean Cooking and 

Practice)

 한국 전통음식의 문화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을 연구하고, 동시에 

한국음식의 조리법을 익히고 연구하여 전통적인 한국음식을 보다 

더 쉽게 만들어, 실제로 실생활에서 조리가 가능하게 실습

하고자 한다.

•565.307 단체급식관리(Foodservice Management)

 단체급식 관리에 필요한 식단관리, 작업관리, 시설 설비 계획 

등의 지식을 익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익힌다.

•565.301 생화학 Ⅱ(Biochemistry Ⅱ)

 생체 내에 있어서 고분자와 효소반응 특성, 생체에너지론, 중간

대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그리고 생합성과 이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565.302 식사요법 및 실습(Diet Therapy and Practice)

 각종 질환시의 영양관리 원칙을 토대로 식단 작성 지침, 조리시의 

유의사항, 식사변형 등의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각종 변형씩( 지방, 단백질, 섬유소 등)을 조리하고 평가함으로써, 

환자식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훈련한다.

•565.306 식품화학 II(Food Chemistry II)

 식품의 일반성분과 특수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조리와 

가공 중에 일어나는 성분의 변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상세히 

공부한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품영양학과 4-2 선택 565.428 장기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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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09 영양 판정 및 실습(Nutritional Assessment and 

Practice)

 병원, 사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시행하는 영양관리의 첫 단계인 

'영양판정'의 기본적인 방법(신체계측, 식사조사, 임상조사, 

생화학적 조사 등) 의 원리와 구체적인 단계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영양관련 실무자(영양상담, 영양교육, 영양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고 훈련하며 실습을 통해 익힌다.

•565.426 외국음식연구 및 실습(Practice and Research of 

Foreign Food)

 다른 나라들의 식생활을 배우고, 다른 나라들의 조리법을 익혀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식생활에 적용하여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565.304 다량조리 및 실습(Practice of Quantity Production)

 단체급식 관리자의 실무 수행을 위한 실습으로서 조별로 계획한 

식단에 의해 구매, 전처리. 생산, 평가를 한다. 

•565.310 식품분석 및 실험(Food Analysis and Experiment)

 식품의 조리 * 가공조건에 따른 일반성분 및 특수성분의 물리적, 

화학적 병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565.402 식품위생법규(Food Hygiene Law)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규 전반을 이해시킨다.

•565.403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Nutrition Education, Counselling 

and Practice) 

 다양한 영양학관련 지식을 토대로 현장 (학교, 병원, 사업체, 

특수Clinic 등)에서 적용 가능한 영양교육 및 상담의 실질적인 

방법을 배움으로써, 피교육자의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영양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훈련하며 실습을 통해 익힌다.

•565.212 보건통계학(Health Statistics)

 보건 정책의 수립, 보건사업의 기획, 보건 교육 및 보건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정리, 요약에 관한 기술통계와 가설

검정 및 추정에 관한 추론통계를 학습한다. 건강수준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각종 보건지표에 대한 이해와 적용기술을 습득한다.

•565.433 위생곤충학(Medical entomology)

 위생곤충학의 정의와 목표를 배우고, 위생해충들의 특징, 위생

해충과 인간과의 관계, 관련 질병, 살충에 대해 공부한다.

•565.416 논문연구_캡스톤디자인(Thesis Research_Capstone 

Design)

 각 교수들의 지도아래 관심있는 논문 테마를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자신이 혹은 한 팀이 연구한 논문을 학위논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565.423 진로설계 및 모의지원(Career Design and Job 

Pre-Application) 

 식품영양인으로서의 진로를 미리 고민해보고, 이력서작성 및 제출, 

모의면접 등 모의지원 경험을 통해 이를 취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565.431 식품영양세미나Ⅰ(Food Nutrition SeminarⅠ)

 영양사 국가고시 주요 시험과목에 대한 세미나 및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해 국가고시 대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동기를 

부여한다.

•565.305 고급영양학(Advanced Nutritional)

 영양소의 생화학적인 대사 과정을 중심으로 영양소의 상호작용, 

영양소와 관련된 건강문제 등을 학습함과 동시에 최신 영양학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에서 영양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565.210 급식경영학(Food service Organization)

 급식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방법 및 여러 자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강의하고 토의한다.

•565.415 식품가공 및 저장학(Food Preservation)

 식품의 저장 원리와 여러 가지 저장법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현재 각 식품에 이용되고 있는 저장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565.312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Menu Development and 

Practice of Experimental Cookery)

 식품학과 조리과학의 이론을 기초바탕으로 실험조리를 하여 실제 

조리시 일어나는 식품의 이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 사실들을 

조리에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새로운 조리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식품을 개발 

하는데 에도 응용할 수 있게 한다.

•565.404 식품영양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Materials and 

Methods in Teaching of Food and Nutrition)

 식품영양 교육에서의 교과구조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탐구하고 그에 따른 적용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식품영양 

교육현장에서 각 활동영역별 교과지도의 실제적인 지도내용을 

익힐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565.411 지역사회영양학(Community Nutrition)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한 영양정책의 제정 및 실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배우고 훈련한다. 또한 지역, 국가, 국제적 관련 

속에서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영양정책도 아울러 소개한다.

•565.429 건강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

 건강식품의 유효성분과 그 성분의 생리적 효과에 대하여 강의

하며 건강 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수강하도록 한다. 

•565.432 식품영양세미나Ⅱ(Food Nutrition SeminarⅡ)

 영양사 국가고시 주요 시험과목에 대한 세미나 및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통해 국가고시 대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동기를 

부여한다.

•565.412 영양사 현장실습(Dietitian's Practice)

 영양사 실무 경험을 실득하기 위하여 사업체, 병원, 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및 보건소에서 2주 이상의 영양사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실습 후 보고회를 통하여 현장실습 경험을 

공유한다.

•565.428 장기현장실습(Long-term Field Training)

 12주 이상 현장실습을 통해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300 학사운영과

식품가공유통학과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6학점

전공선택 :  33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품가공유통학과 1-1 기초 566.101 일반화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1-1 선택 566.104 식품과학 원서강독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1-2 기초 566.103 ☆유기화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1-2 선택 566.416 식품가공유통 원서강독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208 생물통계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250 ＊식품재료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305 ☆식품위생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312 ＊기능성식품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209 분석화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2-1 선택 566.212 식품마케팅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필수 566.202 ☆*식품화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선택 566.205 외식산업론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필수 566.207 ☆식품미생물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기초 566.201 물리화학 및 연습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선택 566.210 배양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선택 566.211 ＊식품포장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2-2 선택 566.424 식품학개론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1 포장유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2 식품미생물학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3 식품기기분석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4 *식품공정조작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8 ♣식품가공교과교육론 2-2-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50 식품산업현장실습Ⅰ 2-0-4-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13 식품유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309 가공식품개발학_캡스톤디자인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203 생화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3-1 선택 566.425 식품위생법규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421 기초영양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206 전자상거래론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306 식품첨가물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310 발효식품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311 ☆식품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315 ♣식품가공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 선택 566.417 향미공학 및 실습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3-2/4-2 선택 566.351 식품산업현장실습Ⅱ 3-0-6-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314 식품분석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02 식품물성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20 식품품질관리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04 냉장냉동유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08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09 ☆식품저장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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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66.101 일반화학 및 실험(General Chemistry and Lab)

 일반적으로 중요한 화학적 원리나 사실들의 이해와 함께, 식품학 

전반의 연구에 관련되는 기초적인 화학적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 아울러 실험, 실습도 병행한다.

•566.104 식품과학 원서강독(English for Food Science)

 영어강의를 통하여 식품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전공영어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566.103 유기화학 및 실험(Organic Chemistry and Lab)

 유기 분자들의 구조와 성질, 유기반응의 Mechanism들 및 

생물체에 대한 간단한 유기 화학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 아울러 

실험, 실습도 병행 한다.

•566.416 식품가공유통 원서강독(English for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영어강의를 통하여 식품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관련 전공용어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566.201 물리화학 및 실험(Physical Chemistry and Lab)

 식품의 조리, 가공 및 저장 시에 수반되는 여러 현상들을 물리적, 

화학적인 면에서 이해 및 분석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기제, 

실제기제, 초임계 유체의 운동 이론, 자유에너지, 열역학 1.2 

법칙상 변화, 활동도, 표면장력 등을 다룬다.

•566.202 식품화학(Food Chemistry)

 식품에 일반적으로 함유된 수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 등의 성분 함량 및 특성에 관하여 학습한다.

•566.312 기능성 식품학(Functional Foods)

 심장 혈관질환 및 암의 경감방법, 비만조절 식품, 면역기능의 

조절방법, 노화제어의 식이적 인자, 생리기능상승 식품, 약학 

식품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대표적인 건강 기능성 식품 성분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현재 기능성 식품 시장과 

유통 현황 및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566.250 식품재료학(Food Materials)

 식품의 조리, 가공에 이용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대상

으로 이들 식재료의 기원과 특성, 영양소를 포함한 함유 성분 

및 용도를 공부하며, 아울러 국내외에서 활용도를 높여 가공 

소재화한 응용 사례도 학습한다.

•566.206 전자상거래론(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

기관, 정부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관련

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566.305 식품위생학(Food Sanitation)

 식품의 가공, 저장, 유통 및 조리시의 화학적, 미생물학적 변패에 

기인하는 인자들을 학습하고 나아가 식중독, 기생충 오염, 

첨가물에 의한 영향, 환경오염 등 식품의 보전에 관한 위생 

전반을 공부한다.

•566.205 외식산업론(Food Service Industry)

 외식산업은 음식을 제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과 

결합하여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외식산업 내 

식자재 관리, 서비스, 마케팅 등에 대해 학습한다. 

•566.207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식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부 미생물은 식품에 오염되어 부패 및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미생물 (세균, 곰팡이, 

효모 등)의 생리학적 특징 및 특성을 학습하여 식품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운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을 습득함에 그 목적이 있다. 

•566.208 생물통계학(Biostatistics)

 식품 및 생물과 관련한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고, 나아가서 실험 후에 용이한 분석을 위한 실험설계 

방법도 다룬다.

•566.209 분석화학 및 실험(Analytical Chemistry and Lab)

 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가공학 실험 등, 식품가공유통학과의 

전반적인 실험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서, 분석 초자류 취급법, 각종 시약의 제조법, 기초 

분석기기류의 응용법 등을 학습한다.   

•566.210 배양공학(Culture Engineering)

 고기능성식품소재, 천연의약품소재, 및 기능성화장품 또는 Skin 

Food 등의 기능성분의 바이오리액터나 미생물배양기에 의한 

상업적 대량생산공정의 생물화학공학적 강의 및 견학실습을 

행한다.

•566.211 식품포장공학(Food Packaging Engineering)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소재의 종류, 포장방법, 각 식품별 포장 

특성 및 저장 중 품질 변화 등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식품을 

안전하고 고품질로 보존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566.212 식품마케팅학(Food Marketing)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11 ☆*농산가공학 및 실험 3-2-2-0

식품가공유통학과 4-1 선택 566.426 농식품소비자분석론_캡스톤디자인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307 식품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 3-1-4-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410 축산식품가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413 수산가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3-2/4-2 선택 566.414 HACCP관리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415 식품생물공정공학 3-3-0-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428 식품가공실습 및 견학_캡스톤디자인 3-1-4-0
식품가공유통학과 4-2 선택 566.429 농식품산업전략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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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농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이해한다. 특히, 브랜드의 관점에서 농식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66.301 포장유통학(Packaging and Distribution)

 식품 유통을 위한 포장소재(유리, 캔, 지류, 고분자)들의 제조방법,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한 포장설계 및 포장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포장기계, 포장과 환경, 물적 유통 및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포장시험 및 관련 법규 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학습한다. 아울러 본 과목 수강 시 포장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566.302 식품미생물학 실험(Food Microbiology Lab)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식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부 미생물은 식품에 오염되어 부패 및 질병을 유발

하기도 한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미생물(세균, 

곰팡이, 효모 등)의 생리학적 특징 및 특성을 학습하여 식품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로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로운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를 습득함에 그 목적이 

있다. 

•566.303 식품기기분석학 및 실험(Food Instrumental Analysis 

and Lab)

 석유화학, 임상화학, 식품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각각 효율적인 

공정흐름, 효율적인 환자진단 및 품질관리나 안정성 검사를 위해 

시료물질 중의 특정성분의 정확한 정성 및 정량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극미량까지 특정 

성분의 동정 및 정량이 가능한 각종 Spectrophotometer 법을 

소개하며 실험도 병행한다.

•566.304 식품공정조작(Food Process Operation)

 식품공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여러 공정들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단위환산, 물질수지, 유체역학, 정상상태

에서의 열전달, 열교환기, 냉동 등을 다룬다.

•566.313 식품유통학(Food Distribution)

 가격결정이론, 가격발견의 방식, 유통의 접근방법, 등 기초적인 

유통이론을 중심으로 최근의 농식품 유통 동향 및 이슈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한다.

•566.307 식품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Food Chemistry Lab_ 

Capstone Design)

 식품에 함유된 수분, 회분, 지방질, 단백질 등의 성분 함량에 

관한 분석 이론들을 공부하고, 실험, 실습 통하여 정량 방법을 

익힌다.

•566.308 식품가공교과교육론(Subject Area Methods for 

Food Processing) 

 식품가공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식품가공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을 분석하여 수업 등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566.350 식품산업현장실습Ⅰ(Field Training in Food IndustryⅠ)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산업체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습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직무 만족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66.414 HACCP관리학(HACCP Management)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HACCP(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의 도입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 및 기술 등을 

습득토록 한다.

•566.309 가공식품개발학_캡스톤디자인(Development of 

Processed Foods_Capstone Design)

 식품을 개발하여 유통하기 위한 과정으로 각종 식품 원료의 가공 

적성, 조미재료의 가공과 배합 기술 및 가공저장기술, 관능평가 

및 시장조사 등 식품업체의 R&D 파트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익힌다. 

•566.310 발효식품학 및 실험(Food Fermentation and Lab)

 미생물의 각종 발효과정에 의한 식품성분의 분해 대사와 생합성 

과정을 공부하며 효소, 핵산 관련 물질, 아미노산 등의 발효 

생산과정을 배운다.

•566.311 식품공학 (Food Process Engineering)

 식품공업에서 이용되는 여러 공정 (살균공정, 증발, 농축, 건조 등) 

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

•566.203 생화학 및 실험(Biochemistry and Lab)

 생체 내에 있어서 고분자와 효소반응의 특성, 생체 에너지론, 

중간대사의 기초개념 및 개요, 그리고 생합성과 이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566.306 식품첨가물학(Food Additives)

 식품의 제조과정 또는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및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와 종류별 

특성 및 용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식품첨가물 생산 현황과 

이용에 대하여 배운다. 

•566.314 식품분석학 및 실험(Food Analysis and Lab)

 식품의 가공, 조리, 저장, 유통 중 일어나는 성분 변화와 이들 

성분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공부하고, 실험,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566.315 식품가공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Educational 

Theory of Food Processing Logics and Essay)

 식품가공의 원리에 기초하여 식품가공교사가 되고자하는 학생들

에게 논리의 개념을 파악하고 독서와 작문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566.351 식품산업현장실습Ⅱ(Field Training in Food Industry 

Ⅱ)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산업체에서 필요한실무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현장체험을 통하여 실습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직무 만족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66.420 식품품질관리학(Food Quality Management)

 식품의 외형, 질감, 냄새, 향미 등 식품의 기본성질과 평가방법을 

공부하고 각 식품별 생산이나 제품개발에 응용되는 방법 등을 

공부한다.

•566.402 식품물성학(Food Rheology)

 식품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다루며 기기에 의한 식품조직의 

측정을 통하여 각종 식품물성과 조직과의 관계, 식품유체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품질과 연관시켜서 규명한다. 

•566.404 냉장냉동유통학(Cold Chain System)

 식품원료 및 가공품의 신선하고 안전한 유통시스템인 냉동냉장

시스템의 장치 구축운영 및 조리마침 냉동식품의 가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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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한다.

•566.408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Food Processing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식품가공의 원리에 기초하여 식품가공 전공 분야의 교재를 

분석하여, 교과 내용의 구성 등을 이해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목을 기른다.

•566.409 식품저장학(Food Preservation)

 식품의 저장 원리와 여러가지 저장법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현재 

각 식품에 이용되고 있는 저장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566.410 축산식품가공학(Animal Products Processing)

 유(乳), 육(肉) 및 난(卵) 등 각종 축산식품의 성상과 이의 가공 

원리방법 그리고 이러한 가공제품의 종류와 제조방법 및 특성에 

대한 이론을 익힌다.

•566.411 농산가공학 및 실험(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and Lab)

 농산물의 활용도를 증가시켜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더불어 현대 

식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학의 

특성을 공부한다. 또한 열처리, 건조, 분쇄, 여과 등 여러 조작

으로 이루어진 식품가공기술을 공부하고 습득한다.

•566.413 수산가공학(Seafood Processing)

 수산식품의 영양적 가치 및 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기술, 

가공방법 및 가공식품의 품질 측정에 관한 이론을 교수하며 

수산식량자원의 효율적인 첨단가공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566.415 식품생물공정공학(Food Biochemical Process 

Engineering)

 식품 및 생물공정과 관련하여 효소반응속도론, 고정화 효소, 

세포반응속도론, 발효조 설계, 교반과 포기, 분리정제 공정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566.417 향미공학 및 실습(Flavor Process Engineering and 

Lab)

 식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향미성분의 제조공정을 

다룬다. 향미공업에서 이용되는 여러 공정(선별, 로스팅, 분쇄, 

추출 등)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커피를 대상으로 

하여 생두의 선별방법, 피크로스팅, 블렌딩, 분쇄의 최적화, 

추출에 대하여 실습한다. 추출물에 대한 관능검사 및 커피 

감별법을 실습하고 전자코 및 전자혀를 이용한 향미성분의 

분석도 아울러 실습한다.

•566.421 기초영양학(Basic Nutrition)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양지식을 배우고 익힌다. 

영양소의 종류와 체내 기능, 영양소와 관련된 건강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영양 관련 수업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566.428 식품가공실습 및 견학_캡스톤디자인(Food Processing 

Practice and Field Study_Capstone design)

 각 식품의 제조 가공 이론의 학습과 실습기구를 이용한 실제 

제조 실습 및 현장 견학을 통하여 식품제조공정의 이해를 목적

으로 한다.

•566.425 식품위생법규(Food Sanitation Act)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을 포함하여 

위생사, 식품기사, 유통관리사 등 자격증과 관련한 식품관련 

법규를 학습한다. 

•566.426 농식품소비자분석론_캡스톤디자인(Food Consumer 

Analysis_Capstone Design)

 농식품 관련 데이터 분석, 설문, 인터뷰, 관찰 등 농식품 

소비자를 이해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자료수집 

방법과 자료분석 방법을 다룬다.

•566.429 농식품산업전략론(Strategic Management in Food 

Industry)

 농식품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학습한다. 아울러, 

농식품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진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566.424 식품학개론(Introduction to Food Science)

 식품 전반에 걸쳐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며, 식품이 가진 영양소 

특성, 식품가공, 식품 기능성, 식품 안전 등  광범위한  범위를 

총체적으로 탐구하여 식생활과 식품산업에 응용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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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식품공학과 (Marine Food Science and Technolog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20학점

전공선택 :  19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식품공학과 1-1 기초 505.001 일반화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1-1 기초 573.443 해양식품과 생명 3-3-0-0

해양식품공학과 1-1 선택 573.441 해양식품원서강독 I 3-3-0-0
해양식품공학과 1-2 기초 570.201 ☆유기화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1-2 선택 573.442 해양식품원서강독 II 3-3-0-0
해양식품공학과 2-1 필수 560.201 *미생물학 및 실험 4-3-2-0

해양식품공학과 2-1 선택 570.209 수산식품재료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2-1 선택 570.446 해양생명공학개론 3-3-0-0

해양식품공학과 2-1 필수 570.477 식품생화학I 3-3-0-0
해양식품공학과 2-1 선택 570.252 식품물성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2-2 필수 570.208 *식품분석 및 실험 4-3-2-0
해양식품공학과 2-2 필수 570.253 *해양식품분자생물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2-2 선택 570.456 수산풍미과학개론 3-3-0-0
해양식품공학과 2-2 선택 570.457 해양바이오소재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2-2 선택 570.214 식품물리화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2-2 선택 570.476 식품생화학II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 필수 570.320 *☆수산식품화학 및 실험 3-2-2-0
해양식품공학과 3-1 필수 570.350 *식품공정공학 3-2-2-0

해양식품공학과 3-1 선택 572.317 효소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 선택 570.311 ☆식품미생물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 선택 570.353 해양식품유전공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 선택 570.327 ♣식품가공교육론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 선택 570.475 기능성식품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1/4-1 선택 570.467 GMP인증 3-3-0-0

해양식품공학과 3-2 선택 570.312 ☆수산식품가공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2 선택 570.473 ☆발효식품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3-2 선택 570.318 ☆식품위생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4-3-2-0
해양식품공학과 3-2 선택 570.216 ♣식품가공공정논리 및 논술에 관한 연구 2-2-0-0

해양식품공학과 3-2 선택 570.352 세포배양공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319 식품첨가물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51 수산식품가공실습-캡스톤디자인 2-0-4-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44 수산식품 품질관리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304 기기분석 3-3-0-0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70.468 해양식품안전관리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16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45 해양식품생리활성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72 생물공정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4-1 선택 570.474 천연물의약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53.415 해조이용학 3-3-0-0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70.464 수산식품과 건강 3-3-0-0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70.408 식품위생법규 2-2-0-0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70.470 식품저장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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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5.001 일반화학(General Chemistry)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힌다.

•573.443 해양식품과 생명 (Marine Food and Life) 

 해양식품공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공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생물공학, 식품공정공학, 

생명공학에 대하여 기초적인 부분을 강의하여 공부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한다.

•573.441 해양식품원서강독 I(English for Marine Food 

Secience I)

 해양식품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해양식품에 관한 영어서적을 강독하여 해양식품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공 용어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한다. 

•570.201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개념, 작용기별에 따른 반응 및 성질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고 나아가서 생화학 및 영양학의 교과내용에 다루어지는 

고분자물질의 구조해석과 그 형성에 관한 입체화학적 기구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573.442 해양식품원서강독 II(English for Marine Food 

Secience II) 

 해양식품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해양식품에 관한 영어서적을 강독하여 해양식품공학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560.201 미생물학 및 실험(Microbiology & Lab) 

 미생물의 일반개념, 성질, 형태, 분류 등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미생물의 생리, 물질대사, 유전에 관하여 강의하여 응용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시킨다.

•560.251 생화학(Biochemistry)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 및 구성물질인 세포,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질 등의 구조 및 역활을 강의하며, 특히 

생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 특성, 대사작용 등을 

중점으로 강의하여 생화학의 원리를 이해한다.

•570.209 수산식품재료학(Sea Food Materials) 

 수산식품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명확히 하고 각종 성분의 성질을 

설명하고 각론에서는 식품에 있어서의 함유성분의 특성에 관해 

강의한다.

•570.466 해양생명공학개론(Introduction of Marine Biotechnology) 

 해양생물의 생물학,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식품공학, 

자원육성, 생물공학, 분자생명공학적 접근에 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560.252 식품물성학(Bioprocess Engineering) 

 식품의 흐름성과 탄성 등을 중심으로 식품의 물성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식품의 가공적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실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70.208 식품분석 및 실험(Food Analysis & Lab)

 화학평형, 산⋅염기이론, 산화⋅환원, 착이온 형성 반응 등을 

다루어 이들 원리를 바탕으로 화적적 정량 방법을 익히고 분광

광도법, 크로마토그래피법 등의 원리와 그 용도를 교수한다.

•570.253 해양식품분자생물학(Marine Food Molecular Biology)

 해양식품을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고분자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 기능 및 생합성 등에 관하여 교수한다.

•570.456 수산풍미과학개론(Introduction of Seafood flavor 

Science)

 수산물의 풍미(식품을 섭취할때 혀 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

에서 느끼는 모든것의 총칭) 성분에 대하여 개략적인 소개와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수산식품의 맛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수한다.

•570.457 해양바이오소재학(Marine Bio Materials)

 각종 해양생물자원의 계통적 해석과 응용, 생체조절 기능의 해석 

및 기능성 소재의 분자 설계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570.214 식품물리화학(Food Physical Chemistry) 

 식품 및 생물공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의 원리를 

다루며, 기체의 법칙, 열역학, 상변화, 화학반응속도론, 수분의 

성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70.467 GMP 인증(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ion)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  의약품의 원료·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제조·포장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그리고 반품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에 

관해 강의하며 학습한다.

•570.320 수산식품화학 및 실험(Seafood Chemistry & Lab) 

 수산식품화학기초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식품 구성성분, 

즉, 아미노산,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가공 또는 유통 저장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과 특성을 교수한다. 식품가공공정 

중에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이해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0.350 식품공정공학(Food Process Engineering) 

 식품, 생물 및 화학공정의 이해에 필수적인 공학원리를 다루며, 

물질수지, 에너지수지, 유체의 흐름, 열전달, 물질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과목의 효과적인 수강을 위해서는 식품

공정해석에서 다루어지는 공학방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572.317 효소학(Enzymology) 

 생체 중의 효소의 분포, 기능 및 작동기구와 그 반응 속도 등을 

강의하여 효소학에 관한 기초와 응용능력을 길러 식품의 본질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570.311 식품미생물학(Seafood Microbiology)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식품공학과 4-2 선택 570.471 해양천연물 추출분리분석 3-3-0-0

해양식품공학과 계절 선택 570.453 산업체인턴쉽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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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가공, 저장중의 품질변화 및 부패에 관여하는 각종 

미생물의 형태, 분류 및 생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의 식품에의 

이용방법 등을 교수한다.

•570.353 해양식품유전공학(Marine Food Genetic Engineering) 

 DNA실험 기술을 해양식품산업에 응용한 학문으로, 효모개발, 

미생물 다당류의 생산, 효소개발, 감미료, 조미료 등에 관한 

미생물 개발 등의 내용을 교수한다.

•570.327 식품가공교육론(Studies in Food Processing) 

 식품가공의 교과 특성을 현재 식품가공에 관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현 식품가공교육에 관한 운영 현실과 문제점을 감안

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교수한다. 

•570.312 수산식품가공학(Sea food Processing) 

 수산물의 식품원료로써의 특성과 이에 따른 가공방법의 특이성 

즉, 가공 중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을 

이해시키며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향상 기술을 논의한다.

•570.406 발효식품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Food Fermentation 

& Lab_Capstone Design) 

 산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발효식품의 제조원리 및 주류(맥주, 

소주, 민속주 등), 장류(된장, 간장, 고추장), 유가공품(Cheese, 

Yogurt 등), 수산발효식품(젓갈, 식해, 어간장), 김치 등의 제조

기술 및 특성 등을 강의 및 실습,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강의한다.

•570.318 식품위생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Food Sanitation 

& Lab_Capstone Design) 

 식품으로 인한 감염, 식중독, 공해요인 등에 대한 원리 및 문제점 

등을 강의하여 위생상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식품에서 오는 위해 요인을 방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570.216 식품가공공정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Education 

Theory of Food Processing Logics and Essay) 

 식품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가공공정기술의 개념을 

이해하여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가공기술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미래의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식품가공공정의 각 단위의 기본 개념을 최종제품과 

연계하여 그 중요성을 논술하여 봄으로써 학생의 작문능력을 

향상시킨다.

•570.352 세포배양공학(Cell culture engineering)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포의 

특징 및 배양 조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한 미래의 

식품산업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강의한다.

•570.319 식품첨가물학(Food Additives)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저장 중에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

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비롯하여 식품 첨가물의 안정성 및 

사용법 등에 대하여 교수한다.

•570.451 수산식품가공실습_캡스톤디자인(Sea Food Processing 

Practice_Capstone Design) 

 수산물의 식품원료로써의 특성과 이에 따른 가공방법의 특징을 

실습을 통하여 이해시키며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향상 기술을 

논의한다.

•570.444 수산식품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of Sea Foods) 

 수산식품의 원료생산에서부터 최종제품까지 품질의 측정, 관리

방법 및 관련법규 등을 강의한다.

•570.304 기기분석(Instrumental Analysis) 

 식품⋅의약품 및 생체성분의 분석에 이용되는 분석 기기들의 

종류별 기본원리와 그 응용에 관하여 교수한다.

•570.416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of Food Processing and Teaching Method) 

 식품과학, 식품공업1 또는 식품가공기술1 등의 과목을 이수하는 

식품가공 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식품공업2, 

식품가공기술2 등의 교재를 연구하고, 교수학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식품가공을 가르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70.445 해양식품생리할성(Marine Food Bioactivity)

 다양한 식품의 섭취와 섭취 시 발생하는 면역반응에 대한 기본

적인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해양

식품개발 및 응용에 대해 강의한다.

•570.472 생물공정학(Food Rheology) 

 생물공정을 통하여 화학소재, 에너지, 의약품 등을 생산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 제거 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화학 생물공정시스템의 모델링과 최적제어 등을 위한 기초설계 

기술을 학습한다.

•553.415 해조이용학(seaweeds utilization) 

 해조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한 해조류의 성분적 특성 즉 해조

다당류, 유효무기물 기타 최근의 생리활성 물질 등의 함량 및 

성질을 강의하고 가공처리기술, 생산제품의 품질 및 용도에 관해 

논의한다.

•570.464 수산식품과 건강(Marine Food & Health)

 수산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물질의 특성 및 작동원리 

등을 강의하며, 또한 식품을 비롯한 의약품 및 영양 강화물질에 

응용 등을 가르친다.

•570.408 식품위생법규(Food Hygiene and Laws)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규 전반을 이해시킨다.

•570.470 식품저장학(Food Preservaion)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는 식품위생법규 전반을 이해시킨다.

•570.471 해양천연물 추출 분리분석(Separation and Analysis 

of Marine Biomaterials) 

 육상생물과는 차별화된 환경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 유래 천연

물질의 다양한 분리 방법에 대한 지식 및 분리된 천연물의 

분석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570.468 해양식품안전관리(Marine Food safety Administration)

 안전한 해양식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생산단계 안정성 조사 강화 및 식품 유통차단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570.453 산업체인턴쉽(Industry Internship) 

 학과 연고기업과 연계하여 산업체인턴쉽을 통한 이론적용과 

현장 조기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실무를 습득함으로써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케 한다.

•570.477 식품생화학 I(Food Biochemistry I)

 생체내 물질의 화학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면서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생화학의 기초이론과 

생체내에서 생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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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70.476 식품생화학 II(Food Biochemistry II)

 생체내 물질의 화학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다루면서 생명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는 생화학의 기초이론과 

생체내에서 생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70.475 기능성식품학(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현황 및 법률적 관리, 기능성 소재의 

작용기작, 건강기능소재의 생산과 평가 등을 다룸으로써 기능성

소재 및 식품에 관하여 전반적인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570.474 천연물의약학(Natural Product Pharmacology)

 심장, 혈관,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수용체 및 작용기전에 

대한 강의 및 토의하고 천연물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심근경색, 

부정맥, 고혈합, 죽상경화증, 당뇨병, 비만, 갑상선 질환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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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육성학과 (Development of Marine Bioscienc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7학점

전공선택 :  2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학년-전학기 선택 571.151 진로탐색 1-1-0-0
해양자원육성학과 1-1 기초 505.001 일반화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1-1 기초 571.153 생명과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1-2 기초 571.152 ☆해양학개론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필수 571.217 ＊해양무척추동물학및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필수 571.313 분자세포생물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필수 560.103 ＊해양식물학 및 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선택 571.207 부유생물학 및 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선택 571.220 연안해양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1 선택 571.211 어류학 및 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필수 571.216 ＊☆수산학개론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필수 571.251 화학해양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선택 571.218 수산해양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선택 553.309 ☆해양생태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선택 560.211 미생물학및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선택 571.252 해양생태학실습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필수 571.454 미세조류바이오매스학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1/4-1 선택 571.416 수산경영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선택 553.401 ☆무척추동물양식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선택 571.327 친환경어류양식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선택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선택 571.328 스마트양식공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3-1 선택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302 해양동물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326 동물플랑크톤바이오매스학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317 해양동물병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459 IT기반 해양모니터링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324 해양생지화학 및 실험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선택 571.325 해조양식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1 선택 571.410 ☆어류질병진단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1 선택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1 선택 571.450 ☆어장학_캡스톤디자인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1 선택 571.456 해양동위원소생태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2 선택 553.405 양어사료학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2 선택 571.406 ☆수산자원학_캡스톤디자인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2 선택 571.460 수산식품과 위생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4-2 선택 571.458 해양생태공학현장실습 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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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71.151 진로탐색(Career Searching)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기업체 

특강, 세미나 등 실무 이론 교육을 통하여 취업과 진로에 대한 

폭넓은 방향과 기회를 제공한다. 

•505.001 일반화학(General Chemistry)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힌다.

•571.153 생명과학(Life Science)

 생명체의 다양성과 일양성에 대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생리, 발생, 유전 및 진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한다.

•571.152 해양학개론(Introduction of Oceanography)

 친환경적인 유용생물자원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양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의 물리, 생물, 화학, 

지질학적 특성을 학습을 한다.

•571.217 해양무척추동물학 및 실험(Marine Invertebrates 

Biology & Lab)

 유용 해양무척추동물을 각 분류군 별로 형태, 생리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실험을 통하여 대표 무척추동물의 특징 및 생리 등에 

관하여 파악한다.

•571.313 분자세포생물학(Molecular & Cellular Biology)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의 전반적인 개요 즉, 세포 및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는 분자들의 구성과 기능,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 세포의 구성, 분화, 대사, 유전자의 구조, 발현, 조절 등의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560.103 해양식물학 및 실험(Marine Plane ＆ Lab)

 해양생태계에 있어서 생산자로서 식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류와 모든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571.207 부유생물학 및 실험(Planktonology & Lab)

 동⋅식물 부유생물의 생태학적 현상 및 원리를 습득시키며 

아울러 주요한 무리들의 분류학적 개관을 이해시킨다.

•571.220 연안해양학(Coastal Oceanography)

 육지에 가까운 연안해역과 대륙붕상의 해수유동과 물질의 혼합, 

확산 및 해저 퇴적물의 이동 등에 관하여 다루고, 양식어장의 

물질 순환, 환경 변동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571.211 어류학 및 실험(Ichthyology & Lab)

 어류의 형태, 생태 및 분류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여 어류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실험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해시킨다. 

•571.216 수산학 개론(Introduction to Fisheries Science) 

 다양한 세부 학문을 포괄하는 수산학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

함으로써 수산학에 대한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571.251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ography)

 해수속에 있는 물질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상호작용에 대한 화학반응과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발생하는 반응들을 화학적 기반으로 설명하는 수업

•571.218 수산해양학(Fisheries Oceanography)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생물자원의 군집량, 생활환경 

구조, 분포 및 변동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조건, 화학 

성분과의 상호 작용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553.309 해양생태학(Marine Ecology)

 해양생물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터득케 하기 위하여 

해양생물의 분포,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관해 이해시킨다. 

•560.211 미생물학 및 실험(Microbiology & Lab)

 미생물의 일반개념, 성질, 형태, 분류 등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미생물의 생리, 물질대사, 유전에 관하여 강의하여 응용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시킨다. 

•571.252 해양생태학실습(Exercise of Marine Ecology)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승선하여 

생물을 채집하고 분포에 관해 실습한다.

•571.454 미세조류바이오매스학_캡스톤디자인(Microalgae  

Biomass_Capstone Design)

 유용생물자원인 식물플랑크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

시키고 이들의 배양 환경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수한다.

•571.416 수산경영학(Fisheries Economics)

 수산업 및 양식업에서 각종 어패류 및 수산 가공물의 생산 및 

분배, 소비 행위를 유발하는 각 주체의 경영구조, 생산관리, 

노무관리, 자금관리 등에 관해 강의하며 합리적인 수산 경영을 

꾀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에 관해 학습한다.

•553.401 무척추동물양식학(Culture of Invertebrates)

 천해의 무척추동물 중 양식 대상종에 대하여 그들의 생태에 

알맞은 양식법과 적합한 환경의 양식장에서 양성하는 문제 등 

효과적인 관리, 사육시설 및 경영에 관하여 교수한다. 

•571.327 친환경어류양식학(Eco-Friendly Fish Aquaculture)

 어류양식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양식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의 선택, 육종, 양식

시스템, 수질환경, 사료, 포획, 축양운반 등을 교수한다. 또한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법을 교수한다.

•571.320 수산해양교육론(Theories of Subject Education in 

Marine Fishery)

 수산 해양의 교과 특성을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연계시켜 

강의하고, 수산 해양 교육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 수업지도 방법 등을 학습한다.

•571.328 스마트양식공학(Smart Aquaculture Engineering)

 친환경 양식을 위한 기초 이론을 교수하고 양식업에 스마트

(IT 등) 이론 교육을 접목시킨다. 또한, 양식과 수경재배를 

겸용하는 친환경 아쿠아포닉스(aquaponic)공학을 교수한다. 

스마트 양식장 건설 및 가동을 위해 양식장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을 교수한다.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Swaweed 

Biomass & Lab_Capstone Design)

 해양바이오에너지원으로서 해조자원의 현황과 실내배양과 바다

양성에 의한 해조바이오매스 생산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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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21 수산해양 논리 및 논술(The Logic and Essay of Marine 

Fishery)

 수산해양관련교과 교육론, 지도법 및 전공 내용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관련 지식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토론한다.

•571.302 해양동물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Comparative 

Animal Physiology ＆ Lab_Capstone Design)

 생물계 전반의 기능을 비교하여 상동과 상사, 계통발생에 따르는 

기능의 변화, 환경에 따르는 기능의 분화 및 적응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통된 법칙성을 구하여 규명한 사실을 교수한다.

•571.326 동물플랑크톤바이오매스학(Zooplankton Biomass)

 어류별 갑각류의 초기 먹이생물인 동물먹이생물의 최적배양환경 

및 대량배양방법과 먹이효율에 대한 지식을 강의한다.

•571.317 해양동물병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Aquatic 

Animal Pathology & Lab_Capstone Design) 

 수산생물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의 원인 및 각종 기생 생물의 

특성에 관하여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과제목표를 설정, 이를 수

행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571.324 해양생지화학 및 실험(Marine Geochemistry & Lab)

 해양생지화학은 해양의 구성 성분 및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물리, 지질, 생물학적 과정과 반응을 이해하고, 

생물학적 시스템을 통해 이동되는 탄소, 질소와 같은 화학성분의 

변동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571.325 해조양식학(Seaweed Cultivation)

 해조류의 양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을 위하여 해조류의 

사상체 배양, 채묘, 양성, 증식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571.410 어류질병진단학(Fish Disease Diagnostics)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산양식생물의 질병의 원인 및 이를 

규명하기 위한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을 학습한다. 

•571.417 수산해양교재 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 of Marine Fishery)

 수산해양관련 과목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재연구 및 개발, 강의

방법, 학습 및 태도 등을 지도하여 과학적인 학습지도안을 

작성 하도록 하고, 교생실습에 대비하여 일선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강의계획서를 준비하고 토론하다.

•571.450 어장학_캡스톤디자인(Fisheries Hydrography_Capstone 

Design)

 어장형성에 관계되는 해양환경요인과 어장형성의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어장의 이동, 형성, 중심어장의 물리적인 메카니즘을 

학습한다.

•571.456 해양동위원소생태학(Marine Stable Isotope Ecology)

 해양동위원소생태학은 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하여 해양생태계 

먹이망을 통한 물질(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먹이망 구조변동,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반응과 

생물군집의 변동 특성을 학습한다.

•553.405 양어사료학(Fish Feed)

 해양 양식동물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그들의 서식환경과 

영양생리생화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먹이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대상동물에 적합한 인위적인 사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571.406 수산자원학_캡스톤디자인(Biology of Fisheries 

Resources_Capstone Design)

 해양생물자원의 특성과 변동 기구를 교수하여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통하여 해양의 생물자원을 함양하는 방법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이해시킨다.

•571.458 해양생태공학 현장실습(Marine Ecological Engineering 

Field Training)

 장기현장실습교과로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 

및 기술을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 현장 실습을 통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을 갖추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571.459 IT기반 해양모니터링(Marine Observation & Lab)

 해양환경의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관측계획 수립, 관측방법, 

관측장비 활용법, 자료해석 방법을 실습한다.

•571.460 수산식품과 위생(Sea Food and Hygiene)

 해양 수산 식품의 해양생태계의 구성원임을 이해하고, 이들이 

해양생물, 양식생물 및 수산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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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공학과 (Marine Biotechnolog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24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생물공학과 1-1 기초 570.103 생물학개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1-1 기초 572.472 일반화학Ⅰ 3-3-0-0

해양생물공학과 1-2 기초 572.203 유전학개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1-2 기초 572.473 일반화학Ⅱ 3-3-0-0

해양생물공학과 2-2 선택 570.204 ☆생물통계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1 필수 572.205 ＊☆해양생물공학및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2-1 선택 560.201 미생물학및실험 4-3-2-0
해양생물공학과 3-1 선택 572.231 ☆수산학개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2-1 선택 572.315 해양생태화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1 선택 572.211 해양생물세포생물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1 필수 572.230 ＊어류영양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2 선택 570.201 유기화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2 선택 572.229 분석화학및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2-2 선택 572.480 해양생물질병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2-2 선택 572.457 분자생물학Ⅰ 3-3-0-0
해양생물공학과 3-1 필수 572.474 ＊☆해양생화학및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3-1 필수 572.475 분자생물학 Ⅱ 및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3-1 필수 572.476 ☆면역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1 선택 572.317 효소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1 선택 572.321 ☆생태환경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1 선택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필수 572.408 유전공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필수 572.302 ＊해양생리활성물질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선택 572.482 수산동물생리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선택 572.312 배양공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필수 572.319 ☆양어사료학및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3-2 선택 572.477 세포공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3-2 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83 해양의약소재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21 기기분석 및 실습 3-2-2-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22 단백질공학 및 실습 3-2-2-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81 수족관생물학및실습 3-2-2-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66 캡스톤디자인 Ⅰ 2-1-2-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67 생명공학 논문작성법Ⅰ 2-2-0-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해양생물공학과 4-1 선택 572.471 해양생물신소재공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4-2 선택 572.216 환경독물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4-2 선택 572.468 캡스톤디자인 Ⅱ 2-1-2-0

해양생물공학과 4-2 선택 572.469 생명공학 논문작성법 Ⅱ 2-2-0-0
해양생물공학과 4-2 선택 572.479 해양산업 및 실습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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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70.103 생물학개론(Introduction of Biology)

 생명체의 다양성과 일양성에 대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생리, 발생, 유전 및 진화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한다.

•572.472 일반화학Ⅰ(General ChemistryⅠ)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힌다.

•572.203 유전학개론(Introduction of Genetics) 

 세포기작에서 부터 색조유전까지의 유전학을 현재 동물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산업화 연구로 확대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기초적인 학문을 강의한다.

•572.473 일반화학Ⅱ(General ChemistryⅡ)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수분, 단백질, 지질, 다당류 및 비타민 등의 

화학을 다루며 특히 생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 

성질 등을 중점 강의한다.

•572.251 생물통계학(Biological Statistics) 

 해양생물의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조사, 설계, 실험, 분석 및 

표현방법에 관한 내용을 이론과 실기(computer program)를 

강의하여 실제 생물조사 및 실험에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572.205 해양생물공학 및 실험(General Marine Biotechnology 

& Experiment)

 해양에 관한 일반적인 세포조작과 세포조작을 이용한 해양동물의 

생산성제고와 생물의 양적증폭, 질적개선, 유전적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그에 따른 실험을 수행한다.

•560.201 미생물학 및 실험(Microbiology & Lab) 

 미생물의 일반개념, 성질, 형태, 분류 등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미생물의 생리, 물질대사, 유전에 관하여 강의하여 응용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시킨다.

•572.231 수산학개론(Introduction to Fisheries Science)

 다양한 세부 학문을 포괄하는 수산학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함

으로써 수산학에 대한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문 분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572.315 해양생태화학(Ecological Chemistry) 

 해양생물들이 방어, 기피, 경보, 공생, 섭이, 및 포식 등과 같이 

상호간의 의사전달이 종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화학

물질이 생합성 기작과 체내에서의 존재의의를 생화학적인 측면

에서 강의한다.

•572.211 해양생물세포생물학(Marine Cell Biology)

 생물체의 기본단위인 세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단백질과 DNA 및 세포내 

소기관의 특성에 대하여 기초지식들을 강의한다.

•572.230 어류영양학(Fish Nutrition)

 어류의 영양대사에 관한 내용 및 육상동물과의 그 차이점을 

토론함으로서 어류의 영양소 흐름, 축적경로 및 체내 영양소 

조성을 조사한다.

•570.201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의 개념, 작용기별에 따른 반응 및 성질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고 나아가서 생화학 및 영양학의 교과내용에 다루어지는 

고분자물질의 구조해석과 그 형성에 관한 입체화학적 기구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572.229 분석화학 및 실험(Analytical Chemistry and Lab.)

 실험결과의 측정과 통계적 처리방법 및 화학반응의 평형이론에 

기초한 정성 및 정량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화학적 

분석법의 이론에 대한 기초를 확립한다. 또한 분석이론을 기초로 

분리분석, 정성 및 정량분석에 대한 실험기술을 습득한다.

•572.480 해양생물질병학(Diseases of Aguatic Organisms)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의 다양한 질병 종류를 알고 특성을 

학습한다. 

•572.457 분자생물학 Ⅰ(Molecular Biology Ⅰ)

 생명현상을 분자적 관점에서 생체의 가장 중요한 고자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 기능 및 생합성 등에 관하여 교수한다.

•572.474 해양생화학 및 실험(Marine Biochemistry and Lab) 

 모든 생물체의 화학기작을 단위별로 강의한다. 본 강좌는 생물

에서부터 출발되는 과목으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다른 화학과목과 

접목을 유도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하게 된다.

•572.475 분자생물학 Ⅱ 및 실험(Molecular Biology Ⅱ ＆ Lab)

 생명현상을 분자적 관점에서 생체의 가장 중요한 고자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 기능 및 생합성 등에 관하여 교수한다.

•572.476 면역학(Immunology)

 기초적인 면역학의 지식과 함께 체내의 면역체계를 강의하고 

실험한다.

•572.317 효소학(Enzymology) 

 생체 중의 효소의 분포, 기능 및 작동기구와 그 반응속도 등을 

강의하여 효소학에 관한 기초와 응용능력을 길러 식품의 본질적 

가치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572.321 생태환경학(Ecotoxicology)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생리활성물질에 

관하여 존재의의 및 작용 메커니즘, 작용점 등에 관해 이해토록

하며, 새로운 활성물질의 개발에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571.320 수산해양교육론(Theories of Subject Education in 

Marine Fishery)

 수산 해양의 교과 특성을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연계시켜 

강의하고, 수해양 교육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한다.

•572.470 해양바이오와 지식재산권(Marinebio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이해하고 학습한다.

•572.408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이론적으로 강의된 세포공학 강의에 신품종 생산과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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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용에 관한 산업화 연구를 주 강의내용으로 한다.

•572.302 해양생리활성물질론(Marine Bioactive Substances) 

 해양생물이 살아남기 위하여 태생적으로 체내에서 생산하는 각종 

생리활성물질을 저분자물질과 고분자물질로 구분하여 구조상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572.312 배양공학(Culture Engineering)   

 배양공학의 기초이론과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배양기술을 

습득시킨다.

•572.460 해양생물분자세포학(Marine Molecular Cell Biology)

 세포의 다양한 생리기작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며 학습한다.

•572.319 양어사료학 및 실험(Fish Feed and Lab)  

 해양 양식동물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그들의 서식환경과 

영양생리생화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먹이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대상동물에 적합한 인위적인 사료를 각각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설계된 사료를 가공 및 제조 실험한다.

•572.477 세포공학(Cell Engineering)

 생체내에서 관찰되는 세포의 환경인자와 그 작용기구를 해명하고, 

실험적으로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세포배양기술, 유전자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배양 동물세포를 기반으로  바이오인더스트리를 

완성시키기 위함이고,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기술을 실습을 통해 

완벽에 가깝도록 교육한다.

•571.221 수산해양 논리 및 논술(The Logic and of Marine 

Fishery)

 수산해양 관련 교과 교육론, 지도법 및 전공 내용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관련 지식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토론한다.

•572.464 의약화학(Medical Chemistry) 

 생체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인 의약품의 화학적 특성과 작용

기전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

•572.421 기기분석 및 실습(Instrumental Analysis & Lab)

 식품⋅의약품 및 생체성분의 분석에 이용되는 분석 기기들의 

종류별 기본원리와 그 응용에 관하여 교수한다.

•572.422 단백질공학 및 실습(Protein Engineering & Lab)

 재조합 DNA제조에 따른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과 분리정제법에 

대해 공부하며, 이를 실습을 통해 확인한다.

•572.466 캡스톤디자인 Ⅰ(Capstone Design Ⅰ)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이론증명 방법을 설계, 토론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572.467 생명공학 논문작성법 Ⅰ(Essay Writing for 

Biotechnology Ⅰ)

 생명공학 관련 전공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작성법을 학습한다. 

또한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전공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수산해양관련과목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재연구 및 개발,  강의

방법, 학습 및 태도 등을 지도하여 과학적인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교생실습에 대비하여 일선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강의계획서를 준비하고 토론한다.

•572.471 해양생물신소재공학(Marine Bio Materials Engineering)

 생물의 생명현상 유지와 관련되어 생성되고 있는 체성분 및 

다양한 2차 대사산물로부터 유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 

다양한 생리활성 측정 방법, 분리 동정, 배양방법, 안전성 검정 

및 생물산업의 적용분야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72.216 환경독물학(Environment Toxicology)

 일반적인 독물의 특성과 성분분석을 기초로 하여 첨단연구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별, 연구별로 분석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강의한다.

•572.423 생물신소재공학(Biomaterials Engineering)  

 생물의 생명현상 유지와 관련되어 생성되고 있는 체성분 및 

다양한 2차 대사산물로부터 유용한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 

다양한 생리활성 측정 방법, 분리동정, 배양방법, 안전성 검정 

및 생물산업의 적용분야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72.468 캡스톤디자인 Ⅱ(Capstone Design Ⅱ)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과학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이론증명 방법을 설계, 토론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572.469 생명공학 논문작성법 Ⅱ(Essay Writing for 

Biotechnology Ⅱ)

생명공학 관련 전공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작성법을 학습한다. 

또한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전공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2.479 해양산업 및 실습(Marine Industry & Lab)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레저, 해양 현안발굴 총 4분야로 분류

하여 우리지역 해양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

산업체와 관광지 탐방을 통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경험을 교수 

하도록 한다. 

•572.481 수족관생물학및실습(Aquarium Biology and Practice)

 수족관 생물의 종류, 특성, 사육기술 등에 대해 강의하고 실습

하여 아쿠아리움 생물 산업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572.482 수산동물생리학(Fish Physiology)

 수산생물의 일반 생리학적 기능및 특이 장기 생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기작을 이해시키고자하는 과목이다. 순환 

호흡계 생리, 신경 및 근육생리, 내분비계 및 생식생리로 나눌 

수 있다.

•572.483 해양의약소재학(Marine Medicine Materialology)

 생체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인 의약품의 화학적 특성과 작용

기전에 대하여 이해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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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자생명과학과 (Marine Molecular Bioscienc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8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1 기초 573.468 일반화학I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1 기초 573.151 ☆생물학개론I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1 기초 573.475 진로탐색 및 꿈 설계 1-1-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2 기초 573.153 일반화학II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2 기초 573.154 ☆생물학개론II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1-2 기초 573.476 *☆수산해양과학개론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필수 573.216 생화학I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필수 573.217 세포생물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필수 573.250 의생명과학개론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선택 573.210 ☆해양동물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선택 573.220 생화학I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선택 573.221 세포생물학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선택 573.481 일반미생물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1 선택 573.474 일반미생물학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필수 573.251 *생명과학연구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2.405 세포유전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208 유전생화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212 ☆해양동물생리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213 해양식물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222 응용미생물학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253 기능성바이오소재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3.463 기능성바이오소재학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2-2 선택 572.206 ☆어류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필수 573.477 *분자생물학 I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252 생화학II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215 발생생물학 및 실험 3-2-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1.408 ☆해양동물병리학_캡스톤디자인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311 면역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483 조직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318 분자생물학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선택 573.478 면역학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필수 573.414 해양동물내분비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53.309 ☆해양생태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3.308 발생유전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3.457 효소학_캡스톤디자인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3.458 해조소재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3.479 분자생물학Ⅱ_캡스톤디자인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2 선택 573.480 생명과학과 진로 선택 1-1-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314 해조생물공학_캡스톤디자인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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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73.468, 573.153 일반화학 Ⅰ,Ⅱ(General Chemistry Ⅰ,Ⅱ)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힌다.

•573.151, 573.154 생물학개론 Ⅰ,Ⅱ(Introduction of Biology Ⅰ,Ⅱ)

 생명체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생명체의 구성,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생리, 유전, 발생, 진화 및 

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학습한다.

•573.217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단백질, DNA 및 세포 소기관의 

특성에 대하여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573.216 생화학 Ⅰ(Biochemistry Ⅰ)

 생화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생화학의 기본구성요소 및 생체

구성인자(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573.250 의생명과학개론(Introduction of Medicinal Bioscience)

 생명은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한 성체가 될 때까지 

많은 분화와 발달을 거듭하게 된다. 전문화 및 다양화 되어가는 

의료환경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 아니라 수명의 연장을 

돕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우리 몸의 구조와 각 기관의 기능, 

생리현상, 질병 및 치료법 등을 다루어 생명현상을 폭 넓게 

이해하고 생명체의 근본을 학습한다.

•573.210 해양동물학(Marine Zoology)

 동물계를 개관하며 분류, 발생, 생리, 유전 및 생태의 관점에서 

해양 동물의 특성과 생활사에 대해서 교수한다.

•573.221 세포생물학실험(Cell Biology Lab)

 세포생물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573.220 생화학Ⅰ실험(Biochemistry LabⅠ)

 세포수준의 생물화학에 역점을 두어 생체성분 및 생체반응물 

즉 단백질, 효소, 탄수화물, 지방 등의 정성 및 정량적 실험 

기법을 다룬다.

•573.251 생명과학연구(Research in Life Science)

 현대 생명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다양한 실험방법을 

집중적인 실험, 실습을 통하여 교육한다.

•573.208 유전생화학(Genetic Biochemistry)

 핵산의 구조와 기능, 유전자의 특성, 유전물질의 실체 및 생물의 

형질이나 기능의 발현에 있어서 유전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등을 파악하여 유전자 작용의 메카니즘, 유전자 클로닝, 유전

형질의 발현 등을 생화학적으로 해석하도록 한다. 

•572.405 세포유전학(Cytogenetics)

 분자생물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 세포의 대사와 기능 및 정보

전달 과정에 관하여 학습한다.

•573.212 해양동물생리학(Aquatic Animal Physiology)

 동물의 개체 생활사중 체내 생리현상에 대하여 개관하여 그 

개념을 이해토록 하고, 해양 동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법에 

그 동물의 생리기구를 응용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573.252 생화학 Ⅱ(Biochemistry Ⅱ)

 생화학Ⅰ에서 습득한 생화학의 기본구성요소 및 생체구성인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대사과정을 이해한다.

•573.213 해양식물학(Marine Phycology)

 해양식물의 분류학적, 생태학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식물군이 속하는 조류의 계통진화적 위치와 조류에 속하는 

식물군의 개념을 이해하고,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의 분류군별 

생물학적 특성을 강의한다. 또한 이들이 생활하는 서식 공간인 

해양의 환경속에서 해양식물과 비생물간 또는 다른 생물 상호

간의 관계를 강의하여 자연환경과 생물간의 생태학적 의미를 

이해시킨다.

•573.253 기능성바이오소재학(Functional Biomaterials)

 기능성바이오소재는 동물, 식물, 미생물, 해양생물 등의 생물

자원으로부터 그 효용가치가 큰 소재의 생리활성효과를 밝혀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로 적용될 수 있는 소재이다. 이와 같은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세포배양,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실험

동물학, 생화학 등이 응용된다. 본 과목에서는 기능성바이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467 유전공학_캡스톤디자인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317 분자내분비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321 분자내분비학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451 생명공학분석론_캡스톤디자인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459 생명공학분석론 실험 1-0-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452 단백질체학 2-2-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1 선택 573.470 해양분자생명과학논문연구및작성법Ⅰ
_캡스톤디자인 2-0-4-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2 선택 573.450 해양생물생리활성물질 및 실험 3-2-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2 선택 573.429 생물의약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2 선택 573.471 해양분자생명과학논문연구작성법Ⅱ
_캡스톤디자인 2-0-4-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2 선택 573.482 생물정보학 및 실습 3-2-2-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4-2 선택 573.351 장기현장실습 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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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의 탐색 및 응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개발되는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질병 및 유용물질 동정, 합성, 및 생산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553.309 해양생태학(Marine Ecology)

 해양생물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해양생물의 분포, 

개체군, 군집 및 생태계에 관해 이해시킨다.

•573.222 응용미생물학(Applied Microbiology)

 미생물의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생물과 

관련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사례 및 실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573.215 발생생물학 및 실험(Developmental Biology & Lab)

 생물 발생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양한 생물의 

생식세포 형성, 수정, 난할, 세포분화 및 형태형성 등 발생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직접 관찰하고 고찰한다.

•573.311 면역학(Immunology)

 면역학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된 생물과학의 한 분야로서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면역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면역계, 면역세포, 방어기작, 

항원-항체 반응 등 면역학의 기초개념을 학습한다.

•572.206 어류학(Ichthyology)

 어류의 형태, 생태 및 분류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여 어류전반에 

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킨다.

•573.318 분자생물학실험(Molecular Biology Lab)

 핵산과 단백질의 분리 및 유전자 클로닝, 유전자 증폭 등의 

기초적인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571.320 수산해양교육론(Theories of Subject Education in 

Marine Fishery)

 수산 해양의 교과 특성을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연계시켜 

강의하고, 수산 해양 교육의 운영 현실과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토론, 수업지도 방법 등을 학습한다.

•573.414 해양동물내분비학(Aquatic Animal Endocrinology)

 해양 동물의 내분비성 조직, 세포 및 호르몬을 다른 척추동물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개체발생 및 동물의 진화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 어류의 발생, 성장, 항상성 유지, 반식에 필요한 호르몬성 

물질 및 수용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수한다.

•573.308 발생유전학(Developmental Genetics)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적 기반 위에서 연구된 생물 

발생의 원리를 초파리, 선충 및 마우스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세포분화, 체세포복제 및 줄기세포 등에 관하여 학습하여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이해한다. 

•573.483 조직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Histological Physiology 

& Lab)

 동물의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개체내외의 제반 기관을 관찰하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세포를 조직학적으로 이해하여 

형태형성 과정 및 그 생리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573.314 해조생물공학_캡스톤디자인(Algae Biotechnology_ 

Capstone Design)

 해양생물(microalgae,macroalge)을 이용한 생물공학적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산업적 응용의 방법을 모색한다.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The Logic and Essay of 

Marine Fishery)

 수산해양관련교과 교육론, 지도법 및 전공 내용에 대하여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관련 지식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토론한다.

•573.467 유전공학_캡스톤디자인(Genetic Engineering_Capstone 

Design)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재조합 DNA, 유전자 전이, 세포배양 

기술 등의 사례를 연구, 이해하도록 하여 해양생명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573.321 분자내분비학(Molecular Endocrinology)

 호르몬 및 호르몬수용체 분자는 척추동물 내분비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본 강의에서는 내분비 기구를 호르몬과 그 

수용체의 분자적 작용 기구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호르몬에 

의한 유전자발현조절, 호르몬 및 그 수용체 유전자들의 클로닝 

및 특성을 분석하여 내분비현상의 생물학적 의미를 연구한다.

•573.450 해양생물생리활성물질 및 실험(Biologically Active 

Substance of Marine Organisms & Lab)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이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의 분리, 정제

기작과 작용 등의 내용을 교수한다.

•573.451 생명공학분석론_캡스톤디자인(Analytic Methodology of 

Bioscience_Capstone Design)

 생명공학은 생명현상을 지닌 생물이나 고유한 생명현상의 

일부분을 변형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본 과목에서는 생명공학의 실험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세포생물학, 

유전공학, 생화학, 미생물학, 효소학 등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실

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이들을 분석하는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571.408 해양동물병리학_캡스톤디자인(Aquatic Animal Pathology_ 

Capstone Design)

 해양 동물의 질병의 진단, 원인, 치료 및 대책에 관하여 교수한다.

•573.452 단백질체학(Proteomics)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심 유기분자인 단백질의 합성,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다. 단백질 구조와 기능의 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리 현상과 생명공학 분야의 응용 사례 및 proteomics 

관련 지식 등을 학습한다.

•573.321 분자내분비학실험(Molecular Endocrinology Lab)

 분자내분비학실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기본사항을 익히며, 

분자내분비학에서 배운 내용을 실험한다.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terial 

and Teaching Method of Marine Fishery)

 수산해양관련과목의 교과과정에 맞는 교재연구 및 개발, 강의방법, 

학습 및 태도 등을 지도하여 과학적인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교생실습에 대비하여 일선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내용을 

분석하여 강의계획서를 준비하고 토론한다.

•573.429 생물의약학(Biomedicinal Science)

 생명과학 분야에서 얻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생물의약품의 연구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573.457 효소학_캡스톤디자인(Enzymology_Capstone Design) 

 고급생명과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생물학적 촉매자인 효소의 

합성조절은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근원적 물질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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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에 의해 해독되는 효소의 종류의 기능의 오류는 생명체

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효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 

효소공학, 생체중의 효소의 분포, 기능 및 작용기구와 그 반응

속도 등을 강의하여 효소학에 관한 기본과 응용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573.458 해조소재학(Algae Biomaterials) 

 해양에 서식하는 1차 생산자인 미세조류와 해조류는 해양 생태계

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조(Algae)는 예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해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 소재는 기능성 식품소재 및 의약품 소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기능성 식품소재 및 의약소재에 적용할 수 있는 해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 소재에 관하여 강의한다.

•573.463 기능성바이오소재학실험(Functional Biomaterials Lab) 

 최근 새로운 연구 및 사업의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웰빙

(Well-Being)시대에 발맞추어 기능성 소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큰 분류로는 기능성 식품/화장품 및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의 발굴과 이들의 효능검색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에 대한 실험실적 

접근법을 학습하고 산업화 단계에서 인준을 받기 위한 방법론 

등을 관련 실험수업을 통해 익힌다.

•573.459 생명공학분석론실험(Analytic Methodology of Bioscience 

Lab) 

 생명공학은 생명현상을 지닌 생물이나 고유한 생명 현상의 

일부분을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변형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와같은 기술에는 다양한 실험실적 방법과 

인체에 적용하기 전의 동물실험 등 현실적 생명공학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론적 생명공학 또는 생물공학적 개념을 실험을 통해 

생명공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

•573.470 해양분자생명과학논문연구및작성법Ⅰ_캡스톤디자인(Thesis 

Research and Writing Ⅰ_Capstone Design)

 해양분자, 생명과학 관련 전공 논문을 읽고 이론을 습득하여 

논문작성 등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며, 또한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전공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3.471 해양분자생명과학논문연구및작성법Ⅱ_캡스톤디자인(Thesis 

Research and Writing Ⅱ_Capstone Design)

 해양분자, 생명과학 관련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각 교수들의 

지도아래 관심있는 논문 테마를 정하여 연구논문을 학위논문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미나 발표를 통하여 전공지식을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3.476 수산해양과학개론(Theories of Subject Education 

in Marine Fishery)

 해양생물의 거시적 생물현상과 생태환경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내용을 소개한다.

•573.481 일반미생물학(Microbiology)

 미생물의 역사와 범위,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구조와 기능, 

미생물의 영양과 생장 및 조절, 미생물의 대사, 미생물의 형태 

및 분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이들이 갖는 생리학적, 

분자생물학적인 특징을 이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573.474 일반미생물학 실험(Microbiology Lab)

 실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와 형태 및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게 되며 아울러 

미생물을 연구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573.475 진로탐색 및 꿈 설계(Career Planning)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진로지도, 심층 

상담, 생명과학분야의 직업군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수강생이 

진로를 탐색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대학

생활을 계획하도록 한다.

•573.477 분자생물학Ⅰ(Molecular BiologyⅠ)

 생명현상을 분자적 관점에서 생체의 가장 중요한 고분자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기능 및 생합성, 유전적 분석, 거대

분자의 구조 및 상호반응, 핵산의 복제 및 수리, 돌연변이, 전사, 

번역 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573.479 분자생물학Ⅱ_캡스톤디자인(Molecular BiologyⅡ)

 분자생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유전자 발현기작 및 그 조절기작, 

새로운 유전자 조작 방법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573.480 생명과학과 진로 선택(Life Science and Career 

Choice)

 생명과학 관련 직업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 

선택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명과학분야의 각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대해 살펴본 후 수강생이 알맞은 

직업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다. 

•573.482 생물정보학 및 실습(Bioinformatics and Practice)

 생물학, 전산학, 정보학 및 통계학 등이 결합된 융합학문으로,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물학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리, 

분석,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다양한 생명체의 DNA, 

RNA, 단백질 구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며 가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573.478 면역학 실험(Experimental Immunology)

 면역학은 생체방어 시스템과 질병제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면역계 조절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서 병원균을 포함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체 면역계의 조성, 기능, 질병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면역학의 기본 원리를 실험을 통해 습득, 

이해한다.

•573.351 장기현장실습(Long-term Field Training)

 장기현장실습교과목은 기존 단기현장실습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를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습기간 부족에 

따른 취업연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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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명과학과 (Plant Scienc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28학점

전공선택 :   8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물생명과학과 1-1 기초 554.470 식물생명과학입문 3-3-0-0

식물생명과학과 1-1 기초 554.152 식물생명산업의이해 3-3-0-0
식물생명과학과 1-2 기초 554.151 식물과화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1-2 기초 554.107 ☆식물과학개론 3-3-0-0
식물생명과학과 2-1 기초 554.225 ☆식물생리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2-1 기초 554.453 기능성식물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2-1 필수 554.234 *과수원예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2-2 필수 554.236 *세계채소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2-2 필수 554.465 식물분자생물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3-1 필수 554.235 *☆식물병리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3-1 선택 554.350 식물생명산업현장실습 3-2-2-0

식물생명과학과 3-1 필수 554.342 ☆식물유전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2 필수 554.344 *☆식물육종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2 필수 554.306 농약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4-1 필수 554.450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Ⅰ_캡스톤디자인 2-2-0-0

식물생명과학과 4-2 필수 554.452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Ⅱ_캡스톤디자인 2-2-0-0
식물생명과학과 2-1 선택 554.227 ☆식물생산과학원론 3-3-0-0

식물생명과학과 2-1 선택 554.238 플라워디자인및실습 3-2-2-0
식물생명과학과 2-1 선택 554.239 해충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2-1 선택 554.304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2-2 선택 554.341 ☆저장유통생리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2-2 선택 554.462 식물영양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2-2 선택 554.472 식물생화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3-1 선택 554.471 ☆식물분류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1 선택 554.338 잡초방제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3-1 선택 554.466 식물유전자조작론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1 선택 554.345 ♣식물자원∙조경교육론 3-3-0-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241 식물병원미생물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460 식물생명과학실험통계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340 웰빙유기채소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243 전공영어원서강독 3-3-0-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467 식물번식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346 ♣식물자원∙조경논리및논술 2-2-0-0

식물생명과학과 3-2 선택 554.454 천연물화학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4-1 선택 554.463 농촌지도론 3-3-0-0

식물생명과학과 4-1 선택 554.468 식물종자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4-1 선택 554.419 생물학적방제및실험 3-2-2-0

식물생명과학과 4-1 선택 554.451 ☆식물생명산업경영과취업 3-3-0-0
식물생명과학과 4-1 선택 554.438 ♣식물자원∙조경교재연구지도법 3-3-0-0

식물생명과학과 4-2 선택 554.432 원예치료복지학 3-3-0-0
식물생명과학과 4-2 선택 554.433 식물병종합관리(IPM) 3-3-0-0

식물생명과학과 4-2 선택 554.435 식물생명공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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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54.107 식물과학개론(Principles in Plant Science)

 식물의 분류, 형태, 생리, 생태, 진화 등을 이해하여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 이론과 관찰을 통해 식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554.151 식물과화학(Plant & Chemistry)

 식물산업과학에 필요한 화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어 화학결합 및 화합물의 구조와 성질을 이해하고 유기화학과 

생화학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554.453 기능성식물학(Plant Functional Products Science)

 인류는 식물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하여 왔으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인류와 자연환경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식물소재가 더 세분화되어 이용되고 있고 그 가치가 무궁무진

하며, 과학의 발달로 식물의 분류와 이용이 점차 system화 

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기존의 식물 소재를 바탕으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각종 기능성 물질을 소개하고, 새로이 

개발되고 발견되는 식물과 그 이용가치를 이해하여 학문적 

발전과 함께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학습한다.

•554.152 식물생명산업의이해(Introduction to Plant Bio Industry)

 인간이 이용하는 식물을 먹을거리, 환경자원, 기능성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유래와 이용을 원예식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식물

생명산업의 현황 및 발전 가능성을 알아본다.

•554.225 식물생리학및실험(Plant Physiology ＆ Lab)

 식물종자의 형성, 휴면 발아로부터 식물의 생장, 분화에 관여하는 

양분, 수분, 온도, 광 등 외적요인과 호르몬 등 내적요인을 

공부하여 식물의 일생에 걸친 유기적 생리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식물생명과학의 세부분야 지식을 습득하는데 기초를 마련하도록 한다.

•554.462 식물영양학(Plant Nutrition)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토양미생물에 이르는 기초분야를 

공부한 후 식물이 일생을 통해 토양으로부터 흡수, 이용하는 

무기양분의 각각에 대해 생체 내에서의 역할, 과잉 및 결핍증상, 

효과적인 공급 방안 등을 공부한다. 또한 화학비료의 종류와 

사용 등 식물 영양에 관한 주변 이론에 대해서도 연계 학습한다.

•554.234 과수원예학및실험(Fruit Tree ＆ Lab)

 현대 과수의 전반적인 기초지식 즉 분류, 재배, 번식, 결실, 수확 

및 관리 등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강의하며, 특히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웰빙 사회에 맞게 환경친화형 

과수의 생산과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554.465 식물분자생물학(Plant Molecular Biology)

 식물생명현상을 분자적관점에서 생체의 가장 중요한 고분자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와 기능 및 생합성, 유전적 분석, 거대

분자의 구조 및 상호반응, 핵산의 복제 및 수리, 돌연변이, 전사, 

번역 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554.236 세계채소및실험(World Vegetable Crops & Lab)

 세계채소(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채소)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즉, 생산현황, 재배환경, 재배기술, 육종, 생산, 병해충 방제, 

수송 및 경영, 수출입정보에 관하여 그 기초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554.235 식물병리학(Plant Pathology)

 식물의 병리현상을 병원균, 기주식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예방과 치료방법을 학습한다.

•554.350 식물생명산업현장소개및실습(Practice & Introduction 

in Plant Bioindustry)

 식물생명산업과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기초 위에 식물생명산업

현장의 체험을 통하여 그 체계를 완성하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554.342 식물유전학및실험(Plant Genetics ＆ Lab)

 생물의 유전과 변이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유전자의 

본체와 형질의 발현기작 및 유전자의 변이성에 대해 공부

함으로써 원예산업에 있어서 유전현상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용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한다.

•554.344 식물육종학및실험(Plant Breeding ＆ Lab)

 원예식물의 유전적 요인의 개량을 위한 식물 육종법의 원리와 

방법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공부하여 인류역사에 기여해 온 식물 

육종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전개방향을 모색하며 또한 

육성 품종의 유지⋅증식 및 보급에 대해 학습한다.

•554.306 농약학(Pesticide Science)

 농약의 분류, 기본적인 성질과 제제형태 및 사용법 등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사용 목적별 주요 농약을 설명하며 약제방제의 

이론과 농약의 작용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한다.

•554.450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Ⅰ_캡스톤디자인(Project in Plant 

Bioindustry I_Capstone Design)

 식물생명과학 전반에 걸친 주제 가운데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하며 

졸업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 등을 

배양하도록 한다.

•554.452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Ⅱ_캡스톤디자인(Project in Plant 

BioindustryⅡ_Capstone Design)

 식물생명과학 전반에 걸친 주제 가운데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토의하며 

졸업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쉽 등을 

배양하도록 한다.

•554.227 식물생산과학원론(Principles of Plant Production 

Science)

 식물의 생산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학습하여 하나의 식물이 인간에게 이용되기까지 식물의 유전성, 

자연환경, 인간의 재배기술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554.238 플라워디자인및실습(Flower Design ＆ Practice)

 꽃, 잎, 나무 등의 화훼식물을 주 소재로 인간의 창의력과 표현

능력을 이용하여 공간의 기능과 미적 효율을 높여주는 오브제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식물생명과학과 4-2 선택 554.469 장기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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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554.239 해충학(Entomology)

 곤충의 분류, 생리, 생태 등 기초 분야를 공부한 후 원예작물에서 

문제시되는 주요해충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종합적 

방제에 이르는 응용분야를 공부하여 효과적인 해충 관리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특히 환경보전이라는 입장에서 생태적 해충

관리법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554.341 저장유통생리학및실험(Postharvest Physiology ＆ Lab)

 채소⋅화훼⋅과수 등 원예식물의 수확 후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특히, 식물생리학, 원예생물화학, 식물병리학, 해충학 

등과 연계시켜 학습함으로써 각 과목의 학습효과 증진에 기여

하도록 한다.

•554.304 식물조직배양학및실험(Plant Tissue Culture ＆ Lab)

 식물의 전능성을 이용한 조직배양 기술이 급속증식, 무병주 

생산, 육종 등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원리와 방법을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공부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응용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554.466 식물유전자조작론및실험(Plant Gene Manipulation & Lab)

 분자생물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전자 발현기작 및 유전자 

조작 방법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유전자 클로닝 및 

증폭 등의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을 실험을 통하여 이를 이해한다.

•554.338 잡초방제학(Weed Control)

 잡초의 정의 및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잡초로 인한 피해나 

유용성 등에 관해서도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잡초의 분류 및 분포의 파악과 그 생리, 생태 등에 

관해서도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잡초와 작물과의 경합, 잡초의 

방제법, 제초제와의 한계, 제초제의 작용기구, 선택성, 사용방법 

및 제초제의 안전사용 등에 제반사항을 습득하도록 한다.

•554.454 천연물화학및실험(Natural Products Chemistry and Lab.)

 천연물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화합물 구조와 생리활성 표적을 

제공하면서 신약 발견과 개발 및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물질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류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식물에서 유래된 천연물은 매우 다양하며 그 이용가치가 매우 

높아 앞으로도 신물질의 발견과 이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이다. 식물에서 유래된 천연물과 함께 이로부터 파생되거나 

연관된 천연물을 강의한다.

•554.345 식물자원⋅조경 교육론(Educational Theory of Plant 

Resources and Landscape)

 식물산업을 교육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식물자원 뿐만 

아니라 국외의 우수한 자원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식물산업 분야와 조경 분야에서 이용되는 

소재의 할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응용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54.243 전공영어원서강독(English for Plant Science)

 원예산업과 관련된 영어논문의 독해, 문서작성, 농산물 수송 및 

무역 관련 전공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전공영어를 강의하여 

원예산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영어구사력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한다. 

•554.241 식물병원미생물학및실험(Plant Pathological Microbiology 

＆ Lab)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균류, 세균, 파이토프라즈마,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의 특성, 분류, 생태 등을 이해하고 이들 미생물이 

일으키는 식물병의 예방 및 치료방법을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554.460 식물생명과학실험통계학(Experimental Statistics for 

Plant Science)

 생명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요약, 

기술하는 통계적 방법과 조사 연구나 실험연구의 설계 및 분석에 

관한 통계적 방법을 이해시켜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554.340 웰빙유기채소및실험(Well-being Organic Vegetable ＆ 

Lab)

 국민의 웰빙 욕구 증대에 따라 웰빙 유기채소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여 유기 채소생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웰빙 

친환경 농산물유통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웰빙 유기채소의 강의를 

통하여 익힌 기초이론체계 위에서 개별 유기채소류에 관한 

강의와 실습을 함으로써 웰빙 채소의 이해와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54.346 식물자원⋅조경 논리및논술(Logics and Essay of 

Plant Resources and Landscape)

 교육과 실험 및 실습 등 현장에서의 활용은 식물소재와 조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수집, 준비와 발표에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학습의 기초인 논리의 전개와 

논술 능력이 필수 이며, 이를 배양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554.419 생물학적방제및실험(Biological Control ＆ Lab)

 천적의 도입, 미생물의 이용 등 해충에 대한 생물적 환경저항 

인자들의 합리적인 이용방안과 그들의 종류 및 생활사 그리고 

해충과의 상호관계 등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종합적인 해충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554.451 식물생명산업경영과취업(Management ＆ Employment 

in Plant Bioindustry)

 식물생명산업의 경영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기초이론을 체계적

으로 강의하고,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취업기회를 높인다.

•554.438 식물자원⋅조경 교재연구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 and Method of Plant Resources and Landscape)

 식물자원 및 조경분야의 교육 및 강의 교재를 준비하는 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교육법을 연구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554.463 농촌지도론(Principles and Methods of Agricultural 

Extension)

 새로운 농촌사회교육 방법과 의식화 교육방법을 익혀서 농민들

에게 개량된 농업기술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생활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농촌

지도계획, 농촌지도의 방법 및 평가 등을 강의한다. 

•554.468 식물종자학(Plant Seed Science)

 상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식물 종자를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이론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식물종자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554.432 원예치료복지학(Horticultural Therapy &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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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에게 녹색의 쾌적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식물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과목

이다. 원예치료는 치료의 매개체가 되는 식물 및 다양한 원예

활동에 대한 실습, 원예치료 프로그램 제작, 원예치료를 위한 

재활 및 작업치료, 그리고 정신의학 및 상담학의 기초지식, 

그리고 원예치료 임상실습 등을 다룬다.

•554.433 식물병종합관리(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환경보전적 지속적농업과 관련하여 식물병 방제 종합적 대책은 

경종적, 생물적(유전공학 포함) 및 화학적인 3대 요인으로 집약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강좌는 IPM 구성요소 및 이들의 상호

작용을 습득하도록 한다.

•554.435 식물생명공학(Biotechnology and Plant)

 분자생물학을 기초로 하여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식물형질전환과 

유전체 연구 및 그 주변기술을 이용한 원예식물개량 및 이용에 

대해 학습한다.

•554.469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식물생명과학 산업에서의 실무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최대 6개월간 기업체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554.470 식물생명과학입문(Intro of Plant Bio-Science)

 식물생명과학전공 분야의 ekdidtd을 소개하고 식물생명과학의 

미래에 대하여 소개 및 토의를 통해 식물생명과학과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554.472 식물생화학(Plant Biochemistry)

 식물계를 구성하는 모든 식물의 계통체계와 유연관계를 반영하는 

분류 체계를 정립하고, 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한다.

•554.467 식물번식학및실험(Plant Propagation & Lab)

 원예작물의 번식을 위한 과학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요 원예작물들에 대한 효과적인 

번식 방법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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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경학과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5학점 전공필수 : 19학점

전공선택 :  14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환경조경학과 1-1 기초 575.217 ♣＊조경계획론 3-3-0-0

환경조경학과 1-1 기초 575.107 ♣환경조경학 3-3-0-0
환경조경학과 1-2 기초 575.213 ♣＊조경식물학및실습I 3-2-2-0

환경조경학과 1-2 선택 575.222 서양조경사 3-3-0-0
환경조경학과 2-1 필수 575.216 ♣조경식물학및실습II 3-2-2-0

환경조경학과 2-1 선택 575.219 동양조경사 3-3-0-0
환경조경학과 2-1 선택 575.253 조경재료 및상세설계 3-2-2-0

환경조경학과 2-2 필수 575.251 환경조사분석 3-2-2-0
환경조경학과 2-2 선택 575.103 조경미학 2-2-0-0

환경조경학과 2-2 선택 575.254 ♣녹지지피학 3-3-0-0
환경조경학과 3-1 선택 575.350 ♣조경구조및 시공·관리 3-2-2-0

환경조경학과 3-1 선택 575.351 ♣조경식물관리학및실습 3-2-2-0
환경조경학과 3-1 선택 575.109 도시생태학 3-3-0-0

환경조경학과 3-2 선택 575.353 공원설계_캡스톤디자인 4-4-0-0
환경조경학과 3-2 선택 575.352 조경적산실무실습 3-2-2-0

환경조경학과 3-2 선택 575.326 ♣조경GIS 3-2-2-0
환경조경학과 3-2 필수 575.317 자연공원학및실습 3-2-2-0

환경조경학과 4-1 필수 575.450 ＊환경설계스튜디오 I_캡스톤디자인 4-2-4-0
환경조경학과 4-1 선택 575.106 환경식물학_캡스톤디자인 3-3-0-0

환경조경학과 4-1 선택 575.409 광역조경계획 3-3-0-0
환경조경학과 4-1 선택 575.307 관광및휴양지계획 3-3-0-0

환경조경학과 4-2 선택 575.451 환경설계스튜디오 II_캡스톤디자인 4-4-0-0
환경조경학과 4-2 선택 575.412 환경영향평가 2-2-0-0

환경조경학과 4-2 선택 575.403 자연환경보전론 2-2-0-0
환경조경학과 3-1 선택 554.345 ☆식물자원·조경교육론 3-3-0-0

환경조경학과 3-2 선택 554.346 ☆식물자원·조경 논리 및 논술 3-3-0-0
환경조경학과 4-1 선택 554.438 ☆식물자원·조경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환경조경학과 4-2 선택 575.456 산림생태학 3-2-2-0
환경조경학과 3-2 선택 575.460 단지설계스튜디오 3-2-2-0

환경조경학과 1-1 기초 575.461 기초설계1 3-2-2-0
환경조경학과 2-2 기초 575.462 조경측량응용학 3-2-2-0

환경조경학과 2-2 선택 575.463 외부공간설계스튜디오(건축물) 3-2-2-0
환경조경학과 1-2 선택 575.455 기초설계2 (디자인기초) 3-2-2-0

환경조경학과 3-1 필수 575.457 지형 및 식재설계 3-2-2-0
환경조경학과 1-2 선택 575.458 디지털조경 3-2-2-0

환경조경학과 2-1 필수 575.459 외부공간설계스튜디오(정원)_캡스톤디자인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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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75.217 조경계획론(Landscape Planning) 

 조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요구되는 조사분석과 접근방법을 배운다. 

각론에서 정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휴양지 및 시설조경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기법에 대한 이론 학습이 진행된다.

•575.217 환경조경학(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조경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학습과 훈련 과정, 진로 

등에 대해 이론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575.213 조경식물학 및 실습Ⅰ(Landscape Botany and 

PracticeⅠ) 

 조경식물의 가치와 범위, 명명법, 분류체계와 형태, 식재, 이식, 

번식,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75.216 조경식물학 및 실습Ⅱ(Landscape Botany and 

PracticeⅡ) 

 이용가치가 높은 조경수목과 자생수목의 종류와 품종, 식재와 

배식,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이론 강의와 야외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75.251 환경조사분석(Environm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계획의 전 단계로서 지형, 식생, 토양 등 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경관 등의 조사 및 분석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75.219 동양조경사(History of Oriental Landscape 

Architecture)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조경 발달과정을 학습하고 역사적 양식들을 

비교하면서 특징에 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575.222 서양조경사(History of Occidental Landscape 

Architecture) 

 서양을 중심으로 조경 양식, 시대적 배경, 조경가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현대 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계획 

설계 능력을 향상시킨다.

•575.253 조경재료 및 상세설계(Landscape materials and 

Detail design) 

 조경설계 및 시공분야에서 공간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인공 

소재에 대한 특성을 이해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상세 설계를 

통해 활용 방법을 학습한다.

•575.353 공원설계_캡스톤디자인(Park Design Studio_ Capstone 

Design) 

 어린이공원, 소공원, 테마공원, 광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을 

학습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된다.

•575.317 자연공원학 및 실습(Nature Park and Practice)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에 대한 이용과 메카니즘에 대해 

강의한다. 자연공원의 선정기준, 이용 및 보호계획에 대해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계획능력을 배양한다.

•575.450 환경설계스튜디오 I_캡스톤디자인(Environmental 

Landscape Design Studio I_Capstone Design)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리조트 등 집단적 시설이 입지하는 대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접근방법, 해결방안의 디자인 과정을 설계와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575.451 환경설계스튜디오 II_캡스톤디자인(Environmental 

Landscape Design Studio II_Capstone Design)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지를 선정하여 조사와 분석을 거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설계와 

토론을 통해 학습한다.

•575.350 조경구조 및 시공⋅관리(Landscape Structure · 

Construction and Management) 

 조경시설물의 설계를 위한 구조적 원리와 응용 방법을 학습한다. 

조경공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기법을 학습하여 조경 

시공현장의 관리능력을 배양한다.

•575.352 조경적산실무실습(Practice of Landscape Cost 

Estimation)

 조경공사를 위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내역서 등을 구성하는 

요소와 작성법을 학습하고 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실무 수준

으로 적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575.106 환경식물학_캡스톤디자인(Environmental Botany_ 

Capstone Design) 

 조경식물의 생육과 빛, 물, 대기 등의 환경인자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실내조경, 인공지반, 벽면, 오염지역, 

암석지, 해변, 침수지 등의 특수지 조경계획을 답사하고 실습한다.

•575.254 녹지지피학(Ground Cover Plants and Practice) 

 지피식물로서 잔디의 형태, 종류와 품종, 광과온도, 수분, 공기, 

답압 등의 잔디생육환경 등에 관해 기초이론을 이해하도록 하며 

기타 화단소재로서의 초본류 및 화훼류에 관해 학습한다.

•575.307 관광 및 휴양지계획(Tourism and Resort Planning) 

 레크레이션 활동과 수반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추세의 이해와 

치유를 위한 휴양지의 물리적 기반에 대한 수립기준과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이해한다.

•575.326 조경GIS(Landscape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응용하여 환경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지형, 

공간, 환경, 생태 자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며, 적지분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법을 익힌다.

•575.103 조경미학(Landscape Aesthetics) 

 조형심리학을 중심으로 디자인에서 생성하는 형태의 구성 원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적용된 사례를 연구하여 이론적 

디자인 모형을 정립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한다.

•575.109 도시생태학(Urban Ecology) 

 인간 활동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응용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575.351 조경식물관리학및실습(Practice of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Landscape Plants)

 식물생육기반인 토양, 조경수목과 야생식물, 초화류 등의 병충해, 

유지관리 등에 대해 이론과 현장 중심의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75.403 자연환경보전론(Theory of Nature Conservation)

 자연환경지역의 생성 기제와 구성 요소를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산악 및 해안, 습지,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 파괴와 오염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방안을 실습한다.

•575.409 광역조경계획(Regional Landscap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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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변천과 공간구조, 녹지⋅공원⋅경관 등의 계획체계와 

내용을 학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 

방법을 탐구한다.

•575.412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인간의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성을 검토하는 

방법과 과정을 이해한다. 환경 인자에 대한 분석 기법과 평가서 

작성기법 등을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575.461 기초설계1(Basic Design1) 

 조경설계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설계 및 최종도서설계에 직접적

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수목의 평면과 입면, 시설 및 포장재료 

등의 표현방법과 도면작성법, 투시도 등을 학습한다.

•575.455 기초설계2(Basic Design2) 

 조경설계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설계 및 최종도서설계에 직접적

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수목의 평면과 입면, 시설 및 포장재료 

등의 표현방법과 도면작성법, 투시도 등을 학습한다.

•575.458 디지털조경(Digital Landscape) 

 컴퓨터 기술과 매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도하는 기법과 디지털 

조경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과 함께 실무에서 작성되는 도면을 

컴퓨터 기술로 그리는 실습이 진행된다.

•575.462 조경측량응용학(Landscape Surveying) 

 조경공사에 응용될 수 있는 거리측량, 평판측량, 레벨측량, 

광파측량 등의 측량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힌다.

•575.457 지형 및 식재설계(Planting Design) 

 수목, 지피, 초화, 만경류 등의 식물 소재를 이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과 식재설계도면의 

작성에 대한 실습을 강의한다.

•575.463 외부공간 설계스튜디오(건축물)(Outdoor Space 

Design Studio)

 건물과 연계되는공개공지 혹은 외부공간 설계의 기초를 익히고, 

실제 설계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및 응용능력을 기른다.

•575.459 외부공간 설계스튜디오(정원)_캡스톤디자인(Outdoor 

Space Design Studio_Capstone Design)

 건물과 연계되는공개공지 혹은 외부공간 설계의 기초를 익히고, 

실제 설계프로젝트를 통해 적용 및 응용능력을 기른다.

•575.456 산림생태학(Forest Ecology)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학의 한 분야로 임목과 산림의 생태를 

해명하고 입지조건과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학문이다. 

•575.460 단지설계스튜디오(Complex Design Studio)

 건물군과 함께 계획되는 주거단지, 도시재생 단지 등 중간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단지설계의 기초를 학습하고 

응용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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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Electronic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6(18)학점 전공필수 : 21학점

전공선택 :  1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수학과 1-1,2 기초 501.008  *미분적분학 I 3-3-0-0

물리학과 1-1 기초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4-3-2-0
전자공학과 1-1 기초 557.465 ☆컴퓨터개론 3-3-0-0

전자공학과 1-2 필수 557.150  *기초프로그래밍 3-3-0-0
전자공학과 2-1 기초 557.215  *공학수학 I 3-3-0-0

전자공학과 2-1 선택 557.213  논리회로설계 3-3-0-0
전자공학과 2-1 선택 557.220  기술문서독해 및 작성 3-3-0-0

전자공학과 2-1 선택 557.221  고급프로그래밍 3-3-0-0
전자공학과 2-1 선택 557.222  전기회로 Ⅰ 3-3-0-0

전자공학과 2-1 선택 557.225  ☆전기 및 디지털 회로 실험 I 1-0-2-0
전자공학과 2-2 기초 557.251  *공학수학 II 3-3-0-0

전자공학과 2-2 필수 557.216  *☆디지털시스템설계 3-3-0-0
전자공학과 2-2 필수 557.223  *☆전기회로 Ⅱ 3-3-0-0

전자공학과 2-2 선택 557.226  전기 및 디지털 회로 실험 II 1-0-2-0
전자공학과 2-2 선택 557.250  응용프로그래밍 3-3-0-0

전자공학과 3-1 필수 557.301  *☆전자회로 I 3-3-0-0
전자공학과 3-1 필수 557.313  *신호및시스템 3-3-0-0

전자공학과 3-1 필수 557.322  *☆반도체물성 3-3-0-0
전자공학과 3-1 필수 557.333  *컴퓨터구조 3-3-0-0

전자공학과 3-1 선택 557.324  ☆전자회로실험 1-0-2-0
전자공학과 3-1 선택 557.335  확률및응용 3-3-0-0

전자공학과 3-1 선택 557.466 ♣전자교육론 2-2-0-0
전자공학과 3-1 선택 557.218 전자기학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302  전자회로 II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321  ☆디지털신호처리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326  반도체소자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327  ☆통신개론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328  시스템프로그래밍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467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468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1-0-2-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469 ♣전자논리와논술 3-3-0-0

전자공학과 3-2 선택 557.470 설계프로젝트기초_캡스톤디자인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330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24  VLSI시스템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29  ☆디지털통신시스템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30  디지털신호처리응용및해석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52  ☆컴퓨터네트워크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71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64 ♣전자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전자공학과 4-1 선택 557.473 고급설계프로젝트_캡스톤디자인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332  자동제어 3-3-0-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328 학사운영과

| 교과목 해설 |

•557.465 컴퓨터개론(Introduction to Computers)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략적인 지식들을 습득한다.

•557.218 전자기학(Electromagnetism)

 스칼라장과 벡터장에 관해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계 및 

자계의 특성과 맥스웰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한다.

•557.150 기초프로그래밍(Introduction to Programming)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 중에서 기본

적인 C 언어를 익히기 위해 프로그램과정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557.216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디지털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억소자의 동작원리, 

순차논리회로와 메모리 구성요소의 해석과 설계 방법을 배우고 

CAD 사용법을 익힌다.

•557.223 전기회로 Ⅱ(Electric Circuits Ⅱ)

 전기회로 I 에서 다룬 회로 해석 기법을 토대로 교류 회로 해석, 

교류 회로의 전력 계산, 페이져 변환, 주파수 영역 회로 해석 

기법, s-영역 회로 해석, 전달 함수, 중첩의 원리, 주파수 응답, 

선형 시스템의 기본 개념, 아날로그 주파수 선택 필터 등을 

다룬다. 

•557.301 전자회로 Ⅰ(Electronic Circuits Ⅰ)

 전자회로의 기본 개념, 다이오드의 특성과 이를 이용한 정류기 

및 응용회로를 공부한다. 트랜지스터의 특성과 증폭기 구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 설계 등을 다루며 FET의 

특성에 대해 공부한다.

•557.313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선형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연속 신호의 변환, 

처리 및 주파수 분석과 연속 선형 시스템의 해석 등 신호 처리, 

통신 시스템, 제어 이론 등의 기초가 되는 연속 신호와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과 해석 기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557.322 반도체물성(Semiconductor Physics)

 반도체의 물성과 반도체 소자 PN Junction의 기본 특성을 익힌다.

•557.333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IC, 데이터 표현과 연산법, 프로세서 구조와 동작원리 

등 컴퓨터 설계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조를 배운다.

•557.213 논리회로설계(Logic Circuit Design)

 디지털 데이터의 표현법과 코드, 논리식 등 논리회로 설계에 

필요한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조합논리회로, 연산회로 등의 

해석과 설계 방법을 배운다. 

•557.220 기술문서 독해 및 작성(Technical Document Reading 

and Writing)

 다양한 공학관련 자료의 독해를 통해 기술문서의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간결하고도 충실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보고서의 

작성실습을 한다. 

•557.222 전기회로 I(Electric Circuits I)

 전기회로를 해석하기 위한 필요한 회로의 기본 개념과 해석 

기법을 다룬다. 수동 소자의 전압 전류 관계식, 키르히호프의 

법칙, 마디전압법, 매쉬전류법, 테브난등가회로, 최대전력전달, 

전원변환, 1차회로시스템 해석, RLC 회로 해석, 과도 응답, 

정상상태응답 등을 다룬다. 

•557.225 전기및디지털회로실험 I(Electric and Digital Circuits 

Lab I)

 전기회로 I 에서 공부하는 회로의 기본 개념 및 이론을 실험적

으로 검증한다. 실험 기기 사용법, PSPICE 사용법, 오옴의 법칙, 

키르히호프의 법칙, 전압 분배 회로, 전류 분배 회로, 테브난 

정리, 중첩의 원리, 인덕턴스의 특성 및 측정, 1차 회로, 2차 

회로 등을 실험한다. 

•557.221 고급프로그래밍(Advanced Programming)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 및 C++ 언어의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의 구현 방법을 배운다.

•557.250 응용프로그래밍(Application Programming)

 파일처리, 동적할당, 객체기반 프로그래밍 등 프로그래밍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 과제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 기법 및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557.226 전기 및 디지털회로 실험 II(Electric and Digital 

Circuits Lab II)

 조합논리회로, 순차논리회로 등의 디지털 시스템의 응용회로를 

설계하여 실험한다.

•557.324 전자회로실험(Electronic Circuits Lab)

 계측기, 신호발생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필터 및 증폭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해본다. FET와 

연산 증폭기를 이용한 필터 및 증폭기 설계 실험도 다룬다.

•557.302 전자회로 Ⅱ(Electronic Circuits Ⅱ)

 FET를 이용한 IC 증폭기 설계, 연산 증폭기(OP Amp), 차동 

증폭기에 대해 공부한다.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과 피드백에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23  반도체공정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28  멀티미디어시스템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49 임베디드시스템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33  집적회로설계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53  이동네트워크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74 IoT융복합시스템설계_캡스톤디자인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55 이동통신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75.453 산학연과제연구_캡스톤디자인 3-3-0-0
전자공학과 4-2 선택 557.475 국내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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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룬다. 

•557.321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이산 신호와 시스템에 관한 기본 지식을 기초로 하여 고속 이산 

신호의 변환 (FFT) 및 스펙트럼 분석을 습득하고 디지털 필터의 

설계법을 다루어 신호처리, 통신, 제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57.326 반도체소자(Solid State Electronic Devices)

 Bipolar Transistor 및 FET 등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물성을 

통하여 이해하고 특성을 배운다.

•557.327 통신개론(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Theory)

 통신시스템의 기본적인 수학적 이론의 소개하고, 통신시스템의 

이론과 구현 방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557.328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 Programming)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 시스템 콜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셈블러, 링커, 로더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배운다. 

•557.329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Introduction to Microprocessor)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여러주변 장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557.331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Microprocessor Lab)

 실습 보드와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초 

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실험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557.330 자료구조 및 알고리즘(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

 추상적 데이터 형의 개념과 배열, 큐, 스택, 트리, 그래프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형태의 구현 방법, 저장 기법, 탐색 및 정렬 

알고리즘을 다룬다.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각 알고리즘의 기능 및 성능 해석 방법을 

배운다.

•557.335 확률 및 응용(Theory of Probablity and Application)

 랜덤 신호를 다룰 때 기초가 되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룬다. 

집합연산과 확률에 대해 배우고 랜덤 변수의 개념을 공부한다. 

또한 확률 분포, 기댓값, 분산 등의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을 소개한다.

•557.424 VLSI시스템(VLSI systems)

 CMOS를 이용한 논리회로의 이해와 집적회로 설계 및 해석에 

관해 공부한다.

•557.429 디지털통신시스템(Digital Communication System)

 디지털 방식에 의한 데이터의 전송 및 저장이론, 즉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557.430 디지털신호처리응용 및 해석(Digital Signal Processing : 

Applications and Analysis)

 디지털 신호처리용 실험장치로 디지털 신호처리 이론에 기초한 

신호처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실제 이론의 

전개 및 이해에서 구현까지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57.449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s)

 임베디드 시스템용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콘트롤러 등의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이식하는 기술을 배우고 응용시스템을 설계한다.

•557.452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컴퓨터 통신의 기본개념,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등을 배우고 ISO의 표준화 모델(reference 

model)에 따른 각 계층(layer)의 기능을 이해한다. 또한 각 

계층의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공부한다.

•557.332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제어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대하여 학습한다. 상태변수 및 전달

함수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의 모델링 방법, 시간 응답, 안정도 

등과 같은 시스템 성능 분석 및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근 궤적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 및 Bode plot, Nyquist diagram을 이용한 

주파수 공간에서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다룬다. 

•557.423 반도체공정(Solid State Processing)

 반도체 제조의 일반적인 결정성장, 확산(diffusion), 열처리(annealing), 

사진건판공정(lithography), 배선공정(interconnection), 박막

형성공정(thin film) 기술의 원리 및 제조장치의 최근 경향을 

다룬다.

•557.428 멀티미디어시스템(Multimedia Systems)

 멀티미디어의 기본개념, 시스템 구성요소 및 데이터 처리방법 

등을 배우고 응용 시스템을 설계한다.

•557.432 임베디드소프트웨어설계(Embedded Software Design)

 임베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의 내부구조를 분석/이해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용 운영체제를 이식(porting)하는 방법과 추가장치를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557.433 집적회로설계(Integrated Circuits Design)

 해석적 방법과 CAD tool을 이용한 아날로그 IC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주로 증폭기, current source, 출력단 회로, 

및 여타 아날로그 building block들을 공부한다.

•557.453 이동 네트워크(Mobile Network)

 이동통신에서의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 이동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프로토콜 및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557.455 이동통신(Wireless Communications)

 이동통신의 기본원리와 cell 통신의 원리, 이동통신의 전파환경과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성, cell planning, 이동통신의 방식별 

특성, 기지국과 가입자 단말기 간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기본 내용 등을 배운다.

•575.453 산학연과제연구_캡스톤디자인(Industry Cooperation 

Research_Capstone Design)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협동에 

기초한 산학연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교수 지도하에 

과제 연구를 수행한다.

•557.336 전자교육론(Educational Theory of Electronics)

 교직 과목으로 전자공학의 기초 원리 및 이의 효율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배운다. 

•557.469 전자논리와논술(Logics and Essay of Electronics)

 교직 과목으로 전자공학을 해석하는 논리적 사고를 배양하고 

습득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표현 및 기술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557.464 전자교재연구및지도법(Teaching Methods of Electronics)

 교직 과목으로 전자공학의 교재를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며 해당 

내용의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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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70 설계프로젝트기초_캡스톤디자인(Introduction  to Design 

Project_Capstone Design)

 Capstone design 입문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557.473 고급설계프로젝트_캡스톤디자인(Advanced Design 

Project_Capstone Design)

 전자공학에 관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수행 계획을 수립

하여 수행 및 발표를 실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관한 복합적 

지식을 학습한다.

•557.474 IoT융복합시스템설계_캡스톤디자인(IoT System Design_ 

Capstone Design) 

 IoT 융복합 시스템에 관한 과제 연구를 수행하여 폭넓은 실무

지식 및 협업능력을 함양한다.

•557.475 국내현장실습(Domestic Job Training)

 현장실습만으로 교과목을 이수한다. 실습기간 부족에 따른 취업 

연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557.215, 557.251 공학수학 I, II(Engineering Mathematics 

I, II)

 공학수학은 공학분야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 전자공학을 공부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주로 다르며, 행렬과 벡터,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적분을 이용한 변환, Fourier 급수 등 

공학적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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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신소재공학과 (Advanced Ceramic Materials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20)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1 기초 555.103 재료기초화학 및 실험 I 3-2-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1 기초 555.452 재료수학 3-3-0-0
수학과 1-1,2 기초 501.008 미분적분학I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2 기초 555.101 재료기초물리학및실험 3-2-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2 기초 555.104 재료기초화학 및 실험 II 3-2-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1-2 기초 555.105 기초공학개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필수 555.233 ☆세라믹전공 기초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필수 555.235 ☆소재물리화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선택 555.234 ☆세라믹재료합성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선택 555.201 *재료과학 I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선택 555.215 재료물성개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1 선택 555.232 ☆세라믹공학개론I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필수 555.301 재료열역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필수 555.202 재료과학II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선택 555.222 재료상평형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선택 555.331 세라믹제조설계I 3-1-4-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선택 555.337 세라믹공학개론II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2 선택 555.342 세라믹물성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필수 555.321 ☆고체전자물성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323 ☆*세라믹공정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333 세라믹제조설계II 3-1-4-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338 전자재료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343 ♣요업교육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400 ☆X선회절공학_캡스톤디자인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1 선택 555.460 제조공정 실험계획법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필수 555.326 소결공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선택 555.317 광학재료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선택 555.340 ☆고온세라믹재료공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선택 555.341 ☆재료물성측정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선택 555.344 ♣요업교육논리및논술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3-2 선택 555.347 세라믹제조설계Ⅲ_캡스톤디자인 3-1-4-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339 전자재료응용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405 복합재료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433 고온세라믹응용공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434 박막 및 반도체재료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446 세라믹제조설계Ⅳ_캡스톤디자인 3-1-4-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1 선택 555.445 ♣요업교재연구및지도법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459 고체구조물 전산 설계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435 ☆비정질재료공학_캡스톤디자인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450 세라믹공학캡스톤설계 3-1-2-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454 첨단세라믹응용공학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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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55.103 재료기초화학 및 실험I(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Ⅰ)

 화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적 기본 

지식을 이용하여 세라믹과 관련된 응용분야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555.104 재료기초화학 및 실험Ⅱ(General Chemistry and 

Experiments Ⅱ)

 화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화학적 기본 

지식을 이용하여 세라믹과 관련된 응용분야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555.452 재료수학(Mathematics for Materials Engineering)

 세라믹신소재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을 학습하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학 및 풀이능력을 배양한다.

•555.101 재료기초물리학 및 실험(General Physics and 

Experiments)

 세라믹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의 기초를 요약하여 강의하며, 

일반물리 내용의 일반적인 실험을 다룬다.

•555.105 기초공학개론(Introduction to Fundamentals of 

Engineering)

 세라믹신소재 공학이 공학일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전반적인 

흐름을 돕기 위해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555.235 소재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of Materials) 

 재료의 물성과 특성 발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질의 

성질 및 상태, 합성 및 상의 변태 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그 원리를 재료과학적 사고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반드시 

재료기초화학 및 실험 Ⅰ,Ⅱ과목 이수 후 수강하도록 한다. 

•555.301 재료열역학(Thermodynamics of Materials)

 세라믹공학에 쓰이는 열역학 1,2,3 법칙, 자유에너지와 엔트로피 

개념, 열역학 여러 가지 함수와 평형의 조건, 여러 가지 계의 

열역학응용, 화학열역학 및 비가역 과정 등에 대해서 강의함.

•555.201, 555.202 재료과학 I, II(Materials Science I, II)

 재료의 물리, 화학, 기계 및 전자적 성질은 재료의 원자결합, 

결정구조 및 미세구조에 의해 결정되는바, 금속재료, 무기재료 

및 고분자재료에 관한 기본적 물성과 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강의한다.

•555.215 재료 물성 개론(Introduction to Materials Properties)

 재료(금속, 반도체, 절연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고 다양한 기초이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응용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555.222 재료상평형(Phase Equilibria of Materials)

 2성분계 및 3성분계 재료 상평형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열역학 기초를 리뷰하며 실제 상평형도를 해석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한다.   

•555.232, 555.337 세라믹공학개론Ⅰ, Ⅱ(Introduction to 

Ceramic EngineeringⅠ, Ⅱ)

 세라믹스 공학의 기초가 되는 이온 및 공유 결합구조와 결정학 

이론 및 확산과 관련된 고체결함이론 기초, 소결현상과 관련된 

계면이론의 응용과 세라믹스 재료의 계면과 관련된 열적 물성과 

기계적 물성 및 전자기적 물성(이온전도성, 유전성질)의 이론적 

배경 및 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555.233 세라믹전공기초론(Fundamentals of Ceramic 

Engineering)

 세라믹공학 전공 이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리 및 화학의 

기초소양을 다루며, 이를 활용하여 분체준비, 혼합, 성형, 소결, 

기본물성 측정에 소요되는 기본 전공 능력을 배양한다. 공학기초 

물리량의 단위, 몰, 주기율표, 원자번호, 원자량, 분자량, 세라믹 

원료 배치 계산, 몰비-중량비-부피비 환산, 볼밀용 볼크기 배합 

계산, 프레스 성형압력 환산, 밀도 측정원리, 기공률 계산 원리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계산법을 실습한다.

•555.234 세라믹재료합성(Synthesis of Ceramic aterials)

 전통적인 원료합성을 비롯하여 신재료합성에 이르기까지 세라믹

분체 재료의 개념, 입자설계, 합성 및 측정에 대해 다양하게 

강의함으로써 합성 및 평가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555.331 세라믹제조설계 I(Design of Ceramic Manufacturing 

Processes I)

 세라믹 제조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험지식인 원료준비 및 혼합, 

하소공정건조공정, 성형공정(압출성형, 프레스성형, 테이프캐스팅

성형, LTCC 제조, HTCC제조, 적층성형기술)기술 및 소결공정에 

대하여 이론 및 실험실습을 통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555.342 세라믹 물성론(Introduction to Ceramics)

 세라믹스 재료의 열적 물성 (Debye-Einstein model 및 열전도 

기구). 광학적 성질 (절연체의 광물성, 굴절, 흡수, 투과, 굴절, 

산란 및 세라믹 재료의 광물성 응용), 기계적 물성 (세라믹스 

및 금속 기계강도 측정의 차이), 전기적 물성 (이온 전도도, 결함 

반도체), 유전성질 및 자성성질에 관하여 강의한다.

•555.321 고체 전자 물성론(Solid State Electronic Properties)

 재료의 전기적 물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고전론적 전자론, 

전기양자론, 슈레딩거 방정식과 파동함수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재료에서의 전자의 거동 (자유 전자, 속박전자, 주기적 포텐셜

에서의 전자의 거동) 을 이해함으로 에너지 밴드의 개념을 

이해하며 전기전도 이론과 반도체 재료의 응용을 학습한다.

•555.323 세라믹공정(Ceramic Processing)

 다양한 세라믹재료의 제조공정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원리와 법칙 및 그 응용 기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강의내용은 파인세라믹스의 제조기술, 즉 원료의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307 재료강도학 3-3-0-0

세라믹신소재공학과 4-2 선택 555.352 특별현장실습 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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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조제에서 소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공정을 포함한다.

•555.333 세라믹제조설계 II(Design of Ceramic Manufacturing 

Processes II)

 세라믹 분말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 공정으로 성형한 후 소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양한 세라믹소재들의 소성기법을 실습하고, 

소성방법에 따른  일반적물성인 밀도, 기공률, 입자크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한다.

•555.338 전자재료(Electronic Ceramics)

 전자재료의 구성성분, 원자결합, 결정구조 및 물성의 연계성을 

학습하고 전기적 특성이 뛰어난 세라믹 압전체, 유전체, 초전체. 

반도체 센서 등에 관련된 이론을 이해시키고 제조 조건 등에 

대해 강의한다.

•555.400 X선 회절공학_캡스톤디자인(X-ray Crystallography_ 

Capstone Design)

 재료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의 결정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결정학의 기초와 재료구조 해석의 기초인 X선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재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에 

대하여 강의한다.

•555.343 요업교육론(Education of Fundamentals in Ceramic 

Engineering)

 세라믹전공기초사항들에 대한 교육방법론을 익히고 개인별로 

주어진 주제들에 대한 교육자입장에서의 시범수업을 실시한다. 

•555.326 소결공학(Sintering Theory and Properties)

 세라믹스제조공정의 기초가 되는 소결을 열역학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소결모델과 실제물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결중 미세

조직의 변화를 결정하는 속도론적인 문제를 통하여 세라믹스의 

물성의 이해와 응용성 증진을 위하여 강의한다.

•555.317 광학 재료(Optical Materials)

 원자론에 기초하여 광학적 물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반사, 굴절, 

흡수 투과 등의 이해 및 광학물성을 설명하는 실수의 굴절지수 

허수 굴절 지수 (감쇄지수)의 개념과 응용분야를 학습한다. 

금속 반도체 절연체의 광물성 차이를 Drude의 자유전자론, 

감쇄의 유무에 따른 원자론적 이론, 속박전자 이론인 Lorentz 

조화진동자를 학습하여 이해한다. 이러한 광물성을 기초로 하여 

신소재에 널리 사용되는 광학재료 및 광전자재료 (LED, Laser, 

광 스위치, 광도파관, 태양 전지, 표시 소자, 고체조명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

•555.340 고온세라믹재료공학(High Temperature Ceramic 

Materials Engineering)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로 대표되는 고온세라믹재료에 대한 

재료특성정리, 고온세라믹재료의 종류, 제조기술, 재료의 성질 

및 응용에 대해 강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 대한 

창의적 신재료 개발 응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555.341 재료물성 측정론(Measurement of Materials Properties)

 기본물성(밀도, 기공률), 기계적 물성(탄성률, 경도, 

Indentation에 의한 KIC, 3점 곡강도) 열물성(열팽창계수, 

열전도도), 유전물성(유전상수), 전기 물성(4점 전기전도도), 

광물성(반사율 및 세라믹 밴드갭)을 측정하는 원리를 익힌다. 

TG, DTA, Dilatometry 원리를 익힌다.

•555.347 세라믹제조설계Ⅲ_캡스톤디자인(Design of Ceramic 

Manufacturing Processes Ⅲ_Capstone Design)

 세라믹 제조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성형기술(압축성형, 니장주입

성형, 압출성형, 테이프성형)과 관련된 결합제, 분산제, 가소제 

등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555.344 요업교육논리 및 논술(Logical Approaches in 

Ceramic Engineering Education)

 세라믹기초전공지식들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사항을 점검하고 

주어진 주제들을 논술하는 시범수업을 실시한다.        

•555.339 전자재료응용(Applications of Electronic Ceramics)

 전자재료를 응용분야로 분류하여 최적의 물성과 중요한 제조

조건을 이해하고 응용에 필요한 기본전기회로 및 소자의 적층과 

복합화에 대하여 강의한다.

•555.433 고온세라믹응용공학(Applications of Electronic 

Ceramics)

 열에 대한 개념, 내화물 및 단열재료의 기술적 이론, 열역학적 

응용은 물론 고온로의 설계 및 최적 고온 세라믹 내화물 및 

단열재료 선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555.434 박막 및 반도체 재료(Thin Film and Semiconductor 

Materials)

 가스의 운동역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진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대표적인 박막재료(thin film materials)의 에피 

공정인 물리기상 증착법과 화학기상 증착법에 대하여 배우며, 

다양한 박막 반도체 소자의 구조 및 기본 특성과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555.445 요업교재연구 및 지도법(Practical Training of Ceramic 

Engineering Education)

 교직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실습에 임한다.

•555.446 세라믹제조설계Ⅳ_캡스톤디자인(Design of Ceramic 

Manufacturing Processes Ⅳ_Capstone Design)

 성형공정 파라미터(칭량, 혼합, 성형, 하소, 소결조건)와 소결체의 

물성(밀도, 기계적성질, 유전물성)간의 상관관계를 실습을 통해 

체득하게 한다.

•555.435 비정질재료공학_캡스톤디자인(Amorphous Materials 

Engineering_Capstone Design)

 결정질의 구조와는 달리 불규칙적인 망목구조를 갖는 비정질

재료에 대한 합성과 응용, 그리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구조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과 성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555.450 세라믹공학 캡스톤설계(Capstone Designs of Ceramic 

Engineering)

 2인 이상의 강사가 강의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학년

까지 세라믹공학 교과목들을 이수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동안 

배운 전공지식을 이용하여, 전기, 전자, 에너지, 환경, 구조 

분야의 세라믹 물성 및 부품들 중 강사가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설계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라믹공학 전공자들의 설계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설계실습 교과목이다. 

•555.405 복합재료학(Composite Materials)

 여러 세라믹 및 신소재가 복합된 복합체의 기계, 열, 전기, 

반도성 물성을 모델들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한다.

•555.454 첨단세라믹응용공학(Applied Engineering for Advanced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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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환경(초고온, 초고압, 초고진공, 초저온)의 발생법과 이를 

이용한 재료의 합성과 제조법은 물론 극한환경하에서의 평가법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재료학적지식을 이용하여 

첨단극한환경재료분야(원자로(핵분열, 핵융합)재료, 우주왕복선내열

재료, 극한(남극, 북극)지역 탐사재료)의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55.307 재료강도학(Strength Materials)

 재료의 기계적 거동이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재료의 강도 

이해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강화방법 등 재료강도에 관련된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555.460 제조공정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 for 

Materials Processing)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조공정 변수들을 식별해 

내고, 최소의 실험횟수만에 최적의 공정조건(공정변수 조합)을 

도출해 내는 데에 필요한 실험계획법 이론소양을 함양한다. 

다구치의 이론 및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체 현안 

예제들에 대한 최적 공정조건을 찾아내는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체 제조공정 실무현안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555.459 고체구조물 전산 설계(Computer-Aided Design of 

Solid Structures)

 신소재가 적용된 재료 시스템들과 신소재 제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체 구조물들의 3차원 형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구조물 제작 이전에 부품간의 간섭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설계자로서 구조물 가공/제작 

인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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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금속공학과 (Advanced Metal and Materials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20)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1-2-0
수학과 1-1,2 기초 501.008 미분적분학Ⅰ 3-3-0-0

물리학과 1-1 기초 504.008 일반물리학Ⅰ 2-2-0-0
물리학과 1-1 기초 504.010 일반물리학실험Ⅰ 1-0-2-0

화학신소재학과 1-1 기초 559.001 일반화학및실험Ⅰ 3-2-2-0
물리학과 1-2 기초 504.009 일반물리학Ⅱ 2-2-0-0

물리학과 1-2 기초 504.011 일반물리학실험Ⅱ 1-0-2-0
화학신소재학과 1-2 기초 559.003 일반화학및실험Ⅱ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1-2 기초 562.001 컴퓨터프로그래밍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필수 562.223 ♣금속열역학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필수 562.224 ♣금속조직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선택 562.252 공학수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선택 562.250 ＊전자재료물리Ⅰ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선택 562.233 신소재분석실험Ⅰ 3-0-6-0

신소재금속공학과 2-1 선택 562.227 재료과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필수 562.219 ♣금속재료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필수 562.251 전자재료물리Ⅱ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선택 562.228 신소재입문공학설계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선택 562.234 신소재공정실험Ⅰ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선택 562.230 비철재료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2-2 선택 562.206 ＊금속결정결함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필수 562.303 상변태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필수 562.313 ♣금속강도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00.007 신소재설계및실습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62.341 신소재분석실험Ⅱ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62.336 ＊재료수치해석Ⅰ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62.315 ＊결정구조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62.231 ♣기계·금속교육론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1 선택 562.453 ♣금속재료교육론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42 신소재공정실험Ⅱ 3-1-4-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426 박막공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37 응고·중급설계공학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38 재료수치해석Ⅱ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39 ♣철강재료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34 표면과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340 ♣기계·금속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454 ♣금속재료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2-2-0-0
신소재금속공학과 3-2 선택 562.433 재료와디자인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321 ＊재료파괴론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40 신소재응용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15 ♣표면처리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25 반도체공정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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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0.010 기초수학(Fundamental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지식습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초수학능력을 배양한다

•562.001 컴퓨터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공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서 컴퓨터 프로

그래밍 방법과 간단한 문서 및 그래프 작성법을 공부한다. 

수업내용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전공과정에서 

수치해석 관련 교과목의 바탕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로그램 작성방법을 공부한다.

•562.223 금속열역학(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본 법칙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재료의 상 반응 및 평형상태에 대하여 공부한다.

•562.224 금속조직학(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위하여 재료의 

분류체계로부터 구조 및 물성에 이르는 흐름을 폭넓게 배운다. 

또한 재료공학에서 사용되는 단위 및 단위환산, 기본용어 등 

재료공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도 함께 강의한다. 

•562.252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금속재료공학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수학적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응용을 연습하여 금속재료

공학의 제반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한다. 행렬, 벡터, 미분방정식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562.250 전자재료물리Ⅰ,Ⅱ(Physics of Electronic Materials 

I, II)

 양자역학의 개념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구조 및 원자간 

결합 형태를 통한 특성을 파악하고, 고체 내에서 원자의 규칙적 

배열에 의한 에너지 밴드와 반도체내에서의 전자 거동을 설명

하고, 반도체 재료의 기본적인 모델을 배운다.

•562.233 신소재분석실험Ⅰ(Advanced Materials Characterization 

LaboratoryⅠ)

 신소재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실험실습 방법을 배우는 과목

으로서, 광학현미경관찰을 이용한 미세조직 관찰 방법과 경도

측정을 이용한 기계적 성질 부석방법을 실험실습 한다.

•562.227 재료과학(Principles of Materials Science)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료 공학의 역할 및 재료 공학의 전반적인 

분야 소개를 목적으로 하며 간단한 실습을 포함한다. 재료과학도

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금속, 무기, 고분자 재료들을 개괄적

으로 다루며, 재료의 각종 성질(물리적, 기계적, 전자기적), 결정 

구조, 상평형 등을 소개한다. 

•562.219 금속재료(Metallic Materials) 

 금속재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신소재 개발의 기초가 

되는 철강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한다. 철강의 분류, 

제조방법, 열처리 방법 등을 공부하고, Fe-Fe3C 상태도에 

기초한 상변화를 공부한다. 제조방법, 열처리방법에 따른 미세

조직 및 재료물성의 변화를 다양한 철강재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며 나아가 철강이외의 금속재료 특성과 응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562.228 신소재⋅입문공학설계(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for Advanced Materials)

 공학설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과 지식 및 창의성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아이디어를 제시함

으로써 학생들의 기발한 발상을 이끌어 내고, 창의적인 제품 

제작의 의욕을 일깨운다. 교과정 운용은 팀워크 및 의사소통, 

프리젠테이션 기술로 이루어지며, 모든 활동은 공학 기초설계로

부터 신소재 활용기술로 이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562.234 신소재공정실험Ⅰ(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oratoryⅠ)

 금속재료를 제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가공과 열처리 공정에 

대하여 실험하고 이러한 공정이 금속재료의 미세조직과기계적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562.230 비철재료(Non-ferrous Alloys)

 금속 합금재료의 미세조직의 변화와 물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논하며 이를 기반으로 Al 합금, Mg 합금, Cu 합금, 

Ti 합금, Ni 합금 및 기타 비철 신소재 등의 제조 및 응용을 

폭넓게 강의한다.

•562.206 금속결정결함(Imperfections in Metals)

 금속 결정구조와 결함에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주로 선결함 

형태인 전위에 대한 집중적 이해를 도모한다. 전위는 금속의 

강도와 소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여러 과목에서 다루어지는데, 본 과목에서는 이것의 

유용성을 종합하는 역학을 담당한다.

•562.303 상변태(Phase Transformation)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36 신소재·캡스톤설계공학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13 ♣재료가공학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232 ♣기계·금속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55 ♣금속재료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1 선택 562.452 재료연구와 평가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450 재료산업기술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331 분말야금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430 최신재료기술 3-3-0-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451 환경재료실험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335 제조공정의컴퓨터모사 3-2-2-0
신소재금속공학과 4-2 선택 562.435 금속·부식손상진단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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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재료에 있어서 기상-고상, 액상-고상 및 고상-고상의 

상변화는 금속의 물리적 혹은 기계적 특성을 지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과목에서는 상변화의 기본 원리와 

상태도 이해를 토대로 상변화 및 상변화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강의하고 공업적 응용에 대하여 소개한다.

•562.313 금속강도학(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금속이 나타낼 수 있는 기계적 특성을 탄성과 소성의 기초적인 

응력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금속결정과 

전위론을 도입하여 금속의 강화기구과 피로, 고온 크리프 특성 

등의 파괴론에 대한 기초를 다룬다.

•500.007 신소재설계및실습(Design and Exercises for Advanced 

Materials)

 신소재⋅금속재료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계설계와 실습까지 수행한다. 3D CAD로 PRO/E는 

범용의 설계프로그램을 실습하고, 재질적인 이해를 열⋅응력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통해 학습한다.

•562.341 신소재분석실험Ⅱ(Advanced Materials Characterization 

LaboratoryⅡ)

 신소재의 정성/정량분석 방법과 상분석 방법을 배우는 과목

으로서,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EDS), 이온결합 플라즈마 분석기

(ICP), X-선 형광 분석기(XRF) 등을 이용한 금속/세라믹 

신소재의 정성/정량분석 방법을 익히고, X-선 회절장치(XRD)를 

이용한 상분석 방법을 실험실습 한다.

•562.336, 562.338 재료수치해석Ⅰ,Ⅱ(Numerical Analysis 

in Materials ScienceⅠ,Ⅱ)

 재료공학에서 접하는 다양한 공학적 문제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풀기 위한 수치해석 방법을 공부한다. 또한 수치해석에서 사용

되는 다양한 방법 즉, 컴퓨터를 활용하는 계산기법에 대해 

개념적인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며 이러한 수치해석 

내용을 C언어로 프로그램화 한다. 

•562.315 결정구조학(Crystal Structure) 

 재료의 결정구조를 이해하고, 결정의 분류체계, 분류방법, 그리고 

회절이론을 통한 결정구조의 분석방법을 배움으로써 재료의 

구조와 그에 따른 분석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용해석능력을 

향상한다. 

•562.231 기계⋅금속 교육론(Mechanical & Metal Education)

 기계공학과 금속공학의 기초와 공통이 되는 이론을 배우며, 그 

내용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공부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562.337 신소재공정실험Ⅱ(Advanced Materials Processing 

LaboratoryⅡ)

 신소재 제조공정 중에서 분말을 이용한 소결 제조공정과 

스퍼터링에 의한 박막재료 제조공정을 실험실습 한다. 더불어 

소결체와 박막재료의 특성 측정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62.426 박막공학(Thin Film Engineering)

 가스의 운동역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진공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하고, 대표적인 박막재료 제조공정인 물리기상 증착법과 

화학기상 증착법에 대하여 배우며, 더불어 박막제조공정의 응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562.337 응고⋅중급설계공학(Intermediate Engineering 

Design for Advanced Materials & Solidification)

 공학설계를 수행하는데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의 기초 설계를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이것은 입문공학설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여 캡스톤 설계의 기초 단계를 연마하는 기업 맞춤형 설계

공학이다. 교과목에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2D&3D CAD 

기술과 컴퓨터 해석 (열 및 응력) 기술 배양이 포함되며, 이것이 

직접 현장기술과 연계 수행된다.

•562.339 철강재료학(Ferrous Materials)

 철강재료의 상과 미세조직 구성의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철강의 제조 및 분류와 기계적 특성, 특성향상을 위한 

공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562.334 표면과학(Surface Science)

 최근 들어 많은 제품의 휴대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소자들이 소형화, 집적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료는 점차로 기능화, 경량화, 박막화 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형화에 필요한 박막 재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알아보고, 

재료의 표면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표면 분석법 (AES, XPS, 

SIMS, RBS 등)에 대해 알아본다.

•562.340 기계⋅금속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Logic and 

Discourse in Mechanical & Metal Education)

 기계공학과 금속공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와 

재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논리적인 수단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실습을 통해 익히게 한다.

•562.433 재료와 디자인(Materials and Design)

 디자인은 제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디자인은 크게 기술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으로 나눠지며, 디자인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재료는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이다. 재료의 변화는 획기적인 디자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강좌에서는 제품개발에 있어 재료의 선택과 그 선택

으로 인한 디자인의 변화를 알아본다.

•562.321 재료파괴론(Fracture Materials)

 구조재료의 파괴현상을 선탄성 파괴역학, 탄소성 파괴역학, 

미세파괴역학 등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실제 구조재료에서 

일어나는 파괴현상의 예들을 파괴이론을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그 파괴기구를 분석함으로써 파괴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562.440 신소재응용실험_캡스톤디자인(Advanced Materials 

Application Laboratory_Capstone Design)

 신소재 분석/공정 실험 Ⅰ,Ⅱ에서 다룬 신소재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신소재의 응용분야에 따른 설계, 제조공정, 특성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562.415 표면처리(Surface Treatment)

 표면처리는 재료의 미관(색상, 광택), 내식성, 내마모성, 내열성 

등의 표면성질을 개선하기위한 기술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금, 전해연마, 양극산화 등의 전기/화학적 처리기술과 물리

지상증착 (PVD), 화학기상증착(CVD), implantation 등과 같은 

최신 처리기술에 대하여 배우고 그 응용분야에 대하여 알아본다.

•562.425 반도체공정(Semiconductor Processes)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자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교과목에서는 반도체 재료의 구조와 

기본 특성을 다루며, 식각, 산화, 이온주입, 확산열처리, 금속배선, 

패키징 등의 공정 기술을 살펴봄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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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기술을 습득한다.

•562.436 신소재⋅캡스톤설계공학(Capstone Design for Advanced 

Materials)

 공학설계를 수행하는데 제품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계하여 설계

하고 도출하는 교과목이다. 일명 “엔터프라이즈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써 입문과 중급설계공학을 통해 다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초 설계를 바탕으로 기업과 새로운 제품 구상, 설계 및 제작,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포함한다.

•562.413 재료가공학(Materials Forming Processes)

 금속의 소성변형 이론을 기초로 하여, 금속의 가공과 성형기술을 

공부한다. 금속가공법에 대한 이론적 해석으로 하계해와 상계해를 

구하고, 단조, 압연, 압출 등등의 가공공정에 대한 기본기술과 

문제점을 공부함으로써, 생산현장에 대한 적용성을 높인다. 

•562.232 기계⋅금속 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 Methodology of Mechanical & Metal Education)

 기계공학과 금속공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을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학습에 적합한 교재 작성 방법과 그 교재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이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562.452 재료연구와 평가(Research and Evaluation on 

Materials)

 신소재금속공학에서 배운 조직학, 열역학, 상변태, 강도학, 결정

구조학 등의 기초전공지식을 기반으로하여, 이러한 이론지식이 

실제금속재료개발/연구에서는 어떻게접목되는지를 학습함으로써 

연구의 계획수립/실행/결과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재료분석능력, 자료조사능력 등을 고취하여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시 필요한 실무적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562.450 재료산업기술(Technology in Materials Industry)

 지역에 기반을 둔 재료관련 산업체의 현황을 공부한다. 산업체의 

생산품과 그에 응용되는 핵심기술을 이론연구와 공장견학을 

병행하여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을 

익히게 하며, 아울러 동기부여와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건축재료, 운송수단재료, 생체재료 등의 산업응용재료에 대한 

재료선택과정에서 고려되는 기능적, 미적, 환경적, 감각적 요소

들을 디자인 응용 관점에서 공부한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료응용디자인을 실시한다.

•562.331 분말야금(Powder Metallurgy)

 다양한 재료가공기술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생산기술의 하나인 

분말야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부한다. 분말야금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가공-분석에 있어서 과학적 원리를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분말성형방법과 제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실생활에 사용되는 

금속제품들에 보다 친숙해 지고 새로운 활용에 대해 알아본다.

•562.430 최신재료기술(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재료의 제조, 가공, 분석 등의 최신 기술들을 소개하고 산업체와 

연구소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신소재 기술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562.451 환경재료실험(Experiments in Environmental Materials)

 최근 들어 많은 화석원료 사용에 의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이런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저감할 수있는 

환경재료의 개발 및 공정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아노다이징 

공정을 이용한 친환경 재료의 제조 방법 및 응용 분야를 배운다.

•562.335 제조공정의 컴퓨터모사(Computer Simul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금속재료의 제조공정을 모사하는 유한요소해석(FEM) 상용

프로그램의 수치해법을 공부하고, 완성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실제의 금속제조공정을 모사한다.

•562.435 금속⋅부식손상진단(Failure Analysis for Metals 

& Corrosion)

 부식을 비롯한 손상의 환경적 요인과 금속 재료의 제조상 요인을 

분류하고 손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술을 배양하는 교과목이다. 

금속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속손상의 

종합 진단을 추구한다. 설계된 손상 부품의 CAD와 컴퓨터 

해석을 병행하며 통계 확률적인 적용 기술을 동시에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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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Civil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8학점 전공필수 : 21학점

전공선택 :  19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토목공학과 1-1 선택 561.223 토목제도 및 CAD 1-0-2-0
토목공학과 1-2 선택 561.156 공학입문설계 2-1-2-0

토목공학과 2-1,2 기초 561.257 유체역학 및 연습 3-2-2-0
토목공학과 2-1,2 기초 561.258 응용역학 및 연습 3-2-2-0

토목공학과 2-1 선택 561.150 환경공학개론 2-2-0-0
토목공학과 2-2 필수 561.229 *☆ 토질역학I 및 실험 3-2-2-0

토목공학과 2-2 선택 561.472 건설재료공학 및 실험 3-2-2-0
토목공학과 2-2 선택 561.259 ☆ 측량학 및 실습 3-2-2-0

토목공학과 3-1 필수 561.204 *☆ 구조역학I 3-3-0-0
토목공학과 3-1 필수 561.226 응용측량학 3-3-0-0

토목공학과 3-1 필수 561.339 ☆ 수리학 I 및 실험 3-2-2-0
토목공학과 3-1 선택 561.304 수문학 3-3-0-0

토목공학과 3-1 선택 561.473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및연습 3-2-2-0
토목공학과 3-1 선택 561.336 ♣ 건설교육론 3-3-0-0

토목공학과 3-1 선택 561.338 토질역학II 및 실험 3-2-2-0
토목공학과 3-2 선택 561.474 *수리학Ⅱ 및 실험 3-2-2-0

토목공학과 3-2 필수 561.361 ☆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3-2-2-0
토목공학과 3-2 필수 561.475 ☆*RC 및 PSC 구조설계 3-2-2-0

토목공학과 3-2 선택 561.302 구조역학II 3-3-0-0
토목공학과 3-2 필수 561.310 기초공학 3-3-0-0

토목공학과 3-2 선택 561.362 ☆ 토목시공학I 2-2-0-0
토목공학과 3-2 선택 561.364 강구조설계 3-3-0-0

토목공학과 4-1,2 선택 561.455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 1-0-2-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39 구조설계 3-3-0-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45 ♣ 건설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67 도로공학 및 설계 3-2-2-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77 하천공학 및 설계 3-2-2-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76 지반구조물설계 3-2-2-0

토목공학과 4-1 선택 561.450 GIS 2-2-0-0
토목공학과 4-2 선택 561.478 해안항만공학 3-3-0-0

토목공학과 4-2 선택 561.446 ♣ 건설발전의 논리 및 논술법_전공글쓰기 2-2-0-0
토목공학과 4-2 선택 561.469 ☆ 토목시공학II 3-3-0-0

토목공학과 4-2 선택 561.479 현장실습 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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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교육인증 :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이수 요건 |

1. 전문교양 : 16학점 이수

개설학과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국억국문학과 1-1,2 해람기초 010.638 창의적사고와표현 2-2-0-0

영어영문학과 1-1 해람기초 010.141 영어Ⅰ 3-3-0-0

영어영문학과 1-2 해람기초 010.145 영어Ⅱ 3-3-0-0

철학과 1-1,2 균형교양 010.236 논리와 비판적 사고 3-3-0-0

생물학과 2-1,2 균형교양 010.452 생명의 이해 2-2-0-0

토목공학과 2-1 균형교양 010.492 건설경영 3-3-0-0

2. MSC : 30(32)학점 이수

개설학과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토목공학과 1-1,2 균형교양 010.429 기초수학 2-1-2-0

토목공학과 1-1,2 균형교양 010.430 미분적분학 3-3-0-0

물리학과 1-1 균형교양 010.431 일반물리학 및 실험Ⅰ 4-3-2-0

토목공학과 1-1 균형교양 010.432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Ⅰ 2-1-2-0

토목공학과 1-2 균형교양 010.433 확률통계학 3-3-0-0

화확신소재화학과 1-2 균형교양 010.434 일반화학 및 실험 4-3-2-0

토목공학과 1-2 균형교양 010.435 지구과학 3-3-0-0

토목공학과 1-2 균형교양 010.436 컴퓨터 활용 및 전산실습Ⅱ 2-1-2-0

토목공학과 2-2 균형교양 010.437 수치해석 3-3-0-0

토목공학과 2-1 균형교양 010.438 공학수학Ⅰ 3-3-0-0

토목공학과 2-2 균형교양 010.439 공학수학Ⅱ 3-3-0-0

3. 설계 : 설계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개설학과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토목공학과 1-2 전공선택 561.156 공학입문설계 2-1-2-0 (2) 인증필수

토목공학과 3-2 전공선택 561.363 RC 및 PSC 구조설계 3-3-0-0 (1)

설계
학점
으로
9학점
선택

토목공학과 3-2 전공선택 561.364 강구조설계 3-3-0-0 (1)

토목공학과 4-1 전공선택 561.439 구조설계 3-3-0-0 (2)

토목공학과 4-1 전공선택 561.449 지반구조물설계 3-2-2-0 (2)

토목공학과 4-1 전공선택 561.470 하천공학및설계 2-1-2-0 (2)

토목공학과 4-1 전공선택 561.467 도로공학 및 설계 3-2-2-0 (2)

토목공학과 4-1,2 전공선택 561.455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 1-0-2-0 (1) 인증필수

*( )는 설계학점.

※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단일인증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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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61.223 토목제도 및 CAD(Drawing and CAD)

 건설기술자가 실무에서 수행하게 될 토목구조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필요한 도면작성 및 판독 능력을 함양케 한다. 

•561.156 공학입문설계(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다양한 공학적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발견과 정의, 창의적인 

해결과 체계적인 설계의 원리 및 방법, 설계과정의 계획을 

배우고 팀 프로젝트 기반 설계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561.257 유체역학 및 연습(Fluid Mechanics and Practice)

 유체의 기본성질, 유체정역학, 흐르는 유체의 운동학, 이상유체의 

유동, 실제유체의 유동, 관수로 유동, 경계층과 항력, 개수로 

유동, 차원해석의 기본원리를 습득시킨다.

•561.258 응용역학 및 연습(Applied Mechanics and Practice)

 인장, 압축 및 전단의 기본개념, 응력과 변형률 해석, 비틀림, 

전단력과 휨모멘트, 보의 응력과 보의 처짐, 기둥해석 이론 등을 

배운다. 

•561.150 환경공학개론(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환경문제의 발생 및 대책에 대한 관련분야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보다 심도 있게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Eco-mind를 동시에 

함양시킨다. 환경오염, 환경화학과 환경기초계산, 유해물질과 

환경위해성 평가, 환경 미생물물의 개요, 생태계와 환경오렴, 

수질오염, 수처리, 대기오염, 폐기물관리, 소음과 진동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을 강의내용으로 한다. 

•561.229, 561.338 토질역학Ⅰ 및 실험, 토질역학 Ⅱ 및 실험

(Soil Mechanics and LaboratoryⅠ, Soil Mechanics and 

Laboratory Ⅱ)

 흙의 분류, 압밀, 침투, 응력과 전단, 침하 및 사면안정 이론, 

옹벽과 얕은 기초의 지지력 등에 관한 기본원리를 배우고 기본

이론에 필요한 토질 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법을 배운다.

•561.472 건설재료공학 및 실험(Construction Material Engineering 

& Lab)

 석재, 시멘트, 금속재료, 목재, 역청재료, 고분자재료 등과 같은 

각종 건설재료의 특성과 성질을 재료공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건설재료의 적용성과 실험실습법을 습득한다.

•561.259 측량학 및 실습(Surveying and Practice)

 지구상 제 점의 위치 또는 상대위치를 결정하는 기본원리와 

기법을 익히고 Level, Total Station 등 기본적인 측량장비를 

실습한다. 

•561.204, 561.302 구조역학Ⅰ, Ⅱ(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Ⅰ,Ⅱ)

 구조물을 분류하고, 각종 구조물(보, 트러스 등)들의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축력, 내력과 처짐을 계산하고 기둥의 좌굴이론을 

배운다. 또한 부정정 구조의 해석이론을 배운다.

•561.226 응용측량학(Applied Surveying)

 기본적인 측량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지형도 작성, 

노선측량, 면체적 측량, 사진측량, GPS측량, 수치지도 제작 등 

다양한 측량 이론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561.339, 561.340 수리학Ⅰ 및 실험, 수리학Ⅱ(HydraulicsⅠ 

and Laboratory, HydraulicsⅡ) 

 동수력학 기본이론, 관수로 및 개수로의 정상류, 개수로 내의 

부등류, 파동, 토사수리, 지하유동, 수충작용, 수리모형실험, 

환경오염물질의 확산이론, 하구부 수리 등을 배운다.

•561.304 수문학(Hydrology)

 물의 순환, 강수, 증발, 침투, 지하수, 유출, 홍수추적, 수문

자료의 빈도해석, 도시수문, 홍수 및 유역관리 등을 배운다.

•561.473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 및 연습(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nd Practice)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해석 및 전단해석에 대한 역학기초와 

사용성 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습득한다.

•561.336 건설교육론(Introduction to Construction Education)

 건설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학적인 지식을 

전수한다.

•561.361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Water Supply and Sewerage 

Engineering and Practice)

 상수도와 관련된 기초 이론, 이를 이용한 설계 및 설계시 고려

사항,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정수처리 기술, 수질 요소, 음용수 

규제, 단위 조작과 공정, 하수도의 역할, 설계, 하수처리 기술 

및 공정의 구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561.475 RC 및 PSC 구조설계(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 Prestressed Concrete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 전단 설계개념 및 사용성을 고려한 

기둥, 슬라브, 확대기초와 옹벽의 설계방법을 습득하고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방법을 비교하여 배운다.

•561.310 기초공학(Foundation Engineering)

 토질역학의 기본원리를 응용하여 토목구조물의 얕은 기초 및 

깊은 기초의 설계이론 및  현장지반조사 기법 등을 학습한다.

•561.362, 561.469 토목시공학Ⅰ, Ⅱ(Construction Method 

& Management I, II) 

 각종 건설공사에서 공사감리와 관리, 공정 및 시공계획, 시설물의 

사후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이론 및 토공, 건설기계, 암석공, 

터널공, 연약지반개량공, 암거 배수공 등의 현장 시공법을 학습한다.

•561.364 강구조설계(Steel Structures Design)

 강구조 재료의 성질, 인장 및 압축 특성을 이해하고 LRFD 

설계법에 의한 보, 기둥, 판형보, 강구조 연결부의 설계와 파괴

모드에 대한 설계이론을 학습한다.

•561.363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 전단의 이론을 이용한 기둥, 슬라브, 

확대기초와 옹벽의 설계방법을 배운다.

•561.455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Practical Design of Civil 

Engineering_Capstone Design)

 토목공학에 관한 모든 영역의 지식을 종합한 설계교과목으로서 

토목의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급설계 과정이다. 

그 분야는 구조, 지반, 수리, 환경, GIS 등을 포괄한다.

•561.439 구조설계(Structure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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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구조해석의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각종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상용 유한요소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과 

실제 엔지니어링 설계개념과 방법 등을 팀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습득한다.

•561.445 건설교재연구 및 지도법(Textbook and Teaching 

Method of Construction)

 건설 분야 학문을 수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도법에 대해 교육한다.

•561.467 도로공학 및 설계(Road Engineering and Design)

 도로계획 선형설계에 대한 이론, 도로포장의 역학적 거동, 설계 

이론, 노상, 기층, 표층별 시공 품질관리 기법, 도로배수, 도로

평가 및 유지보수에 대해 학습하고, 학습한 이론을 기초하여 

사용 중인 도로평가 프로젝트 및 도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561.477 하천공학및설계(River Engineering and Design)

 하천에 대한 조사 및 계획, 하천시설 설계 및 관리, 저수지 및 

댐, 수력발전, 수자원 개발 및 수해방지 등의 설계를 다룬다.

•561.476 지반구조물설계(Geotechnical Structure Design)

 기초, 옹벽, 흙막이벽, 사면안정, 연약지반 개량 등 지반공학분야

에서 시공되는 다양한 구조물과 그 설계 및 대책공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실무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561.450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건설,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방재 분야에 대하여 공간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IS 기법을 학습하고 다양한 수치지도 및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561.478 해안항만공학(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해안에서의 파랑, 파 생성, 조석과 조위, 파 변형과 쇄파, 표사

이동, 환경오염물질의 확산 이론, 해안조사, 해안침식, 해안구조물 

설계, 방파제, 해안관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561.470 하천공학설계(River Engineering Design)

 하천에 대한 조사 및 계획, 하천시설 설계 및 관리, 저수지 및 

댐, 수력발전, 수자원 개발 및 수해방지 등의 설계를 다룬다.

•561.446 건설발전의 논리 및 논술법_전공심화글쓰기(Logic 

and Essays of Construction Development)

 최근 교육에서 논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건설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논리 및 논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561.479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

 실천학문으로서 현장에 적용하고 음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

이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 실험 실습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지식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과 현장 적응능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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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Biochemical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14)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8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50)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수학과 1-1,2 기초 501.010 기초수학 2-2-0-0
생명화학공학과 1-1 기초 559.004 미분적분학I 3-3-0-0

생명화학공학과 1-1 기초 559.001 일반화학및실험Ⅰ 3-2-2-0
생명화학공학과 1-2 기초 559.005 미분적분학Ⅱ 3-3-0-0

생명화학공학과 1-2 기초 559.003 일반화학및실험Ⅱ 3-2-2-0
생명화학공학과 2-1 필수 559.433 화공생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선택 559.227 *☆분석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필수 559.228 *☆유기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선택 559.211 화공수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선택 559.213 ☆무기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선택 559.223 ☆화공입문 3-3-0-0
생명화학공학과 2-1 선택 559.224 화공전산응용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필수 559.229 *☆물리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212 화공열역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214 무기공업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218 유기화학Ⅱ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226 유기화학실험 및 설계 2-0-4-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251 화공분자생물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2-2 선택 559.434 전기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3-1 필수 559.317 *고분자공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3-1 필수 559.402 *☆반응공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3-1 선택 559.305 유기합성 3-3-0-0

생명화학공학과 3-1 선택 559.326 환경생물화학공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3-1 선택 559.331 창의적물리화학실험 및 설계_캡스톤디자인 2-0-4-0

생명화학공학과 3-2 필수 559.329 *수처리공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18 이동현상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24 응용화학실험 및 설계_캡스톤디자인 2-0-4-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35 유기물질분석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32 ♣☆화공 섬유 교육론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429 ♣☆화공교육론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33 ♣화공 섬유 발표 논문작성 논리 및 논술 2-2-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430 ♣화공 발표 논문작성 논리 및 논술 2-2-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28 분리공정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406 고분자합성 3-3-0-0

생명화학공학과 3-2 선택 559.334 ☆공정제어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320 화공계산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423 에너지화학공업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424 폐기물공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425 반응메커니즘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428 ♣화공 섬유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생명화학공학과 4-1 선택 559.431 ♣화공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생명화학공학과 4-2 선택 559.323 화학공정설계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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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59.227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정량분석의 기본이 되는 부피분석, 무게분석을 중심으로 이해

시키고 침전적정, 산․염기적정, 산화․환원적정, 킬레이트적정 등의 

원리 및 응용, 그리고 전위차적정법, 폴라로그래피등 전기 분석

화학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산업현장 또는 각종 연구소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559.228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공업에 기본이 되는 각종 유기화합물들의 특성을 비롯

해서 합성법, 구조, 명명법 및 각종 반응기구를 전자론적으로 

이해시키면 핵자기공명, 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구조확인법 

등을 다룬다.

•559.218 유기화학Ⅱ(Organic ChemistryⅡ)

 유기화학공업에 기본이 되는 각종 유기화합물들의 특성을 비롯

해서 합성법, 구조, 명명법 및 각종 반응기구를 전자론적으로 

이해시키면 핵자기공명, 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구조확인법 

등을 다룬다.

•559.402 반응공학(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화학반응을 수반하는 공정에서 반응기 설계를 위하여 반응속도와 

반응기구를 규명하고 외적 반응조건과 최적 반응기 설계 및 조작 

등에 대하여 배운다.

•559.317 고분자공학(Polymer Engineering)

 고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용도에 따른 물성, 가공법을 

소개하고 화학산업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도에 대해 배운다. 

•559.223 화공입문(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정을 분석하고 장치계의 물질, 열, 운동량 전달의 수치관

계식을 숙지하여 정상적인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 공정에 필요한 단위, 차원, 단위계 및 단위환산에 

이르는 화학공학적인 총괄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59.211 화공수학(Chemical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적인 수치해석을 통하여 화학공정 및 반응탑을 설계시에 

필요한 계산능력을 기른다.

•559.213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주기율을 기초로 한 원소의 원자구조, 원소 및 무기화합물의 

성질, 화학결합론 및 착화합물의 구조, 반응론에 대하여 배운다.

•559.229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화학반응의 속도와 기구, 화학전지의 기전력, 흡착과 불균일 촉매, 

분광학적 실험법 등을 다루고 물질계의 구성단위인 전자, 원자, 

분자의 운동형태, 에너지, 상호작용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고 

화학결합의 원리를 이해한다. 또 전자파-분자간의 상호작용의 

기초 위에서 여러 가지 분광법의 원리와 분자구조 해석에의 

응용을 다루며 통계열역학을 다루며 통계열역학을 도입하여 

평형계의 열역학을 제 조명한다.

•559.331 창의적물리화학실험및설계_캡스톤디자인(Inventive 

Experiment and Design of Physical Chemistry_ Capstone 

Design)

 응용화학과 관련된 제품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에 아이디어 구상 

설계를할 때 만나게 되는 설계/제조상의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하여 통계적 처리법, 창의적 문제해결방법(TRIZ), 공리적

설계, 실험계획법, 6시그마 등 설계기법을 익히고 실제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실습을 통하여 수행한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교과목으로써 캡스톤디자인 연계과제를 

수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559.305 유기합성(Organic Synthesis)

 유기화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학생으로 하여금 목표분자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합성계획을 수립하는 해석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와 동시에 실제로 가능한 여러 유용한 반응에 관한 

지식과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시킨다.

•559.305 유기합성(Organic Synthesis)

 유기화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 학생으로 하여금 목표분자를 

합성하는 데 있어서 합성계획을 수립하는 해석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와 동시에 실제로 가능한 여러 유용한 반응에 관한 

지식과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시킨다.

•559.326 환경생물화학공학(Environmental Biotechnology) 

 생물공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생물공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수질, 토양, 대기, 해양 오염원 제거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공정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

•559.320 화공계산(Chemical Engineering Calculation)

 화학공학공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및 해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응용력을 기르고자 한다.

•559.425 반응메커니즘(Introduction of Reaction Mechanism)

 화학공정에서 반응탑의 설계시에 고려하여야 할 각 반응단계의 

기본적인 반응메커니즘을 이해. 각 반응의 화학적 반응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반응탑 설계시 단계별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559.423 에너지화학공업(Industrial Energy Chemistry)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종류와 자원 특성에 대해 배우고 

미래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특성과 기술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559.424 폐기물공학(Waste Material Engineering)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한 Kozeny-Carman 공식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케이크 여과 이론의 형성과정과 응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케이크의 탈수과정인 압착이론과 원심분리에 의한 고액

분리, 그리고 침전이론을 강의하여 침전, 여과, 압착공정의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생명화학공학과 4-2 선택 559.416 화공재료 3-3-0-0

생명화학공학과 4-2 선택 559.426 유기공업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4-2 선택 559.427 계면화학 3-3-0-0

생명화학공학과 4-2 선택 559.432 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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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도모한다. 

•559.226 유기화학실험 및 설계(Organic Chemistry Lab & 

Design)

 유기물질에 대한 반응성 및 합성실험, 합성설계 등을 이해시켜 

산업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른다.

•559.212 화공열역학(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열역학의 기본원리인 1, 2, 3법칙을 기초로 하여 열역학의 목적, 

원리 및 응용 등을 익힌다. 화학공장에서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에서의 열과 일의 관계 및 동력사이클에 대한 일의계산, 

화학반응과 상간의 물질이동에 대한 평형조건 등을 다룬다.

•559.214 무기공업화학(Inorganic Chemistry of Engineers)

 무기물질에 대한 산업적인 응용을 이해하고 현업에서의 응용을 

다룬다.

•559.335 유기물질분석(Instrumental Analysis of Organic 

Materials)

 기기분석의 기초 원리를 이해시키고 응용능력을 배양시키며,  

자외선-가시광성분광법, 적외선분광법, 핵자기공명법, 크로마토

그라피법, 전기 화학적 분석법 등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배운다.

•559.406 고분자합성(Polymer Synthesis)

 각종 고분자 재료들의 제조공정 및 합성법에 대한 기본 원리 

및 특성을 다루며 합성된 고분자 물질의 분해 메커니즘에 대해 

배운다.

•559.318 이동현상(Transport Phenomena) 

 화학공정에서 수반되는 물질의 모멘텀 전달 현상을 이해하는 

유체역학공정과 열의 이동현상을 이해하는 열전달공정을 배운다. 

•559.324 응용화학실험 및 설계_캡스톤디자인(Applied Chemistry 

Lab & Design for Engineers_Capstone Design)

 고분자 합성 및 화학공정 응용에 대한 실험 및 설계를 병행한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교과목으로써 캡스톤디자인 

연계과제를 수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559.416 화공재료(Materials of Chemical Engineering)

 범용 플라스틱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대별되는 고분자

재료에 대해 원료, 제조공정, 특성, 응용, 현황 및 장래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전자재료 및 의료용고분자등 첨단기능성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도 다룬다.

•559.427 계면화학(Surface Chemistry)

 화학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콜로이드 공정을 배운다. 

표면에서 진행되는 초미세 현상은 물론 상간의 계면에서 나타나는 

계면현상에 대해 배운다.

•559.426 유기공업화학(Industrial Organic Chemistry)

 유기공업화학 제품(합성수지, 합성섬유, 계면활성제등)등을 개발과 

반응장치등을 강의하고 제품생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화학

반응의 이해한다.

•559.323 화학공정설계(Chemical Process Design)

화학공정 시물레이터를 활용하여 화학공정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기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559.329 수처리공학(water Treatment Engineering)

 하천 및 호소중 오염물질의 거동 및 오염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공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559.332 화공⋅섬유교육론(Education in Chemical & Fiber 

Engineering)

 화공섬유 관련 교과목의 구성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단원별 

내용의 연계성을 이해 시킨다.

•559.333 화공⋅섬유 발표 논문작성 논리 및 논술(Writing and 

Presentation of Thesis for Chemical and Fiber Engineers)

 연구과제, 수업자료 등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정리하고 발표하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 즉, 전체 내용의 체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쉽고 명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59.334 공정제어(Process Control)

 공정제어에서는 화학공정의 해석과 제어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도구와 이론을 배운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정조업에서 제어의 역할, Instrumentation 기초,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제어기 설계 등이다. 

•559.428 화공⋅섬유 교재연구 및 지도법(Textbook Study & 

Teaching Method in Chemical & Fiber Engineering)

 화공섬유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인 

교수기법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559.433 화공생화학(Chemical Biochemistry)

 생체고분자인 단백질, 핵상, 탄수화물, 지질 등의 특성과 작용 

그리고 대사작용을 다룬다.

•559.434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전기화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기화학의 

대표적 응용 분야인 이차전지, 연료전지, 전기분해, 전기화학적 

합성, 도금에 관한 내용을 실례를 바탕으로 학문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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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디자인학과 (Fine Arts·Crafts&Arts Desig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1 기초 741.000 ☆☆기초실기 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1 기초 741.043 ☆☆기초실기 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1 기초 741.002 ☆기초실기 Ⅲ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1 선택 741.010 ☆드로잉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1 선택 741.037 ☆미술사입문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기초 741.017 ☆기초실기 Ⅳ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기초 741.029 ☆☆기초실기 Ⅴ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기초 741.021 ☆☆기초실기 Ⅵ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선택 741.030 색채연구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선택 741.022 ☆CAD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1-2 선택 741.011 디자인의 이해/미학입문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필수 741.003 ☆☆전공실기Ⅰ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선택 741.040 ☆형상표현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선택 741.023 ☆CAD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선택 741.024 ☆디자인실기Ⅰ/미술과 과학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선택 741.004 ☆표현기법Ⅰ/표현연구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 선택 741.038 ☆미술사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필수 741.005 ☆☆전공실기 Ⅱ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39 ☆형상표현 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06 3D디자인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12 프린팅디자인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18 ☆디자인실기Ⅱ/미술과 과학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35 ☆☆재료연구/한지조형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25 ☆표현기법Ⅱ/표현연구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41 ☆이미지학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2-2 선택 741.044 ☆조형실습II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필수 741.031 ☆☆전공실기Ⅲ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선택 741.019 ☆리빙디자인Ⅰ/매체와 표현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선택 741.013 ☆☆공간디자인/공간표현연구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선택 741.014 ☆디자인실기Ⅲ/인디비주얼워크Ⅰ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선택 741.020 ☆공예디자인론/미술비평연습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1 선택 741.026 ☆공예디자인론/작가연구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2 필수 741.032 ☆☆전공실기Ⅳ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2 선택 741.027 ☆리빙디자인Ⅱ/매체와 표현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2 선택 741.015 ☆공예디자인창업/공간표현연구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2 선택 741.036 ☆디자인실기Ⅳ/인디비주얼워크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3-2 선택 741.033 ☆디자인마케팅/근현대미술론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1 필수 741.007 ☆☆전공실기Ⅴ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1 선택 741.028 ☆졸업작품연구Ⅰ/창작표현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1 선택 741.042 전시기획 실습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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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교과교육영역 8학점에는 포함되나, 기본이수과목 21학점에는 포함 안됨

| 교과목 해설 |

•741.000 기초실기Ⅰ(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I)

 - 도자디자인 : 코일링, 핀칭, 판성형,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성형기법을 학습한다.

 - 섬유디자인 : 기초염색 기법을 익히고, 다양한 섬유에 

응용하여 제품을 제작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741.002 기초실기Ⅲ(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III)

 - 도자디자인 : 형태와 기능, 유약색채 등을 적용하여 표현

능력을 함양한다.

 - 섬유디자인 : 텍스타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페이퍼 작업을 통해 표현방법의 능력을 기른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741.010 드로잉(Drawing Techniques) 

 사물의 형태, 소재, 색채 등의 표현을 위한 기초 드로잉강좌로 

드로잉의 원리에서부터 시작, 잠재되어 있는 실전 드로잉 감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드로잉 표현기법과 관찰력,

분석력을 개발하여 전문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배양한다.

•741.011 디자인의 이해/미학입문(Understanding of the 

Design)

 - 디자인의 이해 : 디자인의 기본적인 기초지식과 실습을 

익히도록 한다.

 - 미학입문 : 동양의 미술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전통적인 

동양의 미술사적 정신을 현대에 적용 또는 활용하는 독창성을 

깨닫게 한다.

•741.017 기초실기Ⅳ(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IV)

 - 도자디자인 : 형태와 기능, 유약색채, 소성과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 섬유디자인 :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아트 패브릭을 

제작하고 텍스타일 제품에 응용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 ‧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741.021 기초실기Ⅵ(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VI)

 - 도자디자인 : 다양한 도자재료와 기법을 응용하여 재해석

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섬유디자인 : 창의적인 조형작업과 이론을 기반으로 조형

작품개발 능력을 함양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741.022 CADⅠ(CADⅠ)

 기본 Macintosh Computer 와 Software를 하나의 유익한 도구로 

이용, 숙지시켜 개개인의 표현 개념에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741.029 기초실기Ⅴ(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V)

 - 도자디자인 : 형태와 기능, 유약색채, 소성과 표현 방식을 

심도있게 연구, 제작한다.

 - 섬유디자인 : 서피스패턴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패턴의 종류 

및 구성방법을 이해하고, 아트웍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741.030 색채연구Ⅰ(Color TheoryⅠ)

 색채학의 기본, 즉 색의 속성, 혼합, 배색, 조화, 색채조절 등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색의 감각을 길러 조형표현과 일상생활에 활용

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741.037 미술사입문(Introduction to Art History)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역사적, 동시대적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미술사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기른다.

•741.043 기초실기Ⅱ(Practical Technique of the Foundation II)

 - 도자디자인 : 심미적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물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하고 제작한다.

 - 섬유디자인 : 다양한 섬유재료와 기법을 통해 표현능력을 

향상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실기의 기초와 재료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화‧서양화‧조소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

고자 한다.

•741.003 전공실기Ⅰ(Practical Technique of MajorⅠ)

 - 도자디자인 : 현대도자디자인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실험을 

통하여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 섬유디자인 : 위빙의 개념을 익히고 기초 테크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

전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04 표현기법Ⅰ/표현연구Ⅰ(Expression TechniquesⅠ/ 

Study of ExpressionⅠ)

 - 표현기법Ⅰ

 (도자디자인) 유투브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기법을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1 선택 741.016 색채연구Ⅱ 2-1-2-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2 선택 741.008 ☆전공실기 Ⅵ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2 선택 741.009 졸업작품연구Ⅱ/졸업작품워크샵 3-0-6-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2 선택 741.001 ☆현대예술과 미학 3-3-0-0
조형예술·디자인학과 4-2 선택 741.034 포트폴리오 2-1-2-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351 학사운영과

익히고 표면장식, 핸드페인팅기법을 습득한다.

 (섬유디자인) 다양한 염색 기법을 응용하여 독창적인 염색작품 

및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 표현연구Ⅰ

 실기수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741.005 전공실기Ⅱ(Practical Technique of Major Ⅱ)

 - 도자디자인 : 현대도자디자인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실험을 

통하여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 섬유디자인 : 위빙의 개념을 익히고 기초 테크닉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전

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06 3D디자인(3D Design)

 실무에서 이용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숙지,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741.012 프린팅디자인(Printing Design)

 - 도자디자인 : 전사기법의 실습과 안료의 사용방법을 이해

하고, 2D, 3D표현을 위한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작품에 적용

한다.

 - 섬유디자인 : 다양한 프린팅 기법을 습득하여 디자인 및 

제품제작에 응용한다.

•741.018 디자인실기Ⅱ/미술과 과학Ⅱ(DesignⅡ/Art & Science Ⅱ)

 - 디자인실기Ⅱ

 (도자디자인) 지역과 문화의 특성에 맞는 독창성을 살린 문화

상품을 디자인, 제작한다.

 (섬유디자인) 핸드니트를 기초로 수편기에 관한 기본지식을 

익히고, 다양한 무늬뜨기 방법을 습득한다.

 - 미술과 과학Ⅱ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에 접근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술양식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과정이다.

•741.023 CADⅡ(CADⅡ)

 기본 Macintosh Computer 와 Software를 하나의 유익한 

도구로 이용, 숙지시켜 개개인의 표현 개념에 창조적으로 활용

될 수 있게 한다.

•741.024 디자인실기Ⅰ/미술과 과학Ⅰ(DesignⅠ/Art & ScienceⅠ)

 - 디자인실기Ⅰ 

 (도자디자인) 작품 제작을 위한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리서치

하는 방법론을 체득한다.

 (섬유디자인) 리빙텍스타일 디자인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반영한 

패턴개발을 통해 텍스타일디자이너로서의 기초 능력을 배앙한다.

 - 미술과 과학Ⅰ :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술에 접근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술양식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과정이다.

•741.025 표현기법Ⅱ/표현연구Ⅱ(Expression TechniquesⅡ/ 

Study of ExpressionⅡ)

 - 표현기법Ⅱ

 (도자디자인) 전사기법의 실습과 안료의 사용방법 이해와 

전통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능력을 체득한다.

 (섬유디자인) 자신만의 표현기법을 개발하여 작품 제작 및 

현대섬유 예술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이해한다.  

 - 표현연구Ⅱ

 실기수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741.035 재료연구/한지조형(Material Theory/Korean Paper 

Molding)

 - 재료연구

 (도자디자인) 도예의 전반적인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

하여 작품제작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섬유디자인) 섬유의 전반적인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

하여 작품제작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한지조형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한지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하여, 전통재료를 이용한 현대적인 예술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741.038 미술사(History of Art)

 동서양의 미술작품 고찰을 통해, 미술을 이해하는 역사적, 비판적 

시각을 기른다.

•741.039 형상표현Ⅱ(Image ExpressionⅡ)

 실기수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741.040 형상표현Ⅰ(Image ExpressionⅠ)

 실기수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741.041 이미지학(Image and Aesthetics)

 문화학적 고찰을 통해, 이미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른다. 

•741.044 조형실습II(Seminar in Form & Structure Ⅱ)

 기초조형 방법을 탐구하고 각자의 특성있는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

시키기 위한 공간 구성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있는 표현력을 

발현토록 한다. 

•741.013 공간디자인/공간표현연구Ⅰ(Space Design/Study 

of Space ExpressionⅠ)

 - 공간디자인

 (도자디자인)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제품을 실용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여 대중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이해한다.

 (섬유디자인) 섬유공예를 이용한 제품제작을 기본으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감각과 실기능력을 습득한다.

 - 공간표현연구Ⅰ

 현대의 미술은 소극적인 기존의 양식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모습

으로 변화하고 있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공간이라는 문제는 

작품의 안팎에서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창의적인 사고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741.014 디자인실기Ⅲ/인디비주얼워크Ⅰ(DesignⅢ/Individual 

Work I)

 - 디자인실기Ⅲ

 (도자디자인) 습득한 리서치 방법과 슬립캐스팅기법을 바탕으로 

정해진 컨셉에 맞는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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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디자인) 니트디자인의 기본기법을 바탕으로 컨셉에 맞는 창의

적인 니트디자인을 개발한다.

 - 인디비주얼워크Ⅰ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난 작업의 방향 및 완성도, 개인작어에 

대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4학기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741.015 공예디자인창업/공간표현연구Ⅱ(Foundation Class 

of Craft Design/Study of Space ExpressionⅡ)

 - 공예디자인 창업

 공예분야의 창업 및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 

선행학습으로 간접경험을 통해 실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혀 마케팅을 배우고, 이러한 창업보육서비스 

제공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간표현연구Ⅱ

 현대의 미술은 소극적인 기존의 양식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공간이라는 

문제는 작품의 안팎에서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창의적인 

사고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741.019 리빙디자인Ⅰ/매체와 표현Ⅰ(Living DesignⅠ/ 

Media and ExpressionⅠ)

 - 리빙디자인Ⅰ

 (도자디자인) 생활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이 고려된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한 작업을 한다.

 (섬유디자인) 리빙텍스타일 디자인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반영한 

패턴개발을 통해 텍스타일디자이너로서의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 

 - 매체와 표현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작업하며 매체별 특성을 

익히고 표현영역을 확장한다.

•741.020 공예디자인론/미술비평연습(Craft Design Theory/ 

Introduction to Art Criticism)

 - 공예디자인론 : 공예디자인에 관한 용어,  분류체계, 역사, 트렌드 

분석 등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 미술비평연습 : 20세기 이후의 현대미술 비편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동시대의 예술을 이해하고 비판적 글쓰기를 훈련한다.

•741.026 공예디자인론/작가연구(Craft Design Theory/Study 

of Artist)

 - 공예디자인론 : 공예디자인에 관한 용어,  분류체계, 역사, 트렌드 

분석 등 교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 작가연구 : 주요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그것을 둘러 싼 담론을 

고찰함으로써, 현대미술의 동향을 이해하고 작가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741.027 리빙디자인Ⅱ/매체와 표현Ⅱ(Living DesignⅡ/ 

Media and Expression Ⅱ)

 - 리빙디자인Ⅱ

 (도자디자인) 생활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이 고려된 다양한 디자인을 

활용한 작업을 한다.

 (섬유디자인) 리빙텍스타일 디자인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반영한 

패턴개발을 통해 텍스타일디자이너로서의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 

 - 매체와 표현Ⅱ :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작업

하며 매체별 특성을 익히고 표현영역을 확장한다.

•741.031 전공실기Ⅲ(Practical Technique of MajorⅢ)

 - 도자디자인 : 현대도자디자인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실험을 

통하여 창의적 표현능력을 기른다.

 - 섬유디자인 : 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종류와 활용방법, 

선염직물의 구조적 짜임에 대해 학습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전

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32 전공실기Ⅳ(Practical Technique of MajorⅣ)

 - 도자디자인 : 현대도자디자인의 원리와 새로운 경향,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하여 예술적 표현을 통한 조형능력을 키운다.

 - 섬유디자인 :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패턴을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직물디자이너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전

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33 디자인마케팅/근현대미술론(Design Marketing/ 

History of Modern & Contemporary Arts)

 - 디자인마케팅 : 디자인 이론에 바탕을 둔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기른다.

 - 근현대미술론 :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함으로서 미래의 

미술양식을 예견할 수 있다. 이는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741.036 디자인실기Ⅳ/인디비주얼워크Ⅱ(DesignⅣ/Individual 

Work Ⅱ)

 - 디자인실기Ⅳ

 (도자디자인) 재료와 형태를 이해하고 직접 실습으로 조형능력을 

익히고 또한 미래의 디자인 감각을 파악한다.

 (섬유디자인) 공예 전반적인 조형능력을 이해하여 작품으로 

이어져 현대조형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양한다. 

 - 인디비주얼워크Ⅱ :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난 작업의 방향 

및 완성도, 개인작어에 대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4학기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741.001 현대예술과 미학(Contemporary Art and Aesthetics)

 현대의 미학 이론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른다.

•741.007 전공실기Ⅴ(Practical Technique of MajorⅤ)

 - 도자디자인 : 기존의 도예개념에서 벗어나 오브제로서의 도예, 

새로운 도예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 섬유디자인 : 섬유디자인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기본으로 

개성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연구한다.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 

전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08 전공실기 Ⅵ(Practical Technique of Major Ⅵ)

 - 미술 :  한국화‧서양화‧조소 기실의 심화관정으로 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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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화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 중심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의 

습득과 창작과정을 경험하고,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작업의 

결과물을 위한 연구과정이다.

•741.016 색채연구Ⅱ(Color TheoryⅡ)

 색채학의 기본, 즉 색의 속성, 혼합, 배색, 조화, 색채조절 등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색의 감각을 길러 조형표현과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741.028 졸업작품연구Ⅰ/창작표현(Graduation ProjectⅠ/ Creative 

Expression)

 - 졸업작품연구Ⅰ

 (도자디자인) 전공분야에서 체득한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하여 졸업작품을 위한 작품을 제작한다.

 (섬유디자인) 전공분야에서 체득한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하여 졸업작품을 위한 작품을 제작한다.

 -창작표현

 실기수업의 특수성과 다양성,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기존의 

유사한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내용을 

진행하고자 한다.

•741.034 포트폴리오(Portfolio)

 포트폴리오 제작을 통해 개인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확인하여 

새로운 조형언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기본구성을 이해하고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741.042 전시기획 실습(Exhibition Planning and Practice)

 미술현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합한 작업의 제작 감각과 

기획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구체적인 

실습과 가상 시뮬레이션 과정을 진행 한다. 이는 졸업 후 작가

로서만이 아니라 전시 기획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부분이므로 취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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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과 (Physical Educa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7학점 전공필수 : 21학점

전공선택 :  20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체육학과 1-1 선택 731.121 체조 1-0-2-0

체육학과 1-1 기초 731.109 수영Ⅰ 1-0-2-0
체육학과 1-1 기초 731.113 골프Ⅰ 1-0-2-0

체육학과 1-1 선택 731.431 체육사 3-3-0-0
체육학과 1-1 선택 731.430 체육해부학 3-3-0-0

체육학과 1-1 선택 731.211 축구 1-0-2-0
체육학과 1-2 기초 731.212 테니스Ⅰ 1-0-2-0

체육학과 1-2 기초 731.358 스키Ⅰ 1-0-2-0
체육학과 1-2 선택 731.122 육상 1-0-2-0

체육학과 1-2 선택 731.433 여가프로그램기획_코너스톤_KCC 3-3-0-0
체육학과 1-2 선택 731.115 한국무용 1-0-2-0

체육학과 1-2 선택 731.432 스포츠윤리학 3-3-0-0
체육학과 2-1 기초 731.434 해양스포츠 1-0-2-0

체육학과 2-1 기초 731.381 리듬운동 1-0-2-0
체육학과 2-1 필수 731.351 운동생리학 3-3-0-0

체육학과 2-1 선택 731.435 체육측정평가 3-3-0-0
체육학과 2-1 선택 731.312 테니스Ⅱ 1-0-2-0

체육학과 2-1 선택 731.375 배드민턴Ⅰ 1-0-2-0
체육학과 2-1 선택 731.382 에어로빅스 1-0-2-0

체육학과 2-1 선택 731.436 노인체육론 3-3-0-0
체육학과 2-2 선택 731.120 골프Ⅱ 1-0-2-0

체육학과 2-2 선택 731.219 배구 1-0-2-0
체육학과 2-2 기초 731.323 수영Ⅱ 1-0-2-0

체육학과 2-2 필수 731.355 스포츠경영및마케팅 3-3-0-0
체육학과 2-2 선택 731.216 농구 1-0-2-0

체육학과 2-2 선택 731.317 검도 1-0-2-0
체육학과 2-2 필수 731.437 스포츠사회학 3-3-0-0

체육학과 2-2 선택 731.439 응급처치 및 구급법 1-0-2-0
체육학과 2-2 선택 731.376 배드민턴Ⅱ 1-0-2-0

체육학과 2-2 선택 731.438 스포츠영양학 3-3-0-0
체육학과 3-1 필수 731.350 운동역학 3-3-0-0

체육학과 3-1 필수 731.363 운동처방 3-3-0-0
체육학과 3-1 선택 731.440 운동학습 3-3-0-0

체육학과 3-1 선택 731.242 댄스스포츠 1-0-2-0
체육학과 3-1 선택 731.443 스포츠건강관리 3-3-0-0

체육학과 3-1 선택 731.441 스포츠산업및시설론 3-3-0-0
체육학과 3-1 선택 731.383 산악스포츠 1-0-2-0

체육학과 3-1 선택 731.442 웨이트트레이닝 1-0-2-0
체육학과 3-2 필수 731.353 스포츠심리학 3-3-0-0

체육학과 3-2 필수 731.356 무용개론 3-3-0-0
체육학과 3-2 선택 731.444 운동기능분석 3-3-0-0

체육학과 3-2 선택 731.316 야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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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731.351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스포츠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 운동자극에 대한 근육, 

호흡 순환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 대사 반응 및 적응과정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731.438 스포츠영양학(Sports Nutrition)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음식의 섭취와 소화, 흡수, 대사작용에 대한 

영양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731.430 체육해부학(Sports Anatomy)

 인체의 골격, 관절, 근육 등 조직과 기관, 계통 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스포츠 기술의 능력향상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운동생리학이나 운동역학을 위한 해부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731.363 운동처방(Exercise Prescription)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운동법을 제공하고 다양한 운동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731.443 스포츠건강관리(Sports Health Management)

 현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운동, 영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개인은 물론 생활체육참여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개인역량을 

함양한다.

•731.350 운동역학(Biomechanics)

 신체구조의 물리학적, 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작용과 관련된 

운동의 역학적 관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731.444 운동기능분석(Sports Skill Analysis)

 인간 동작의 역학적 분석을 토대로 선수의 비효율적인 동작을 

찾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31.353 스포츠심리학(Sports Psychology)

 개인의 스포츠참가와 수행, 그리고 다양한 심리적 발달과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스포츠상황에서의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31.435 체육측정평가(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체격을 비롯한 체력의 요인 및 기능, 기술, 지식 등에 걸친 

제반 체력요소의 측정방법과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731.440 운동학습(Motor Learning)

 신체활동과 스포츠 상황에서 요구되는 운동기능의 습득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기저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연습방법, 피드백, 

운동학습의 이론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731.431 체육사(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동양 및 서양의 체육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군사, 지리적 환경들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31.432 스포츠윤리학(Sports Ethics)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개발

하고 건전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강좌를 

통해서 다음의 윤리적 혜택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도덕적 관심

가지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최선의 해결방안을 구하기, 

자신의 재능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도덕적 우월함의 추구. 

•731.447 스포츠와미디어(Sports and Media)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대중문화로 인해 스포츠가 미디어에 

노출되어 효과를 누리는 근본이유를 통해 스포츠와 매스미디어의 

상생관계를 이해한다.

•731.441 스포츠 산업 및 시설론(Theory of Sports Industry 

and Facility)

 스포츠가 산업으로서 갖는 기능과 역할, 프로스포츠 시장과 

가치추구와 운영방식 그리고 스포츠 시설 건립, 운영 및 이벤트 

유치 등에서 경제적 효과와 운영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731.355 스포츠경영 및 마케팅(Sports Administration and 

Marketing)

 스포츠를 대상으로 구매자를 만족시키는 과정과 시장을 창조하는 

과정, 즉 경기촉진(프로모션), 스포츠제품(경기)에 대한 부가가치

노력, 스타 생산, 중계권의 TV 방송 판매, 스폰서 모집, 선수 

및 팀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31.356 무용개론(Theory of Dance)

 무용의 정의, 역사, 창작, 명작해설 등에 관한 가장 원리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731.437 스포츠사회학(Sports Sociology)

 스포츠 현상이나 스포츠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그리고 미디어 등에 대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체육학과 3-2 선택 731.386 요가 1-0-2-0

체육학과 3-2 선택 731.445 유아체육론 3-3-0-0
체육학과 3-2 선택 731.446 스포츠과학_캡스톤디자인_KCC 3-3-0-0

체육학과 4-1 선택 731.429 현장실습 1-0-1-0
체육학과 4-1 선택 731.447 스포츠와미디어 3-3-0-0

체육학과 4-1 선택 731.448 체육학글쓰기_전공글쓰기 3-3-0-0
체육학과 4-2 선택 731.449 운동상해 3-3-0-0

체육학과 4-2 선택 731.450 스포츠컨디셔닝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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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36 노인체육론(Exercise and Sports for The Elderly)

 고령화의 확대속에 건강하고 유쾌하며 함께하는 노인기의 생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활동, 

유희활동 등을 계획, 지도,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제공한다.

•731.433 여가프로그램기획(Leisure Program Planning Corn)

 스포츠지도자 및 경영관리자로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 목표 체계, 시설, 

인력, 예산지원체계, 기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

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을 습득하도록 한다.

•731.425 유아체육론(The Theory of Kids Sports)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과 이론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유아의 

체육지도를 위한 올바른 프로그램의 기본원리 이해와 유아의 

체육지도 방법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731.448 체육학글쓰기_전공글쓰기(Writing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에서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있어 체육전공 주체자의 반성적 

차원의 행위이며 사람됨의 지향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적 행위이며, 스포츠의 문제점 발견과 그에 대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체험의 글쓰기가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놀이 정신의 체육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731.449 운동상해(Sports Injuries)

 운동 중 발생하는 운동상해의 종류와 원인 및 신체부위별 상해

발생 형태에 관하여 익힌다.

•731.429 현장실습(Field Prectice)

 실천학문으로서 현장에 적용하고 음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

이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 실험 실습의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지식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과 현장 적응능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731.446 스포츠과학_캡스톤디자인_KCC(Sports Science Capstone 

Design)

 체육전공자들이 교육받은 총체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재능 및 

능력을 바탕으로 체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스포츠현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스포츠 과학의 지식을 습득한다.

•731.450 스포츠컨디셔닝(Sport Conditioning)

 선수와 지도자들이 팀과 선수의 최적수준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상방지 및 

상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포츠테이핑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실용적인 

트레이닝 및 컨디셔닝 지식 및 방법을 탐구하고 익힌다.

•731.122 육상 (Track & Field)

 필드종목의 기초 및 전문적 기술 습득을 통하여 운동의 습성을 

길러주고 지도자의 자질을 높인다.

•731.121 체조 (GymnasticsI)

 체조의 특성과 구성 방법 및 효과를 배우고 유연성, 근력, 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교치성 등을 기초로 다양한 체조 기술을 습득한다.

•731.434 해양스포츠(Marine Sports)

 해양스포츠에 사용되는 각 장비의 사용법과 운용방법을 익힘

으로써 초급수상레저 및 스포츠활동의 이론과 실기능력을 기르며 

수상안전사고의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731.109 수영 I(Swimming I)

 수영의 역사와 영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4가지 영법 중 자유형과 

배영 기술을 익히며 자기 안전 및 인명구조에 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기른다.

•731.323 수영 II(Swimming II)

 4가지 영법 중 평영과 접영 기술을 익히고, 각 영법에 대한 

지도법 등을 익힌다.

•731.358 스키 I(Ski I) 

 스키에 대한 기초능력과 바른 활주의 기본을 익히는 초보적인 

활강법(직선과 곡선, 팔동작)을 통해 근력과 평형성을 높임과 

동시에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731.317 검도(Kumdo)

 검도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칼의 원리를 통한 기본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731.211 축구(Soccer)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운영 및 심판법을 이론과 실기를 

통해 습득한다.

•731.219 배구(Volleyball)

 배구경기의 기초기능을 습득하고 팀 플레이를 통한 경기운영과 

심판법을 배운다. 

•731.216 농구(Basketball)

 이론이해와 실기 연습을 통해 농구의 기초기술인 패스, 드리블, 

슛을 학습하고 기초 농구의 수비 공격을 익힌다. 

•731.316 야구(Baseball)

 야구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운영 및 심판법을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강의한다.

•731.212 테니스 I(Tennis I)

 테니스의 역사와 경기규칙을 이해하고 기본 기술인 스트로우크, 

서브, 발리 등의 이론을 이해하고 기초기능을 익힌다.

•731.312 테니스 II(Tennis II)

 테니스I의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기 운영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731.113 골프 I(Golf I)

 골프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골프의 기초기술을 배운다. 

학습 환경의 여건 상 아이언 샷을 통해 기본적인 그립, 자세, 

어드레스, 스윙 방법을 습득한다.

•731.120 골프 II(Golf II)

 골프Ⅰ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토대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경기방식과 필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전 골프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731.375 배드민턴 I(Badminton I)

 배드민턴 기본 기술을 익히고 규칙을 학습함으로써 심판 및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31.376 배드민턴 II(Badminton II)

 배드민턴I을 기초로 교수하여 게임운영 능력을 갖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지도력과 심판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731.115 한국무용(Korean Dance)

 이론면에서는 인체예술의 특징과 무용작법에 따른 이론을 이해

하고, 실기면에서는 창작무용의 기본 훈련을 실시한다. 

•731.381 리듬운동(Exercise Rhythm) 

 무용의 율동성을 가미한 에어로빅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전통적이고 다양한 동작을 통해 표현 능력의 육성, 정서

순환, 리듬감의 형성 및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

•731.382 에어로빅스(Aerobics)

 신체형상과 조화, 심폐력 강화, 인내력, 유연성 그리고 조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에어로빅 활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조화의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731.242 댄스스포츠(Dance Sports)

 댄스스포츠의 의의와 중요성을 깨닫고, 댄스스포츠의 스포츠, 

예술, 운동생리, 레크리에이션 특성 등을 숙지케 하여, 생활

체육의 한 분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제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731.383 산악스포츠(Mountain Sports)

 산악스포츠의 특성과 기능을 학습하고 다양한 산악 스포츠 

종목을 경험함으로서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도록 한다.

•731.386 요가(Yoga) 

 심신 단련법의 하나인 요가와 필라테스의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731.439 응급처치 및 구급법(First Aid)

 각종 체육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상황파악, 

안전유지, 응급처치, 구조요령에 대해 이론과 실기를 지도

함으로써 구급차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에 도움을 주거나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731.442 웨이트트레이닝(Weight Training)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종목별 운동의 준비

자세 및 동작, 발달되는 주요 근육, 운동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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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Music)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6학점 전공필수 :  28학점

전공선택 :    없음 심화전공 : 28학점 복수전공 : 44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음악과 1-1 선택 701.160 (성)이태리어딕션 2-0-2-0

음악과 1-1 선택 701.123 ☆관현악·합창I 2-0-2-0
음악과 1-1 선택 701.158 (관)관악합주I 2-0-2-0

음악과 1-1 기초 701.497 ☆시창 · 청음I 3-0-3-0
음악과 1-1 기초 701.495 ☆화성법I 3-0-3-0

음악과 1-1 필수 701.101 ☆전공실기I 2-0-2-0
음악과 1-2 선택 701.167 (성)독일어딕션 2-0-2-0

음악과 1-2 선택 701.124 ☆관현악·합창II 2-0-2-0
음악과 1-2 선택 701.165 (관)관악합주II 2-0-2-0

음악과 1-2 기초 701.512 ☆시창 · 청음II 3-0-3-0
음악과 1-2 기초 701.493 ☆화성법II 3-0-3-0

음악과 1-2 필수 701.102 ☆전공실기I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244 ☆(피)피아노반주법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499 ☆관현악·합창II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213 (관)관악합주II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500 (관,현,성,작)부전공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223 ☆(작)고등화성법I 2-0-2-0

음악과 2-1 선택 701.518 (관,현,피)실내악I 2-0-2-0
음악과 2-1 필수 701.496 연주I 2-0-2-0

음악과 2-1 필수 701.233 ☆전공실기III 2-0-2-0
음악과 2-1 기초 701.343 ☆서양음악사I 2-2-0-0

음악과 2-2 선택 701.249 ☆(피)피아노반주법II 2-0-2-0
음악과 2-2 선택 701.510 ☆관현악·합창IV 2-0-2-0

음악과 2-2 선택 701.214 (관)관악합주IV 2-0-2-0
음악과 2-2 선택 701.516 (관,현,성,작)부전공II 2-0-2-0

음악과 2-2 선택 701.224 ☆(작)고등화성법II 2-0-2-0
음악과 2-2 선택 701.521 (관,현,피)실내악II 2-0-2-0

음악과 2-2 필수 701.498 연주II 2-0-2-0
음악과 2-2 필수 701.234 ☆전공실기IV 2-0-2-0

음악과 2-2 기초 701.344 ☆서양음악사II 2-2-0-0
음악과 3-1 선택 701.374 (성)불어딕션 2-0-2-0

음악과 3-1 선택 701.514 관현악·합창V 2-0-2-0
음악과 3-1 선택 701.506 지휘법I 2-0-2-0

음악과 3-1 선택 701.309 (관)관악합주V 2-0-2-0
음악과 3-1 선택 701.520 (관,현,피)실내악III 2-0-2-0

음악과 3-1 필수 701.269 연주III 2-0-2-0
음악과 3-1 선택 701.375 현대음악의 이해I 2-0-2-0

음악과 3-1 필수 701.341 ☆전공실기V 2-0-2-0
음악과 3-1 필수 701.355 ☆서양음악사III 2-2-0-0

음악과 3-1 선택 701.377 성악문헌 2-2-0-0
음악과 3-1 선택 701.371 ♣☆음악교육론 2-2-0-0

음악과 3-2 선택 701.380 (성)영어딕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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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701.123, 701.124 관현악․ 합창 I, II(Ochestra⋅Chorus I, II)

 각 파트의 특성을 살려 화성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체험하도록 

한다. 

•701.156, 701.163 시창․ 청음 I, II (Sight Singing⋅Ear 

Training I, II)

 시창은 선율을 보고 초견으로 부를 수 있도록하며 청음은 선율, 

화음을 듣고 악보로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01.157, 701.164, 701.269, 701.270, 701.372, 

701.378, 701.482, 701.486 연주 I, II, III, IV, V, VI, VII, VIII 

(Performance I, II, III, IV, V, VI, VII, VIII)

 시연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시연경험을 통하여 완성된 연주가를 

양성하기 위한 무대 매너와 연주기량을 향상시킨다.

•701.158, 701.165, 701.213, 701.214, 701.309, 

701.310, 701.489, 701.491 (관)관악합주 I, II, III, IV, V, VI 

(Brass Ensemble I, II, III, IV, V, VI, VII, VIII)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관악기가 지닌 음색의 

조화와 균형을 터득하게 하여 앙상블의 음악미를 체험하게 한다.

•701.159, 701.166, 701.215, 701.216, 701.311, 

701.312, 701.490, 701.492 (현)현악합주 I, II, III, IV, V, VI 

(String Ensemble I, II, III, IV, V, VI, VII, VIII)

 현악기를 중심으로 하여 각 악기가 지닌 음색을 조화 있게 

다루어 나감으로써 앙상블의 음악미를 체험하게 한다.

•701.160 (성)이태리딕션(Italian Diction)

 이태리어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 법칙과 문장해독을 중심으로 

하여 실제 연주시 올바른 가사 전달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훈련한다.

•701.101, 701.102, 701.233, 701.234, 701.341, 701.342, 

701.431, 701.432 전공실기 I, II, III, IV, V, VI, VII, VIII 

(Major I, II, III, IV, V, VI, VII, VIII)

 개인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작품을 직접 접촉하게 하여 연주가

로서 요구되는 기교를 비롯하여 곡의 해석 및 표현을 연구하며 

독립된 연주가를 양성한다.

•701.161 지휘법(Conducting)

 기본박자, 리듬 및 강약, 악상표현에 관한 실제적 지휘 법의 

이론을 터득함으로써 악곡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성을 발전시킨다.

•701.162 음악이론(Theory of Music)

 악전을 비롯한 화성학, 대위법, 음악형식 등 체계적인 음악론 

확립을 목표로 음악을 전공 할 수 있는 기초이론을 확립시킨다.

•701.167 (성)독일어딕션(German Diction)

 독일어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법칙과 문장 해독을 중심으로 

하여 실연주시 올바른 가사 전달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훈련한다.

•701.223, 701.224 (작)고등화성법 I, II(Advanced  Harmony 

I, II)

 서양 음악의 뼈대를 이루는 기능 화성학의 체계적인 습득으로 

확립된 스타일을 고의적으로 모방하는 단계를 초월하는 화성

진행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작곡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701.244, 701.249 (피)피아노반주법 I, II(Accompaniment 

I, II)

 피아노 전공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적인 반주를 통하여 독주뿐만 

아니라 독주자와 반주자와의 앙상블 훈련과 조화 있는 반주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음악과 3-2 선택 701.485 (성)오페라 클래스 2-0-2-0

음악과 3-2 선택 701.508 관현악·합창VI 2-0-2-0
음악과 3-2 선택 701.513 지휘법II 2-0-2-0

음악과 3-2 선택 701.310 (관)관악합주VI 2-0-2-0
음악과 3-2 선택 701.519 (관,현,피)실내악IV 2-0-2-0

음악과 3-2 필수 701.270 연주IV 2-0-2-0
음악과 3-2 선택 701.381 현대음악의 이해II 2-0-2-0

음악과 3-2 필수 701.342 ☆전공실기VI 2-0-2-0
음악과 3-2 선택 701.370 ♣☆국악실기지도법 2-2-0-0

음악과 3-2 필수 701.356 ☆서양음악사IV 2-2-0-0
음악과 3-2 선택 701.369 ♣음악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2-2-0-0

음악과 4-1 선택 701.515 관현악·합창VII 2-0-2-0
음악과 4-1 선택 701.489 (관)관악합주VII 2-0-2-0

음악과 4-1 선택 701.382 ☆음악교수학습방법 2-0-2-0
음악과 4-1 필수 701.431 전공실기VII 2-0-2-0

음악과 4-1 선택 701.429 피아노문헌I 2-2-0-0
음악과 4-1 선택 701.435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0

음악과 4-2 선택 701.509 관현악·합창VIII 2-0-2-0
음악과 4-2 선택 701.491 (관)관악합주VIII 2-0-2-0

음악과 4-2 선택 701.383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2-0-2-0
음악과 4-2 필수 701.432 전공실기VIII 2-0-2-0

음악과 4-2 선택 701.430 피아노문헌II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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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기른다.

•701.268, 701.271 화성법 I, II(Harmony I, II）

 대위법칙 화성법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삼화음의 진행

으로부터 시작하여 속칠화음, 비화성음, 변화음을 포함한 화음의 

원리를 습득시킨다.

•701.203, 701.204, 701.345, 701.346, 701.433, 701.434 

합창 III, IV, V, VI, VII, VIII(Chorus III, IV, V, VI, VII, VIII)

 합창 연습을 통해 각 파트의 특성을 살려 화성감을 체험하게 한다.

•701.205, 701.206, 701.305, 701.306, 701.405, 701.406 

관현악 III, IV, V, VI, VII, VIII(Orchestra III, IV, V, VI, 

VII, VIII)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합창곡, 성가곡, 서정 음악곡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올바른 발성, 정확한 리듬감, 화음감을 기르고 

가사의 발음과 호흡법을 지도하여 합창을 통한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미를 창조하도록 하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종류의 악기로 구성된 합주를 통하여 음악의 

조화와 균형미를 터득하고 보다 높은 테크닉과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며 높은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한다.

•701.500, 701.516 (관,현,성,작)부전공I,II(A Minorsubject I, II)

 피아노 전공 이외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자신의 

전공과 마찬가지로 음악의 기초악기라고 할 수 있는 피아노는 

반드시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01.343, 701.344, 701.355, 701.356 서양음악사 I, II, 

III, IV(Contemporary Music Anaysis I,II)

 서양음악의 역사를 폭 넓게 이해하게 하여 음악의 학문적, 

예술적 바른 시야를 갖게 한다.

•701.362, 701.364 컴퓨터음악 I, II(Computer Music I,II)

 컴퓨터 사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이론 및 실기를 습득하여 

다양한 구조의 악보들을 사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01.363, 701.365 유리드믹스 I, II(Eurythmics I, II)

 음악적 리듬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동작, 청음, 악기를 사용하여 

훈련하는 음악 교육과정으로 정신집중과 재빠른 신체(리듬) 

반응을 개발하는 훈련 체계이다.

•701.313, 701.314 (피)피아노앙상블 I, II(Piano Ensemble 

I, II)

 피아노가 지닌 음색을 조화 있게 다루어 나감으로써 앙상블의 

음악미를 체험하게 한다. 전공학생의 필수과목이다.

•701.371 음악교육론(Studies in Teaching Music)

 음악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제 영역을 폭넓게 살펴

보면서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701.373 대위법(Counterpoint)

 다성음악 양식의 연구를 위해 선율의 수평적인 음고의 처리를 

습득시키며, 이론을 연구하고 응용해 봄으로써 창의력을 기르고 

창작 작품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701.374 (성)불어딕션(French Diction)

 블란서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법칙과 문장 해독을 중심으로 

하여 실연주시 올바른 가사 전달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훈련한다.

•701.375, 701.381 현대음악의 이해 I, II(Practice of 

Modern Music I, II)

 현대음악(20세기 음악)에 관한 기술적인 숙달과 예술적인 판단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기르고, 음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701.376 국악개론(Introduction of Basic Korean Music 

Theory)

 국악의 기초이론과 그 실제를 이해함으로써 서양음악의 이론과 

실제와의 비교능력을 기르게 하며 이를 통해 폭넓은 음악의 

세계를 체험하게 한다.

•701.377 성악문헌(Vocal Literature)

 성악곡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 시대별 특징을 연구한다.

•701.382 음악교수학습법(Mus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문화예술교육사가 학습자의 연령대에 맞게 음악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701.369 음악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Educatioanl Theory 

of Music Logics and Essay)

 음악교사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01.370 국악실기지도법(Studies in the Teaching Method 

Practical of Lorean Music)

 국악기 실기를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국악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한편, 한국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701.379 건반화성(Keyboard Harmony)

 화음의 구성과 연결들을 건반 상에서 습득시키며, 이조와 전조에 

필요한 테크닉을 연마하여 멜로디에 반주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01.380 (성)영어딕션(English Diction)

 영미 가곡에서 본 발음상의 제법칙과 문장 해독을 중심으로 하여 

실연주시 올바른 가사 전달을 위해 정확한 발음을 훈련한다.

•701.417, 701.418 음악형식과 분석 I, II(Analysis of Music 

I, II)

 음악에서 사용되는 각종 형식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여러 문헌을 

통해 습득시키고, 화성을 분석하고 화음을 연구하며 멜로디와 

화음의 전조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연주하려는 작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701.383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Program)

 다양한 교수학습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고 직접 

개발하는 능력을 기른다.

•701.429, 701.430 피아노문헌 I, II(Literature of Piano I, II)

 음악사에 나타난 피아노 음악의 문헌 고찰과 Listening을 통해 

연구한다.

•701.435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of Music & Teaching Method)

 중등음악교육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와 지도에 필요한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고 음악교육에 종사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체득한다.

•701.483 관현악법(Introduction to Orchestration)

 악기의 특성과 관현악 작곡상의 문제점들을 지도한다.

•701.484, 701.487 (작)현대음악분석 I, II(Contemporary 

Music Anaysis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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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음악의 시작으로부터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작곡가들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경향을 이해한다.

•701.485 (성)오페라클래스(Opera Class)

 오페라의 동작과 연주를 직접해봄으로써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오페라에 필요한 테크닉과 표현방법을 통하여 작품해석의 

능력을 기른다.

•701.488 뮤지컬입문(Introduction to Musical)

 뮤지컬의 구성요소와 연주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01.518, 701.521, 701.520, 702.519 (관,현,피)실내악

I,II,III,IV

 실내악이란 2개 이상의 소수가 악기그룹이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2인~10인의 연주자들이 독주 악기에 의한 기악 합주곡을 연주

하는 것을 말한다. 독주자나 지휘자가 따로 없으며, 각 악기 

균형이 중요하다. 악기 수에 따라 2중주, 3중주, 4중주, 5중주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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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학과 (Fashion Desig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8학점 전공필수 :  17학점

전공선택 :  23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패션디자인학과 1-1 선택 813.111 색채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1-1 선택 813.001 기초조형실기 2-1-2-0

패션디자인학과 1-1 선택 813.452 전통복식디자인기초 2-1-2-0
패션디자인학과 1-1 선택 813.151 기초직물염색 2-1-2-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465 기초의복구성 2-1-2-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210 패션이미지플래닝 2-1-2-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216 인체드로잉 2-1-2-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152 한국복식문화사 3-3-0-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451 패션디지털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1-2 선택 813.153 패션 페인팅 테크닉 2-1-2-0

패션디자인학과 2-1 기초 813.154 패턴메이킹 2-1-2-0
패션디자인학과 2-1 기초 813.255 패션디자인의 이해 3-3-0-0

패션디자인학과 2-1 기초 813.256 의류소재의 이해 3-3-0-0
패션디자인학과 2-1 필수 813.005 의복구성I 2-1-2-0

패션디자인학과 2-1 필수 813.257 서양복식문화사 3-3-0-0
패션디자인학과 2-1 필수 813.250 패션소재응용 2-1-2-0

패션디자인학과 2-2 필수 813.463 패션디자인실기 2-1-2-0
패션디자인학과 2-2 필수 813.220 패션일러스트레이션기초 2-1-2-0

패션디자인학과 2-2 필수 813.261 드레이핑 3-2-2-0
패션디자인학과 2-2 필수 813.301 한국의복구성 3-2-2-0

패션디자인학과 2-2 선택 813.260 패브릭아트 워크샵 2-1-2-0
패션디자인학과 2-2 선택 813.202 의복구성II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467 3D어패럴패턴CAD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466 테일러링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470 현대패션과디자인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317 패션드로잉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205 전통복식디자인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362 텍스타일소품제작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1 선택 813.364 패션비즈니스와 마케팅_캡스톤디자인 3-3-0-0
패션디자인학과 3-2 선택 813.469 테크니컬디자인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2 선택 813.360 패션브랜드디자인기획_캡스톤디자인 3-2-2-0
패션디자인학과 3-2 선택 813.320 패션스타일링_캡스톤디자인 3-2-2-0

패션디자인학과 3-2 선택 813.319 전통복식컨텐츠_캡스톤디자인 2-1-2-0
패션디자인학과 3-2 선택 813.366 패션아트콜라보레이션_캡스톤디자인 3-2-2-0

패션디자인학과 4-1 선택 813.457 패션조형연구Ⅰ_캡스톤디자인 3-0-6-0
패션디자인학과 4-1 선택 813.458 패션스튜디오Ⅰ_캡스톤디자인 3-0-6-0

패션디자인학과 4-2 선택 813.459 패션조형연구Ⅱ_캡스톤디자인 2-0-4-0
패션디자인학과 4-2 선택 813.460 패션스튜디오Ⅱ 2-0-4-0

패션디자인학과 4-2 선택 813.468 패션실무트레이닝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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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3.151 기초직물염색(Basic Fabric Dyeing)

 원단과 염료에 대한 이론 습득과 침염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염색기법을 배운다.

•813.111 색채디자인(Colour Design)

 색채는 디자인의 중요한 기초요소로써 디자인이 지닌 기능적 

심미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본 강좌는 

학생들에게 색채원리와 배색에 대한 이론을 익히게 함으로써 

디자인과정에서 색채이론을 활용하여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 

형태미를 창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색의 

본질 및 색채체계에 대한 이해, 색채대비 및 조화의 원리, 색의 

상징적 의미 등을 실습과 병행하여 연습토록 한다. 

•813.001 기초조형실기(Basic Course of Form & Design)

 모든 디자인 작업의 기초 과정으로 조형에 관한 기본 이론과 

지식을 폭넓고 충실하게 접함으로써 다양한 소재 특성에 따른 

기능과 형태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시도해보는 과정이다.

•813.452 전통복식디자인기초(Basic Course in Traditional 

Costume Design)

 한국복식전공의 기초 과정으로 개설한다. 한국의 전통색과 문양, 

디자인을 기초부터 학습하며, 전통바느질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

공예용품을 완성한다.

•813.210 패션이미지플래닝(Fashion Image Planning)

 디자인과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활용과 응용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색채와 재료의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표현을 개발한다. 또한 패션이미지의 감각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습득함으로써 디자인과 패션이미지를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발상의 폭을 넓히는 체계적인 디자인 과정을 실습한다. 

•813.216 인체드로잉(Figure Drawing)

 인체의 아름다움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과목으로 패션디자인의 근본 목적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실제로 경험, 이해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813.154 패턴메이킹(Pattern Making)

 의복제작을 위한 기본패턴의 제작법을 익히고 그 활용법을 익힌다.

•813.152 한국복식문화사(Cultural History of Korean Costume)

 한국복식의 원류와 기본형을 이해하며,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통해 상고시대로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개화기까지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복식에 나타난 주변국가와의 상호교류 

및 영향을 살펴보고 시대별 사극의상을 분석하여 한국복식문화사에 

관한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813.153 패션페인팅테크닉(Fashion Painting Technic)

 기초직물염색의 심화과정으로써 묘염이나 염색의 특수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고 원단에 염료로 그림을 직접 그리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염법을 익힌다.

•813.255 패션디자인의이해(Understanding of Fashion Design)

 패션의 미적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 요소와 원리, 복식의 유행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감각을 갖추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다루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제시하며 복식의 구조와 장식에 대한 

적용능력을 키운다.

•813.256 의류소재의이해(Understanding of Clothing Materials)

 의류소재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현재 시판되는 의류소재의 

각각의 특성을 간단한 실험들을 통하여 경험해 봄으로써 의류

소재의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시판직물들의 섬유감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813.257 서양복식문화사(Cultural History of Western Costume)

 서양복식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어 

종교, 예술, 정치 등의 사회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분석 고찰하고 

동양복식, 유라시아복식과의 문화교류와 영향을 이해하며 현대와 

미래 복식의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813.005 의복구성Ⅰ(Construction of ClothingⅠ)

 패션쏘잉, 기초패턴제작 등 의복구성의 기초과목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각자가 블라우스, 스커트, 팬츠 등을 디자인하고 

자기 신체를 계측하여 패턴을 설계하여 이를 제작함으로써 

의복구성의 원리를 습득하며 구성의 기초실무를 익힌다.

•813.250 패션소재응용(Application of Fashion Material)

 다양한 섬유소재나 부자재들을 응용하여 기초 소재 개발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813.451 패션디지털디자인(Fashion Digital Design)

 패션디자인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본 테크닉을 학습하고, 이를 패션일러스트

레이션, 도식화, 맵핑, 이미지맵. 패션디자인포트폴리오 등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813.220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기초(Basic Course in Fashion 

Illustration)

 패션드로잉 기초단계로 과목으로 디자인 및 색채 기초이론, 

인체드로잉 실습 과정 후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패션디자인의 

표현을 연습하고자 한다. 특히 전체적인 인체 비례와 규모, 

세부적인 인체 특징들의 효과적인 표현을 다양한 시각적 자료물들을 

통해 체험하도록 한다. 패션관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기초단계를 익히는 과정이다.

•813.301 한국의복구성(Construction of Traditional Costume)

 한복의 전통적인 구성 및 특징, 한복과 체형, 제도와 마름질, 

봉제 및 착장에 관한 전반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813.202 의복구성Ⅱ(Construction of ClothingⅡ)

 의복구성Ⅰ에서 습득한 기본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복에 대한 구성 및 제작 방법을 익히고 응용하여 독창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의복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813.259 패션디자인실기(Practice of Fashion Design )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산업체 실무적응을 위해 패션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의상의 디테일에 대한 표현과 아이템에 따른 도식화 

표현방법을 익히고 용도별 디자인 실습을 통하여 패션디자인의 

실질적인 창의력과 정확한 표현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다.

•813.260 패브릭아트워크샵(Fabric Art Workshop)

 예술로서 패션을 지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상적 표현을 통한 감성 

패션에 어울리는 특별하고 창의적인 소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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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61 드레이핑(Draping)

 인체의 입체적인 효과를 기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dress 

form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기본패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기본패턴 활용법을 배우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다양한 소재로 

자유롭게 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813.205 전통복식디자인(Design of Traditional Costume)

 복식의 세계화작업에서 전통이 곧 미래라는 개념으로 한국의 

전통색채. 소재와 문양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시대에 신한복의 창조적 디자인 개발과 작품을 제작한다. 

•813.317 패션드로잉(Fashion Drawing)

 다양한 드로잉 재료를 이용, 전통적 & 현대적 패션 디자인 

소재를 표현해 보며 사진 작업에서 불가능한 드로잉의 장점들을 

심도있게 실습,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한다. 

•813.470 현대패션과디자인_캡스톤디자인(Contemporary Fashion 

& Design_Capstone Design)

 패션디자인에서의 아이디어 발상과 그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단계로 현대패션사의 흐름을 알고 그 트렌드를 반영

하여 부가가치성 있고 경쟁력 있는 패션디자인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예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의 두가지 양상을 강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형능력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체계적 실습을 

통하여 새로운 실루엣을 창출시킨다.

•813.364 패션비즈니스와마케팅_캡스톤디자인(Fashion Business 

and Marketing)

 패션디자인과 그에 따른 최종제품 선택과정에서의 심리와 발생

하는 현상들을 연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과정을 실습한다.

•813.320 패션스타일링_캡스톤디자인(Fashion Styling_ Capstone 

Design)

 패션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reform이나 

upcycling의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의 실습과정을 통합해보는 

개인적인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 

•813.319 전통복식컨텐츠_캡스톤디자인(Contents of Traditional 

Costume_Capstone Design)

 전통과 패션문화를 통합하는 심화과정으로 전통복식과 관련된 문화

상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개발 및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문화컨텐츠의 기획 및 창조능력을 활용

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담긴 미래지향적인 문화 상품을 제작한다.

•813.360 패션브랜드디자인기획_캡스톤디자인(Fashion Brand 

& Design Planning_Capstone Design)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 개발하는 디자인 실무과정으로, 산업체 

디자이너로서 계획성, 독립성,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상품기획 

시 필요한 프로세스를 익히고, 자신의 브랜드 런칭 과정을 

진행해봄으로써 디자이너로서 패션상품의 디자인 기획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러한 창의적인 브랜드 

개발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용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813.362 텍스타일소품제작_캡스톤디자인(Making of Textile 

Work_Capstone Design)

 텍스타일 소재 및 다양한 소재나 부자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디자인, 색채, 기능, 유행 등을 분석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

아트상품으로 개발하고 제작한다.

•813.366 패션아트콜라보레이션_캡스톤디자인(Fashion Art 

Collaboration_Capstone Design)

 현 트렌드에 어울리는 감성과 디자인 개발을 통한 패션과 섬유 

그 외의 다른 감성들과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제품

이나 소재 등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한다.

•813.457 패션조형연구 I_캡스톤디자인(Study of Fashion 

Craft I_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및 공모전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창의력 개발과 예술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전공기초 및 심화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을 연구, 기획, 실행하는 과정이다.

•813.458 패션스튜디오 I_캡스톤디자인(Fashion Studio I_ 

Capstone Design)

 심화 및 완성단계로서 창의력 개발과 예술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디자인을 연구, 기획, 실행하고 실물을 제작, 발표, 평가

하는 심화과정의 과목이다.

•813.459 패션조형연구 II_캡스톤디자인(Study of Fashion 

Craft II_Capstone Design)

 졸업작품 및 공모전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창의력 개발과 예술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전공기초 및 심화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을 연구, 기획, 실행하는 과정이다.

•813.460 패션스튜디오 II(Fashion Studio II)

 심화 및 완성단계로서 창의력 개발과 예술의 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디자인을 연구, 기획, 실행하고 실물을 제작, 발표, 평가

하는 심화과정의 과목이다.

•813.465 기초의복구성(Basic Clothing Construction)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도입 단계로 의복구성을 위한 봉제의 

기초를 익히고 의복의 부분별 작업 과정을 학습하여 의복제작을 

위한 기술을 숙련시킨다.

•813.467 3D어패럴패턴CAD(3D Apparel Pattern CAD)

 패턴CAD와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과 방법을 학습한다. 2D로 제작한 패턴을 3D 형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디자인 변형에 따른 패턴 수정 방법을 습득하여 

의복구성에 관해 폭넓은 시각을 배양하고자 한다.

•813.469 테크니컬디자인_캡스톤디자인(Technical Design_ 

Capstone Design)

 글로벌 의류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류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테크니컬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의류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실무 

적용 능력과 응용력을 높이고자 한다.

•813.466 테일러링_캡스톤디자인(Tailoring_Capstone Design)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패션 소재 등의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고급의상에 대한 제작 방법 및 원리를 학습함으로서 테일러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창의적 응용력을 함양한다. 테일러링에 

대한 패턴제작과 디자인 이론 기능적 특성 및 봉제 과정을 

분석하여 테일러링 표현법을 익히고 전문적인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813.468 패션실무트레이닝(Fashion Internship Training)

 취업 전 산업체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론적인 

학습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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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예과 (Predentistry)

| 이수학점 |

수료학점 : 75학점 전공기초 : 42학점

| 교육과정 |  

| 교과목 해설 |

•601.214, 601.217 일반생물학 및 실험 I,ll(General Biology 

and Lab I, II)

 생명체의 다양성과 일양성에 대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생리, 발생, 유전 및 진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논의하고 기초실험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601.102 일반화학 및 실험(General Chemistry and Lab)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히며, 이론 학습을 통해 배운 개념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본적인 실험기기 및 기구 조작, 약품의 취급 

등 화학실험에 필요한 기초를 익힌다.

•601.103 치학개론 I(Introduction to Dentistry I)

 치의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치과의사가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등에 관해 치의학과 16개 교실이 돌아가면서 각 교실의 

특성을 소개한다.  

•601.104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유기화합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그 명명법, 성질, 결합구조의 

특성, 작용기의 반응 등을 배우고 유기물질의 합성 및 이용, 

생화학의 기초가 되는 물질의 성질을 요약하고 이해한다.

•601.216 일반물리학(General Physics)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현상을 요약하여 강의한다. 

•601.201 생화학(Biochemistry)

 생체분자의 삼차원 구조와 생물학적 활동성과의 상호작용, 효소의 

구조, 역학, 작용기전, 대사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고분자 전구

물질들의 새 합성, 유전정보의 저장전달 및 표현을 중점 강의

하며 정보, 형태 및 중간대사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명

현상의 기본적 이해 추구와 각 조직의 생화학적 대사작용 및 

질병의 작용기전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506.004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의 일반적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현대생물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의 최근연구 동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601.203 치의학역사(History of Dentistry)

 동서양 및 한국의 의학과 치의학의 역사를 공부하고 치의학의 

본질을 이해하여 미래 치의학의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의예과 1-1 기초 601.214 일반생물학 및 실험 I 3-2-2-0
치의예과 1-1 기초 601.102 일반화학 및 실험 4-3-2-0

치의예과 1-1 기초 601.103 치학개론 I 1-1-0-0
치의예과 1-1 기초 601.216 일반물리학 2-2-0-0

치의예과 1-2 기초 601.217 일반생물학 및 실험 II 2-2-0-0
치의예과 1-2 기초 601.104 유기화학 3-3-0-0

치의예과 2-1 기초 601.201 생화학 3-3-0-0
치의예과 1-2 기초 601.220 치학개론 II 1-1-0-0

치의예과 1-2 기초 601.222 치아형태학 및 실습 2-1-4-0
치의예과 2-1 기초 601.221 세포생물학 3-3-0-0

치의예과 2-1 기초 601.203 치의학 역사 1-1-0-0
치의예과 2-2 기초 601.205 생화학 및 실습 3-2-4-0

치의예과 1-2 기초 506.301 유전학 3-3-0-0
치의예과 2-1 기초 601.218 의학용어 2-2-0-0

치의예과 2-1 기초 601.209 치의학기초연구 2-0-4-0
치의예과 2-2 기초 601.210 해부학 3-2-4-0

치의예과 2-2 기초 601.211 조직학 3-2-4-0
치의예과 2-2 기초 601.212 발생학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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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08 치학개론 II(Introduction to Dentistry II)

 치의학과 16개 교실을 조별로 방문 견학하여 각 교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발표한다. 

•506.301 유전학(Genetics)

 20세기 이전의 근대유전학 기본개념과 20세기 이후의 현대

유전학 기본개념을 실험생물학적 관점에서 강의하여 형질의 

이어짐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기초생물학 분야로서의 유전학의 이해와 이 개념들을 응용한 

사회에서의 활동 등을 이해케 하며, 향후 치대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습득케 하고자 한다. 이론적 이해에 덧붙여 현재의 분자 

유전학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험소개도 병행한다.

•601.205 생화학 및 실습(Biochemistry & Practice)

 생체분자의 삼차원 구조와 생물학적 활동성과의 상호작용, 효소의 

구조, 역학, 작용기전, 대사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고분자 전구

물질들의 새 합성, 유전정보의 저장전달 및 표현을 중점 강의

하며 정보, 형태 및 중간대사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생명

현상의 기본적 이해 추구와 각 조직의 생화학적 대사작용 및 

질병의 작용기전을 알아보는 과목이며, 또 강의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실습을 통해 숙지하여 나아가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되도록 한다. 

•601.206 의학영어(Medical English)

 치의학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학 및 치의학 용어의 기본이 

되는 개념과 기능, 형태상의 부분에 대한 명명법 등을 배운다. 

•601.207 치아형태학 및 실습(Dental Morphology & Practice)

 치아의 정상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 인접치아 및 대합치아의 

관계, 악관절의 구조기능 및 교합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치아조직이 상실된 경우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해부학적 형태를 숙지시키기 위해 치아의 해부학적 용어, 유치와 

영구치의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을 배운다. 또 개개 치아의 

형태를 그리고, 조작하면서 수복물 장착을 위해 삭제된 치아를 

정상적 형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실습을 하고, 모형 상에서 

개개 치아의 형태를 숙지하고, 인접치아 및 대합치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교합과 악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인식한다.

•601.209 치의학기초연구(Study of Basis Dentistry)

 치의학의 기초 연구 분야를 탐색하여 지정된 치의학 분야의 

기초연구 트랜드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601.218 의학용어(Medical English)

 치의학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학 및 치의학 용어의 기본이 

되는 개념과 기능, 형태상의 부분에 대한 명명법 등을 배운다. 

•601.210 해부학(Anatomy)

 인체 중 몸통 및 팔, 다리의 육안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용어와 

각 구조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용 시체의 

직접적인 실습을 통하여 몸통 및 팔, 다리의 구조들을 확인하고 

3차원 적으로 이해한다. 

•601.211 조직학(Histology)

 구강조직에 대한 용어와 특징을 익히고 최신 연구 경향을 파악한다. 

•601.212 발생학(Embryology)

 구강조직의 발생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최신 연구지견을 익힌다. 

•601.215 치학개론 II(Introduction to Dentistry II)

 치의학과 16개 교실을 조별로 방문 견학하여 각 교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발표한다. 

•601.222 치아형태학및실습(Dental Morphology & Practice)

 치아의 정상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 인접치아 및 대합치아의 

관계, 악관절의 구조기능 및 교합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치아조직이 상실된 경우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해부학적 형태를 숙지시키기 위해 치아의 해부학적 용어, 유치와 

영구치의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을 배운다. 또 개개 치아의 

형태를 그리고, 조작하면서 수복물 장착을 위해 삭제된 치아를 

정상적 형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실습을 하고, 모형 상에서 

개개 치아의 형태를 숙지하고, 인접치아 및 대합치와의 관계를 

이해하며 교합과 악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인식한다.

•601.221 세포생물학(Cell Biology)

 세포의 일반적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현대생물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포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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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과 (Dentistry)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59학점 전공필수 : 150학점 전공선택 : 9학점

| 교육과정 |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의학과 1-1 필수 652.456 인체의 기능 5-4-4-0
치의학과 1-1 필수 652.457 인체의 구조 5-3.5-6-0

치의학과 1-1 필수 652.458 두경부 의 구조 4-3-4-0
치의학과 1-1 필수 652.459 약물의 이해 2-1.5-2-0

치의학과 1-1 필수 652.460 치과생체재료 3.5-3-2-0
치의학과 1-1 필수 652.676 두경부해부학 3-2-4-0

치의학과 1-1 필수 652.659 구강조직학 2-2-0-0
치의학과 1-1 필수 652.649 신경계의 이해 1 1-1-0-0

치의학과 1-1 필수 652.660 인문사회치의학 기초 1-1-0-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1 신경계의 이해 3-2.5-2-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2 교합의 이해 1.5-1-2-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3 통증의 이해와 관리 1.5-1-2-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4 미생물과 항생요법 4.5-3-6-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5 면역의 이해 1.5-1.5-0-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6 인체질병의 이해 4-3-4-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7 치아수복의 기초 2-2-0-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8 인문사회치의학 기초 1-1-0-0
치의학과 1-2 필수 652.469 치의학임상실습 1 1-0-0-2

치의학과 1-2 필수 652.661 신경계의 이해 2 2.5-2-2-0
치의학과 1-2 필수 652.662 치아우식의 이해 1-1-0-0

치의학과 1-2 선택 652.120 치과의료와 사회봉사 Ⅰ 1-1-0-0
치의학과 1-2 선택 652.122 치과의사와 컴퓨터 1-1-0-0

치의학과 1-2 선택 652.125 건강한 생활 1-1-0-0
치의학과 1-2 선택 652.223 치의학프레젠테이션의 기초 1-1-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4 질환의 평가 3-3-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5 구강악안면 낭과 종양 4-3-4-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6 가철성의치 1 3.5-2.5-4-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7 치아수복 3.5-2-6-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8 근관치료의 이해 1 1-1-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59 치아우식의 이해 1-1-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60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 1 2-2-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61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1 1-1-0-0

치의학과 2-1 필수 652.562 치의학임상실습 2 1-0-0-2
치의학과 2-1 필수 652.663 치아 수복 2-2-0-0

치의학과 2-1 필수 652.664 치아수복실습 2.5-0-10-0
치의학과 2-1 필수 652.665 구강병리학 1-1-0-0

치의학과 2-1 선택 652.215 노화의 생물학 1-1-0-0
치의학과 2-1 선택 652.219 치과의료와 사회봉사 Ⅱ 1-1-0-0

치의학과 2-1 선택 652.221 치과질환과 구강미생물 1-1-0-0
치의학과 2-1 선택 652.226 치의학프레젠테이션 마스터하기 1-1-0-0

치의학과 2-1 선택 652.233 생명과학특론 1-1-0-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3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1 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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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의학과 2-2 필수 652.564 가철성의치 2 3.5-2.5-4-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5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의치 3-2-4-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6 근관치료의 이해 2 2-1-4-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7 발치와 국소마취 1.5-1.5-0-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8 구강안면의 통증과 기능장애 1-1-0-0

치의학과 2-2 필수 652.569 유치 수복과 치수치료 1-0.5-2-0
치의학과 2-2 필수 652.570 행동과학 개론 1-1-0-0

치의학과 2-2 필수 652.571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 2 1.5-1-2-0
치의학과 2-2 필수 652.573 치의학임상실습 3 1-0-0-2

치의학과 2-2 필수 652.677 발치학 1-1-0-0
치의학과 2-2 필수 652.670 국소마취학 1-1-0-0

치의학과 2-2 필수 652.666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보철 2-2-0-0
치의학과 2-2 필수 652.667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보철실습 2-0-8-0

치의학과 2-2 필수 652.697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2 3-2-4-0
치의학과 2-2 선택 652.118 치의학발표의 기술 1-1-0-0

치의학과 2-2 선택 652.217 임상약리학 1-1-0-0
치의학과 2-2 선택 652.218 방사선학 심화학습 1-1-0-0

치의학과 2-2 선택 652.222 치과내분비학 1-1-0-0
치의학과 2-2 선택 652.232 치과임플란트 재료학 1-1-0-0

치의학과 2-2 선택 652.234 구강생물학 특론 1-1-0-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4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2 1-0.5-2-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5 전신질환의 이해 2-2-0-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6 구강악안면 감염과 연조직질환 2-2-0-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7 진정과 전신마취 1.5-1.5-0-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8 소아와 장애인의 행동과학 1-1-0-0

치의학과 3-1 필수 652.579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3 1-0-4-0
치의학과 3-1 필수 652.580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1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2 치주과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3 치과보존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4 치과보철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5 소아치과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6 치과교정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7 예방치과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8 구강병리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589 구강내과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668 영상치의학임상실습 1 1-0-0-4

치의학과 3-1 필수 652.651 리더십과 치과윤리 1-1-0-0
치의학과 3-1 필수 652.669 행동과학개론 1-1-0-0

치의학과 3-1 선택 652.330 치과교정치료의 최신경향 1-1-0-0
치의학과 3-1 선택 652.333 악안면감각의 생리 1-1-0-0

치의학과 3-1 선택 652.337 치아성형학 1-1-0-0
치의학과 3-1 선택 652.339 치학통계학 Ⅰ 1-1-0-0

치의학과 3-1 선택 652.341 타액과 구강건강 1-1-0-0
치의학과 3-2 필수 652.590 치과임플란트의 이해 2.5-2.5-0-0

치의학과 3-2 필수 652.591 경조직 외상 1.5-1.5-0-0
치의학과 3-2 필수 652.592 외과치료의 기초 1-1-0-0

치의학과 3-2 필수 652.593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4 1-1-0-0
치의학과 3-2 필수 652.594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595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596 치주과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597 치과보존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598 치과보철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599 소아치과학임상실습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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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과 3-2 필수 652.600 치과교정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601 예방치과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602 구강병리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603 구강내과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652 영상치의학임상실습 2 1-0-0-4

치의학과 3-2 필수 652.653 치과안전관리 2-2-0-0
치의학과 3-2 선택 652.332 노인치과학 1-1-0-0

치의학과 3-2 선택 652.334 소아청소년의 교합유도 1-1-0-0
치의학과 3-2 선택 652.336 실전근관치료학 Ⅰ 1-1-0-0

치의학과 3-2 선택 652.338 실전임상 전신마취학 1-1-0-0
치의학과 3-2 선택 652.340 치과의료와 사회봉사 Ⅲ 1-1-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05 감염관리 1-1-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06 심화임상치의학 4-4-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07 치과 윤리와 의사소통 1-1-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08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 3 1-1-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09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0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1 치주과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2 치과보존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3 치과보철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4 소아치과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5 치과교정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6 예방치과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7 구강병리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18 구강내과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78 영상치의학임상실습 3 1-0-0-4
치의학과 4-1 필수 652.671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2-2-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54 심화치과보철학 1.5-1.5-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55 근관치료의 이해 3 1-1-0-0

치의학과 4-1 필수 652.672 임상술기 및 진료수행 실습 I 1-0-4-0
치의학과 4-1 선택 652.429 구강보건정책의 이해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431 실전근관치료학 Ⅱ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433 실전치주외과학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435 치과의료와 사회봉사 Ⅳ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437 보철치료 계획세우기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619 구강안면통증환자의 증례분석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604 임상해부학 1-1-0-0

치의학과 4-1 선택 652.620 치과건강보험 청구 1-1-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1 치의학과 법 2.5-2.5-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2 치과의료관리 1-1-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3 지역사회치의학 1-0-4-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4 종합 임상치의학 2-2-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5 기초치의학의 임상적용 1.5-1.5-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26 임상의학개론 1-1-0-0
치의학과 4-2 필수 652.638 심화임상실습1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39 심화임상실습2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0 심화임상실습3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1 심화임상실습4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2 심화임상실습5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3 심화임상실습6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4 심화임상실습7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5 심화임상실습8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6 심화임상실습9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47 심화임상실습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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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652.456 인체의 기능(Physiology for Dentistry)

 인체의 구조적 지식을 토대로 인체 내에 존재하는 각 기관의 

작용, 기능, 그리고 항성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에 관하여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원리를 이해한다.

•652.457 인체의 구조(Anatomy and Histology of The Human) 

 치의학 학습을 위해서 몸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몸통, 팔 그리고 다리의 육안적 구조의 특징과 각각의 구조들의 

현미경적 구조의 특징을 학습한다.

•652.458 두경부의 구조(Anatomy and Histology of The 

Head and Neck) 

 구강 및 이와 관련된 구조의 삼차원적 상호관계의 이해를 위해서 

머리와 목 부분의 육안적 구조와 구강 조직의 발생과 일반적 

특징을 학습한다.

•652.459 약물의 이해(Basic Pharmacology)

 생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약물이 우리 몸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기전 및 심장, 혈액, 호르몬, 신장 등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학습 한다.

•652.460 치과생체재료(Dental Biomaterials) 

 치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응용을 위해서 기초적인 이론과 함께 재료별 성질과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652.461 신경계의 이해(Neuroscience)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및 자율신경계의 구조, 

기능 그리고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지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임상치의학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652.462 교합의 이해(Occlusion) 

 정상교합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하악운동에 따른 교합기 취급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임상치의학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652.463 통증의 이해와 관리(Introduction to Pain)

 전신 및 악안면 영역의 통증 전달 기전, 통증의 이상 그리고 

약물을 통한 통증 조절 및 그 기전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임상치의학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의학과 4-2 필수 652.673 영상치의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74 구강악안면외과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75 치주과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56 치과보존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57 치과보철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58 소아치과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89 치과교정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90 예방치과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84 구강내과학심화임상실습 1-0-0-4

치의학과 4-2 필수 652.681 임상술기 및 진료수행 실습 II 1-0-4-0
치의학과 4-2 선택 652.408 구강생리학의 임상적 적용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414 임상법치의학 입문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416 임상방사선학 심화학습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418 치과의사를 위한 약물 치료 계획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440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443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이해 1-1-0-0
치의학과 4-2 선택 652.637 교합학 용어의 이해 1-1-0-0

치의학과 3-2, 4-1 필수 652.691 치과의료봉사 1-0-2-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82 치의학프레젠테이션의 기초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92 증례를 통해보는 임상치과보존학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95 임상치과교정학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79 치의학과 인간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80 보건의료의 경제학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96 영상치의학 심화학습 1-1-0-0
치의학과 전학년-1 선택 652.693 치과의사를 위한 건강한 생활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83 임상치과보존학의 적용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85 임상영상치의학 심화학습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86 캐드캠치과학입문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87 치의학 연구윤리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50 의료와 사회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88 치과의사의 문화생활 1-1-0-0

치의학과 전학년-2 선택 652.694 구강암의 이해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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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64 미생물과 항생요법(Microbiology and Antibiotic Therapy) 

 세균에 의한 감염, 감염에 대한 생체의 염증, 그리고 이러한 

감염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의 약리기전 등을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인체의 감염에 대한 반응을 폭넓게 학습한다.

•652.465 면역의 이해(Immunology) 

 질병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구의 이해를 도모하고, 면역기구의 

이상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 및 치료법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652.466 인체질병의 이해(Human Disease) 

 인체의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일반적인 염증, 

종양, 면역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질병의 원인, 양태 

등을 학습하고 이러한 질병양태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병리학적 양태를 이해하며 치과의사가 기본적

으로 알아야 할 질병을 각 장기별로 학습한다.

•652.467 치아수복의 기초(Fundamentals of Tooth Restoration) 

 치아이상 및 치아 구조 결손을 이해하고 이를 수복하기 위한 

치과보존학 및 고정성의치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이상, 비우식성 치아결손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보존 및 보철치료시 기구사용법, 러버댐 사용법, 

와동 및 지대치 형성과정, 인상채득 및 임시관, 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468 인문사회치의학 기초(Introduction to Dental 

Humanities and Social Dentistry)

 치의학은 인문학과 사회학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치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은 

‘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인문사회치의학 

중 치과의료정보의 기초이론과 리더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652.469 치의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Dentistry 1) 

 치과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다양한 진료행위를 관찰하는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기초치의학적 지식이 임상에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652.120 치과의료와 사회봉사Ⅰ(Dental Care and Volunteer 

Service Ⅰ)

 치과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기본적인 구강보건지도와 기초 치과의료를 

통한 지역봉사를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아

실현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652.122 치과의사와 컴퓨터(Digital Technologies in Dentistry)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진료실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치의학에서의 최신

지견들과 다양한 치과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법과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여러 디지털 기기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652.125 건강한 생활(Healthy Life)

 근육의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실제 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652.223 치의학프레젠테이션의 기초(Basic Presentation Skill 

for Dentistry)

 진료 및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발표는 중요하다. 

발표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발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파워포인트(Micro-soft)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652.554 질환의 평가(Evaluation of Disease)

 인체의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악구강계 뿐 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과 병변, 기능

장애를 가능한 한 조기발견, 진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이들 질병을 감별, 분류하여 치료계획의 수립에 도달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방사선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용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판단에 필수적인 방사선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방사선 물리학,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방호, 상형성 원리, 구내방사선 사진 촬영법, 방사선

사진의 판독에 필요한 해부학, 그리고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질환의 판독원리에 관하여 학습한다.

•652.555 구강악안면 낭과 종양(Cyst and Tumor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구강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낭종과 종양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한다. 낭종과 종양의 발생과 진단에 

관한 병리학, 방사선학적 진단, 치료를 위한 외과적인 수술법, 

항암요법 그리고 타액선 질환 및 영상진단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56 가철성의치 1(Removable Prosthodontics 1)

 부분 무치악과 완전 무치악 상태를 이해하고 보철물로 회복하기 

위한 보철적 치료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광범위한 치아결손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국소의치학 및 총의치학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57 치아수복(Tooth Restoration) 

 손상된 치아구조와 결손부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과생체

재료를 이해하고 와동 및 지대치 형성 후 필요한 수복재료 및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치과재료학, 시뮬레이션실 사용법, 아말감 

와동형성 및 충전, 금관 및 임시관 제작, 가공치 제작, 금속

도재관 제작 등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58 근관치료의 이해 1(Endodontic Treatment 1) 

 치수와 이와 관련된 조직의 병변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근관치료의 개요, 치수 및 

치근단 질환, 치주복합질환의 병리를 이해하고 진단하며 근관와동

형성 및 근관치료시 방사선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59 치아우식의 이해(Cariology) 

 3대 구강병 중의 하나인 치아우식의 발생기전, 진행, 기여요인, 

억제방법, 관련용어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치아우식의 치료와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652.560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 1(Periodontology 1)

 치주조직의 미세구조, 치주질환의 진단방법 및 치주질환의 원인

으로써의 미생물, 면역 병리학적 개요 그리고 전신질환과의 

관계 및 치주질환 치료계획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진료를 위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652.561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1(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1) 

 3대 구강질병 중 하나인 부정교합과 이의 치료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두개악안면 영역의 성장과 발육을 이해

하고 성장기 아동의 치열 및 골격 변화에 따른 부정교합의 

양상을 이와 관련하여 학습한다.

•652.562 치의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in Dentist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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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다양한 진료행위를 관찰하는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구강내에서 호발하는 주요 구강상병의 진단 

및 치료과정의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652.215 노화의 생물학(Biology of Aging)

 노화는 모든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 강의에서는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생체의 

변화 양상, 노화의 이론, 환경적 요인, 유전자 요인 등을 학습

하여 노인의 치과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한다. 

•652.219 치과의료와 사회봉사Ⅱ(Dental Care and Volunteer 

Service Ⅱ)

 치과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보다 진전된 기초 치과의료를 통한 지역

봉사를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652.221 치과질환과 구강미생물(Dental Disease and Oral 

Microorganism)

 치과질환 중 구강세균, 구강바이러스, 구강진균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herpes 관련 질환, 

candida 관련 질환에 있어서 구강미생물들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구강미생물 관련한 치과 질환 연구에 사용 되는 일반적인 

미생물학 및 면역학적 실험방법론도 학습한다.

•652.226 치의학프레젠테이션 마스터하기(Master of Presentation 

Skill for Dentistry)

 진료 및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발표는 중요하다. 

발표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발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실제상황에 입각한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고 발표를 

하며 파워포인트(Micro-soft)의 또 다른 활용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652.233 생명과학특론(Special Topics in Biological Science)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

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 등에 대하여서 토론한다.

•652.563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1(Or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1)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구강병을 예방하는 공중구강보건학, 

임상예방치학, 영양학적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652.564 가철성의치 2(Removable Prosthodontics 2)

 부분 무치악과 완전 무치악 상태를 이해하고 보철물로 회복하기 

위한 보철적 치료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악간관계기록, 기능

인상과 교합, 의치 제작과정, 환자관리, 특수의치 등 국소의치학 

및 총의치학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65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의치(Operative Dentistry and 

Fixed Prosthodontics) 

 손상된 치아구조와 결손부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 및 

보철학적 방법을 학습한다. 인레이 와동 형성, 인레이 제작방법, 

복합레진의 특성과 수복방법, 치과용 도재의 특성, 도재를 이용한 

금속도재관, 완전도재관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66 근관치료의 이해 2(Endodontic Treatment 2)

 근관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구 및 재료와 술식을 학습한다. 

근관형성 및 충전 방법, Ni-Ti 드릴 사용법과 상하악 치아별 

근관치료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67 발치와 국소마취(Tooth Extraction and Local 

Anesthesia) 

 발치학과 국소마취학 및 관계되는 약물학을 이해하고 학습한다. 

발치에 필요한 외과적 원칙, 다양한 증례별 발치법, 구강악안면 

영역의 처치시 필요한 국소마취학적 지식, 발치 전후에 사용되는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68 구강안면의 통증과 기능장애(Orofacial Pain and 

Dysfunction) 

 구강안면 및 측두하악관절에 발생하는 통증과 기능장애에 관한 

진단과 치료법을 학습한다. 두통, 구강안면동통, 근육장애, 측두

하악관절장애, 수면무호흡증후군에 관한 진단과 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69 유치 수복과 치수치료(Deciduous Tooth Restoration 

and Pulpal Treatment) 

 유치에 발생하는 우식증과 치수질환을 이해하고 각 질환에 

적용되는 치료법을 학습한다. 유치의 아말감 및 레진을 이용한 

수복과 치수절단술, 치수절제술, 기성금관을 이용한 수복에 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70 행동과학 개론(Introduction to Behavioral Science) 

 인간행동의 일반법칙을 체계적으로 구명하여, 그 법칙성을 정립

함으로써 사회의 계획적인 제어나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는 과학적 동향의 총칭이 행동과학이다. 의사소통의 

의미, 치과행동과학의 기초이론을 주요내용으로 학습한다.

•652.571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 2(Periodontology 2)

 치주질환의 임상적 치료법 중 비외과적 치료법과 외과적 치료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주입하여 각종 증례에 따라 수술방법 

및 수술 후의 관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임상교육에 

확실한 지식을 제공하여 환자치료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 앞서 치주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술식에 대하여 실습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52.572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2(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2) 

 정상교합과 부정교합을 구분하며, 부정교합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해한다. 교정 진단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해 보며 가철식 장치, 근기능 장치, 고정식 장치와 같은 

다양한 치료 술식에 대해 알아본다. 가철식 장치와 고정식 

장치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652.573 치의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Dentistry 3) 

 치과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다양한 진료행위를 관찰하는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구강내에서 호발하는 주요 구강상병 및 

기타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의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652.118 치의학발표의 기술(Presentation Skill of Dentistry)

 치과계나 지역사회의 지도적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 앞에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발표기술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이 과목은 연구의 결과물이나 본인의 생각을 

타인 앞에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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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17 임상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

 해당 질환에 있어서 적정약물의 선택 및 약물 치료 시 환자의 

특성에 따라 논리적인 개별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적정 

약물요법에 관한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강의 및 증례 토의를 통

하여 학습한다.

•652.218 방사선학 심화학습(Advanced Study in Radiology)

 방사선학의 기초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방사선 해부학을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임상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서 필요한 

방사선사진 판독능력 및 적절한 진단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652.222 치과내분비학(Dental Endocrinology)

 내분비적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치과환자를 

치료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내분비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응용지식을 

학습한다.

•652.232 치과임플란트 재료학(Dental Implant Materials)

 치과 임플랜트의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선택이 중요하다. 본 과정에서는 

치과 임플랜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료학적 성질, 부식학적 특성, 

표면처리 방법, 그리고 생체 조직과의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등을 학습한다.

•652.234 구강생물학특론(Special Topics in Oral Biology)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강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652.574 구강건강증진과 예방 2(Or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2)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구강병을 예방하는 공중구강보건학, 

임상예방치학적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습득

하기 위해 공중구강보건학적 지역사회 실습을 위주로 학습한다.

•652.575 전신질환의 이해(Systemic Disease) 

 악구강계와 전신질환과의 상호 관련성,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전신질환자에 대한 고려사항, 노인, 임산부, 수유부, 장애인 등의 

특수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약리학적 고려사항과 치과치료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652.576 구강악안면 감염과 연조직질환(Infection and Soft 

Tissue Disease in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구강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치성 및 비치성 감염, 연조직 

질환에 관해 학습한다. 치성감염, 상악동염 등 비치성 감염에 

관한 외과학적 처치와 구강내 병소, 타액선 질환의 진단학, 

항생제 등 약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77 진정과 전신마취(Sedation and General Anesthesia)

 외과적 시술시 필요한 진정과 전신마취에 관해 학습한다. 전신

마취제, 진정제 등의 약리학과 전신마취의 원리와 체내 균형, 

전신마취 방법, 환자관리 등 마취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78 소아와 장애인의 행동과학(Behavioral Management of 

Child and Adolescent and Dentistry for the Disabled) 

 소아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을 이해함으로써 치과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린이의 행동학적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적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조절법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 의학적인 배경, 구강질환의 특징 및 치과치료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지식을 함양한다.

•652.579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3(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3)

 부정교합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교정적 술식 중 하나인 고정식 

장치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의 다양한 임상적 적용 

술식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652.580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1)

 구내촬영법 및 현상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숙달하고 파노라마

방사선촬영법 및 구외촬영법의 일부를 경험해본다. 방사선사진 

판독에 필요한 지식들을 발표, 토론, 및 과제물을 통하여 숙지

한다. 그 밖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행해지는 구내 및 구외

촬영법, 특수촬영법, 그리고 판독 등을 참관한다.

•652.581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1) 

 임상실습과 보다 나은 술식의 견학을 통해 이상형성, 결손, 

손상, 감염, 종양, 낭종, 타액선병, 악관절기능이상, 신경성병, 

보철전 외과술과 발치를 경험하고 실습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강악안면영역병의 병인, 진단과정, 처치에 있어 임상적 접근 

지식을 숙지시킨다.

•652.582 치주과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Periodontology 1) 

 병원에서의 단독시술과 교수와 보조자의 시술의 관찰을 통해 

치주학의 원리, 진단, 치료계획을 가르친다.

•652.583 치과보존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Conservative 

Dentistry 1) 

 임상적 관찰을 통해 학생들이 보존치료 및 관련분야의 협력으로 

환자의 치과적 Total Care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652.584 치과보철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Prosthodontics 1) 

 임상 전 단계 실습에서 얻은 지식을 임상에 연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보철치료실 소개, 보철물을 위한 인상채득과 교합기 

사용, 국소의치 디자인과 서베이어 사용, 총의치의 개요 등이 

포함된다.

•652.585 소아치과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Dentistry 1) 

 병록부 기록방법, Unit 및 기구, 치료계획 수립, 가철성 교정장치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고,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보조하고 직접 시술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아치과학임상

실습2 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652.586 치과교정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thodontics 1) 

 예방교정과 차단교정에 해당하는 증례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위와 같은 증례에서 

필요한 가철성 교정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652.587 예방치과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Preventive 

Dentistry 1)

 예방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1차 예방행위를 관찰을 통하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의 종류와 방법을 숙지하고, 향후 직접 

환자에게 개별 환자에 대한 구강병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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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개인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구강병 발생요소를 고려하여 구강병을 최고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652.588 구강병리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al 

Pathology 1)

 임상병리학적 실례를 소개하고 임상진료 중 접하는 환자의 

구내소견과 전신증상, 조직학 및 생화학적인 소견을 이용하여 

사례별로 토의하며 각 병소의 특성에 따른 감별 진단을 숙지시켜 

치과 내원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소개하여 병원 

진료에 임하는 준비 단계를 교육한다.

•652.589 구강내과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al 

Medicine 1)

 악구강에 발생하는 질병의 진단과 이들 질병의 진행 추이를 

예측하고 이를 치료계획을 세워서 진료, 관리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다.

•652.330 치과교정치료의 최신경향(New Trend in Orthodontics)

 최근 여러 분야에서의 신기술 및 신재료의 개발로 인해 교정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적인 진단자료에 

추가적으로 3차원적 자료들이 소개 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브라켓 장치가 아닌 보다 환자나, 의사에게 편리한 

여러 장치(Self ligation bracket, invisalign)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 재료 및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최신 경향을 학습한다.

•652.333 악안면감각의 생리(Sensory Physiology in Orofacial 

Area)

 악안면 영역의 감각은 촉각과 통각 같은 체성감각 뿐만 아니라,

미각, 후각 같은 특수 감각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악안면 영역의 감각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하여 치과임상에 직접 

관련되는 여러 현상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652.337 치아성형학(Tooth Alteration)

 자연치의 형태는 그 자체로 기능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심미적인 수복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치의 형태를 그대로 놔둔 

후 인접치만 수복을 진행할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심미성에 기초한 자연치의 형태 및 조화를 수복 혹은 

재형성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자연치의 성형 

(tooth alteration)을 이용한 심미성 회복에 대한 이론 및 간단한 

실습을 다루며 심미적인 전치부 수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652.339 치학통계학Ⅰ(Dental Statistics Ⅰ)

 치의학 분야의 각종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각종 연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통계학적인 기초원리와 

방법을 이해한다.

•652.341 타액과 구강건강(Saliva and Oral Health)

 타액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구강건조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지식을 강의 및 토론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652.590 치과임플란트의 이해(Dental Implantology)

 골유착성 치과용 임플란트의 기초와 임상적 술식에 관해 학습

한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기초적 지식, 가공 및 표면처리, 골조직 

반응, 연조직 반응, 임플란트 영상학, 생역학, 다양한 증례별 

치료계획, 수술 및 보철수복, 환자 추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91 경조직 외상(Hard Tissue Injury) 

 치아 및 치조골, 그리고 악안면 경조직에 발생하는 균열, 파절 등의 

손상을 진단하고 처치하는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치아파절과 외상, 

치조골 손상, 다양한 골절 등에 관한 진단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92 외과치료의 기초(Fundamentals of Surgical Treatment)

 외과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질환과 일반적인 치료법을 학습한다. 

화상, 감염, 외상, 출혈, 수혈, 술전 준비 및 합병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593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4(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4) 

 부정교합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치료법과 함께 교정 생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교정치료시의 보정과 의원성 손상 및 전문분야

와의 협진 치료, 악안면 기형의 치료에 대해 학습한다.

•652.594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2)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으로써 방사선

촬영의 일부와 방사선사진의 판독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질환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여러 가지 특수촬영을 

참관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 대해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두 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전(前)학기의 것을 임상실습 2로 한다.

•652.595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2)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이해와 임상 견학에 의해 선천적 이상형성, 

손상, 종양, 보철전술식의 처치와 진단을 조절하기 위한 임상적 

경험을 습득하도록 한다.

•652.596 치주과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Periodontology 2)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담당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임상적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석제거술, 치근면활택술, 치은

소파술을 직접 시행하며, 치주 수술의 보조를 함으로써 임상적 

경험을 습득하도록 한다.

•652.597 치과보존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Conservative 

Dentistry 2) 

 강의와 실습을 통한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기본적인 임상적 

술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제한된 기간 내에 요구된 각종 Case의 

최저한도를 완료하도록 한다.

•652.598 치과보철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Prosthodontics 2) 

 학생들에게 충분한 임상 실습을 경험하도록 계획된 과정이다. 

단순 주조금관이나 3본 가공의치, 구강형성 및 국소의치 설계, 

총의치 제작 등이 포함되어진다.

•652.599 소아치과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Dentistry 2)

 소아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보조하고 시술 과정에 참여

하며, 환자에 대한 치료를 직접 시술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 

어린이의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

도록 한다.

•652.600 치과교정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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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dontics 2)

 병록작성, 모형제작, 그리고 두부방사선 계측사진 분석을 통해 

교정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정 

치료에 있어서의 임상적 능력을 개발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652.601 예방치과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Preventive 

Dentistry 2)

 예방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

열구전색 식이조절 등과 같은 1차 예방행위를 학생들이 임상

상황에서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으로만 

함양되어 있는 지식을 현실적 실천방안을 견학하고 습득하게 

하며, 간단한 예방진료 일부를 실천해 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치과의사로써 손색이 없는 기본적인 진료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개인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구강병 발생요소를 고려하여 구강병을 최고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검토하고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652.602 구강병리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Oral 

Pathology 2)

 임상진료 중 접하는 환자의 구내소견과 전신증상, 조직학 및 

생화학적인 소견을 이용하여 사례별로 토의하고, 각 병소의 

특성에 따른 감별 진단을 숙지시켜 치과 내원 환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알게 한다.

•652.603 구강내과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Oral 

Medicine 2)

 악구강에 발생되는 모든 질병에 대한 계량적인 진단을 위한 

제반검사실 검사의 활용 방법에 대해 강의 및 실습한다.

•652.332 노인치과학(Geriatric Dentistry)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의학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노인의 치과진료 시 필요한 고려

사항을 학습하여, 노인에게 알맞은 치과진료 방법의 변화를 

제시한다. 

•652.334 소아청소년의 교합유도(Occlusal Management of 

Cchild and Adolescent)

 소아 청소년의 부정교합은 그 원인이 다양하며 그 치료 또한 

무수히 많다. 그중 소아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교합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바른 교합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은 소아 청소년 치과의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시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영구치열기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시적으로 관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른 교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정 과정마다 각 시기의 적절한 

이해와 방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소아 및 청소년기 

교합을 이해하며 각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행할 

수 있는 교합 유도를 알아본다.

•652.336 실전근관치료학Ⅰ(Advanced Endodontics Ⅰ)

 근관치료는 장비와 재료의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개업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강의나 실습에 미처 다루지 못한 보다 심도 있고, 업데이트된 

근관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652.338 실전임상 전신마취학(Practical & Clinical General 

Anesthesiology)

 실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전신마취 술식 및 마취 심도의 

유지, 마취에서의 회복에 대해 학습한다.

•652.340 치과의료와 사회봉사Ⅲ(Dental Care and Volunteer 

Service Ⅲ)

 치과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일차적인 치과의료를 통한 지역봉사를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652.605 감염관리(Infection Control)

 임상에서 환자진료 시 중요시되는 감염관리를 내용으로 하며 

각종 진료실내 감염원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본사항을 학습한다.

•652.606 심화임상치의학(Intensive Clinical Dentistry)

 치아우식, 치주질환, 및 부정교합질환을 제외하고 다양한 연조직 

및 경조직 질환의 임상진단, 영상진단, 병리학적 진단을 포함하며 

치아의 보존적, 보철적 치료방법, 연조직 및 경조직 질환의 

다양한 치료방법, 및 재건방법 등을 학습한다. 다양한 구강악안면의 

질환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진단하며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임상에서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진료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652.607 치과윤리와 의사소통(Dental Ethics and 

Communication)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형성과정을 학습하고 전문직업성에 바탕을 

둔 치과의사의 전문직 윤리의 배경을 알아본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표준적인 상황에 대해 윤리지향적인 치과행동과학의 

잣대를 이용하여 재해석해봄으로써 진료실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또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에 대하여 학습한다.

•652.608 치주질환의 이해와 치료3(Periodontology 3)

 치주질환과 보철치료와의 관계 및 치주치료 후의 보철 수복관계, 

교정치료 전후의 치주처치 및 치주처치시의 교정의 이용, 치주 

치료와 보존 치료와의 상호관계, 치주질환과 교합 및 교합조정술 

등 기본 임상지식을 이용하여 치료의 응용력을 증가시키며, 

치료 결과에 대한 증례 보고를 추가하여 교육함으로써 개원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652.609 구강악안면방사선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3)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으로써 방사선

촬영의 일부와 방사선사진의 판독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질환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여러 가지 특수

촬영을 참관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 대해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두 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후(後)학기의 것을 임상실습 3으로 한다.

•652.610 구강악안면외과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3)

 습득된 구강악안면외과학의 기본적 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임상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652.611 치주과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Periodontology 3)

 치주과에 내원하는 환자를 담당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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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석제거술, 치근면활택술을 직접 

시행하며, 치주 수술을 비롯한 심도 있는 다양한 임상술식의 

보조를 함으로써 심화된 임상적 경험을 습득하도록 한다.

•652.612 치과보존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Conservative Dentistry 3)

 관찰학습으로 습득한 지식과 진료보조로 익힌 수기를 활용하여 

실환자 진료위주의 임상실습을 진행한다.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하는 기본개념의 숙지를 목표로 하며 해당 

이환 치아의 문제 이외에 부가적인 주변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하며 진료 후 담당의와의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 인식과 함께 향후 고려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652.613 치과보철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Prosthodontics 3)

 치과 보철을 필요로 하는 무치악 및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각 환자에 맞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철치료술식에 대하여 습득한다.

•652.614 소아치과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Dentistry 3)

 성장, 발육과정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구강내에 발생

하는 현재의 질환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예견되는 질환의 

예방과 정상적인 악안면의 발육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식을 습득한다.

•652.615 치과교정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thodontics 3)

 예방 및 차단교정, 본교정에 해당하는 다양한 증례들에 대한 

문제목록 작성 및 모형 분석, 측모 두부방사선 계측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방사선 사진의 분석을 통해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치료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철성 교정장치의 설계 능력을 함양하고 

고정식 장치의 적용능력을 한층 높여 포괄적인 교정 치료에 

있어서의 심도 있는 임상적 능력을 개발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652.616 예방치과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Preventive 

Dentistry 3)

 예방치과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면

열구전색 식이조절 등과 같은 1차 예방행위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만 함양되어 있는 지식을 실천하여 

숙달되게 하고, 향후 지역사회 치과의사로써 손색이 없는 기본

적인 진료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개인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구강병 발생

요소를 고려하여 구강병을 최고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652.617 구강병리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al 

Pathology 3)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의 구내 소견과 전신증상, 조직학 및 

생화학적 소견 등을 이용하여 각각의 병소에 대한 이해와 구강

병리학적 지식을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른다.

•652.618 구강내과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al 

Medicine 3)

 구강 및 악안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종합적인 치료계획의 수립, 치료과정의 평가, 측두하악장애 및 

안면통증의 치료, 수면무호흡증의 치과적 치료, 구강내 연조직 

질환의 치료, 구취의 진단과 치료, 구강건조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 각종 의료문서 작성법을 포함하는 법치의학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습한다.

•652.619 구강안면통증환자의 증례분석(Case Analysis of 

Orofacial Pain )

 구강안면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분석

하여 환자의 주소,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 감별진단 및 치료

과정에 대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

•652.620 치과건강보험 청구(Claim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치과병의원 내에서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심사평가원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원리와 실제적인 요령을 익힘으로써, 

적절하고 적법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652.429 구강보건정책의 이해(Introduction to Oral Health 

Policy)

 보건정책의 개념을 학습하고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식견을 넓힘으로써, 향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의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652.431 실전근관치료학Ⅱ(Advanced Endodontics Ⅱ)

 최근 근관치료는 장비와 재료의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개업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강의나 실습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한 보다 심도 있고, 업데이트된 

근관충전재, 근관치료기구 및 장비, 치료술식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652.433 실전치주외과학(Practice in Periodontal Surgery)

 치주외과와  관련된 절개, 봉합, 그리고 간단한 치주외과 수술을 

모델에서 시행함으로써 치주외과 술기와 관련된 다양한 임상

지식을 학습한다.

•652.435 치과의료와 사회봉사 Ⅳ(Dental Care and Volunteer 

Service Ⅳ)

 치과 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통한 지역

봉사를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652.437 보철치료 계획 세우기(Prosthetic Treatment Planning)

 보철치료의 선택은 환자의 구강외, 구강내 조건에 따라 판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기간, 비용 등이 달라진다. 개별 환자

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보철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따라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환자의 방사선사진, 모형, 

임상사진, 임상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적인 보철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652.604 임상해부학(Clinical Anatomy)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구조들을 관련시켜 그들의 상호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의 존재 이유와 그것이 내포

하는 원리를 습득하여 임상적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학습한다.

•652.621 치의학과 법(Health Care Related Law and 

Forensic Dentistry)

 보건의료관계법규와 법치학에 대해 학습한다. 보건의료관계법규

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치과의사로서 직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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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에 필요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학습하며 

법치학에서는 치의학과 관련된 제반 감정 및 진단법을 배워 법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케 한다.

•652.622 치과의료관리(Management of Dental Clinic)

 효율적인 치과의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원행정에 대한 기초 

이론을 숙지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의원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23 지역사회치의학(Community Oral Health)

 진료실 및 지역사회에서의 치과의료 요구와 제공되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52.624 종합 임상치의학(Comprehensive Clinical Dentistry)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병태생리학적 

기전과 진단, 치료 및 예방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임상치의학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652.625 기초치의학의 임상적용(Clinical Application of 

Basic Dental Science)

 실제 치과 치료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환 또는 치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연관된 기초치의학 분야를 학습한다.

•652.626 임상의학개론 (Introduction to Medicine)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 

및 처치를 위해 밀접하게 관련된 의학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포괄적으로 구강악안면 영역의 질환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된 의학적 내용을 학습한다.

•652.638 심화임상실습 1(Advanced Clinical Practice 1)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39 심화임상실습 2(Advanced Clinical Practice 2)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0 심화임상실습 3(Advanced Clinical Practice 3)

 치주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1 심화임상실습 4(Advanced Clinical Practice 4)

 치과보존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2 심화임상실습 5(Advanced Clinical Practice 5)

 치과보철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3 심화임상실습 6(Advanced Clinical Practice 6)

 소아치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4 심화임상실습 7(Advanced Clinical Practice 7)

 치과교정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5 심화임상실습 8(Advanced Clinical Practice 8)

 예방치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6 심화임상실습 9(Advanced Clinical Practice 9)

 구강병리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47 심화임상실습 10(Advanced Clinical Practice 10)

 구강내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37 교합학 용어의 이해(Terminology of Occlusion)

 치과수복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교합학은 1920년대부터 체계적인 

과학으로 발달되어 왔다. 역사적인 배경과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현재의 교합학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발하고 제안하는 학자에 

따라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 용어가 혼용되거나 널리 쓰이고 있어 

교합학 전반에 대해 이해하려면 교합학의 근간이 되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본 교과목은 교합학용어사전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합학의 용어를 익히고 이러한 개념이 치의학 전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다.

•652.408 구강생리학의 임상적 적용(Oral Physiology in 

Dental Clinic)

 그동안 학습한 생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임상에서 응용될 

수 있는 노화, 호흡, 시각, 구강 조직의 기능 등에 대하여 이해

하고 직접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652.414 임상법치의학 입문(Basic Course of Clinical Forensic 

Odontology)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치의학적 적용 방법을 분석하고 토론

하는 방식의 강의를 통해 법치의학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이해한다.

•652.416 임상방사선학 심화학습(Advanced Study in Clinical 

Radiology)

 방사선학의 기초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방사선 해부학을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의 판독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실제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실기를 기른다.

•652.418 치과의사를 위한 약물치료계획(Therapeteutic Plan 

for Dentists)

 치과의사로서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개원을 하였을 때 실제 임상에서 

빈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일반명과 적응증, 부작용 및 더 나아가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환자의 약물치료계획에 있어서 자신감을 고취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

•652.440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Prerestorative Orth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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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치과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의 높은 치과적 지식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협진치료 (Interdisciplinarty approach)가 

요구된다. 또한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일반진료를 함에 있어 

부딪히는 교정적 문제가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교정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molar 

uprighting, forced eruption, diastema closure 등)을 이해

하고 그 술식을 익히고자 한다.

•652.443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이해(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Dental Implant Component)

 상용 임플란트는 특성상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골내에 식립되는 고정체뿐 아니라 상부 보철물을 위한 

구성요소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임플란트의 구성

요소별, 임플란트 시스템별로 각 부품의 의미와 체계를 공부하고 

실습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652.676 두경부해부학(Anatomy of the Head and Neck)

 기초 및 임상 치의학 학습을 위한 기반이되는 머리와 목의 육안 

해부학적 구조의 일반적 특징 및 각 구조 간의 국소적/전신적 

관계를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652.659 구강조직학(Oral Histology) 

 구강조직학과 구강발생학으로 이루어졌다. 구강조직학은 치아, 

치아주위조직, 구강점막, 턱관절 및 얼굴뼈 등을 조직학적으로 

설명한다. 구강 발생학은 구강 내 구조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

한다. 학생들이 임상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652.649 신경계의 이해 1(Neuroscience Ⅰ)

 자율 신경계의 구조, 기능 및 이에 작용하는 약물의 작용 기전을 

학습하여 치과의사로서 구강악안면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한다.

•652.661 신경계의 이해 2(Neuroscience II)

 신경계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및 자율신경계의 구조, 

기능 그리고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한 지식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학습하여 임상치의학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652.662 치아우식의 이해(Cariology)

 3대 구강병 중의 하나인 치아우식의 발생기전, 진행, 기여요인, 

억제방법, 관련용어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치아우식의 치료와 

예방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652.663 치아수복(Dental Restoration)

 치아 경조직 질환의 발병원인, 문진, 시진, 및 촉진 등에 의한 

임상진단에 근거하여 치아의 보존적, 보철적 치료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652.664 치아수복실습(Laboratory Practice of Dental Restoration)

 치아 경조직 질환의 발병원인, 문진, 시진, 및 촉진 등에 의한 

임상진단에 근거하여 치아의 보존적, 보철적 치료방법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구강을 재현한 모형에서 직접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익힌다.

•652.677 발치학(Exodontia)

 치아의 발치와 연관된 학문으로 외과의 기본 원칙, 발치 전 

환자의 평가, 발치 술기, 발치 후 치조골 보존에 관한 술식, 발치 

후 합병증, 발치 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발치와 연관된 

응급 상황과 응급처치에 관하여 학습한다.

•652.670 국소마취학(Local Anesthesia)

 국소 마취 방법 및 발치 외과시술과 병행하여 처방되어질 수 

있는 국소마취제, 지혈제, 통증조절약물, 항생제의 종류와 약물 

기전에 관하여 강의된다.

•652.666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보철(Operative Dentistry and 

Fixed Prosthodontics)

 치아 경조직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보존적 및 보철적 

치료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통합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652.697 부정교합의 이해와 치료 2(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2)

 정상교합과 부정교합을 구분하며, 부정교합의 여러 가지 원인을 

이해한다. 교정 진단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이해하고 

적용해 보며 가철식 장치, 근기능 장치, 고정식 장치와 같은 

다양한 치료 술식에 대해 알아본다. 가철식 장치와 고정식 

장치에 대해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652.667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보철 실습(Laboratory Practice 

of Operative Dentistry and Fixed Prosthodontics)

 치아 경조직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보존적 및 보철적 

치료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통합적 지식을 활용하여 치료

방법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구강을 재현한 모형에서 직접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익히는 과목이다.

•652.668 영상치의학임상실습 1(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1)

 구내촬영법 및 현상과정을 실습을 통하여 숙달하고 파노라마

방사선촬영법 및 구외촬영법의 일부를 경험해본다. 방사선사진 

판독에 필요한 지식들을 발표, 토론, 및 과제물을 통하여 숙지

한다. 그 밖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행해지는 구내 및 구외 

촬영법, 특수촬영법, 그리고 판독 등을 참관한다.

•652.660 인문사회치의학 기초(Introduction to Dental Humanities 

and Social Dentistry)

 치의학은 인문학과 사회학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치의학의 

궁극적 목적이 사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은 

‘사회’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인문사회치의학 

중 치과의료정보의 기초이론과 리더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652.651 리더십과 치과윤리(Dental Ethics and Leadership)

 전문직윤리와 의료윤리 관련이론을 배경으로, 치과의사의 업무를 

둘러싼 윤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적 의사

결정에 대해 학습한다. 치과의원 및 지역사회의 지도자,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리더십 분야의 

주요개념과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리더의 자질를 강화하고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652.669 행동과학개론(Introduction to Behavioral Science)

 인간행동의 일반법칙을 체계적으로 구명하여, 그 법칙성을 정립

함으로써 사회의 계획적인 제어나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는 과학적 동향의 총칭이 행동과학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의사소통의 의미, 치과행동과학'의 기초이론을 주요내용으로 

학습한다.

•652.652 영상치의학임상실습 2(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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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으로써 방사선

촬영의 일부와 방사선사진의 판독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질환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여러 가지 특수

촬영을 참관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 대해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두 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전(前)학기의 것을 임상실습 2로 한다. 

•652.653 치과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in Dentistry)

 임상에서 환자진료 시 중요시되는 감염관리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서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본사항을 학습 한다.

•652.678 영상치의학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3)

 치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으로써 방사선

촬영의 일부와 방사선사진의 판독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질환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여러 가지 특수

촬영을 참관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 대해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은 두 학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후(後)학기의 것을 임상실습 3으로 한다.

•652.671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악안면 영역의 성형(미용) 술식과  재건 술식에 관한 학문으로  

반흔 제거술, 지방흡인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턱교정 수술 

및 윤곽수술,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증에 대한 치료,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재건술, 악안면 조직공학, 악안면 

골이식술, 피판술에 관하여 학습한다.

•652.654 심화치과보철학(Advanced Dental Prosthodontics)

 치과보철학의 일부분으로 가철성의치, 교합의 이해, 치과임플란트의 

이해, 치아보존수복과 고정성의치 교과목을 본과 1,2,3학년 

기간을 통해 교육한다. 부분적으로 치과보철학을 교육받은 학생

들을 위해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치과보철학의 심화된 

내용을 교육한다.

•652.655 근관치료의 이해 3(Endodontic Treatment 3)

 비외과적 근관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치수기원 병소에 대한 

외과적 처치 및 치아외상 시의 적절한 조치를 학습하고, 나아가 

근관치료를 시행한 치아에 대한 심미적회복에 대해 학습한다.

•652.672 임상술기 및 진료수행 실습 I(Practice of Clinical 

Skill and Technique I)

 치의학과 2학년과, 3학년 총 2년 동안 학습한 기본적인 치아형성 

술기 역량에 대해 평가하고, 일차적인 진료내용에 대해 치아 

형성 술기 역량을 증진시키는 실습을 시행한다.

•652.673 영상치의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Radiology)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81 임상술기 및 진료수행 실습 II(Practice of Clinical 

Skill and Technique II)

 환자진료에 필요한 병력청취, 진찰, 진단,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향상

시키는 실습을 시행한다.  

•652.691 치과의료봉사(Outreach Program for Dental Service)

 치과 의료를 담당할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통한 지역

봉사를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치과의사로서의 자아실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학습한다.

•652.682 치의학프레젠테이션의 기초(Basic Presentation Skill 

for Dentistry) 

 진료 및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발표는 중요하다. 

발표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발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파워포인트(Micro-soft)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652.692 증례를 통해보는 임상치과보존학(Clinical Conservative 

Dentistry by Case Review)

 최근 근관치료는 장비와 재료의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개업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강의나 실습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한 보다 심도 있고, 업데이트된 

근관충전재, 근관치료기구 및 장비, 치료술식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652.695 임상치과교정학(Clinical Orthodontics)

 현대 치과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의 높은 치과적 지식을 고려할 때 

보다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협진치료 (Interdisciplinarty approach)가 

요구된다. 또한 대다수의 치과의사가 일반진료를 함에 있어 

부딪히는 교정적 문제가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교정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molar uprighting, 

forced eruption, diastema closure 등)을 이해하고 그 술식을 

익히고자 한다.

•652.679 치의학과 인간(Dentistry and Philosophy of Medicine)

 현대의료의 기초가 되는 패러다임과 질병과 건강 등의 개념, 

정신과 신체의 관계 등 의철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의철학적인 지식을 검토한다. 

•652.680 보건의료의 경제학(Basic Healthcare Economics)

 의료서비스와 다른 경제재의 비교, 건강과 의료의 생산, 공급, 

소비의 효과, 정책의 가치평가 등 의료경제학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652.696 영상치의학 심화학습(Advanced Study in Radiology)

 방사선학의 기초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방사선 해부학을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임상구강악안면방사선학에서 필요한 

방사선사진 판독능력 및 적절한 진단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652.693 치과의사를 위한 건강한 생활(Cultural Life for Dentist)

 치과의사에게서 빈발하는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실제 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652.683 임상치과보존학의 적용(Clinical Applic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

 근관치료는 장비와 재료의 개발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 졸업생의 대부분이 개업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강의나 실습에 미처 다루지 못한 보다 심도 있고, 업데이트된 

근관치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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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685 임상영상치의학 심화학습(Advanced Study in Clinical 

Radiology)

 방사선학의 기초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방사선 해부학을 

심도있게 학습함으로써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의 판독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실제 환자의 방사선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실기를 기른다.

•652.686 캐드캠치과학입문(Introduction of CAD-CAM Dentistry)

 구강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질환 및 손상으로 인한 부위의 진단 

및 수복을 위하여 최신 기술인 CAD-CAM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치의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652.687 치의학 연구 윤리(Ethics in Dental Research)

 과학과 사회와 가치의 관계, 연구윤리의 역사를 기초로, 기초 

및 임상치의학, 구강역학 등의 연구에 있어서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652.650 의료와 사회(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건강과 질병과 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 의학지식의 사회적 

구성, 의료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등을 검토하고 치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652.688 치과의사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for Dentist)

 치과의사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생활인 명화감상, 발레,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음악 및 대중음악 등을 소개하고 같이 즐기는 수업이다. 

•652.694 구강암의 이해(Studies on Oral Cancer)

 구강암의 발생 및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구강내 점막

질환 및 기타 질환에서의 연관성을 학습하여 구강암의 기초적인 

특징에 대해 토론한다.

•652.656 치과보존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Conservative Dentistry)

 치과보존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57 치과보철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Prosthodontics)

 치과보철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58 소아치과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Pediatric Dentistry)

 소아치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74 구강악안면외과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

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75 치주과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Periodontology)

 치주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84 구강내과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Oral Medicine)

 구강내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

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89 치과교정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Orthodontics)

 치과교정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652.690 예방치과학심화임상실습(Advanced Clinical Practice 

in Preventive Dentistry)

 예방치과학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습, 숙달함으로써 

전반적인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향후 

더욱 진보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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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학과 (Dental Hygien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8학점 전공기초 :  7학점 전공필수 : 70학점

전공선택 :   5학점 심화전공 : 27학점

| 교육과정 |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위생학과 1-1 기초 653.103 치위생학 개론 1-1-0-0
치위생학과 1-1 기초 653.447 일반생물학 및 실험 2-1-2-0

치위생학과 1-1 필수 653.104 치아형태학 및 실습 2-1-2-0
치위생학과 1-1 기초 653.417 의학용어 2-2-0-0

치위생학과 1-1 필수 653.419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 2-1-2-0
치위생학과 1-2 기초 653.448 일반화학 및 실험 2-1-2-0

치위생학과 1-2 기초 653.450 기본간호학 1-1-0-0
치위생학과 1-2 기초 653.108 치위생심리학 2-2-0-0

치위생학과 1-2 필수 653.444 조직발생학 1-1-0-0
치위생학과 1-2 필수 653.449 임상치위생학1 1-1-0-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202 치위생 생리학 2-2-0-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204 치위생 생화학 2-2-0-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208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1 3-1-4-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209 치위생 미생물학 2-2-0-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212 치주과학 2-2-0-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423 구강악안면방사선학 및 실습 3-2-2-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451 교육치위생학 및 실습1 2-1-2-0
치위생학과 2-1 필수 653.309 치위생 병리학 2-2-0-0

치위생학과 2-2 기초 653.452 치과감염관리학 2-2-0-0
치위생학과 2-2 필수 653.203 치과생체재료학 2-2-0-0

치위생학과 2-2 필수 653.211 치과보철학 2-2-0-0
치위생학과 2-2 필수 653.206 치과보존학 2-2-0-0

치위생학과 2-2 필수 653.214 구강악안면외과학 2-2-0-0
치위생학과 2-2 필수 653.216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2 3-1-4-0

치위생학과 2-2 선택 653.454 치위생 연구Ⅰ_창의·인성 2-1-2-0
치위생학과 3-1 선택 653.466 치위생 연구Ⅱ_창의·인성_캡스톤디자인 2.5-1-3-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207 소아치과학 2-2-0-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302 구강내과학 2-2-0-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303 치과교정학 2-2-0-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467 임상현장실습Ⅰ 3.5-0-0-14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305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3 3-1-4-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457 치과의료와 행동과학1_창의·인성 2-2-0-0

치위생학과 3-1 필수 653.210 치과영양학 1-1-0-0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459 교육치위생학 및 실습2 2-1-2-0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456 임상치위생학2 1-1-0-0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471 임상현장실습 Ⅱ 4.5-0-0-18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311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4 3-1-4-0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460 치과의료와 행동과학2 2-2-0-0

치위생학과 3-2 필수 653.461 사회치위생학1 2-2-0-0
치위생학과 4-1 선택 653.445 임상치위생 증례연구_창의·인성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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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653.103 치위생학개론(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치위생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치과

위생사의 정체성과 업무 및 활동 등을 학습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비전과 직업의식을 제시해 준다.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임상적 

직무에 관련한 임상치과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치위생학과 치의학의 상호관계를 숙지하도록 한다

•653.104 치아형태학 및 실습(Dental Morphology & Practice)

 치아의 형태, 기능, 배열, 교합 및 치아주위 조직과의 관계에 

대하여 강의, 도해 및 모형 제작 등의 실습 등을 통하여 배움

으로써 치아의 해부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교과목 학습 및 

임상 술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

•653.447 일반생물학 및 실험(Biology & Practice)

 생명체의 다양성과 일양성에 대하여 구조 및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생리, 발생, 유전 및 진화생태학적 관점에서 생명현상을 

논의하고 기초실험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653.417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의학 및 치의학 전문 용어를 어원을 통해 이해하고 기초와 임상의 

기본적인 용어를 습득함으로써 관련 지식체계를 파악하고 이후 

교과목의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653.448 일반화학 및 실험(Chemistry & Practice)

 물질의 상태와 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어 화학양론, 화학결합, 분자구조와 성질간의 관계, 

물질의 상태와 열역학적 화학평형,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의 

개념 등을 익히며, 이론 학습을 통해 배운 개념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기본적인 실험기기 및 기구 조작, 약품의 취급 

등 화학실험에 필요한 기초를 익힌다.

•653.108 치위생심리학(Psychology in Dental Hygiene)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인지, 정서, 행동 및 

사회적 심리에 대해 학습한다. 본 교과목은 교육학 개론, 교육

치위생학, 행동치과학 및 실습 교과목의 최초 선수과목이다.

•653.419 두경부해부학 및 실습(Head & Neck Anatomy, 

Practice)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인체 구조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을 

교육한다. 구강 및 주위 구조물들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론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치위생학 학습의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한다.

•653.444 조직발생학(Oral Histology & Embryology)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인체 구조에 관한 조직학적 지식을 

교육한다. 치아와 구강 및 주위 조직의 미세구조와 기능, 발생 

과정을 강의와 현미경 실습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치위생학 학습의 기초 지식으로 활용한다.

•653.202 치위생 생리학(Physiology for Dental Hygiene)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인체의 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지식을 

교육한다. 인체의 각 장기계의 기능을 이해하고 직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3.204 치위생 생화학(Biochemistry for Dental Hygiene)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세포와 인체에서 일어난 생화학적 현상에 

관한 지식을 교육한다. 인체의 생명현상을 생화학적으로 이해하고 

직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3.208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1(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I)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209 치위생 미생물학(Microbiology for Dental Hygiene)

 치위생사로서 필요한 세균, 진균 및 바이러스의 성상과 구조, 

세균의 생리와 유전 및 멸균과 소독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

•653.212 치주과학(Periodontology)

 치아주위 조직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치위생학과 4-1 선택 653.462 치위생증례연구_창의·인성 1-0-2-0

치위생학과 4-1 선택 653.463 치과임상학실습2 1-0-2-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03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5 3-1-4-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04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_캡스톤디자인_KCC 2-0-4-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05 건강보험 및 실습 2-1-2-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35 치위생 윤리 2-2-0-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40 임상실습 3 3-0-0-12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69 임상현장실습 Ⅲ 2.5-0-0-10
치위생학과 4-1 필수 653.470 임상현장실습 Ⅳ 1-0-0-4

치위생학과 4-2 선택 653.446 치위생교육 심화실습 1-0-2-0
치위생학과 4-2 선택 653.468 관리치위생학 2-2-0-0

치위생학과 4-2 필수 653.301 치위생 약리학 2-2-0-0
치위생학과 4-2 필수 653.441 임상실습 4 3-0-0-12

치위생학과 4-2 선택 653.465 사회치위생학2 1-1-0-0
치위생학과 4-2 필수 653.411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6 3-1-4-0

치위생학과 4-2 필수 653.413 보건의료관계법규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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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의 발생원인, 치료, 역학, 예방, 치주기구의 취급 및 

관리법, 치과임플란트 등을 학습함으로써 구강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653.423 구강악안명방사선학 및 실습(Oral & Maxillofacial 

Radiology)

 치과방사선에 관한 총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구강방사선사진의 

촬영 원리 및 촬영 방법, 현상처리, 보관 관리법, 방사선 방어 

및 감염 관리를 이해한다. 구내 및 구외 방사선사진의 촬영법, 

사진 현상법, 관리법 등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 숙련함으로써 

이를 임상에 실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653.203 치과생체재료학(Dental Materials for Dental Hygiene)

 치과재료의 조성, 특성, 임상용도, 사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치과임상에 사용되는 다양한 치과재료를 

적절히 취급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53.211 치과보철학(Prosthodontics)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치과보철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교육

한다. 치과진료실에서 치과보철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3.206 치과보존학(Conservative Dentistry)

 치과위생사로서 필요한 치과보존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교육

한다. 치과진료실에서 치과보존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3.214 구강악안면외과학(Oral & Maxillofacial Surgery)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외과학적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외과용 

기구의 소독, 관리, 취급법, 수술의 준비 과정 등을 숙지하여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치과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처치의 일반 원칙과 그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임상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653.216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2(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Ⅱ)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52 치과감염관리학(Practical Infection Control in 

Dentistry)

 임상에서 환자진료 시 중요시되는 감염관리를 내용으로 하며 

각종 진료실내 감염원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기본사항을 학습한다.

•653.207 소아치과학(Pediatric Dentistry)

 소아의 행동 특성과 행동조절의 기본 원리 및 방법, 소아 구강

질환의 치료 원리와 술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아치과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 장치 및 재료를 숙지함으로써 

소아치과 진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53.210 치과영양학(Dental Nutrition)

 구강조직의 발육과 재생,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 및 기능 회복에 

요구되는 영양과 식이에 대하여 숙지하여, 임상에서 실제적인 

영양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53.302 구강내과학(Oral Medicine)

 구강내과학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알아야 할 구강영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의 이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653.303 치과교정학(Orthodontics)

 교정치료의 전반적인 술식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교정 진료에 사용되는 기구, 장치 및 재료를 숙지

함으로써 교정 진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정환자의 구강위생처치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53.305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3(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Ⅲ)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54 치위생 연구 Ⅰ_창의·인성(Dental Hygiene Research I)

 치위생학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

하는데 중점을 둔다. 연구논문을 이해하는 방법, 구성 등이 

포함된다.

•653.309 치위생 병리학(Pathology for Dental Hygiene)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 및 양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강의 및 현미경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여,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653.311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4(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Ⅳ)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03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5(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Ⅴ)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04 지역사회치위생학 실습_캡스톤디자인_KCC(Community 

Dental Hygiene Practice)

 지역사회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 

학교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활동 및 예방사업 운영에 구강보건

교육가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653.405 건강보험 및 실습(Health Insurance and Practice)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에 대해 이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관리에 대해 파악

하며 이를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653.435 치위생 윤리(Ethics in Dental Hygiene)

 치위생학과의료윤리 교과에서 배운 의료윤리의 기초개념과 원칙을 

활용하여,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윤리적 쟁점과 치위생사로서의 

윤리에 대하여 토론한다.

•653.440 임상실습 3(Clinical Practice Ⅲ)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45 임상치위생 증례연구_창의·인성(Case Study in 

Dental Hygiene)

 구강위생관리와 임상치과진료에 관련한 다양한 임상 증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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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토의함으로써 치과위생사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케 한다. 

•653..462 치위생증례연구(Case Study in Dental Hygiene)

 구강위생관리와 임상치과진료에 관련한 다양한 임상 증례를 

분석하고 토의함으로써 치과위생사로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케 한다. 

•653.453 치과임상학실습 1(Preclinical Practice1)

 치과임상과목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63 치과임상학실습 2(Preclinical Practice2)

 치과임상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술기 능력을 반복 평가하여 

치과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

•653.301 치위생 약리학(Pharmacology for Dental Hygiene)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임상 활용 

등에 관해 공부하며, 치과위생사로서 알아야 할 약물의 작용

기전과 전신적인 영향 및 주의 점들을 숙지한다.

•653.441 임상실습 4(Clinical Practice Ⅳ)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11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 6(Clinical Dental Hygiene 

and Practice Ⅵ)

 치과위생사의 임상 업무인 포괄적 구강위생관리에 요구되는 환자 

사정, 치위생 진단, 치위생관리 계획, 치위생 실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술기를 통합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숙련한다.

•653.413 보건의료관계법규(Law and Dental Hygiene Care)

 바람직한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숙지하도록 의료법, 의료기사법, 구강보건법, 보건소법, 학교

보건법, 지역사회보건법, 건강보험법, 전염병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653.451 교육치위생학 및 실습 1(Educational Dental Hygiene 

and Priactice 1)

 인간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교육의 개념에서부터 

보건교육을 위한 심리, 교육계획과 예방, 관리를 위한 교습법,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자적 역량을 갖출 

수 있다.

•653.459 교육치위생학 및 실습 2(Educational Dental Hygiene 

and Priactice 2)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인간의 건강증진 및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자적 역량을 

갖출 수 있다.

•653.457 치과의료와 행동과학 1(Behavioral Science and Dental 

Practice 1)

 인간을 이해하고 치과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과의료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653.460 치과의료와 행동과학 2(Behavioral Science and Dental 

Practice 2)

 인간을 이해하고 치과환자의 특성을 이해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과의료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지행동이론에 기반한 인간행동의 이해, 건강행동변화의 이해, 

치과불안/공포환자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실습한다.  

•653.461 사회치위생학 1(Social Dental Hygiene 1)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하며 구강보건 

진료제도와 구강보건 행정, 구강보건 실태조사와 분석방법 등 

구강 보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53.465 사회치위생학 2(Social Dental Hygiene 2)

 공중구강보건학에서는 공중구강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치과위생사의 활동내용, 구강보건진료제도, 구강보건행정, 사회

보장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

•653.449 임상치위생학 1(Preclinical Practice 1)

 임상치위생학의 개념과 실제, 건강증진과 예방의 원리와 방법, 

치위생관리과정의 개념을 교육한다.

•653.456 임상치위생학 2(Preclinical Practice 2)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골다공증, 임신 등 전신질환과 구강

건강의 연관성을 교육하고, 전신질환자의 치위생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습득하여 직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53.450 기본간호학(Basic Nursing)

 간호와 요양지도의 기본 개념과 환자간호에 토대가 되는 기본

간호술 관련 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지식과 태도 및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한다. 

•653.446 치위생교육심화실습(Advenced Practice in Dental 

Hygiene Education)

 치위생학과 교과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지식과 포괄적 구강위생

관리와 관련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 역량을 갖춘 

치위생학 분야의 교육자로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여 치위생학 

분야의 교육자로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도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653.467 임상현장실습Ⅰ(Clinical Practice I)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71 임상현장실습 Ⅱ(Clinical Practice Ⅱ)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66 치위생 연구 Ⅱ_창의·인성_캡스톤디자인(Dental Hygiene 

Research Ⅱ)

 치위생 연구 Ⅰ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필요한 연구논문을 찾는 방법, 연구논문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수업한다.

•653.469 임상현장실습 Ⅲ(Clinical Practice Ⅲ)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70 임상현장실습 Ⅳ(Clinical Practice Ⅳ)

 치과병원의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임상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653.468 관리치위생학(Management in Dental Hygiene)

 치위생 영역에서 조직 목표를 설적하고 계획을 세우며 인정, 

물적 자원을 조직화학고 구성원의 활동을 지휘,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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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선택 : 60학점 심화전공 : 없음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유아교육과 1-1 기초 805.415 ☆유아교육론 3-3-0-0
유아교육과 1-1 선택 805.417 기악 3-0-3-0

유아교육과 1-2 기초 805.005 영유아발달 3-3-0-0
유아교육과 1-2 선택 805.422 아동생활지도 3-3-0-0

유아교육과 1-2 선택 805.424 ☆유아음악교육 3-3-0-0
유아교육과 1-2 선택 805.252 ☆아동미술 3-3-0-0

유아교육과 2-1 선택 805.254 ☆놀이지도 3-3-0-0
유아교육과 2-1 선택 805.255 아동문학교육 3-3-0-0

유아교육과 2-1 선택 815.703 정신건강론 3-3-0-0
유아교육과 2-1 선택 805.006 유아국악교육 3-3-0-0

유아교육과 2-2 선택 805.256 영유아발달Ⅱ 3-3-0-0
유아교육과 2-2 기초 805.427 ☆유아교육과정 3-3-0-0

유아교육과 2-2 선택 805.356 ☆아동수학지도 3-3-0-0
유아교육과 2-2 선택 805.435 ☆유아동작교육 3-3-0-0

유아교육과 3-1 선택 805.353 ☆언어지도 3-3-0-0
유아교육과 3-1 선택 805.354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3-3-0-0

유아교육과 3-1 선택 805.44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3-0-0
유아교육과 3-1 선택 805.355 ☆유아안전교육 3-3-0-0

유아교육과 3-2 선택 805.434 ☆유아사회교육 3-3-0-0
유아교육과 3-2 선택 805.445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유아교육과 3-2 선택 805.431 영유아교수방법론 3-3-0-0
유아교육과 3-2 선택 805.444 보육실습 3-3-0-0

유아교육과 3-2 선택 805.433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3-3-0-0
유아교육과 4-1 선택 805.450 ☆보육교사(인성)론 3-3-0-0

유아교육과 4-1 선택 805.441 ☆유아과학교육 3-3-0-0
유아교육과 4-1 선택 805.432 ♣유아교과교육론 3-3-0-0

유아교육과 4-1 선택 805.449 유아 다문화교육 실제 3-3-0-0
유아교육과 4-2 선택 805.446 ♣유아논리 및 논술 3-3-0-0

유아교육과 4-2 선택 805.257 ☆부모교육론 3-3-0-0
유아교육과 4-2 선택 805.152 ☆아동권리와 복지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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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05.415 유아교육론(Introduction to Early Childn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개념 및 기초가 되는 철학적, 심리학적 이론 및 

교육과정의 기초, 유아교육 기관의 종류 및 기능, 열린교육, 

정보화 등의 제반 이론을 살펴보고, 유아교육의 내용, 중요성, 

특성 등 유아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전반적인 

측면을 연구, 고찰한다.

•805.417 기악(Instrumental Music)

 유아음악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Piano 연주 

기능을 학습하여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음악

능력을 배양한다.

•805.256 영유아발달Ⅱ(Development of Infant and Toddler Ⅱ)

 출생 전 태내기에서 만3세까지는 영아기의 성장 발달과정과 이를 

설명하는 제 이론들을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고 해석

하는 방법을 익힌다. 유아발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발달이론을 살펴보고, 더불어 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과 발달과업을 습득한다.

•805.152 아동권리와 복지(Children’s Rights and Welfare)

 아동권리, 아동복지의 법적 이론적 근거, 아동복지 실천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고, 입양, 학대, 장애, 이혼, 시설 보호 등 아동

복지의 실천영역별 탐색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

•805.422 아동생활지도(Guidance and Counseling for Early 

Childhood)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당면하는 적응상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전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생활지도와 상담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필요한 기술을 익힌다.

•805.252 아동미술(Visual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아동미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도를 목표로 아동미술교육의 

중요성, 그림 발달단계, 아동화의 특성 그리고 창의적인 미술 

교수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쌓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미술활동 

경험을 실습하고 심리적 측면의 그림분석을 지도한다.

•805.703 정신건강론(Mental Hygiene)

 정신건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그 이해를 기초로 하여 

교사 자신의 정신 건강과 유아 교육 현장에서이루어지고 있는 

부모 교육 및 유아 생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805.254 놀이지도(Play Activi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에 관한 제반 이론을 탐구하며,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놀이 

종류 및 유형을 파악하고, 놀이와 놀잇감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한다. 아울러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 및 교수방법을 습득

하고, 놀이를 통한 유아의 정서, 심리 치료법을 알아본다.

•805.255 아동문학교육(Literatur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의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해주고 그림책에 관심 및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그림책을 감상해보고 좋은 그림책을 고르는 

안목을 기른다. 이를 위한 제반 이론을 습득하고 그림책을 

분석해보고, 그림책을 통한 통합적 교수-학습계획 및 적용을 

모색한다.

•805.424 유아음악교육(Music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음악의  본질과 이와 관련된 제반 이론을 탐구하여 유아의 

전체적인 성장 발달과 연결시켜 봄으로써 유아음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힌다. 또한  실제적인 모의지도를 통하여 

유아교육 현장 적용에 바람직한 음악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805.427 유아교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교육과정은 사회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 

유아 교육과정의 개념, 유아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유아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제, 다양한 유아 교육프로그램의 검토를 

다루고자 한다. 또한, 단원 구성 및 전개와 장⋅단기프로그램 

계획을 비롯한 일일교수 – 학습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805.257 부모교육론(Parent Education)

 현대부모교육 이론과 프로그램의 개발 경향을 학습하고 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아울러 동서양에서 

예로부터 이루어진 부모교육의 형태도 고찰한다.

•805.432 유아교과교육론(Subject Areas  Method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에서의 교수 - 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유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탐색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통합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한다.

•805.353 언어지도(Language Ar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기 언어습득의 이론을 고찰하고, 유아의 언어발달(구어, 문어)

과정 및 단계를 살펴본다. 아울러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통합적 발달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을 

익히며 영·유아 언어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교육의 방안을 모색

한다.

•805.354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arly Care Early Children)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보육내용, 보육방법, 보육

평가 및 환경 구성 등을 학습하여 다양한 수준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변화와 영유아

발달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한다.

•805.355 유아안전교육(Child Safety Education)

 아동안전 및 건강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멀티미디어적 접근을 

통해 탐색해 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유아를 위한 안전 및 건강,

영양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는다.

•805.434 유아사회교육(Social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유아사회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평가 및 환경구성을 탐색한다. 특히 친구관계, 

정서, 친사회적 행동 및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인식하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을 작성 및 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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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35 유아동작교육(Movemen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동작 교육이 유아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및 창의성 발달과

인간성 함양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유아교육기관

에서 활용 가능한 동작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동작의 

기초영역과 응용영역을 강의, 시범, 시연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한다. 

•805.433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

 유아 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정책, 재정, 

시설관리, 교직원 임용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최근의 교육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학습하여 유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다. 또한 유아 학급 운영의 원리, 유아 교육

기관의 조직적⋅심리적 풍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여 

교사 및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805.445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in Teaching Materials 

and Methods for Young Children)

 유아교육기관 일과운영시 활동영역(교과)별 교재 및 교구를 

창의적으로 고안하여 교수학습에 적합한 지도법을 직접현장에 

적용해 본다.

•805.431 영유아교수방법론(Instructional  Methodology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영유아를 교수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및 현상을 탐구하는 과목

으로서 유아교육 교수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대안적 교수 전략 등을 탐구한다.

•805.356 아동수학지도(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수학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가능성을 인식하고, 수학적 

사고능력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기에 적합한 

수학교육의 내용과 교육방법, 교육활동을 알아봄으로 영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통찰력과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의 계획과 

실천 능력을 기른다.

•805.441 유아과학교육(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사고 능력 발달을 목표로 자연현상 및 주변 사물에 대한 

유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아기 과학학습의 과정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의 과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자 유아과학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 및 다양한 워크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805.442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Research on Observation 

of Child's Behavior)

 다양한 기술적 관찰 방법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여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며, 얻어진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아동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805.444 보육실습(Day-Care Center Practice)

 어린이집 현장에서 4주간의 수업참관 및 수업 등의 실습을 

통하여 실제적 지식 및 현장 적용을 경험한다.

•805.449 유아 다문화교육 실제(A Practic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이 

유아 공교육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유아들의 다양한 

배경이 다양한 사고와 가치, 행위의 원인이 되고, 교실은 다문화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본 교과목은 다문화적 교실상황에서 

지향하여야 할 가치체계와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생활지도의 

방법을 모색하여 현장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805.450 보육교사(인성)론(Daycare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통하여 예비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신념을 확립하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하고 보육현장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구축함으로써 전문가적 

자질을 기른다.

•805.443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현대부모교육 이론과 프로그램의 개발 경향을 학습하고 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정과의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아울러 동서양에서 

예로부터 이루어진 부모교육의 형태도 고찰한다.

•805.446 유아논리 및 논술(Log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논리적, 창의적 사고능력의 이론적 지식을 탐구하고, 유아 

교육활동의 실제에의 적용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논리 창의적 

활동을 구안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익힌다. 

•805.005 영유아발달(Development of Infant and Toddler)

 유아발달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발달이론을 

살펴보고, 더불어 각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과 

발달과업을 습득한다.

•805.006 유아국악교육(Korean 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국악 이론의 전반적인 이해를 기초로 국악기 연주와 국악 활동의 

실제를 경험하며, 유아의 국악능력과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통합적 국악교수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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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Nurs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학점 전공필수 : 79학점 전공선택 : 6학점 심화전공 : 없음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간호학과  1-1 기초 806.424 인간심리의이해 2-2-0-0
간호학과  1-2 기초 806.001 ☆인간관계와의사소통 2-2-0-0

간호학과 1-2 필수 806.004 간호학개론 2-2-0-0
간호학과    2-1 기초 806.446 인체구조와기능1 3-3-0-0

간호학과  2-1 기초 806.211 병태생리학 2-2-0-0
간호학과   2-1 기초 806.472 다문화의이해 2-2-0-0

간호학과 2-1 필수 806.473 ☆기본간호학1 2-2-0-0
간호학과   2-1 필수 806.221 ☆건강사정 2-2-0-0

간호학과    2-1 필수 806.438 간호윤리 1-1-0-0
간호학과 2-1 필수 806.468 기본간호학실습1 1-0-2-0

간호학과    2-1 필수 806.222 ☆건강사정실습 1-0-2-0
간호학과    2-1 선택 806.447 간호영어 1-1-0-0

간호학과 2-2 기초 806.448 인체구조와기능2 2-2-0-0
간호학과  2-2 기초 806.260 인체구조와기능실습 1-0-2-0

간호학과    2-2 기초 050.099 인간의성장발달 2-2-0-0
간호학과 2-2 기초 806.262 약물의기전과효과 2-2-0-0

간호학과 2-2 필수 806.440 ☆기본간호학2 2-2-0-0
간호학과  2-2 필수 806.431 성인간호학1 2-2-0-0

간호학과  2-2 필수 806.433 성인간호학2 2-2-0-0
간호학과  2-2 필수 806.474 모성간호학1 2-2-0-0

간호학과  2-2 필수 806.449 기본간호학실습2 1-0-2-0
간호학과   2-2 선택 806.250 ☆보건교육론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26 성인간호학3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27 성인간호학4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77 모성간호학2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28 ☆아동간호학1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76 지역사회간호학1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32 정신간호학1 2-2-0-0

간호학과 3-1 필수 806.475 성인간호학실습1 4-0-0-12
간호학과    3-1 필수 806.469 기초시뮬레이션실습 1-0-2-0

간호학과 3-1 선택 806.484 빅데이터와간호통계학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34 성인간호학5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71 모성간호학3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36 ☆아동간호학2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78 지역사회간호학2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30 정신간호학2 2-2-0-0

간호학과  3-2 필수 806.485 성인간호학실습2 2-0-0-6
간호학과 3-2 필수 806.479 모성간호학실습 2-0-0-6

간호학과 3-2 필수 806.442 아동간호학실습 2-0-0-6
간호학과 3-2 선택 806.320 ☆학교보건 2-2-0-0

간호학과   3-2 선택 806.480 안전관리와감염간호 2-2-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29 성인간호학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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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06.424 인간심리의이해(Human Behavior Science)

 의료의 발전에 따라 여러 질환은 각 전문분야로 세분화되었으며, 

전문분야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심리적·행동적·사회적 이해가 

중요해졌다.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개념과 태도를 

정립하고, 대상자의 심리적·정서적 요구에 대한 공감능력과 

전인적·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806.001 인간관계와의사소통(Communication)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형성 능력과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간호 

상황에서 대상자의 당면문제를 해결을 위한 지식을 익히고, 

간호사와 환자의 조력관계를 이해하며, 대상자와의 인간관계와 

효과적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806.004 간호학개론(Introduction to Nursing) 

 간호사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해하며 미래 간호 사업을 예측하고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한다. 간호 지식체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전문직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시키는데 큰 틀을 마련하여 

전문직 간호 발전에 기여한다. 

•806.446 인체구조와기능1(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1)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위의 세포, 조직, 기관, 주요 계통에 대

한 이해를 통해 인체의 통합적인 구조와 기능을 안다. 그를 위

해 인체의 골격계. 근육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806.211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인체에 발생하는 많은 질병을 몇 개의 기본적인 병리학적 병변

으로 구분하고 형태학적 변화가 야기하는 기능장애. 즉 증상과 

증후를 검토한다. 또한, 간호대상자의 예후와 치료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다.

•806.472 다문화의이해(Understanding of Cultural Diversity)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해를 

도모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각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와 간호학을 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806.473 기본간호학1(Fundamental Nursing 1)

 간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여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 발견 및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문제해결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806.221, 806.222 건강사정및실습(Practice in Health 

Assessment)

 성인 대상자의 신체적인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이용하여 신체계통별로 사정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806.438 간호윤리(Nursing Ethics)

 철학에서 다루는 근본주제들과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간호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간호지식체의 기틀을 구축하고 최근의 

이론발달에 부응하여 간호과학철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 

인간과 건강, 환경, 사회, 윤리, 법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

과학적 측면에서의 인간이해를 돕는다. 윤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 및 윤리원칙과 규칙을 파악한다. 생명윤리학의 쟁점이 되는 

주제를 파악한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한다.

•806.468 기본간호학실습1(Practicum1 : Fundamental Nursing)

 간호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여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 발견 및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간호학과 4-1 필수 806.481 ☆간호관리학1 2-2-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37 ☆아동간호학3 1-1-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70 지역사회간호학3 1-1-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35 정신간호학3 2-2-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20 간호연구_캡스톤디자인 2-2-0-0

간호학과 4-1 필수 806.482 지역사회간호학실습 2-0-0-6
간호학과 4-1 필수 806.443 정신간호학실습 2-0-0-6

간호학과 4-1 필수 806.483 임상심화실습1 2-0-0-6
간호학과 4-1 필수 806.466 통합시뮬레이션실습1 1-0-2-0

간호학과 4-1 선택 806.417 노인간호 2-2-0-0
간호학과 4-1 선택 806.251 간호정보학 2-2-0-0

간호학과 4-2 필수 806.450 보건의료법규 2-2-0-0
간호학과 4-2 필수 806.486 ☆간호관리학2 1-1-0-0

간호학과 4-2 필수 806.467 지역사회간호학4 1-1-0-0
간호학과 4-2 필수 806.416 간호관리학실습 2-0-0-6

간호학과 4-2 필수 806.444 임상심화실습2 2-0-0-6
간호학과 4-2 필수 806.445 통합임상실습 2-0-0-6

간호학과 4-2 필수 806.439 통합시뮬레이션실습2 1-0-2-0
간호학과 4-2 선택 806.423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_캡스톤디자인 2-2-0-0

간호학과 4-2 선택 806.257 ☆응급및재해간호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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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기본적인 문제해결방법과 기술을 습득한다.

•806.447 간호영어(Nursing Terminology)

 간호학생으로서 고급 영문 의학용어를 터득하게 하여 영문 

의학서적의 해독능력을 갖도록 하며, 의료실무에서 의료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806.448 인체구조와기능2(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2)

 소화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체액과 전해질 조절, 대사 및 체온

조절, 반사, 감각과 운동의 기전을 알아 간호 대상자의 구조기능

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간호 문제를 도출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806.260 인체구조와기능실습(Experiment in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세포, 조직, 골격 등 인체를 구성하는 구조를 익히고, 물질 이동, 

혈액, 순환, 심장, 호흡, 뇨배설, 신경, 감각, 체력측정, 생식 

기전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050.099 인간의성장발달(Human Growth, Development)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인간의 

성장, 발달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인간 발달 

관련 이론을 고찰한다. 전 생애의 성장발달 단계별의 발달 

특성과 간호대상자의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 건강증진을 도모 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 방법을 탐색해 본다.

•806.262 약물의기전과효과(Mechanisms & Effects of Drug)

 약물의 작용기전, 흡수, 대사, 배설, 부작용, 독작용, 용량, 용법, 

약물과의 상호관계, 안전성, 임상응용 등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적시적소에 활용토록 한다.

•806.440 기본간호학2(Fundamental Nursing 2)

 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여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인기술을 습득한다.

•806.431 성인간호학1(Adult Nursing 1)  

 성인기에 필요한 간호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각 체계별 요구

변화에 따른 간호과정을 적용시키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성인

간호의 이론적 근거 및 최근의 간호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면역, 

알레르기와 암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술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수술 전⋅중⋅후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806.433 성인간호학2(Adult Nursing 2)

 성인의 소화 및 영양(식도⋅위⋅소장과 간⋅담도⋅췌장계)과 

배설(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며, 위⋅장관계와 간⋅담도⋅췌장계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증상과 원인에 따른 간호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기준을 설명한다.

•806.474 모성간호학1(Maternity Nursing 1)

 여성의 건강의 중요성 및 이해와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가부장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여성건강의 의미 및 생애발달 

주기에 따른 건강관리, 질환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806.449 기본간호학실습2(Practicum2 : Fundamental Nursing)

 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여 요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전문적인기술을 습득한다.

•806.250 보건교육론(Health Education)

 대상자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보건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함양하며 간호의 각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수행,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806.426 성인간호학 3(Adult Nursing 3)

 성인기의 산소공급(호흡기계)과 근골격계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시키고 호흡기계와 근골격계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반응과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

기준을 설명한다. 

•806.427 성인간호학 4(Adult Nursing 4) 

 성인기의 산소공급(심장계, 혈관계)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시키고 심장계와 혈관계 장애를 가진 대

상자의 반응과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기준을 

설명한다.

•806.477 모성간호학2(Maternity Nursing 2)

 여성의 건강과 생식생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건강의 개념, 생식기의 해부구조와 

기능, 임신의 과정 및 임신 증후들을 중점적으로 습득한다.

•806.428 아동간호학1(Pediatric Nursing 1)  

 아동과 가족의 건강증진 및 간호중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발달단계별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간호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여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위해 

간호진단 및 간호중재를 선별할 수 있다.

•806.476 지역사회간호학1(Community Health Nursing 1)

 지역사회 간호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개념인 지역사호간호대상, 지역사회간호행위, 지역사회간호목표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역사회간호 적용을 위한 지역사회간호이론, 

지역사회간호의 역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및 기능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806.432 정신간호학1(Psychiatric Nursing 1)  

 정신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해 정신간호의 기본개념, 정신간호의 

역사,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을 알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사정, 계획, 수행 및 평가를 이해하며 정신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806.475 성인간호학실습1(Clinical Practicum1 : Adult Nursing)

 성인기(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대상자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이해한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간호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과 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806.469 기초시뮬레이션실습(Practicum : Basic Nursing Simulation)

 임상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내 시뮬레이션실습실에서 

기본 술기 중심의 시나리오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806.484 빅데이터와간호통계학(Statistics and Big Data in 

Nursing and Healthcare)

 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통계학과 빅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기술은 필수적 역량이 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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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연구, 간호실무, 간호정책을 위해 초급수준의 통계학 및 

데이터과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06.434 성인간호학5(Adult Nursing 5)   

 성인기의 혈액계, 내분비계, 신경계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시키고 혈액계, 내분비계, 신경계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반응과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

기준을 설명한다.

•806.471 모성간호학3(Maternity Nursing 3)

 임신, 출산하는 여성과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 임신 중 산전관리, 분만의 현상과 간호, 산욕기 

간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806.436 아동간호학2(Pediatric Nursing 2)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발달에 따른 건강문제와 간호문제 

및 중재를 이해한다.

•806.478 지역사회간호학2(Community Health Nursing 2)

 지역사회간호학1에서 학습한 지역사회간호학의 개념 이해를 

기초로 보건의료체계, 공공조직에서의 지역사회 간호사업, 일차

보건의료 개념을 학습하고 실무의 적용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

과정(지역사회 진단, 지역사회간호사업의 기준 및 지침, 우선순위 

설정, 목표설정, 방법 및 수단의 선택, 집행계획, 평가계획, 수행, 

평가 및 재계획)을 학습하고 지역사회단위에 적용하는 기본 

원리와 과정들을 학습한다. 

•806.430 정신간호학2(Psychiatric Nursing 2) 

 주요 정신질환의 원인 및 역동, 임상적 증상과 치료에 대해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간호술을 적용한다. 주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806.485 성인간호학실습2(Clinical Practicum2 : Adult Nursing)

 성인기(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대상자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이해한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간호계획을 세우고 문제해결과 예방, 건강유지 및 증

진에 필요한 간호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806.442 아동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 Pediatric Nursing)

 신생아의 생리적 특성, 신체사정 및 기본적 간호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급·만성 

질환을 가진 아동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과정을 적용해 

본다.

•806.479 모성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 Maternity Nursing)

 모성간호학과 여성건강에 대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자 산과, 

부인과 병실 및 분만실을 실습함. 임신 출산 여성과 가족에 대

한 간호실습, 부인과 질환자의 간호실습을 간호과정에 따라 대

상자 위주의 실습을 적용한다.

•806.320 학교보건(School Health)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로서 학교 건강증진, 보건 

서비스,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보건 업무를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806.480 안전관리와감염간호(Patient Safety and Infection 

Control)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오를 예방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자 안전관리전략과 감염간호를 

학습한다. 

•806.429 성인간호학6(Adult Nursing 6)  

 성인기의 피부계와 화상을 입은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시키고 피부계 장애와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반응과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기준을 설명한다. 

성인기의 배뇨기계 대상자와 성기능, 유방, 남성 생식기계 대상자

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해시키고, 배뇨기계와 

성기능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반응과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간호중재와 평가기준을 설명한다.

•806.481 간호관리학1(Nursing Management 1)

 간호관리자로서 간호현장에서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의 이론적 개념을 배우며 현장실무 능력을 

기른다. 관리의 개념과 조직기능을 이해한다. 간호사의 역할과 

관리 기능을 인식한다. 간호행정을 위한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806.437 아동간호학3(Pediatric Nursing 3)

 급, 만성의 건강문제가 있는 아동의 건강문제를 이해하고, 간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806.470 지역사회간호학3(Community Health Nursing 3)

 지역사회간호사업의 기본 접근단위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간호

적용과 지역사회 간호실무 분야인 인구 및 모자보건, 역학 및 

전염병관리를 학습한다.

•806.435 정신간호학3(Psychiatric Nursing 3)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치료적 중재에 대해 

학습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간호술을 적용한다.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판적 사고

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806.420 간호연구_캡스톤디자인(Nursing Research_ Capstone 

Design)

 간호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간호연구 과정의 제 단계 및 통계기법을 이해하고 전공분야 

학술논문을 읽고 개요를 파악하며 그 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06.482 지역사회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 Community 

Health Nursing)

 공공조직의 지역사회간호업무 파악 및 지역사회간호학 교과목에서 

학습한 지역사회간호과정을 지역사회 간호 실무 현장(가족, 지역)에 

적용한다. 학생은 대상 지역사회에 대한 1, 2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진단을 내려보고, 지역사회 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계획을 경험하고,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작성 및 

적용하는 경험을 갖는다.

•806.443 정신간호학실습(Clinical Practicum : Psychiatric Nursing)

 정신건강팀 일원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주민의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정신건강 간호를 이해하며 간호과정을 실제 

간호 현장에 적용하는 정신간호실습을 한다.

•806.483 임상심화실습1(Clinical Practicum1 : Advanced Nursing)

 생애주기의 한 축으로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 특히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간호사정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파악

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실습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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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66 통합시뮬레이션실습1(Practicum1 : Intergrated Nursing 

Simulation)

 임상실제와 비슷한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806.417 노인간호(Gerontological Nursing) 

 노인간호의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노인이 질적인 삶을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호학생을 준비시킨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건강과 질병, 

노화기전과 특성, 노인병의 예방과 관리, 노인보건의 과제와 사업, 

그리고 노인 간호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806.251 간호정보학(Nursing Informatics)

 간호정보 기술을 이해하여 실무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습득한다.

•806.450 보건의료법규(Law in Health Care) 

 보건의약관계법규 가운데 간호사 국가시험 관련 11개 법을 

학습하여, 바른 지식으로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대상자 및 

간호제공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806.486 간호관리학 2(Nursing Management 2)

 간호관리자로서 간호현장에서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단위 관리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현장실무 능력을 

기른다. 간호단위 관리자의 역할과 관리 기능을 인식한다. 간호 

마케팅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806.467 지역사회간호학4(Community Health Nursing 4)

 지역사회간호 실무영역 중 환경보건, 지역사회간호의 중요서비스 

영역인 산업간호, 학교간호의 기본 영역들을 학습한다.

•806.416 간호관리학실습(Clinical Practice in Nursing Management)

 전체 병원의 목표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행정관리능력, 전문간호 

실무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갖추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을 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능한 간호

관리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806.444 임상심화실습2(Clinical Practicum2 : Advanced Nursing)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해결과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을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실습교과목이다.

•806.445 통합임상실습(Clinical Practicum : Integrated Nursing)

 성인기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대상자가 속해 있는 

환경 이해와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임상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환경(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노인요양

시설 등)의 성인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806.439 통합시뮬레이션실습2(Practicum2 : Intergrated Nursing 

Simulation)

 간호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훈련함

으로써 간호역량을 함양한다.

•806.423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_캡스톤디자인(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_Capstone Design) 

 보건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보건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배운다.

•806.257 응급 및 재해간호(Emergency Nursing) 

 응급이나 재해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및 위기 간호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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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Social Welfare)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8학점 전공필수 : 28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사회복지사2급] ★ : 필수 10과목, ☆ : 선택 4과목 이상
[건 강 가 정 사] ○ : 핵심 5과목 이상, □ : 기초이론 4과목 이상, △ : 상담교육 및 실제 3과목 이상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사회복지학과 1-1 기초 814.412 사회복지학개론★□ 3-3-0-0

사회복지학과 1-1 기초 814.420 진로탐색 및 밀착지도 I 1-1-0-0
사회복지학과 1-1 선택 814.416 사회복지이슈글쓰기와말하기 3-3-0-0

사회복지학과 1-2 기초 814.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3-0-0
사회복지학과 1-2 기초 814.419 진로탐색 및 밀착지도 II 1-1-0-0

사회복지학과 1-2 필수 814.012 지역사회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1-2 선택 814.408 사회복지역사☆ 3-3-0-0

사회복지학과 2-1 필수 814.004 사회복지실천론★△ 3-3-0-0
사회복지학과 2-1 필수 814.409 진로탐색 및 밀착지도 III 1-1-0-0

사회복지학과 2-1 선택 814.006 사회문제론☆ 3-3-0-0
사회복지학과 2-1 선택 814.017 아동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2-1 선택 814.301 가족관계학□ 3-3-0-0
사회복지학과 2-1 선택 814.402 여성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필수 814.008 사회복지조사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필수 814.011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선택 814.010 사회보장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선택 814.034 장애인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선택 814.407 학교사회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2-2 선택 814.410 진로탐색 및 밀착지도 IV 1-1-0-0

사회복지학과 3-1 필수 814.013 사회복지정책론★ 3-3-0-0
사회복지학과 3-1 필수 814.411 사회복지법제와실천Ⅰ★ 3-3-0-0

사회복지학과 3-1 선택 814.019 청소년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3-1 선택 814.414 프로그램개발과평가_캡스톤디자인☆△ 3-3-0-0

사회복지학과 3-1 선택 814.022 사례관리론☆△ 3-3-0-0
사회복지학과 3-1 선택 814.025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3-0-0

사회복지학과 3-1 선택 814.201 가족과 젠더○ 3-3-0-0
사회복지학과 3-2 필수 814.303 사회복지현장실습Ⅰ★ 3-3-8-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014 건강가정론○ 3-3-0-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016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3-0-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421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3-3-0-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417 사회복지법제와실천Ⅱ_캡스톤디자인☆ 3-3-0-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4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3-2 선택 814.413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3-3-0-0

사회복지학과 4-1 필수 814.005 사회복지행정론★○ 3-3-0-0
사회복지학과 4-1 필수 814.401 사회복지현장실습Ⅱ☆ 3-3-8-0

사회복지학과 4-1 선택 814.029 노인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4-1 선택 814.405 사회복지개입론_캡스톤디자인☆ 3-3-0-0

사회복지학과 4-2 선택 814.032 가족복지론☆○ 3-3-0-0
사회복지학과 4-2 선택 814.406 사회복지세미나☆ 3-3-0-0

사회복지학과 4-2 선택 814.415 의료사회복지론☆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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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4.006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과 분석력을 키우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탐구한다. 

•814.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행동 및 인간발달, 사회환경체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세차원(이론, 요소들간의 상호

작용, 발달단계와 과제)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814.004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elfare Practice)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이론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통합적 접근 및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이해한다.

•814.005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관리를 위한 이론과 기술을 

습듭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과 

구조 및 관련 조직이론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고찰한다. 더하여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의사결정,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 관리, 개정관리, 

정보관리,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응용방법을 연구한다.

•814.016 사회복지윤리와철학(Ethics and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사명과 실천 활동에 담겨있는 규범적 측면을 이해

하는데 요구되는 가치, 윤리이론 및 철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능력을 향상시킨다.

•814.017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아동복지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방법을 학습하여 아동복지 분야

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특성과 부모의 역할, 개념과 가치, 아동복지의 

역사, 아동의 욕구와 문제,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814.301 가족관계학(Family Relationships)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뿐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족

들을 모두를 포함하여 그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대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814.008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조사방법론을 

학습한다. 조사방법의 기초지식으로 조사방법의 기본개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설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와 설문지

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을 다루며, 질적조사방법으로 조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한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사 설계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814.011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

하는 주요 실천모델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며 

사례연구 및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과 기법, 상담, 관찰, 기록, 

지침 등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814.012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지역사회를 개입의 단위로 삼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섭렵하되, 특히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학습에 역점을 두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의 해결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814.010 사회보장론(Social Security)

 사회보장의 이해를 위해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 사회

보장의 개념과 형태 및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선진국과 한국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들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국가경제, 고용구조 및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814.013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정책이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한편, 사회사업실천론과 사회복지정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 정책수행과정, 정책비용, 정책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책대안제시능력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814.019 청소년복지론(Youths Welfare)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청소년 문제를 학습하여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특성과 부모의 역할, 개념과 가치, 아동복지의 

역사, 아동의 욕구와 문제,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814.025 사회복지자료분석론(Data Analysis Methods in 

Social Welfare)

 자료분석의 의의, 필요성, 기초개념 및 기본적 통계이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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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통해 통계적 자료분석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적자료를 실제로 분석

해보게 함으로써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을 익히게 한다.

•814.201 가족과젠더(Family and Gender)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젠더라는 측면에서 

가족과 젠더에 대한 이해, 젠더와 건강, 성, 성평등, 젠더와 사랑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기술들을 학습한다. 

•814.303 사회복지현장실습 I(Social Welfare Practicum I)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4.014 건강가정론(Healthy Families)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생활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건강한 가족

체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더불어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기능을 분석한다.

•814.034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Handicapped) 

 장애개념과 장애유형 및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념/가치, 장애인의 정체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장애에 

관한 이론적 접근, 생애주기 접근, 장애유형별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련법, 정책, 행정 및 전달체계, 서비스, 가족, 고령화, 

성, 여가 등 장애인 복지 핵심이슈와 과제, 장애인 복지 실천

방법과 기술,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천 과제 등에 대한 이해로 

구성한다.

•814.401 사회복지현장실습 II(Social Welfare Practicum II) 

 1차 실습과는 다른 대상군이나 유형의 기관에서 추가적인 실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

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새롭게 적용해봄으로써 

사회복지실천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고 실천 지혜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4.029 노인복지론(Welfare for the Aged)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우선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실천을 전반적

으로 제시한다.

•814.402 여성복지론(Women Welfare)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적 실천 및 정책적 

노력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814.405 사회복지개입론_캡스톤디자인(Social Welfare Intervention_ 

Capstone Design)

 사회복지의 이론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제 사례들에 대한 

개입을 도모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학습한 

사회복지의 이론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팀별로 알코올중독, 학교

폭력, 자살, 저소득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814.022 사례관리론(Case Management)

 사회복지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하고 연구해보는 과목이다. 

•814.421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Social Welfare and Social 

Economy)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 수익을 올리면서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본다. 최근 사회복지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복지

공동체 이론, 사회적 경제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로 우리 지역

사회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경제 조직의 설립을 추진해 

본다.

•814.032 가족복지론(Family Welfare)

 다양화되는 가족을 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다양한 수준의 가족

복지 방법들을 소개하며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한다. 가족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의 가족정책을 탐구함으로써 한국가족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814.406 사회복지세미나(Seminar in Social Welfare)

 지금까지 학습한 사회복지의 이론과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특히, 졸업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대비하고, 취업을 대비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지식과 기술 등을 토론하며 익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한다. 

•814.416 사회복지이슈글쓰기와말하기(Writing and Speaking 

on Social Welfare Issues)

 사회복지전문직 업무에서 글쓰기와 말하기는 매우 중요한 역량

이다. 따라서 본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적 이슈를 탐색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며, 사회복지 지식 역량에 기반을 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기술역량에 기반을 둔 발표 

및 말하기 능력을 증진시킨다.

•814.415 의료사회복지론(Social Welfare in Health Care)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윤리적 태도를 습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회복지실천의 근거가 되는 관점 및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개입부터 기관별 개입의 수준까지 포괄하여 이해한다. 

•814.412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동기, 사회복지의 가치 및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에, 사회복지의 방법,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814.408 사회복지역사(Histor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주요한 국면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선행 복지국가들의 역사적 경험들을 중심으로 사회

복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위기와 재편의 내용들을 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살펴본다. 이를 바탕을 세계 복지국가 및 한국 사회복지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본다.

•810.407 학교사회복지론(School Social Welfare)

 우리나라 교육정책, 학교현장, 지역사회환경을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대상 학생들을 이해하며, 학교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와 이론, 모델, 실천기술들을 습득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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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배양한다.

•814.411 사회복지법제와실천 I(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Practice I)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과 그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법의 출현배경과 과정, 그리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814.417 사회복지법제와실천 II_캡스톤디자인(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Practice II_Capstone Design)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캡스톤디자인 모델을 적용하여 

사회복지법제Ⅰ에서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다루지 못한 사회

복지법과 관련법의 판례를 학습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814.4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Social Welfare in Mental Health)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 등 다양해지는 정신질환 및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814.413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치료의 기법을 학습

함으로써 가족 개입 전문가로서의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814.420, 814.419, 814.409, 810.410 진로탐색 및 밀착지도 

I, II, III, IV(Career Exploration and Instruction I, II, III, IV)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특강, 진로지도 

특강, 현장견학, 심층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또는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도록 한다.

•814.414 프로그램개발과평가_캡스톤디자인(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_Capstone Design)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문제해결이나 정책을 실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의 

일련과정을 캡스톤디자인 모델을 접목시켜 이해하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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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과 (Welfare Multicultural Studies)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6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24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다문화학과 1-1 기초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3-3-0-0

다문화학과 1-1 선택 815.414 사회복지학개론 3-3-0-0
다문화학과 1-1 선택 815.202 소수자와 인권_창의·인성 3-3-0-0

다문화학과 1-2 기초 815.01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3-0-0
다문화학과 1-2 선택 815.001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3-0-0

다문화학과 1-2 선택 815.036 아시아사회의 이해 3-3-0-0
다문화학과 2-1 필수 815.025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3-3-0-0

다문화학과 2-1 선택 815.004 사회복지실천론 3-3-0-0
다문화학과 2-1 선택 815.009 사회복지조사론 3-3-0-0

다문화학과 2-1 선택 815.014 자원봉사론 3-3-0-0
다문화학과 2-1 선택 815.201 한국어교육론 3-3-0-0

다문화학과 2-2 필수 815.407 국제사회복지론 3-3-0-0
다문화학과 2-2 선택 815.006 사회문제론 3-3-0-0

다문화학과 2-2 선택 815.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3-0-0
다문화학과 2-2 선택 815.044 국제개발협력 현장영어 3-3-0-0

다문화학과 2-2 선택 815.412 사회복지와 인권 3-3-0-0
다문화학과 3-1 필수 815.046 이민정책론 3-3-0-0

다문화학과 3-1 선택 815.005 사회복지행정론 3-3-0-0
다문화학과 3-1 선택 815.011 지역사회복지론 3-3-0-0

다문화학과 3-1 선택 815.301 다문화현장의 이해_캡스톤디자인 3-3-0-0
다문화학과 3-1 선택 815.402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3-0-0

다문화학과 3-2 필수 815.020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3-0-0
다문화학과 3-2 필수 815.047 이민법제론 3-3-0-0

다문화학과 3-2 선택 815.015 사회복지정책론 3-3-0-0
다문화학과 3-2 선택 815.027 사회복지현장실습 3-3-8-0

다문화학과 3-2 선택 815.029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 3-3-0-0
다문화학과 4-1 필수 815.019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3-0-0

다문화학과 4-1 선택 815.008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3-3-0-0
다문화학과 4-1 선택 815.415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3-0-0

다문화학과 4-1 선택 815.403 정신건강론 3-3-0-0
다문화학과 4-2 선택 815.413 가족생활교육 3-3-0-0

다문화학과 4-2 선택 815.406 여성과 사회 3-3-0-0
다문화학과 4-2 선택 815.411 이중언어교육론_캡스톤디자인 3-3-0-0

다문화학과 4-2 선택 815.41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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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Understan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 및 협력에 관한 개념적 틀과 핵심 요소들을 이해하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국제개발 및 협력에 관한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적 이슈를 학습한다. 

•815.414 사회복지학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동기, 사회복지의 가치 및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에, 사회복지의 방법, 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815.202 소수자와 인권_창의·인성(Minorities and Human 

Rights)

 이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소수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쟁점을 탐구하고 포용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815.01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al Phenomenon in Korean Society)

 이주의 초국가적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가족, 공동체, 민족, 

국민국가, 절대주권, 시민권, 인권, 노동권, 거주권, 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기존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화ㆍ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815.00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행동 및 인간발달, 사회환경체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세차원(이론, 요소들간의 상호

작용, 발달단계와 과제)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815.036 아시아사회의 이해(Understanding Asia Society)

 다문화ㆍ다민족사회를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국제환경 속에서의 인근 여러 국가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

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공동체가 합리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815.025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Teaching Method of 

Multicultural Society)

 강의법 이론과 강의법 모형 등을 학습한다. 다문화사회교육 

이론을 익히고 해외 및 한국의 다문화교육사례를 연구ㆍ분석한다. 

이민자 대상의 교수법, 강의안 작성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및 

평가한다.

•815.004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elfare Practice)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이론을 이해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통합적 접근 및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이해한다.

•815.009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조사방법론을 

학습한다. 조사방법의 기초지식으로 조사방법의 기본개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설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와 설문지

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을 다루며, 질적조사방법으로 조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한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사 설계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815.014 자원봉사론(Volunteer Work)

 현대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학생들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자원봉사자 프로

그램 관리에 필요한 전공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자원봉사관리자

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815.201 한국어교육론(Stud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2언어로서, 외국어

로서 가르치기 위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는 다른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교육하고 평가에 대해 학습한다.

•815.407 국제사회복지론(International Social Welfare)

 국제적인 안목에서 사회복지정책,프로그램,실천을 다루며, 지구촌 

사회정의와 인권과 관련된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815.006 사회문제론(Social Problem)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각과 분석력을 키우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어떻게 사회복지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탐구한다.

•815.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

하는 주요 실천모델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

하며 사례연구 및 역할연습을 통해 실천기술과 기법, 상담, 관찰, 

기록, 지침 등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815.044 국제개발협력 현장영어(English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사회에서 개발 및 협력 관련 전문가로서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815.412 사회복지와 인권(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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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개념과 제도를 이해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815.046 이민정책론(Migration Policy)

 이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민

정책결정과정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및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과정을 학습한다. 다문화사회의 담론, 한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의 이해, 세계 각국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 이해한다.

•815.005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관리를 위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과 

구조 및 관련 조직이론들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고찰한다. 더하여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의사결정,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 관리, 개정관리, 

정보관리,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응용

방법을 연구한다.

•815.011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를 개입의 단위로 삼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섭렵하되, 특히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학습에 역점을 두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의 해결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815.301 다문화현장의 이해_캡스톤디자인(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etting)

 다문화 관련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직업적성을 파악

하여 진로설계를 하고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문화 관련 분야의 직업군에 대한 소개와 각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에 대해 살펴본 후 수강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직업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습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방법 등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815.402 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 And 

Education)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사례로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의 제반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단계적 절차에 따라 실제로 작성해 본다.

•815.020 국제이주와 노동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And 

Labour Policy)

 국제이주의 발생 원인 등 이민의 기제와 정착과정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민에 따른 국가와 이주민의 정체성, 공동체의 특성을 

학습하고 세계 각국의 이주민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반 

제도를 이해한다.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등의 우리나라 노동

시장 유입 기제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주가 노동시장, 

국가재정, 산업정책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815.047 이민법제론(Migration Law)

 우리나라 이민관련 법제를 학습하고, 비교법적 시각에서 세계 

주요 이민국가 이민법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과정을 이해한다.

•815.015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을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정책이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한편, 사회사업실천론과 사회복지

정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으로써 정책결정과정, 정책수행과정, 정책비용, 정책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책대안

제시능력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815.027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elfare Practicum)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5.029 다문화가족의상담과실제(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가족 대상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이론, 상담기법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상담능력을 함양한다.

•815.019 이민ㆍ다문화가족복지론(Social Welfare with 

Multicultural Family)

 가족 이론 등 가족과 사회복지, 가족복지의 개념에 대해 이해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주 실태와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양육ㆍ교육ㆍ건강 및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복지제도 및 정책 현황을 이해한다. 이민자의 특수한 

상황과 정서를 고려한 실천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사례를 

연구한다.

•815.008 국제이주와 사회통합(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tergration)

 국제 이주의 원인과 제반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815.415 사회복지법제와 실천(Social Welfare Law and 

Practice)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법과 그 체계를 

이해하고, 사회복지법의 출현배경과 과정, 그리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판례를 학습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데 학습목표를 둔다.

•815.403 정신건강론(Theory of Mental Health)

 정신건강을 심리현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장기 정신발달에 

관한 구체적 심리현상을 기술하여 성장기 자녀의 교육문제로부터 

자신의 심리이해에까지 활용하도록 기반을 뒷받침하고, 정신

건강의 의미부터 외적으로 나타내는 성격과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아, 행복감, 심리의 특징, 각종 정신장애에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815.413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의 구조 및 

형태, 기능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고, 가족생활교육의 이론과 

지식을 응용하여 이에 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가족생활교육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04 학사운영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815.406 여성과 사회(Feminism and Society)

 페미니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성평등의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비판하며, 젠더 및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815.411 이중언어교육론_캡스톤디자인(Bilingual Education_ 

Capstone Design)

 이중 언어교육의 효과와 효율성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중 

언어를 할 경우 무엇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언어발달을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815.410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Social Welfare and Cultural 

Diversity)

 우리 사회내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면서 소수자와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는 배경을 인식하고, 문화 다양성의 

개념과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

이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휴먼서비스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문화 다양성의 

개념과 기본 이론, 문화접촉과 변용, 소수자와 문화 다양성,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 한국의 문화다양성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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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2학점 전공필수 :  3학점

전공선택 :  33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컴퓨터공학과 1-1 기초 010.624 ☆이산수학 3-3-0-0
컴퓨터공학과 1-1 기초 807.001 ☆컴퓨터프로그래밍Ⅰ 3-2-2-0

컴퓨터공학과 1-2 기초 503.808 확률및통계 3-3-0-0
컴퓨터공학과 1-2 기초 808.002 컴퓨터프로그래밍Ⅱ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40 웹프로그래밍Ⅰ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10 리눅스.유닉스시스템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11 컴퓨터그래픽스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12 딥러닝프로젝트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33 *☆데이터구조 3-2-2-0
컴퓨터공학과 2-1 선택 503.834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 3-2-2-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411 멀티미디어 3-3-0-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303 시스템프로그래밍 3-3-0-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814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 3-3-0-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813 웹프로그래밍Ⅱ 3-2-2-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815 ☆디지털논리회로 3-3-0-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816 정보보안 3-3-0-0

컴퓨터공학과 2-2 선택 503.835 ☆컴퓨터네트워크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329 ♣☆정보.컴퓨터교육론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212 ☆컴퓨터구조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319 ☆운영체제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817 ☆데이터베이스설계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818 해킹과대응기술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819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2-2-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820 클라우드 컴퓨팅 3-3-0-0

컴퓨터공학과 3-1 선택 503.836 ☆소프트웨어공학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227 ♣정보․컴퓨터논리 및 논술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341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 3-2-2-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23 초고속컴퓨팅 3-2-2-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22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24 HCI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25 데이터베이스응용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21  ☆알고리즘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37 ☆인공지능 및 로봇실습 3-2-2-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38 프로그래밍언어론 3-3-0-0

컴퓨터공학과 3-2 선택 503.839 모바일프로그래밍 3-2-2-0
컴퓨터공학과 계절 선택 503.350 현장실습Ⅰ 3-2-2-0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436 ♣정보․컴퓨터 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435 시스템분석및설계 3-3-0-0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826 게임공학 3-3-0-0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827 웹프레임워크 3-2-2-0

컴퓨터공학과 4-1 필수 503.828 *캡스톤디자인Ⅰ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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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07.001 컴퓨터프로그래밍I(Computer Programming Ⅰ)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문자에게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기초 확립을 

목표로, 문제 해결 절차의 고안(논리 전개),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와 타입, 배열, 수식과 논리식, 조건과 반복에 적용되는 

구조적 흐름제어 구문, 그리고 서브 프로그램 등의 개념을 C 

언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808.002 컴퓨터프로그래밍II(Computer Programming Ⅱ)

 데이터구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파일처리 등 컴퓨터공학의 

기초 전공교과를 수강하기 위해 선수 지식으로 요구되는 구조체, 

공용체, 문자열, 포인터, 재귀호출, 파일 입⋅출력, 헤더파일, 

표준 라이브러리, 전처리 구문 등 C 언어의 고급 주제 및 개발 

환경에 대하여 심도있게 학습한다.

•503.228 입문설계(Introduction to Design)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공학과 공학설계(engineering 

design)에 관해서 이해하고, 창의적 공학설계에 필수적인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과정 및 방법, 팀웍, 의사소통, 문서화 등의 

학습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체계적인 설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를위해 창의력 배양 도구(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를 훈련하고, 팀을 구성하여 과제의 선정, 

문제해결, 산출물 구성, 결과발표까지 공학설계 전과정을 체험한다.

•503.230 컴퓨터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논리 및 수학적 사고에 기초하여 공학 분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수학 분야를 다룬다. 이에 따라 공학의 기초

로서 수치해석과 미분방정식 및 전반적인 수학의 컴퓨터 응용 

등의 정보 산업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용수학을 학습한다.

•503.251 확률및통계(Probablity & Statistics)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확률에 대한 

개념과 각종 통계분석방법의 기본이 되는 추측통계학의 근간이 

되는 확률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사건과 확률을 

기초로 하여 이산,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그 성질들을 학습하고 

자료마다의 특성에 따른 여러 분포들(초기화, 이항, 포아송, 정규, 

표준정규분포)을 학습한다. 그리고 전공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503.216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s)

 데이터 사이의 관계, 기억장치에서의 표현, 저장방법, 검색방법을 

다루어 자료의 기본개념, 선형구조, 비선형구조, Sorting, 

Hashing 기법 등과 실제 문제에의 적용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503.252 웹프로그래밍(Web Programming)

 사용자와 대화적으로 동작하는 동적 웹 개발 방법론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웹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하는 프로

그래밍 언어 습득이 필수적이다. HTTP, CGI, ASP, PHP 

JSP 등 웹의 키워드에 대한 이해와 웹 프로그래밍 구사 능력 

배양이 이 교과의 목적이다.

•503.253 시스템과모델링(System & Modelling)

 시스템은 관계를 갖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체로서 실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실 시스템(실제 시스템)이다. 실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한 모델은 새로운 존재 식별, 문제 해결, 

미래 예측에 활용된다. 이 교과목은 존재와 실세계, 개념과 

추상화, 시스템과 시스템적 사고, 모델링과 모델 변환 등, 시스템적 

사고와 시스템 모델링에 필요한 개념과 방법을 다룬다.

•503.254 웹디자인(Web Design)

 특정 웹사이트가 의도하는 정보전달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방법론을 다룬다. 웹의 주요 표현 수단인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활용하는 

창조적 디자인 능력 배양이 이 교과의 주요 목적이다.

•503.303 시스템프로그래밍(Systems Programming)

 컴퓨터의 전체적인 운영, 컴퓨터 구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리(컴파일 및 실행)되는 과정 

등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의 내면적인 동작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프로세서의 동작, 기계어, 어셈블러, 

로더, 매크로 처리기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 기능, 

구현 방법, 활용 방안 등을 다룬다. 

•503.805 논리회로실습(Logic Circuit Practice)

 컴퓨터 설계에 필요한 디지털 회로의 주요 특성 및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간단한 CPU 및 시스템을 설계하며 마이크로컴퓨터소

프트웨어로서 어셈블러와 디지털 시스템 설계방법을 설명하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시스템을 설계․구현하고 실험한다. 

•503.452 컴퓨터그래픽스실습(Computer Graphics & Practice)

 컴퓨터그래픽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며 그래픽과 관련된 여러 

장치의 구조, 기본 기능을 학습하고, 다양한 그래픽스 요소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다룬다. 또한, 표준 그래픽 API를 이용하여 

그래픽 응용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구현 과정을 실습한다.

•503.255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통신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전송매체, 전송방식, 전송오류제어 기법, 다중화 기법 

등의 물리계층 기술과 채널 접근 제어 등의 LAN 기술 및 

통신망 기술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사례를 연구한다.

•503.256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829 사물인터넷 3-2-2-0

컴퓨터공학과 4-1 선택 503.809 데이터마이닝 3-2-2-0
컴퓨터공학과 계절 선택 503.351 현장실습II 3-2-2-0

컴퓨터공학과 4-2 선택 503.456 빅데이터컴퓨팅 3-3-0-0
컴퓨터공학과 4-2 선택 503.830 인지과학소프트웨어 3-3-0-0

컴퓨터공학과 4-2 선택 503.831 컴파일러 3-2-2-0
컴퓨터공학과 4-2 선택 503.832 캡스톤디자인Ⅱ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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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아이디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묘사

하기 위하여 언어, 기호, 그림 등을 조합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학습 수단으로 Photoshop, Illustrator 등 그래픽 도구를 활용한다.

•503.223 파일처리론(File Processing)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조직하는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대용량 

기억장치의 활용능력을 갖게 하며 자료구조와 파일처리 방법의 

기초지식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파일 입출력 제어 기법, 파일

구조의 성능평가, 각종 파일종류(순차파일, ISAM파일, 직접파일, 

다중 링 파일과 이들의 성능측정, 파일의 정렬 및 합병, 파일

시스템의 설계 등을 학습한다.

•503.350 현장실습Ⅰ(On the Job Training Ⅰ)

 특정 산업체 지향적 실무능력과 근무환경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으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진출 및 업무 

수행을 체험하고,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모색한다. 

•503.212 컴퓨터구조(Computer Architecture)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설계와 시스템 구성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익힘으로써 전체 동작원리를 이해한다. 

또한 컴퓨터시스템의 구조, 특성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원리의 기본개념을 배운다.

•503.319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서 자원의 관리 및 보호, 

입⋅출력 대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편의성⋅공평성⋅효율성을 

제공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기능, 제반 기법, 설계 방안, 

그리고 구현 사례 등을 학습한다. 주요 학습 주제로 프로세서 

및 프로세스(스레드) 관리, 주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시스템 관리, 동기화(경쟁 상황), 교착상태 등이 있다.

•503.411 멀티미디어(Multimedia)

 문자, 그림, 영상, 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전달 매체인 

멀티미디어에 대해 그 기본개념과 데이터처리방식을 배우고 

실제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503.342 알고리즘설계실습(Algorithm Design & Practice)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다양한 

기법, 설계된 알고리즘의 복잡도 분석 등을 다루고 구체적인 

문제로의 적용 과정을 실습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503.352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인터넷의 핵심인 TCP/IP 네트워킹에 관한 전반을 다룬다.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응용계층, 전송계층, 네트워크계층의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라우터와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치들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탐구한다.

•503.353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수치해석은 수학적 분석과 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 

수치적 근사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수치 

계산의 기본지식과 함께 선형 및 비선형 방정식, 데이터 보간, 

미적분, 데이터 모델링 및 근사, 고유치 문제, 소팅, 난수발생, 

상미분 방정식 등의 수학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룬다.

•503.227 정보⋅컴퓨터교육론(Studies in Computer Education)

 컴퓨터 관련 교사들이 고급 전공지식의 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정보사회에 맞는 교육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다양한 수업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원리 등에 대하여 학습/연구한다.

•503.351 현장실습Ⅱ(On the Job Training Ⅱ)

 특정 산업체 지향적 실무능력과 근무환경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으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진출 및 업무 

수행을 체험하고,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모색한다. 

•503.308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최소의 비용으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기법⋅도구⋅방법론의 총칭으로서 전산학⋅
경제학⋅경영과학 및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인 

접근방법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임하는 종합학문이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503.345 데이터베이스설계실습(Database Design & Practice)

 데이터베이스는 실세계의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세계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데이터 불일치를 비롯한 데이터 무결성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실세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 및 처리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이론 시간을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데이터베이스,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이론을 다루고, 이를 기반

으로 실습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여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실무를 익힌다.

•503.322 컴퓨터네트워크응용및실습(Computer Networks 

Application & Practice)

 TCP/IP 네트워크 응용계층 프로토콜들의 동작 원리를 학습하고, 

C언어를 이용하여 인터넷 기반의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함양한다.

•503.457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자동적,체계적,지능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에 내재된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데이터마이닝의 개념과 의사결정나무, 연결분석, 군집분석, 사례

기반추론, 확률추론, 연관성규칙, 유전알고리즘, 인공신경망 등 

다양한 기법과 응용을 학습한다.

•503.354 디자인패턴(Design Pattern)

 디자인 패턴이란 프로그램 개발에서 자주 나타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과거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에서 발견된 설계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름을 붙여, 이후에 

재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특정의 규약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다. 

프로그램 코드로 바로 면환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며,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필수적 개념 중의 하나이다.

•503.340 객체지향네트워크프로그래밍(Object-Oriented Network 

Programming)

 TCP/IP 네트워크 응용계층 프로토콜들의 동작 원리를 Java 

및 C++언어를 이용한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을 통해 학습한다. 

객체지향적 모델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응용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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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37 인공지능및로봇실습(AI and Robot Practice)

 퍼지이론, 유전알고리즘, 신경망 등 인공지능의 주제와 이를 

로봇에 적용하는 기술을 실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503.344 초고속컴퓨팅실습(High Performance Computing)

 다중 프로세서의 병렬 컴퓨팅을 포함한 초고속 컴퓨팅에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학습하고, 병렬컴퓨터를 활용한 

초고속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법에 대하여 실습한다.

•503.341 마이크로프로세서실습(Microprocessor & Practice)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 및 기능, 시스템 모듈의 동작 원리와 

시스템 버스 상의 여러 신호를 이해하며, 기본적 지식을 활용한 

실습을 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주변장치를 접속하는 방법과 

H/W와 S/W, Firmware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하도록 한다.

•503.436 정보⋅컴퓨터논리및논술(Logic and Discourse in 

Computer Education)

 정보⋅컴퓨터 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글을 

서술하기 위한 기술, 설명, 논증 방식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503.434 창의적종합설계(Capstone Design)

 현대사회가 기술문명과 산업사회 중심으로 발전해 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의 발휘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교육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나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창의

적인 발상을 하여 설계하고 기획하는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적 문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접근

하게 하고 목표 지향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능동적으로 학습함

으로서, 팀웍과 창의력, 종합 분석력, 현장적응 및 설계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과제 수행을 이수 요건으로 한다.

•503.444 컴파일러구성실습(Compiler Design & Practice)

 고급프로그래밍 언어의 컴파일러를 위한 어휘 분석 및 구문 분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실제로 고급언어 프로

그램을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으로 번역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실습을 통하여 구성한다.

•503.435 시스템분석및설계(Systems Analysis Design & Practice)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양한 기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로 분석하고 설계해 봄으로써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전문적 지식을 배양한다.

•503.445 웹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설계및실습(Design & Practice 

of Webdatabas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 설계, 

무결성 제약 조건, SQL 질의 등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이론과 

이러한 이론들을 웹 기반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웹 프로그래밍을 위한 스크립트 

언어 이론 및 실습, HTML 실습, SQL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다루고 이들 간의 연동 기법을 다룬다.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503.458 네트워크보안(Network Security)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암호학적 보안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들, 보안 

메커니즘, 보안 정책 및 모델, 인터넷 보안, 침입감지 및 차단 

기술, 무선 네트워크 보안 등에 대해 학습한다.

•503.430 임베디드시스템(Embedded Systems)

 모바일 단말기, 가전, 카메라, 각종 제어기, 센서 모트 등 주어진 

임베디드 플랫폼을 목표로 소형 운영체제, 장치 구동기, USN 

등 무선 네트워크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을 이식․구현함으로써 

특정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을 

경험하고 학습한다.

•503.436 정보⋅컴퓨터교재연구및지도법(Studies in Teaching 

& Methodology of Computer Education)

 정보화시대에서의 학교교육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 요구

된다. 전통적 인쇄매체인 교과서의 내용을 정보기술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교재의 개념과 기능을 살펴보고, 

전자교재의 도입방안, 전재교재 운영방안, 하이퍼미디어, 멀티

미디어 CAI, WBI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503.450 졸업프로젝트_캡스톤디자인(Graduation Project_ 

Capstone Design)

 하위 학년에서 획득한 전공지식을 서로 연계시켜 완성도 있는 

기술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이수자로서의 

실무 능력과 소질을 검증받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를 취업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과제 수행을 이수 요건으로 한다.

•503.456 빅데이터컴퓨팅(Big Data Computing)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을 학습한다. 

•503.451 모바일프로그래밍(Mobile Programming)

 무선통신과 안드로이드, iOS 등 모바일 플랫폼의 기본원리를 

학습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503.455 유닉스와클라우드시스템(Unix & Cloud System)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모델이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을 통해서든(AnyTime,  

AnyWhere, AnyDevice) 원하는 만큼의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유닉스 및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과 

아키텍처 등 클라우드시스템 전반을 학습한다.

•503.461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란 컴퓨터 등 인공적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는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이 교과에서는 삼차원 입출력기 등을 사용한 

가상의 3차원 공간 생성법, 실제 이미지와의 합성을 통한 현실감 

증진법, 가상현실의 활용 사례 등을 다룬다.

•503.462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생성된 영상을 대상으로 수정이나 조작하는 방법, 어떤 특징이나 

문자에 대한 식별 등 분석하는 방법, 유사도 측정이나 미세한 

차이점 발견 등 인식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학습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010.624 이산수학(Discrete Mathematics)

 이산적인 수학 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연속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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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다룬다. 이산수학에서는 실수 같이 연속적인 성질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정수, 그래프, 논리 연산 같이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연구한다.

•503.808 확률및통계(Probablity & Statistics)

 확률 및 통계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공부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산, 

연속확률변수의 정의와 그 성질들을 학습하고 자료마다의 특성에 

따른 여러 분포(이항, 포아송, 지수, 초기하, 정규, 표준정규분포 

등), 추정, 가설검정, 회귀분석 등을 학습한다. 궁극적으로는 

빅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기계학습 및 컴퓨터공학 

전공에서 필요한 다양한 통계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503.840 웹프로그래밍Ⅰ(Web Programming Ⅰ)

 웹페이지를 설계하는 핵심기술인 HTML5/CSS3 활용능력 

배양한다. JavaScript를 활용하여 동적인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웹서버 운영방법을 학습

한다. 이를 통해 외부 사이트와 연동하여 웹페이지의 배포과정을 

진행한다.

•503.810 리눅스&유닉스시스템(Linux & Unix System)

 웹 서버,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운영체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inux/UNIX 운영체제에 대하여 기본 개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와 관련된 기초 내용을 학습한다. 즉, Linux/UNIX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이 파일시스템, 명령어 구조 및 기초 

명령어, 기초적인 시스템 관리 및 구축, 그리고 프로그래밍 

환경 등을 학습함으로써 이들이 고급 관리자나 개발자로 성장

하기 위한 실무 위주의 토대를 다진다.

•503.811 컴퓨터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IT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CAD, 게임,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그래픽스의 개념이해와 이론을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고 컴퓨터그래픽스 응용이 다변화됨에 

따라 컴퓨터그래픽스의 원리와 이론적인 알고리즘을 그래픽스 

차원별로 학습한다.

•503.812 딥러닝프로젝트(Deep Learning Project)

 딥러닝 민주화라는 말이 있다. 딥러닝은 소수 전문가의 연구분야

에서 벗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딥러닝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익히고, 나아가 

사람들의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503.813 웹프로그래밍Ⅱ(Web Programming Ⅱ)

 웹서버 프로그래밍분야에서는 주 개발언어로 ASP, PHP, JSP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웹서버 프로그래밍 분야를 위주로 학습

하고 주요 학습환경에 있어서 웹서버로는 Apache, 개발언어로는 

PHP, 데이터베이스로는 MySQL을 이용할 것이며, 이론과 

실습을 통해 웹서버 프로그래밍의 전 과정을 학습한다.

•503.815 디지털논리회로(Digital Logic Circuit)

 논리회로 설계에 기본이 되는 정보의 표현방식, 진법 개념, 불대수 

등의 이론적인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 IC의 종류와 동작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IC를 이용하여 각종 플립플롭,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레서 등 다양한 논리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503.816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네트워크와 시스템에서의 정보보호 및 암호기술의 원리, 응용, 

동향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는 분야

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지식을 

다룬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컴퓨터 

보안관련 기본개념과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 응용 보안도구, 

침입탐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례분석 등의 기초지식을 다룬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정보보호전문가를 위한 기초

지식을 다룬다.

•503.817 데이터베이스설계(Database Design)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실세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세계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불일치를 비롯한 실세계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실세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론과 방법을 다룬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방법을 다룬다.

•503.818 해킹과대응기술(Hacking and Response Technology)

 컴퓨터 시스템의 위협과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종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의 동작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킹 기법 및 도구 사용,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와 

같은 악성 코드의 원리 등에 관련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해킹 및 악성코드 기법들을 사전에 탐지, 

차단, 감사, 역추적하는 대응기술을 학습한다. 

•503.819 네트워크프로그래밍(Network Programming)

 인터넷 프로토콜들의 동작 원리를 학습하고, 자바 등 객체지향

언어를 이용하여 인터넷 기반의 TCP/UDP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를 함양한다.

•503.820 클라우드 컴퓨팅(Introduction to Cloud Computing)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에 대한 개념적 

주제를 교수하고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인 Amazon Web 

Services(AWS), Microsoft Azure, 그리고 Google Cloud 

Platform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적 경험을 갖출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MapReduce, Jupyter Notebook을 

사용한 대화식 프로그래밍 및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정리, 준비 

및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가상 머신, 

도커 컨테이너(Docker Containers) 및 Kubernetes를 활용하여 

자동 확장, 부하 균형 및 내결함성 응용의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 추상화(분산 파일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실험하고 그들의 특징과 성능, 

적용성 및 일관성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괄처리, 반복처리 및 스트림처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석 응용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과 

실무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03.821 알고리즘(Algorithms)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다양한 기법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고 구체적인 문제로의 적용 과정을 학습

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개발 능력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503.822 임베디드시스템설계(Embedded System Design)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축 방법, 임베디드 

리눅스를 활용한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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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SPI, Bluetooth 등 통신 장치, LCD, LED 등 

디스플레이 장치, USB 장치 및 각종 센서 등과 같은 주변 

하드웨어 장치들의 인터페이스 기술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방법 등을 학습한다.

•503.824 HCI(Human Computing Interaction)

 인간과 컴퓨터 간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로 HCI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며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다. HCI에서 상호작용은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현되는 작동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 

컴퓨팅, 인터페이스 등의 정의와 의미 또한 확장되고 있다.

•503.825 데이터베이스응용(Database Application)

 데이터베이스설계 교과목에서 다룬 이론과 방법을 바탕으로 

실세계로부터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에 이르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질의문을 

포함하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503.826 게임공학(Game Engineering)

 컴퓨터 게임 및 스마트폰 게임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이해

하며, 프로그래밍 언어인 C/C+, Java, C#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및 Action, RPG, Arcade 게임 등 실질적인 게임 제작을 

구현함으로써, 컴퓨터 게임의 설계, 기획 및 개발 등 게임 엔터

테이너로서의 소양을 함양한다.

•503.827 웹프레임워크(Web Framework)

 웹프레임워크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으로 통상 데이터베이스 연동, 템플릿 형태의 

표준, 세션 관리, 코드 재사용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Ruby, Python, Javascript, Java)들을 기반으로 한 

웹프레임워크(Rails, Django, Flask, Node, Js, Sturts, 

Spring)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웹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개발과정을 학습한다.

•503.828 캡스톤디자인Ⅰ(Capstone Design Ⅰ)

 현대사회가 기술문명과 산업사회 중심으로 발전해 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창의성이 발휘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교육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나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창의적인 

발상을 하여 설계하고 기획하는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적 문제를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접근하게 하고 

목표 지향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능동적으로 학습함으로서, 팀웍과 

창의력, 종합 문석력, 현장적응 및 설계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

•503.829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인 IoT디바이스 및 OS플랫폼 기술, IoT

연결성 제공을 위한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IoT 서비스

플랫폼 기술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IoT 기술을 

응용한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팀을 기반으로한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IoT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 기술들이 실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3.830 인지과학소프트웨어(Cognitive Software)

 인지과학은 지능적 행동의 일반적 의미에 대한 컴퓨터 관점에서의 

이해 및 지능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공물의 생성을 다루는 

컴퓨터과학 및 심리학 뇌과학 인공지능 컴퓨터공학의 분야이다. 

인지과학이 어떠한 문제에든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풀이 

기계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인지시스템 지식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지식 베이스에 축적하며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503.831 컴파일러(Compiler Design)

 컴파일러의 구조를 위한 어휘 분석 및 구문 분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순차적인 실습을 통하여 고급언어 

프로그램을 어셈블이어 프로그램으로 번역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구현한다.

•503.823 초고속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다중 프로세서의 병렬 컴퓨팅을 포함한 초고속 컴퓨팅에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학습하고, 병렬컴퓨터를 활용한 

초고속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법에 대하여 실습한다.

•503.832 캡스톤디자인Ⅱ(Capstone Design Ⅱ)

 하위 학년에서 획득한 전공지식을 서로 연계시켜 완성도 있는 

기술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이수자로서의 

실무 능력과 소질을 검증받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프로젝트 진행)하고, 

이를 취업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다.

•503.809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은 자동적, 체계적, 지능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에 내재된 관계, 패턴, 규칙 등을  탐색하고 찾아내어 

모형화함으로써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데이터마이닝의 기초개념, 회귀, 분류, 주성분 분석, SNS분석, 

추천시스템, 유전알고리즘,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과 응용을 학습한다.

•503.837 인공지능및로봇실습(AI and Robot Practice)

 초지능 사회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더 이상 어렵기만한 

이론 분야가 아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널려있어 

누구나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탐색 

시스템부터 딥러닝까지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술과 원리를 이해

하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503.838 프로그래밍언어론(Programming Languages)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과 각 언어들의 공통점 및 구조,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 등을 다룬다.

•503.835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s)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통신관 TCP/IP 네트워킹에 

관한 전반을 다룬다.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의 물리계층의 기초, 

데이터링크계층의 주요 기능, 네트워크계층, 전송계층, 응용계층의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원리와 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라우터와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들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배운다.

•503.836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최소의 비용으로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기법·도구·방법론의 총칭으로서 전산학·

경제학·경영과학 및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인 

접근방법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임하는 종합학문이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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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503.839 모바일프로그래밍(Mobile Programming)

 무선통신과 안드로이드, IOS 등 모바일 플랫폼의 기본원리를 

학습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503.834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Ⅰ(Object Oriented Programming Ⅰ)

 Java 언어에 기반하여 객체, 추상화, 상속, 다형성 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자바 문법 및 자료형, 

클래스와 객체, 입·출력 예외 처리 등의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AWT, Swing 등 자바에서 GUI를 구현하기 위해 제공하는 

툴킷들을 배우며 실습을 통해 숙지한다.

•503.833 데이터구조(Data Structure)

 컴퓨터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이나 대상물의 

표현을 위한 구조를 학습한다.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해시 테이블 등의 데이터 구조를 다루고 실제 문제에의 적용 

및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설계와 구현 과정을 실습한다.

•503.814 객체지향프로그래밍Ⅱ(Object Oriented Programming Ⅱ)

 다양한 객체지향 언어에 기반하여 객체, 추상화, 상속, 다형성 

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14 학사운영과

멀티미디어공학과 (Multimedia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8학점 전공필수 : 24학점

전공선택 :   6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멀티미디어공학과 1-1 기초 807.465 멀티미디어디자인 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1 기초 807.466 창의적 알고리즘 설계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1 기초 807.475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기초 807.468 통계학개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기초 807.470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I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기초 807.469 웹페이지개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선택 807.256 3D 애니메이션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1-2 선택 807.467 멀티미디어디자인 I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필수 807.251 *그래픽디자인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필수 807.213 *웹프로그래밍응용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필수 807.307 컴퓨터구조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선택 807.25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선택 807.471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1 선택 807.472 리눅스개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254 *멀티미디어자료구조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209 객체지향프로그래밍기초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474 UML 소프트웨어 분석과 설계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477 *4차산업혁명의 멀티미디어기기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257 Visual C++프로그래밍Ⅰ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2-2 선택 807.463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기초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필수 807.350 *멀티미디어데이터베이스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선택 807.473 가상현실콘텐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선택 807.482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응용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선택 807.352 스마트모바일프로그래밍 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선택 807.311 프로그래밍언어론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1 선택 807.210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필수 807.354 캡스톤디자인 I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필수 807.305 운영체제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필수 807.308 e-비즈니스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선택 807.302 멀티미디어 AV 편집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선택 807.464 텐서플로우 딥러닝 신경망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선택 807.353 스마트모바일프로그래밍 II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선택 807.479 정보시스템 구축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선택 807.476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필수 807.454 캡스톤디자인 II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03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81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과학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50 멀티미디어응용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51 영상처리실무 3-2-2-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52 모바일비즈니스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1 선택 807.478 서버프로그래밍의 이해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2 선택 807.407 멀티미디어콘텐츠설계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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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07.465, 807.467 멀티미디어디자인Ⅰ,II(Multimedia Design Ⅰ,II)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축의 기본이 되는 포토샵(Photoshop), 

CAD, Flash 등의 기본 도구를 학습하여, 간단한 이미지 작성

이나, 도면 작성, 간단한 에니메이션 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466 창의적 알고리즘 설계(Creative Algorithm Design)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핵심인 알고리즘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인 인간의 논리적 추론, 

집합, 함수, 그래프, 트리, 계산 이론, 암호 생성과 해독 등에 

대한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807.475, 807.470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Ⅰ,Ⅱ(Multimedia 

Programming Ⅰ,Ⅱ)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학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 

및 작동원리 학습은 물론 적절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정 하여 

연산, 입출력제어, 배열, 부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요소와 각종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807.468 통계학개론(Elementary Statistic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성과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통계량을 구하는 기술통계와 

추론, 가설검정, 회귀분석, 분산분석, 시계열분석 등 현대통계학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를 MS-OFFICE의 Excel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학습한다.

•807.469 웹페이지 개론(Introduction to Web Page)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첫째는 컴퓨터 통신의 기본 개념 및 

웹 페이지가 동작하는 방법, 정보를 용이 하게 찾는 방법 등 

웹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HTML과 CSS을 이용한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 통신과 웹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이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전공 교과에 웹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07.256 3D 애니메이션(3D Animation)

 멀티미디어 정보 구성요소인 2D 중급․고급 기술과 3D 애니

메이션을 관련 전무 패키지를 이용 제작 및 편집 능력을 배양

하여 멀티미디어 정보 구축에 필요한 3차원 캐릭터 제작 및 응용, 

렌더링 등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

•807.251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의 바탕이 되는 컴퓨터드로잉에 대한 

실무 교과목으로, Photoshop, Illustrator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2차원적 이미지를 제작하고, 합성, 변형하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 창작 능력을 배양한다.

•807.252 윈도우즈프로그래밍(Windows Programming)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은 비주얼 언어가 가진 사용자 친화성, 

C++의 객체지향성, 자바의 분산환경처리에 적합한 다중성 등을 

모두 지니는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이다. 이식성

(portability) 높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209 객체지향프로그래밍기초(Introduction to Object-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언어의 개념과 문법을 학습하고, 이를 실습한다. 객체 

지향 개념의 기본인 객체(object)와 클래스(class)를 바탕으로 

상속성(inheritance)과 다형성(polymorphism)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를 다양한 문제에 응용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또한, 

언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구조를 실습하여 본다.

•807.471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방법론들, 현 업무 분석 

방법,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의 방법론과 모델링(구조적과 

UML), 시험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정해진 

기간과 비용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전반적으로 습득하여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807.472 리눅스 개론(Introduction to Linux)

 리눅스 개요부터 설치, 시스템 설정, 시스템관리, Telnet, Ftp, 

메일서버, 아파치, PHP, MySQL을 이용한 웹서버 운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

•807.307 컴퓨터 구조(Computer Structure)

 멀티미디어 기기의 입력, 출력, 기억 장치 및 연산 장치에 관련된 

모든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연산 동작과 기계적인 연속 관련 

동작을 익히고 응용한다.

•807.213 웹프로그래밍응용(Web Programming Application)

 웹 문서를 생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동작

하는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 언어와 서버에서 동작하는 

ASP, JSP 및 PHP 등을 학습하여 웹 페이지를 생성하고 처리

하는 응용방법을 익히게 된다.

•807.254 멀티미디어 자료구조(Multimedia Data Structure)

 컴퓨터에서 자료를 표현하고 조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의 구조와 정렬기법, 검출기법 

등의 연산을 배우게 되며, 학생들은 C 언어 등을 이용 하여 구현

방법과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게임 등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477 4차산업혁명의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Devices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디지털 신호처리의 기초와 응용, 음향시스템(Sound Systems)

오디오 신호처리 (Audio Signal Processing), 음향측정 및 분석

(Sound Measurements and Analysis), 고급 음향공학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멀티미디어공학과 4-2 선택 807.480 인공지능 3-3-0-0

멀티미디어공학과 4-2 선택 807.455 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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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udio Engineering), 최신 음향기술 (Selected 

Topics on Audio Engineering)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807.257 Visual C++프로그래밍Ⅰ(Visual C++ programmimgⅠ)

 Visual C++ 프로그래밍은 비주얼 언어가 가진 사용자 친화성, 

C++의 객체지향성, 자바의 분산환경처리에 적합한 다중성 등을 

모두 지니는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이다. 이식성

(portability) 높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법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210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Advanced Object-Oriented 

Programming)

 객체 지향 언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Network), 쓰레드(Thread), GUI(Graphical User Interface) 

등을 익히고 이를 다양한 예제로 실습한다. 또한, 언어를 이용한 

파일 입출력을 숙지하여 대형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기반을 

이룩한다.

•807.474 UML소프트웨어분석과설계(UML Software Analysis & 

Design)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상용화된 표준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이용하여 고객의 니즈로부터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설계하는 과정을 시각적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으로는, 문제영역 분석

(Business Modeling), 이해당사자 Needs→Features→

Requirements 도출, 전산화 범위 결정, Use Case 

Modeling 기법, 구조적, 객체지향적 방법론과 모델링 (DFD, 

ERD, UML), 소프트웨어 아키텍쳐와 더불어 최대응집도

(Cohesion)와 최소결합도(Coupling)를 가진 설계패턴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프로젝트 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473 가상현실 콘텐츠(Virtual Reality Contents) 

 360° 영상을 활용한 Virtual Reality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 

360°카메라의 이해, 360° 콘텐츠의 이해와 360°카메라 촬영과 

편집을 통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한다. VR 콘텐츠의 이해와 현장 

전문가와의 팀티칭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 제작 과정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807.311 프로그래밍 언어론(The Concept of 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패러디임에 따른 계산 모델과 이를 반영하는 프로

그래밍 언어의 각종 구조물들의 구문론적, 의미론적 개념을 

익힌다. 명령형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데이타 타입, 제어 흐름, 

부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범위 및 블록 구조 등의 소제들이 다루어

지며, 대규모 소프트웨어 구성에 적합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추상 데이터 타입, 클래스와 상속, 객체와 메시지 

전달에 의한 계산 등이 다루어진다.

•807.350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Multimedia Database)

 전통적인 파일시스템과 비교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 

소개한다. 계층형, 망형, 관계형 및 객체지향형 등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모델에 대하여 검토하며, 특히 관계형 모델에 대하여 

정규형, 관계대수, 관계해석, SQL등을 포함하여 설계부터 구현

까지 자세히 학습한다.

•807.352 스마트 모바일 프로그래밍 Ⅰ(Smart Mobile Programming Ⅰ)

 임베디드 시스템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음 

단계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주요 응용으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시스템의 구조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807.353 스마트 모바일 프로그래밍 II(Smart Mobile Programming II)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전 과정을 

상세하게 학습하게 된다. 개발은 상용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상용 안드로이드 모바일 폰에서 동작하도록 프로젝트 형식으로 

개발하게 되며 여러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고급기능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능력을 익히게 된다.

•807.476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개발 보안(System & Software 

Development Security)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계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일반적인 

어셈블리 언어를 살펴본 후 어셈블러 동작을 이해한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링커, 로더 등의 동작 관찰을 통하여 일반적인 

로더 개발 기법을 익힌다.

•807.302 멀티미디어 AV편집(Multimedia Audio/Video Editing)

 각종 디지털 미디어와 저장 형식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래픽 

및 동영상 소스를 처리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구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편집 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영상 편집 과정

에서 얻어진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활용 및 창작 

능력을 키운다.

•807.479 정보시스템 구축(Image Processing)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 계약부터 납품, 유지

보수까지의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 방법, 입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선정 방법, 인력 

배분 및 관리 방법, Earned Value를 통한 비용과 일정 관리,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등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308 e-비즈니스 (e-Business)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상업과 비상업용 구조를 가진 온라인 

비즈니스의 구조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비즈 니스 요소를 

파악하고 응용하면서 실제 이-비즈니스의 사전 기획과 구축 기획 

사후 마케팅 기획까지 다양한 요소를 학습한다.

•807.464 텐서플로우 딥러닝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Using Tensorflow)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신경망)의 개념을 이해하고, 

Open Source인 Python에 기반한 Tensorflow의 기본 문법을 

익힌 후, Tensorflow를 활용해 다양한 신경망인 FNN, RNN, 

CNN 등의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응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더 나아가 

새로운 신경망을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354, 807.454 캡스톤디자인Ⅰ,Ⅱ(Capstone DesignⅠ,Ⅱ)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정보공학 분야의 

임의의 연구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보고서 작성 

및 발표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는다.

•807.481 빅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과학(Big Data Analysis & 

Data Science)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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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감지, 분석, 해석과 

새로운 데이터 전략 창조, 수치처리, 알고리즘, 이익창출 방법을 

분석함에 있어 통계학,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기계학

습과 연관된 방법론을 통합하는 과정을 SQL과 데이터베이스/

코딩, Python과 R을 통해 배운다.

•807.403 멀티미디어저작도구(Multimedia Authoring Tool)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구성 요소를 인터페이스 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실습을 통하여 멀티미디어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이론을 터득하고, 멀티미디어 요소

간의 인터페이스 및 저작 도구에 대하여 실습을 통하여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07.450 멀티미디어응용(Multimedia Application)

 멀티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최신 기술을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음향, 영상처리, 

JPEG, MPEG, video streaming에 대한 내용과 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807.451 영상처리실무(Image Processing)

 영상 처리(Image processing) 입출력이 영상인 모든 형태의 

정보 처리를 가리키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처리하는 것이 내용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이와 같은 영상처리의 고급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양한 실무를 통해 학습한다.

•807.452 모바일 비즈니스(Mobile Business)

 스마트폰과 일반 피처폰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기술,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을 연구한다. 스마트폰 

개발자의 앱스토어에서의 필요한 전략과 성공요소의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 회사의 성공적인 전략과 

마케팅 등 다양한 성공을 위한 콘텐츠에서 판매까지의 비즈니스 

스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807.478 서버프로그래밍의 이해(Server Programming Understanding)

 서버 및 서버 프로그래밍은 IT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서버에 관련된 

몇 가지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서버를 이해하고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게 된다. 하나는 

서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두 번째는 서버에서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연동에 대해 학습

한다. 세 번째는 PHP라는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해 학습한다.

•807.463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기초(Python Basic for 

Data Science)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가장 큰 단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다. 파이썬은 이러한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의 기초 과목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언어이다. 본 교과목은 4차 산업의 

주요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기초과목으로 파이썬의 

주요 기능들을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807.482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응용(Python Applications 

for Data Science)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에 의해 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응용 단계는 여러 가지의 관련 

기술들이 요구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응용기술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처리된 빅데이터를 웹과 앱 등에 시각화 하여 게시하고 

배포하는 등의 파이썬의 고급 기능들과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807.407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계(Multimedia Contents Design)

 인터넷의 게임, 정보, 음악, 디지털 이미지 등의 콘텐츠와 모바일의 

콘텐츠, 기타 멀티미디어 기기의 콘텐츠의 비즈니스와 구성, 

상품성과 시장지배 원리, 기타 연관관계들을 기술과 시장과 

경영적인 측면과 시장흐름을 파악하고 연관관계를 지어 정확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속성을 파악한다.

•807.480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메타추론

(Meta Reasoning), HCI(Human Computer Interface), 퍼지

로직(Fuzzy Logic)등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개념을 학습한다.

•807.455 현장실습(Field Placement)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익힌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IT -멀티미디어 산업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개발 툴과 실무 직무 능력, 업무 처리능력과 직장예절 및 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18 학사운영과

전기공학과 (Electrical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4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19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전기공학과 1-1 기초 811.205 공업수학 I 3-3-0-0

전기공학과 1-1 기초 504.005 일반물리학 및 실험 I 4-3-2-0
전기공학과 1-2 기초 811.214 공업수학 II 3-3-0-0

전기공학과 1-2 기초 504.006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 4-3-2-0
전기공학과 2-1 선택 811.209 기초전기전자실험 3-2-2-0

전기공학과 2-1 선택 811.213 기초전자회로 3-2-2-0
전기공학과 2-1 선택 811.216 회로이론 3-3-0-0

전기공학과 2-1 선택 811.219 C-언어기초 3-3-0-0
전기공학과 2-1 선택 811.452 전기자기학 I 3-3-0-0

전기공학과 2-2 필수 811.410 전기시스템컴퓨터설계 3-2-2-0
전기공학과 2-2 선택 811.207 논리회로설계 3-2-2-0

전기공학과 2-2 선택 811.212 전자회로응용 3-2-2-0
전기공학과 2-2 선택 811.217 회로망이론 3-3-0-0

전기공학과 2-2 선택 811.453 전기자기학 II 3-3-0-0
전기공학과 2-2 선택 811.319 C-언어응용 3-3-0-0

전기공학과 3-1 필수 811.454 신재생에너지공학 및 실험 3-2-2-0
전기공학과 3-1 선택 811.305 자동제어 3-3-0-0

전기공학과 3-1 선택 811.303 전력공학 3-3-0-0
전기공학과 3-1 선택 811.307 전기기기 I 3-3-0-0

전기공학과 3-1 선택 811.414 자동화시스템프로그래밍 3-3-0-0
전기공학과 3-1 선택 811.318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3-2-2-0

전기공학과 3-2 필수 811.306 전기기기 II 3-3-0-0
전기공학과 3-2 필수 811.317 전력계통공학 3-2-2-0

전기공학과 3-2 필수 811.310 전력전자 3-2-2-0
전기공학과 3-2 선택 811.304 제어시스템설계 3-3-0-0

전기공학과 3-2 선택 811.451 전기IT공학 3-3-0-0
전기공학과 3-2 선택 811.350 현장실습 3-2-2-0

전기공학과 4-1 선택 811.401 종합설계 I 3-3-0-0
전기공학과 4-1 선택 811.321 프로젝트 I 3-3-0-0

전기공학과 4-1 선택 811.405 전기응용 3-3-0-0
전기공학과 4-1 선택 811.413 컴퓨터응용 3-3-0-0

전기공학과 4-1 선택 811.450 전기철도 3-3-0-0
전기공학과 4-2 선택 811.314 센서계측 및 실험 3-2-2-0

전기공학과 4-2 선택 811.408 종합설계 II 3-3-0-0
전기공학과 4-2 선택 811.320 프로젝트 II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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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04.005, 504.006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Ⅱ(General 

Physics and LabⅠ,Ⅱ)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자연현상을 요약하여 강의하며, 일반물리 

내용의 일반적인 실험을 다룬다.

•811.216 회로이론(Circuit Theory)

 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기회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전기회로의 기초개념과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한다. 전기회로를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해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학적인 

기법, 특히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활용하여 회로망방정식을 만드는 

기법을 다룬다.

•811.217 회로망이론(Circuit Network Theory)

 회로이론을 선수과목으로 운영하는 분야로서, 특히 미분방정식을 

선형방정식으로 변환하는 라플라스변환에 대하여 학습한다. 

그리고 전기회로의 정상상태 및 과도상태 응답에 대하여 학습한다.

•811.303 전력공학(Electric Power Engineering)

 전력공학은 회로이론과 전기자기학을 응용하여 전력에너지 발생, 

전송 및 소비에 관련된 제반 특성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분야로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스마트그리드 등을 포함한 각종 전력

설비의 특성과 이들 운용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다룬다.

•811.317 전력계통공학(Power System Engineering)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기술적 특성, 경제적인 운용 등을 각각의 

설비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계통 운용계획, 신뢰성 고찰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모의 전력계통 실습장비(LAB-VOLT)를 

이용하여 실습함으로서 기본이론의 현장 적용방법 등을 제고한다.

•811.205, 811.214 공업수학 Ⅰ,Ⅱ(Engineering Mathematics 

Ⅰ,Ⅱ)

 일반수학에서 습득한 미분과 적분을 기초로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과 복소수, 행렬과 행렬식, 역행렬, 라플라스 변환 

등을 학습한다. 

•811.452 전기자기학 I(Electromagnetics I) 

 전기현상과 자기현상 및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등 전기자기

현상 전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전기자기학이라고 한다.  

전하와 전류의 개념, 정전기와 정자기의 개념,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상수의 의미,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의 물리적인 개념들을 

공부한다. 

•811.453 전기자기학 II(Electromagnetics II) 

 전기력과 자기력은 근본적으로 같은 힘이다. 전자석처럼 전기로 

자기력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발전기처럼 자기력으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전기와 자기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므로 이를 통틀어 전기자기라 하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전기자기학 II 이다.

•811.454 신재생에너지공학 및 실험(New Renewable Energy 

Engineering and Lab) 

 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력의 열에너지 및 광 에너지와 신에너지

개념인 연료 전지 등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료와 모듈구조에 대하여 

물리적인 현상을 고찰한다. 실험 교재장치를 이용하여 에너지 

변환과정을 실험으로 수행하고 신재생 에너지활용의 효율을 

계산하고 총 전력량 등을 구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811.314 센서계측 및 실험(Sensor Measurement and Lab)

 각종 물리량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원리와 그 주변 회로의 구성 

및 제조기술을 다룬다. 가속센서, 기체센서, IR센서, 초음파센서 

등에 대한 기본원리와 이들 센서와 계측을 위한 제어회로와의 

집적을 위한 응용기술에 대해서도 강의 및 실습한다.

•811.219 C-언어기초(C-Language Basics)

 C-언어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이다. 간결성, 이식성, 효율성

이라는 특징을 제공하는 C-언어의 기초 사용법을 배운다. 즉, 

프로그램의 구조, 변수 및 데이터형, 연산자, 제어문, 함수, 

배열과 문자열, 포인터, 구조체, 함수 및 포인터의 활용, 입출력

라이브러리 및 파일의 입출력 등 C-언어의 입문을 학습하여 

향후 C-언어응용을 위한 기초를 확립한다.

•811.207 논리회로설계(Logic Circuit Design)

 디지털 데이터의 표현법과 코드, 논리식 등 2진 논리회로의 

구성을 공부하고, 부울 대수, 논리 게이트, 부울 함수의 간소화, 

조합논리회로 및 순차회로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하여 다룬다.

•811.305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자동제어에 대한 개요,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 전달함수, 

상태방정식, 블록선도, 신호 흐름선도, 제어계의 성능 평가 

기준 등의 해석기법, 시스템의 수학적 해석 방법과 안정도 

개념을 다룬다.

•811.414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래밍(Automation System 

Programming) 

 시스템의 제어, 감시 기법 및 디지털회로, 시퀀스, PLC 등 

제어기기의 동작원리와 이들을 이용한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래밍 개념을 습득시켜 제어관련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한다. 

•811.304 제어시스템 설계(Control System Design)

 근궤적 기법, 보드선도 등 선형 제어시스템의 안정도 판별법과 

제어 시스템의 시간영역 및 주파수영역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제어계의 설계 기법을 다룬다.

•811.401 종합설계 I(Capstone Design I)

 대학과정 중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여 

설계 및 제작 실험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교육을 학습한다.

•811.307 전기기기 Ⅰ(Electric Machinery Ⅰ)

 전기에너지와 기계에너지의 상호 변환기술로서 속도제어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류기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동기기 등에 대한 기본이론과 동작특성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동작원리의 이해와 응용의 기본을 학습한다.

•811.306 전기기기 Ⅱ(Electric Machinery Ⅱ)

 전자계에너지변환 이론의 기본 기기인 변압기와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도기의 구조, 동작 원리, 

특성 및 운전기법에 대한 것과 직선형 기기와 같은 특수기기의 

적용기술의 이론을 전개하고, 실습을 통해 에너지변환활용기술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811.405 전기응용(Electric Application)

 전기에너지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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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환을 통해 유용한 에너지를 찾는 기술을 배우는 내용으로 

조명, 전열, 전동력 응용, 전기화학, 전기에너지변환, 기타 응용

분야 등 다양한 전기응용 분야의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811.450 전기철도(Electric Railway) 

 21세기 운송 시스템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물류수송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철도시스템 보다 고속, 대형화가 가능한 첨단화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철도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기술을 소개한다.

•811.408 종합설계 II(Capstone Design II)

 대학과정 중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여 

설계 및 제작 실험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교육을 학습한다.

•811.209 기초전기전자실험(Basic Electric Electronic and Lab)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와 그 접속, 직류 및 교류회로 원리 및 

법칙,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등의 측정 장치, 오실로스코프, 

전원 공급 장치, 신호발생기 등 전기전자계기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용법을 습득하여 전기공학의 기반을 확립한다.

•811.319 C-언어응용(Advanced C-Language)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논리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 

보고,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 

학습하며 산업용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문제분석, 계획, 설계, 구현에 이르는 각 단계별 기술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한다.

•811.413 컴퓨터응용(Computer Application)

 신호시스템과 디지털신호처리기법을 기반으로 전압, 전류, 역률, 

전력 등의 제반 전기량 계측, 고조파 분석, 디지털 필터링,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 컴퓨터에서 적용하고 Digital Signal 

Processor를 응용한 하드웨어 구현을 모색한다.

•811.451 전기IT 공학(Electrical IT Engineering)

 전기에너지의 정의, 특성, 현황 및 전망 등 제반문제를 다루고, 

국가 성장동력으로서의 스마트그리드를 소개한다. 전기분야에 

IT를 융합한 전기시스템 자동화 기술, 지능형전자장치(IED) 

응용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요소 기술 및 표준을  

배운다.

•811.410 전기시스템 컴퓨터 설계(Electric System and 

Computer Aided Design)

 AutoCAD의 좌표, 중요 명령어, 문자기입, 치수, 블럭 및 레이어 

등을 익히고, 전기심벌, 배선평면도, 건축전기설비 설계를 배운다. 

전기캐드(E-CAD)로 전등, 전열, 소방 및 방송, TV 및 전화 

설비 등 전기시스템 도면을 자동으로 디자인하고, 전기계산서, 

물량산출서를 작성한다. 

•811.213 기초전자회로(Electronic Circuit)

 반도체의 기본개념, 다이오드의 동작원리와 응용, 트랜지스터

(BJT, FET)의 동작원리와 기본응용 및 증폭기의 원리 등에 대해 

학술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811.212 전자회로응용(Advanced Electronic Circuit)

 연산증폭기, 필터, 발진기 및 파형발생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자회로 응용회로의 해석과 설계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811.318 마이크로프로세서 응용설계 (Advanced Microprocessor 

System Design)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구조와 특성, 동작원리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응용회로의 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법 등을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811.310 전력전자(Power Electronics)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동작원리와 전력변환장치인 정류회로, 

DC/DC 컨버터, 인버터. 사이크로컨버터의 구성법과 동작원리를 

학습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내용을 확인한다.

•811.350 현장실습(On the Job Training)

 산학협력을 통한 재학생의 현장적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목

으로서 일정기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811.321 프로젝트 I(ProjectⅠ)

 대학과정 중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여 

설계 및 제작 실험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교육을 학습한다.

•811.320 프로젝트 II(ProjectⅡ)

 대학과정 중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하여 

설계 및 제작 실험하는 전 과정을 경험토록 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교육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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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과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14학점 전공필수 : 27학점

전공선택 :   7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정보통신공학과 1-1 기초 812.150 공학수학 3-3-0-0
정보통신공학과 1-1 기초 812.461 정보통신공학표현 2-1-2-0

정보통신공학과 1-1 기초 812.472 기초물리 2-2-0-0
정보통신공학과 1-1 필수 812.473 정보통신공학세미나 I 1-1-0-0

정보통신공학과 1-2 기초 812.003 공학프로그래밍 3-3-0-0
정보통신공학과 1-2 기초 812.152 미분적분학 2-1-2-0

정보통신공학과 1-2 기초 812.474 정보통신공학세미나 II 1-1-0-0
정보통신공학과 1-2 기초 812.485 전기물리 2-2-0-0

정보통신공학과 2-1 필수 812.467 전기자기학 3-3-0-0
정보통신공학과 2-1 필수 812.468 디지털논리회로 3-3-0-0

정보통신공학과 2-1 필수 812.477 기초빅데이터프로그래밍 3-2-2-0
정보통신공학과 2-1 필수 812.478 정보통신공학세미나 III 1-1-0-0

정보통신공학과 2-1 선택 812.492 확률과 랜덤프로세스 3-3-0-0
정보통신공학과 2-1 선택 812.486 정보통신수학 3-3-0-0

정보통신공학과 2-2 필수 812.305 전자회로Ⅰ 3-3-0-0
정보통신공학과 2-2 선택 812.479 정보통신공학세미나 IV 1-1-0-0

정보통신공학과 2-2 선택 812.480 수치해석프로그램 2-1-2-0
정보통신공학과 2-2 선택 812.487 컴퓨터네트워크 3-3-0-0

정보통신공학과 3-1 필수 812.469 통신시스템 I 3-3-0-0
정보통신공학과 3-1 필수 812.488 전자회로Ⅱ 3-3-0-0

정보통신공학과 3-1 선택 812.489 알고리즘 3-3-0-0
정보통신공학과 3-1 선택 812.301 디지털시스템설계 3-3-0-0

정보통신공학과 3-1 선택 812.481 응용빅데이터프로그래밍 3-2-2-0
정보통신공학과 3-1 필수 812.482 신호처리 3-2-2-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304 마이크로프로세서 3-3-0-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463 임베디드시스템운영체제 3-3-0-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490 통신시스템 II 3-3-0-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354 하드웨어기술언어 2-2-0-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475 정보플랫폼설계 3-3-0-0
정보통신공학과 3-2 선택 812.476 제어공학 3-2-2-0

정보통신공학과 4-1 필수 812.470 정보통신공학 실무 I 1-1-0-0
정보통신공학과 4-1 선택 812.464 무선통신시스템 3-3-0-0

정보통신공학과 4-1 선택 812.459 양자정보통신 3-3-0-0
정보통신공학과 4-1 선택 812.491 AI 기초 3-3-0-0

정보통신공학과 4-1 선택 812.483 센서 응용 설계 2-1-2-0
정보통신공학과 4-1 선택 812.402 디지털영상처리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01 멀티미디어시스템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62 전파공학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60 양자컴퓨팅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65 초고주파회로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66 정보보안 3-3-0-0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84 제어시스템설계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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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2.150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복소수, 벡터, 미분, 적분 등을 포함하여 전자, 통신 공학에 

필요한 기초 수학 지식을 습득하고 전공 수업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812.152 미적분학(Calculus)

 공학계의 기초과목으로 함수의 연속성, 극한, 미적분, 행렬 및 

행렬식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 실증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812.003 공학프로그래밍(Programming for Engineering)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하며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및 실행까지의 과정을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812.305 전자회로Ⅰ(Electronic Circuits Ⅰ)

 전자회로의 입문과 Tr 증폭기의 해석 및 설계를 다룬다. 먼저 

Diode, BJT, MOSFET의 동작 원리를 물리적 구조로부터 

설명하고, 등가소자모델의 개념을 제공한다. 다음에 기본 BJT와 

FET증폭기, 차동 및 다단 증폭기의 설계 및 해석을 공부한다. 

•812.301 디지털시스템설계(Digital System Design)

 조합논리회로, 순차논리회로, 비동기식 순차회로, 컴퓨터 연산부의 

논리설계, 시스템 제어부의 설계에 대한 이해와 구현을 다룬다.

•812.304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s)

 CPU, RAM, ROM 및 주변장치와의 인터페이스 등 각종소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마이크로컴퓨터의 구성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내부명령과 처리과정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초지식에 대하여 학습한다.

•812.457 디지털통신 및 실험(Digital Communications and 

Experiments)

 통신이론과 함께 통신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으로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실무나 통신응용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확률이론, 디지털통신시스템, 디지털전송, 디지털변복조, 결정 

및 추정, 정보이론 등을 다룬다. 

•812.354 하드웨어기술언어(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VDHL과 Verilog HDL 교육을 통해 

디지털 회로 및 시스템 설계를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합성 

및 FPGA상의 하드웨어 구현 등을 학습한다.

•812.401 멀티미디어시스템(Multimedia System)

 다양한 미디어로 이루어지는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생성, 처리, 저장, 전송, 표현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와 

기술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교과목으로서 캡스톤디자인 연계과제를 수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812.411 이동통신시스템설계(Mobile Communication System 

Design)

 이동통신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확률 변수론과 디지털

통신에 대한 이해, 수학적 기본 이해를 통해 이동 통신 응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스템 내 혹은 

채널에서의 신호흐름이나 시스템 성능분석도 다룬다. 본 교과목은 

캡스톤디자인과 연계된 교과목으로서 캡스톤디자인 연계과제를 

수행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812.459 양자정보통신(Quantum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양자적 특성을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여 보안, 초고속 연산 등 

기존 정보통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을 다룬다. 

•812.402 디지털영상처리(Digital Image Processing)

 여러 가지 형태의 디지털 영상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을 얻고 이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압축하거나 

인식하는 효율적인 방법 및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812.404 다치시스템설계(Multiple-Valued System Design)

 기존 2치 시스템의 대안인 3치-, 4치-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이론 및 설계 방법을 다루고 통신회로에의 응용 분야를 

배운다.

•812.472 기초 물리(Fundamentals of Physics)

 기초 물리학에 대한 기초 학습을 통하여 학습동기 고취와 전공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학입시 전 학습해야 하는 

기초에 대해 보충과 학생 상호간 문제 풀이를 통하여 상호 

학습에 익숙하도록 한다.

•812.461 정보통신공학 표현(Literature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 관련 정보 흐름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힌다. 파워포인트와 기타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를 경험하고, 정보통신공학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812.485 전기 물리(Physics for Electrics)

 전기통신 전공에 필수적인 전기분야의 물리학적인 지식을 익힌다. 

특히 상호 문제풀이를 통하여 상호학습을 수행하고, 학생들 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공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익힌다.

•812.473 정보통신공학 세미나 I(Seminar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

 정보통신공학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팀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혹은 다전공 융합 문제를 도출하고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익힌다. 

•812.474 정보통신공학 세미나 II(Seminars for Information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정보통신공학과 4-2 선택 812.471 정보통신공학실무 II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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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I)

 자신의 진로에 대한 비젼을 생각하고 학생들과 공유한다. 특히 

진로와 관련한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본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기초를 학습하고,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을 수행한다.

•812.478 정보통신공학 세미나 III(Seminar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II)

 전공학습 방법에 대한 학생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전공 학습 

경로를 선정해 본다. PBL을 통하여 융합 문제 해결을 연습한다. 

외국어를 이용한 이메일 혹은 파워포인트 작성방법을 익히고, 

번역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어 전공 글쓰기를 연습한다.

•812.479 정보통신공학 세미나 IV(Seminar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V)

 지역연계 혹은 다전공 문제를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한 학습으로 디자인 씽킹 방식을 이용한다. 문제의 도출부터 

해결까지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통하여 서로 소통과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힌다.

•812.470 정보통신공학 실무 I(Practice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

 자신의 진로가 가장 유사한 전공을 가진 교수를 선정하여 해당 

교수의 실험실에 배치되어 지도교수가 제시한 정보통신공학 실무 

문제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록하여 자신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812.471 정보통신공학 실무 II(Practice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II)

 대학원 진학 혹은 취업 진로 선택에 따른 최적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해당 실험실에 배치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하여 

대학원 과정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혹은 자격증 학습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기록

하여 자신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812.492 확률과 랜덤프로세스(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

 확률에 대한 이해를 수행하고, 다양한 랜덤 경우에 대한 해석 

방법을 익힌다. 통계적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시스템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특히 잡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812.486 정보통신 수학(Mathematics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에 필수적인 수학적 

능력을 학습한다. 특히 행렬 과 이산 수학에 대해서 이론적인 

계산 방법을 배우고 상호 학습을 통하여 정보통신 수학의 활용

방안을 이해한다.

•812.480 수치 해석 프로그램(Numerical Analysis)

 아날로그 혹은 수학적인 표현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운다. 특히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과 

계산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812.489 알고리즘(Algorithms)

 논리적 사고 방법에 대해 상호 학습, 그룹 활동을 통하여 계산적 

사고의 구현 방법을 익힌다. 다양한 경우의 비 수학적 논리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습관적으로 

계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812.482 신호 처리(Signal Processing)

 정보, 간섭, 잡음이 혼재된 시스템에서 가치가 있고 원하는 

신호를 처리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계산적 사고를 

바탕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 신호를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을 익힌다.

•812.475 정보 플랫폼 설계(Design for Information Platform)

 하드웨어 임베디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활용하여 개인별, 팀별 정보 처리 혹은 신호처리를 수행한 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습득한다. 특히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812.476 제어 공학(Control Theory)

 제어 공학의 기초를 학습하고, 과제로 제시된 실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제어의 기초를 배운다. 팀 활동 혹은 개인 활동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진행 발표 과정에서 

소통과 정보통신공학 표현에 대해 연습한다.

•812.491 AI 기초(Fundamental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수행한다. 컴퓨터 프로

그램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팀별 혹은 개인별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정보 교환 방법 

그리고 상호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학습을 공유한다.

•812.483 센서 응용 설계(Design for Sensor Application)

 다양한 물리적 신호를 채집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익힌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물리 신호를 

측정하거나 수취하여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상호 학습과 이론 습득 

방법을 익힌다. 특히 “know where”의 개념과 급속히 변화되는 

전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학습한다.

•812.466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스마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의 보안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일반 정보 보안과 스마트 기기의 정보보안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 보안 기법을 활용하여 상호 학습, 팀별 배틀을 

통하여 정보 보안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812.484 제어 시스템 설계(Design of Control System)

 움직이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한다. 

개인별 혹은 팀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상호 학습과 디지인 씽킹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한다.

•812.467 전기자기학(Theory of Electromagnetism)

 전공 교과목 이해에 필수적인 전기자기학 이론을 학습한다. 기초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장, 자기장의 발생과 응용, 다양한 전기 

자기적 현상을 이해하고 전파의 전파 원리 등의 기초를 익힌다.

•812.477 기초빅데이터프로그래밍(Fundamentals of Big Data 

Programming)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빅 데이터의 발생, 저장, 처리 과정을 

익힌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기초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812.487 컴퓨터네트워크(Computer Network)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한다. 네트워크 구성과 동작, 그리고 다양한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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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이해한다. 네트워크 용어에 대해서 익히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초 학습을 수행한다.

•812.463 임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for 

Embedded System)

 임베디드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운영체제의 학습은 제시된 학습자료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실시간 운영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을 통하여 실제 제품의 동작을 이해한다.

•812.462 전파 공학(Radio Engineering)

 신호를 매체를 통하여 전송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배운다. 수학적인 표현식과 실제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무선과 

유선 전송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통신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

•812.460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양자컴퓨터는 양자 역학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첩과 

얽힘 같은 물리 현상을 이용해 데이터를 병렬처리하는 4차산업

혁명이 낳을 신개념 컴퓨터이다. 양자컴퓨팅 교과목에서는 분자

레벨의 소규모 양자컴퓨터를 설계하기 위한 디랙연산, 쇼어

알고리즘 및 양자푸리에 변환 등을 학습하고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다.

•812.469, 812.490 통신시스템 I, II(Communication System I, II)

 일반적인 통신시스템에서 신호의 전송, 잡음의 표현, 송수신기 

에서의 신호변환방식, 아날로그변조복조방식을 이론과 MATLAB을 

사용하여 신호전송체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통신이론과 함께 

통신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학문으로서 디지털통신 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신

실무나 통신응용의 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확률이론, 

디지털통신시스템, 디지털전송, 디지털변복 조, 결정 및 추정, 

정보이론 등을 다룬다.

•812.481 응용빅데이터프로그래밍(Applied Big Data Programming)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프로그래밍 문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한다. 

•812.464 무선통신시스템(Radio Communication Systems)

 통신이론과 디지털통신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무선통신시스 템의 

종류와 특성, 프로토콜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다.  

•812.465 초고주파회로(Microwave Circuit)

 마이크로파공학에서 배운 내용 을 토대로 고주파에서 공진기, 

필터, 증폭기 등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여 설계하고 이를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 토론하게 된다. 

•812.488 전자회로 II(Electronic Circuits Ⅱ)

 BJT와 CMOS 증폭기의 설계를 위한 기본회로를 배우며, 

주제는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귀환, 아날로그 집적회로의 입문, 

여러 종류 증폭기 출력단, 아날로그 필터 연구, 발진기 및 

신호발생기를 포함한다. 

•812.468 디지털논리회로(Digital Logic Circuit)

 부울 대수를 기본 이론으로 하는 각종 논리회로, 스위치회로, 

각종 멀티바이브레이터, 가산기, 카운터, A/D 및 D/A변환기, 

기억장치 등의 회로에 대한 원리와 기초 이론을 다룬다. 또한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실험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극

대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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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Mechanical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전공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21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기계공학과 1-1 기초 816.001 공학기초수학 3-3-0-0
기계공학과 1-1 선택 816.015 전산기이용제도 3-2-2-0

기계공학과 1-2 기초 816.010 공학기초물리 3-3-0-0
기계공학과 1-2 기초 816.011 공학프로그래밍 3-2-2-0

기계공학과 1-2 선택 816.003 공업수학1 3-3-0-0
기계공학과 2-1 필수 816.018 기계공작법 3-3-0-0

기계공학과 2-1 필수 816.004 전기전자공학 3-3-0-0
기계공학과 2-1 선택 816.016 3D CAD 3-3-0-0

기계공학과 2-1 선택 816.005 *고체역학1 3-3-0-0
기계공학과 2-1 선택 816.008 공업수학2 3-3-0-0

기계공학과 2-1 선택 816.009 기구학 3-3-0-0
기계공학과 2-1 선택 816.006 *열역학1 3-3-0-0

기계공학과 2-2 필수 816.007 고체역학2 3-3-0-0
기계공학과 2-2 필수 816.013 열역학2 3-3-0-0

기계공학과 2-2 선택 816.012 *동역학1 3-3-0-0
기계공학과 2-2 선택 816.014 수치해석 3-3-0-0

기계공학과 2-2 선택 816.017 신호와 시스템 3-3-0-0
기계공학과 2-2 선택 816.042 *유체역학1 3-3-0-0

기계공학과 2-2 선택 816.024 전산응용해석 3-3-0-0
기계공학과 3-1 필수 816.019 동역학2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39 계측공학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20 기계요소설계1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25 기계재료학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26 기계진동학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27 엔진시스템공학 3-3-0-0
기계공학과 3-1 선택 816.040 유체기계 3-3-0-0

기계공학과 3-2 필수 816.036 유체역학2 3-3-0-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28 3D 프린팅 활용 3-2-2-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37 기계요소설계2 3-3-0-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29 로봇공학 3-3-0-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32 열전달 3-3-0-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41 자동제어 3-3-0-0

기계공학과 3-2 선택 816.021 의료기기 3-3-0-0
기계공학과 4-1 선택 816.033 냉동공조시스템 3-3-0-0

기계공학과 4-1 선택 816.038 자동차공학 3-3-0-0
기계공학과 4-1 선택 816.022 전산열유동해석 3-3-0-0

기계공학과 4-1 선택 558.429 종합공학설계1_창의∙인성 1-0-2-0
기계공학과 4-2 선택 816.034 구조해석 3-3-0-0

기계공학과 4-2 선택 816.035 유압공학 3-3-0-0
기계공학과 4-2 선택 816.031 전산이용제작 3-3-0-0

기계공학과 4-2 선택 558.430 종합공학설계2_창의∙인성 1-0-2-0
기계공학과 계절학기 선택 816.023 현장실습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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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6.001 공학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for Engineers)

 공학을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을 다룬다. 방정식, 

인수분해,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수열, 극한, 미분, 

적분까지 공학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도구들을 

배운다.   

•816.015 전산기이용제도(Computer Aided Drafting)

 기계부품, 또는 기계장치를 중심으로 하여 도면 작성능력을 부여

하기 위한 과목이다.  기계, 건축, 토목 분야 등에서 주로 사용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AutoCAD를 사용하여 도면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816.010 공학기초물리(Basic Physics for Engineers)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물리학의 일반적인 기초지식을 강의하여 

장차 전공교과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강의

내용은 벡터, 질점의 운동학, 동역학, 일과 에너지, 에너지와 

운동량의 보존법칙, 충돌, 회전하는 물체, 만유인력, 유체역학, 

진동 및 파동, 온도 및 열역학 법칙 등을 다룬다.

•816.011 공학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for Engineers)

 공학적 실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수치해석의 

기초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수립과 구현의 절차적 방법을 이해시킨 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개념과 문법에 대해 학습한다.

•816.003, 816.007 공업수학1, 2(Engineering Mathematics 1, 2)

 공학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수학적인 도구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벡터 미적분, 복소수, 퓨리에/라플라스 변환 등)의 기본개념과 

적용방법을 다룬다.

•816.004 전기전자공학(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전기전자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 (전압과 전류, 직류/교류, 직류 

및 교류 회로분석, 신호의 증폭기와 필터링 등)을 다룬다. 

•816.018 기계공작법(Manufacturing Processes)

 제품 제작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다룬다. 재료의 종류 

및 성질, 제조법의 종류뿐만 아니라 재료와 제조법이 현대 

산업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소개한다. 재료의 기본 성질과 분류, 

측정 및 검사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제조법을 

주조, 성형가공, 절삭가공, 접합공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응용 내용을 학습한다.

•816.005 고체역학1(Mechanics of Solids 1)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역학교과의 기초 역학교과로 힘의 

벡터적인 성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계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으로서 정지상태에서 힘의 

평형을 치계적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익힌다. 다양한 

구조물에서의 평형 상태를 자유물체도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조물에서의 요소들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며 

정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 역학 과목들인 재료역학, 동역학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확립한다.

•816.007 고체역학2(Mechanics of Solids 2)

 기계재료가 하중을 받을 때 재료에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을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응력과 변형률의 정의와 분석, 

훅의 법칙, 축방향 응력, 비틀림 응력, 굽힘 응력의 해석, 그리고 

굽힘 변형 등을 취급한다.

•816.006 열역학1(Thermodynamics 1)

 밀폐계와 개방계에 대한 완전가스 및 실제가스에 대한 열역학적 

이론과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증기동력사이클 등 

열역학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강술한다.

•816.016 3D CAD(3D CAD)

 3차원 설계 도구로써 Solidworks를 이용하여 각종 기계 부품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교육한다. 파트 및 어셈블리에 대한 

교육에서는 기본 기계 요소 및 기구에 대한 도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응용 과정에 대해 예제 중심의 실습을 

수행하고 도면 과정에서는 AutoCAD와의 연계성에 중점을 둔 

2D 도면의 활용법에 대해 이해시킨다. 

•816.009 기구학(Kinematics)

 기계식기구, 유압식기구, 전자식기구 등에 관한 기초이론 학습과 

링크, 기어, 나사 운동 및 캠장치 등을 이해하고 각종 운동의 

전달방법을 터득하고 기계 부품 사이의 상대 운동을 이해하고, 

복잡한 링크의 해석방법 및 컴퓨터에 의한 해석 기법을 익히고 

각종 기계 및 기구제작을 위한 개념을 파악한다.

•816.013 열역학2(Thermodynamics 2)

 열역학1에서 학습한 주요 열역학적 상태량과 열역학 1, 2법칙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각종 동력 사이클과 열역학의 일반 관계식 

및 화학반응 시스템 등의 열역학 응용 분야를 학습한다.

•816.012 동역학1(Dynamics 1)

 공학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동역학적 원리를 습득하여 

운동상태의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질점의 운동학, 뉴우튼의 운동법칙, 에너지와 운동량의 보존원리, 

질점계와 강체의 운동학, 강체운동에서 힘과 가속도 3차원운동 

해석 등을 취급한다.

•816.042 유체역학1(Fluid Mechanics 1)

 기본적인 연속체개념, 속도장, 유체정역학, 계와 검사역에 대한 

기본 보존방법, 오일러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과 

응용, 차원해석과 상사율, 유로 유동, 개수로 유동에 의한 응용 

등을 강술하며, 층류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Navier-Stokes 

방정식, 원관유동, 시간평균량에 대한 Navier-Stokes 방정식, 

난류속도분포 등을 다룬다.

•816.017 신호와 시스템(Signal and System)

 일반적인 물리 시스템을 입력신호와 출력신호의 관계로 표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특히 전달함수, 스펙트럼, 퓨리에변환, 

z-변환, 필터링, 샘플링 등)을 다룬다.

•816.014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계산기의 오차와 오산, 근의 근사값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2분법, 

Newton-Raphson방법, Secant방법, 보간법, 수치미분법, 

수치적분법, Euler의 방법, Runge-Kutta의 방법 등을 배워 

제반 공학문제의 수치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16.024 전산응용해석(Computer Aided Engineering )

 기계공학 전공 교과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각종 기계요소 및 

구조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전문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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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제품개발을 위한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816.026 기계진동학(Mechanical Vibration) 

 동적인 하중을 받는 기계나 구조물의 진동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기본개념을 습득시킨다. 1자유도 및 2자유도계의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이론을 소개한 후 다자유도계, 연속계의 

진동을 고찰하고 기계의 진동을 감소,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소개한다.

•816.020, 816.037 기계요소설계1, 2(Machine Element 

Design 1,2) 

 설계에 필요한 기본개념으로 기초역학, 재료의 강도 및 성질, 

안전계수, 허용응력, 피로한도 등을 강의하고, 기계 요소의 설계 

대상으로서 나사이음, 리벳이음, 용접이음, 축 및 축이음, 베어링, 

기어, 벨트, 체인, 브레이크, 스프링 등에 대한 해석 및 설계법을 

다룬다.

•816.025 기계재료학(Mechanical Materials)

 금속 및 폴리머, 세라믹 등 재료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재료 

지식을 다룬다. 특히, 각종 재료의 결정구조, 변형거동, 강도, 

열처리, 기계적 성질, 파괴거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이해한다.

•816.027 엔진시스템공학(Engine System Engineering)

 2사이클 기관과 4사이클 기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 

가스터어빈과 왕복운동 기관 등의 차이를 비교하고, 내연기관에 

관련되는 열역학적 관계와 법칙 그리고 기본 사이클을 이용해 

내연기관의 성능과 이에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며, 기관의 

주요부와 연료 및 연소, 흡입, 배기계통, 냉각계통, 윤활계통, 

내연기관의 기계역학 등을 파악한다.

•816.039 계측공학(Engineering Measurements)

 길이, 각도, 형상 등의 물리량 측정 및 전기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의 원리 및 그 응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측에 관한 

기본적인 물리량의 검출과 변환 및 데이터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과 이에 관한 고찰력 고양을 목적으로 물리량의 

변화원리와  적절한 변환기의 선정 및 그 사용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816.028 3D 프린팅 활용(3D Printing Project)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3D 프린팅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그룹별로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 후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과 연관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816.040 유체기계(Fluid Machinery)

 회전자의 회전에 의하여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계, 또는 

유체의 에너지에 의해 축을 회전시키는 기계를 이해하고, 설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유체와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주고

받는 기계를 유체기계라고 부르며, 펌프, 팬, 송풍기, 압축기, 

터빈 등이 이에 속한다.  터보기계는 이런 유체기계 중에서도 

주로 회전력을 이용하는 기계를 일컫는다.

•816.019 동역학2(Dynamics 2)

 질점, 링크, 강체 등으로 구성된 운동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할 때 

시스템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질량관성모멘트, 

힘, 토크, 운동에너지, 충격량 등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해석한다.

•816.026 기계진동학(Mechanical Vibration)

 동적인 하중을 받는 기계나 구조물의 진동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기본개념을 습득시킨다. 1자유도 및 2자유도계의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이론을 소개한 후 다자유도계의 진동을 

고찰하고 기계의 진동을 감소,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대책을 

소개한다.

•816.036 유체역학2(Fluid Mechanics 2) 

 유체역학1 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경계층유동, 포텐셜유동, 

압축성유동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유체기계의 원리, 구조, 설계, 

해석, 성능시험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다.

•816.032 열전달(Heat Transfer)

 열전달 메카니즘에 대한 물리적인 근원을 이해하고, 전도, 대류, 

복사 등의 열전달방식과 Fourier의 법칙, Newton의 냉각법칙, 

Stefan-Boltzman의 법칙 등 관련 비율방정식과 경계조건을 

이용해 열전달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양함으로써 

열역학적 해석방법을 확장시킨다.

•816.041 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물리시스템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모델링, 응답특성, 안정도 등)과 그 시스템으로부터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기의 설계방법 (근궤적법, 주파수

응답 등)을 다룬다.

•816.021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s and Devices)

 임상의학의 진단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장비는 

임상병리 검사장비, 의료용 감시 장치, 생체현상과 신호를 계측 

장비, 인체 내부를 촬영하고 신호 처리하는 의료영상장비, 각종 

질병에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 장비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본 교과에서는 의료기기의 기본원리와 동작특성을 학습하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 효율적인 의료기기의 설계를 위한 관련 

이론을 학습한다.

•816.029 로봇공학(Robotics)

 기존의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본 

개념, 공간표시, 기구학, 동역학, 경로 계획 등의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본 계측 원리, 로봇의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인 

해석과 동 특성 파악을 다룬다. 로봇이 생산 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취급한다.

•816.038 자동차 공학(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 각 부의 기능을 배우고 열역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및 

동역학의 이론이 차량의 구조, 성능, 운동 및 안전성 등의 해석에 

응용되는 사례들을 다룬다.

•816.022 전산열유동해석(Computational Heat and Flow 

Analysis)

 열전달, 유체역학의 제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푸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FVM을 이용하여 직교좌표계에서의 전도 및 

대류에 관한 문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열역학, 유체역학, 

열전달,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치해석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816.033 냉동공조시스템(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System)

 냉동공조설비의 구성과 공기조화 계산법, 공조부하의 계산법, 

공기조화 계획법 등을 배움으로써 송풍기, 공기냉각코일, 공기

가열코일, 가온장치, 감습장치, 열교환기, 배관설비 등의 요소를 

해석하고 냉동기, 열펌프 등의 종류와 성능을 분석하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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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과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이고 쾌적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설계를 도모한다.

•558.429, 558.430 종합공학설계1, 2_창의∙인성(Capstone 

Design 1, 2)

 소재 분야와 기계공학 전 분야에 대한 응용사례를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하며, 기계공학 분야의 최근 동향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실시한다.

•816.034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

 기계요소들을 조합한 기계 등의 구조물에 외력이 가해질 때,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 재료의 성질, 지지 조건, 그리고 외부

하중의 종류에 따른 구조물의 강성, 변형상태, 진동특성 등을 

취급한다.

•816.031 전산이용제작(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생산 공정의 각 단계 별로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기술에 대하여 

학습한다. NC의 기본 개념과 원리, NC 공작기계의 구조, NC 

수동 및 자동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법 등을 다루며 금형제작에 

필수적인 CAM시스템의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최근에 사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쾌속조형법(RP),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학습한다.

•816.035 유압공학(Hydraulic Engineering)

 유압장치의 개요와 유압작동유의 성질, 유체 유동의 기본법칙과 

유압기기의 특성 분석, 유압밸브, 유압펌프․액추에이터 및 기타 

유압장치의 부속품에 대한 원리와 분석, 기타 기본 유압회로 

시퀀스제어 및 전기회로에 관한 개념과 응용을 다룬다.

•816.023 현장실습(Internship)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 

실습, 견학,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체득할 수 없는 

현장 업무의 흐름을 체득하고, 현장중심의 실무능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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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과 (Automotive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계열기초 :  9학점 전공필수 : 15학점

전공선택 :  24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자동차공학과 1-1 선택 810.003 자동차공학기초 2-2-0-0
자동차공학과 1-2 기초 810.480 공학기초수학 3-3-0-0

자동차공학과 1-2 기초 810.481 공학기초물리 3-3-0-0
자동차공학과 1-2 기초 810.478 공학프로그래밍 3-2-2-0

자동차공학과 2-1 필수 810.201 열역학 3-3-0-0
자동차공학과 2-1 선택 810.211 정역학 3-3-0-0

자동차공학과 2-1 선택 810.215 공학설계기초 3-2-2-0
자동차공학과 2-1 필수 810.205 자동차구조 3-2-2-0

자동차공학과 2-1 선택 810.250 공업수학 3-3-0-0
자동차공학과 2-1 선택 810.254 스마트전산수학 2-1-2-0

자동차공학과 2-2 선택 810.202 자동차엔진공학 3-3-0-0
자동차공학과 2-2 선택 810.255 창의기관설계 1-0-2-0

자동차공학과 2-2 필수 810.203 기계공작법 3-2-2-0
자동차공학과 2-2 선택 810.464 전기전자공학 3-2-2-0

자동차공학과 2-2 선택 810.483 고체역학실험 1-0-2-0
자동차공학과 2-2 필수 810.204 재료역학 3-3-0-0

자동차공학과 2-2 선택 810.252 유체기초과학 2-1-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84 컴퓨터응용설계Ⅰ 3-2-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08 자동차계측공학 2-1-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67 자동차진동 2-1-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208 차량동역학 3-3-0-0
자동차공학과 3-1 필수 810.301 유체역학 3-2-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88 차세대동력공학 3-3-0-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89 자율주행자동차코딩 2-1-2-0

자동차공학과 3-1 선택 810.485 창의적종합설계I(글쓰기,창의인성) 3-3-0-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469 자동차저탄소공학 3-2-2-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495 컴퓨터응용설계Ⅱ 2-1-2-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309 자동차시스템제어 3-2-2-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313 자동차요소설계 3-3-0-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253 그린에너지공학 2-1-2-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001 자동차공기역학 2-1-2-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496 창의적종합설계II(글쓰기,창의인성) 2-2-0-0

자동차공학과 3-2 선택 810.473 디지털제어 2-1-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74 차세대에어컨공학_열전달 3-3-0-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75 냉동공학 2-1-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97 컴퓨터응용가공 2-1-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07 자동차메카트로닉스 3-2-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90 자동차구조해석 3-2-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68 대체에너지기관 3-2-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20 터보유체기계 2-1-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002 인공지능활용실무 2-1-2-0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98 제품개발실무I_캡스톤디자인(글쓰기,창의인성)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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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810.003 자동차공학기초(Fundamentals of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미래자동차에 관한 중요 기술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학습한다. 특히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전기장치, 

동력전달장치, 조향, 현가장치 등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사회적 이슈 및 디자인, 자동차로 인한 문제점 등을 토론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810.480 공학기초수학(Basic Mathematics for Engineering) 
 수학은 자동차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선행 학습되어야 

할 기본 과목이다. 대학수학에 필요로 하는 기초이론을 습득

함으로써 엔지니어로서 필요한 수학의 기초 (함수, 미분, 적분, 

수열, 벡터, 행렬)에 관한 기초 수학 지식을 학습한다.

•810.481 공학기초물리(Basic Physics for Engineering) 
 물리학은 자동차공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선행 학습되어야 

할 기본 과목이다. 고전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뉴턴 역학과 유체 

역학의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열에너지와 열역학, 파동과 

소리, 전기와 자기, 빛의 성질과 광학 등에 관한 기초 물리 

지식을 학습한다.

•810.478 공학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for 
Engineering) 

 미래 지능형 자동차의 설계 및 제어 분야에서 대두되는 공학적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알고리즘 

수립과 구현의 절차적 방법을 이해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주요개념과 문법에 대해 학습한다.

•810.255 창의기관설계(Creative Engine Design)
 저탄소 자동차 기관의 새로운 원리, 아이디어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기관 설계를 한다.

저탄소 자동차기관에 관련된 일반적인 설계 지식을 학습하고,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성능을 파악하여,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810.469 자동차저탄소공학(Automotive Low Carbon 
Engineering)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온실

가스이다. 저탄소를 실현하는 엔진으로는 차세대 저탄소 엔진기술, 

가변밸브시스템, 차세대 저탄소 파워트레인 등이 있다. 이의 구성 

요소로는 앳킨스사이클, 엔진다운사이징 기술, 공회전 정지기술, 

가변밸브타이밍(VVT), 냉각 EGR, 균일혼합압축착화(HCCI), 

하이브리드 기술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탄소 기술과 파워

트레인의 기본 구조와 원리를 학습한다.

•810.488 차세대동력공학(Next Generation Power Engineering)
 고효율 내연기관,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의 차세대 자동차의 

동력시스템의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차세대 자동차 

동력시스템의 시스템 구성, 해석방법을 배우고 구성부품인 고효율 

엔진, 모터의 원리 이해, 해석, 설계 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자동차의 동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810.201 열역학(Thermodynamics)
 순수물질과 이상기체의 열역학적인 성질과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개념을 확립하고 각종 기본 사이클과 동력 

사이클의 원리와 열역학적인 성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자동차의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기본구성으로는 일과 

열, 이상기체, 증기 등 각종 사이클로 구성된다.

•810.474 차세대에에컨공학_열전달(HVAC Engineering_Heat 
Transfer)

 차세대 에어컨 공학_열전달은 에어컨공학의 기초 과정인 전도, 

대류, 복사 열전달 등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차세대 

자동차의 에어컨, 난방, 환기 시스템의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차세대 자동차 냉난방시스템의 시스템 구성, 해석 방법을 

교습하고, 구성 부품인 냉매, 히터펌프(heat pump), PTC 히터, 

전기압축기, 증발기, 응축기의 원리를 이해하여 냉난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810.202 자동차엔진공학(Automotive Engine Engineering)
 가솔린기관의 구성요소, 이론적 배경, 작동특성, 기관 사이클, 

연료, 공기와 연료 흡기, 실린더내의 유동운동, 연소의 기본, 

배기가스 유동, 배기가스 및 마찰과 윤활에 대하여 학습하고 

내연기관의 기본지식을 이해한다. 기본구성으로는 기관본체, 

연료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흡배기장치, 연료와 연소, 사이클과 

마력 및 기관의 평가법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부품의 기본개념 

및 응용능력 함양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810.475 냉동공학(Refrigeration Engineering)
 냉동원리, 구조, 제빙에 관한 기술을 학습하고, 냉동의 원리와 

기초 이론, 냉동장치의 압력손실, 냉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성능을 이해하고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능력을 

함양시켜 공조장치와 냉동장치의 기초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810.479 차세대엔진열설계(Thermal Design of Next Generation 
Vehicle)

 고효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전기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자동차공학과 4-1 선택 810.493 현장실습I 2-0-4주-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79 차세대엔진 열설계 2-1-2-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92 프로젝트관리 3-3-0-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99 지능형자동차 2-1-2-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55 스마트유동설계 3-2-2-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53 자동차강도설계 3-2-2-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94 제품개발실무II_캡스톤디자인(글쓰기,창의인성) 3-3-0-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87 현장실습II 2-0-4주-0
자동차공학과 4-2 선택 810.476 장기현장실습 6-0-12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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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의 차세대 자동차의 열시스템의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학습한다. 차세대자동차의 충전특성, 동력특성,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EV시스템, 

연료전지차의 개질기와 스택 등의 시스템 설계시 발생하는 열의 

제거 방법과 열 설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차세대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810.205 자동차구조(Automotive Mechanism)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들이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장치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의 기본적 개요와 구조 

그리고 기능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장치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들이 

단품 상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장치의 

작동 원리와 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구성장치들의 상호 작동이 

자동차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치들의 필요성과 

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공학의 이론 학습 정도 

및 실기실습 수행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 적용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464 전기전자공학(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Electronics)

 자동차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전기

전자장치들의 역할과 작동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전기전자분야의 기본이론과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는 과목으로 전기의 물리적인 성질로부터 실제적인 

응용과 전기회로를 이루고 있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특성을 

습득한다. 또한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회로이론을 습득하여 전장부품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추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전자에 관련된 전공 지식의 이해 및 실무적용 

능력을 키우고 전공 관련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창의적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309 자동차시스템제어(Automotive System Control) 
 최근에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전자제어장치들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 

장치에는 다양한 제어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제어방법의 근간이 

되는 제어이론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 제어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과 효과를 파악하고 제어부의 

로직을 설계하는 기법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자동차시스템을 

제어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810.467 자동차진동(Automotive Vibration)
 자동차 부품의 설계에서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고 자동차의 안전과 

승차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고려되고 있는 자동차 

진동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진동의 현상과 원리를 이해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동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동현상을 적용사례를 들어 해석한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진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설계

하는데 습득한 이론을 응용할 수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408 자동차계측공학(Measurement Engineering)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재 장치의 

물리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측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과 원리에 대해 소개하는 과목으로 

센서와 전자소자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값을 측정하는 원리와 

방법에 관해 습득한다. 또한 PC를 기반으로 하는 계측시스템에서 

측정데이터의 처리와 시스템 진단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차량개발 실험시 필요한 각종 계측과 관련된 방법을 습득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407 자동차메카트로닉스(Automotive Mechatronics)
 전자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기계적인 장치에 전자제어를 

접목시킨 메카트로닉스의 기술은 기계장치의 정밀도와 운영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특히 메카트로닉스 기술은 

자동차분야에서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핵심 기술이다. 마이크로컴퓨터 혹은 전자제어부(ECU)에 대하여 

입출력 신호처리 관계와 중앙처리부의 주변장치 그리고 중앙처리부의 

기능에 대해 파악하여 외부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습득하고 

인터페이스를 위한 로직의 기본 작성법도 습득하여 자동차 전자

제어부 설계에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473 디지털제어(Digital Control)
 현재 자동으로 제어되는 일반적인 전자기기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어되고 있다. 아날로그 방법으로 설계된 제어기를 컴퓨터로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Z-변환 및 데이터 샘플링,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스템이 복합된 시스템의 해석,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현 그리고 디지털 필터의 설계에 대해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 제어에 관련된 전공 지식의 이해 및 실무

적용 능력을 키우고 전공 관련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창의적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499 지능형자동차(Smart Vehicle)
 지능형 자동차는 IT기술을 융합한 최첨단 자동차로 교통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최적의 교통 효율을 제공함과 동시에 ACC(Adaptive 

Cruise Control), 장애물 감지, 충돌 감지 및 경감 장치 등과 

같은 안전에 관련된 핵심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 탑승자 및 보행자

까지 안전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적용된 기술들을 

구현하는 구성요소, 구현방법 그리고 제어부의 로직 등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동차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810.252 유체기초과학(Science for Fluid Engineering)
 역학(mechanics)의 기초가 되는 힘(force), 운동(motion), 압력

(pressure), 에너지(energy), 일(work), 효율(efficiency), 열

(heat), 온도(temperature) 등의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유체 

및 열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론강의 및 실습

(토론)강의를 통해 지도한다.

•810.253 그린에너지공학(Green Energy Engineering)
 녹색에너지(green energy)의 기초가 되는 태양전지(solar 

cell) 및 연료전지(fuel cell)의 개념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Solar Vehicle, Solar Aircraft, Electric Car, Fuel Cell 

Vehicle, Electrolysis, Hydrogen 등에 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들 모형시스템의 효율을 전류 및 전압 측정실험을 

통해 지도한다.

•810.254 스마트전산수학(Mathematics with Matlab)
 공학기초수학 및 공업수학에서 익힌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공학적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풀이하기 위하여 EES 및 MATLAB 프로그램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익힘으로써 전공교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810.301 유체역학(Fluid Mechanics)
 유체역학은 고전적인 학문이지만 자동차와 같은 수송기계나 건설

기계, 환경기계 및 에너지 변환 장치 등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가 유체역학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체

기초과학 교과목에서 습득한 유체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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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유체 정역학(fluid statics)과 유체 동력학(fluid 

dynamics)의 이론지식을 습득하여 유체유동(fluid flow) 현상

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이의 설계응용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강의 및 실습(토론)강의를 통해 지도한다.

•810.468 대체에너지기관(Alternative Energy Engine)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구조 및 작동원리 등의 이론지식을 습득하고, 실험용 모형

차량, 태양전지(solar cell), 연료전지(fuel cell) 등을 이용한 

실험/실습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810.455 스마트유동설계(Flow Design with CFD)
 유체역학 및 열역학 교과목에서 습득한 열유체 유동 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기초가 되는 지배방정식(governing equation), 

격자생성(grid generation),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 

등에 관한 이론지식을 습득하며, 자동차공기역학, 엔진냉각, 

차량공조 등의 산업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CFD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열유동 설계(thermal-flow design)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810.001 자동차공기역학(Automotive Aerodynamics)
 유체역학 교과목에서 습득한 유체유동 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동박리, 층류 및 난류, 압축성 유동의 이론

지식을 습득하여 자동차 주행시 발생하는 공기저항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이의 설계응용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강의 및 실습(토론)강의를 통해 지도한다. 

•810.420 터보유체기계(Turbomachinery)
 유체역학 교과목에서 습득한 유체유동 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유체 에너지와 기계적 에너지 사이의 변환을 

이해하며, 펌프 및 수력터빈 등의 수력기계와 압축기 및 송풍기를 

포함한 공기기계의 특성 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원심

펌프-수력터빈 실험/실습을 통하여 터보유체기계 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810.250 공업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자연계의 현상들을 모형화하여, 이것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풀어, 

그 수학적 결과들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기법을 취급하는 

과목이다. 1계, 2계 그리고 고계 미분방정식, Laplace변환, 

미분방정식의 급수해법, Bessel 함수, Legendre 다항식, 선형계의 

해법,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등 

자동차공학과의 전공학습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을 다룬다.

•810.204재료역학(Mechanics of Materials)
 기계 및 구조물 내부의 힘의 분포(응력)와 변형(변형률)에 대한 

고체역학의 기초 이론들을 다룬다. 축방향 하중과 비틀림 하중, 

그리고 굽힘 하중으로부터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들에 대해서 

학습하며, Mohr 원을 활용한 응력과 변형률의 변환관계 등을 

이해한다. 또한 심화학습 과정으로서 재료역학에서 다루는 이론

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설계문제를 직접 수행한다.

•810.483 고체역학실험(Test of Solid Mechanics)
 고체역학 실험을 통해서 재료의 기계적 성질들을 직접 측정해 

본다. 주요 실험 내용은 인장 및 굽힘 하중시의 응력측정 시험, 

굽힘변형 시험, 비틀림 시험, 경도 측정, 압력용기 시험, 충격

시험, 그리고 피로시험으로 구성되며 철금속과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팀 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배려심도 

키우며, 재료역학에서 배운 이론적 수식관계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재료의 강도, 경도 및 내구성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부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른다.

•810.208 차량동역학(Vehicle Dynamics)
 차량의 운동과 관련된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점과 

강체의 운동학적 관계식들을 이해하고, 차량 운동역학에서 중요한 

힘-가속도, 일-에너지, 충격량-운동량과의 관계들을 학습

함으로써 실제 차량 시스템의 동력학적인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810.313 자동차요소설계(Automotive Component Design)
 자동차나 기계 등과 같은 일반 기계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나사, 키, 핀, 리벳 및 용접이음 등의 결합용 요소들과 스프링, 

베어링, 커플링, 클러치, 축 등의 일반 기계요소들에 대한 구조 

역학적인 지식과 기구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동차 

부품의 핵심 요소인 축과 스프링,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 

등의 실제 예를 활용한 자동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설계 

방법들을 습득함으로써, 자동차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설계능력을 배양한다.

•810.490 자동차구조해석(Automotive Structural Analysis)
 유한요소법의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학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활용한 수치해석적 방법들을 배운다. 이를 

위해 트러스, 보, 2차원 및 3차원 요소 등 각종 요소들에 대해 

학습하고, 지배 방정식의 구성, 동적 해석 등에 필요한 유한

요소법의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심화 학습과정으로서 자동차 

엔진 및 샤시 부품들을 대상으로 강도 및 강성해석, 피로해석, 

충돌해석 등 실전 문제의 최적화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810.453 자동차강도설계(Automotive Strength Design)
 자동차 부품의 설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조 역학적인 거동 

특성들을 이해하고 자동차의 주요 구성 요소인 엔진의 크랭크 

축과 커넥팅로드, 그리고 서스펜션과 코일 스프링, 브레이크 등의 

역학적 분석을 통해서 실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810.492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서 무한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핵심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과 함께 일시적이고 

실험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서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식의 업무는 이러한 대응방식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리기법을 이해하고 실무적인 방법을 익힘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기른다. 

•810.497 컴퓨터응용가공(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응용가공(CAM)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현대의 기계 

제조업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술로서,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의 절차와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지능형 시대를 맞는 현대 

산업계에서 컴퓨터응용가공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응용설계의 형상모델링과 기계공작법의 절삭

가공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조업의 혁신기술인 3D 프린팅과 

NC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CNC 가공 시뮬레이션 등을 

CAM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익힌다.  

•810.211 정역학(Statics)
 자동차 및 기계분야에서의 공학 설계에 이용되는 재료역학, 유체

역학, 차량동역학 등에서 다루는 역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응용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 힘을 

받는 물체의 평형과 관련된 여러 개념과 다양한 해석 방법 등을 

익히고, 주변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물의 예를 통하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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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확고히 한다. 

•810.215 공학설계기초(Fundamental of Engineering Design)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의성이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공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설계/제작하는 기초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하여 공학설계와 창의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학

설계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등을 익히고 팀별로 실습을 수행하여 체득한다.

•810.203 기계공작법(Manufacturing Process)
 기계공작법이란 재료에 기계력이나 열 등과 같은 각종 방법을 

사용하여 재료의 형상이나 기계적 성질을 변화시켜 원하는 제품을 

얻도록 설계 제작하는 기술로서, 제품의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설계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지식이다. 주조, 

절삭가공, 용접, 특수가공 등 기계를 이용하는 전반적인 제조

공정의 이론 학습과 절삭가공, 용접 등의 실험적 체험을 통하여 

체득한 생산공정의 기본요소에 대한 지식을 실제 제품개발 및 

생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810.484 컴퓨터응용설계Ⅰ(Computer Aided Design Ⅰ) 
 컴퓨터응용설계(CAD)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의 

설계사양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제품 개념설계를 해석하고 최적화

하여 그 결과를 컴퓨터로 모델화하는 컴퓨터 응용기술이다. 심화

전공인 컴퓨터응용설계 Ⅰ 강좌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의 

이론지식과 함께 자동차 관련 산업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2차원 제도와 

3차원 물체의 형상 모델링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컴퓨터응용공학

(CAE)에서의 해석 시뮬레이션 및 컴퓨터응용가공(CAM)을 위한 

정확한 형상 데이터 생성능력을 기른다. 

•810.495 컴퓨터응용설계II(Computer Aided Design II)
 자유곡면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상의 모델링을 위한 심화 모델링 

이론과 CAD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익히고, 단일 부품의 형상설계 

과정을 통하여 모델링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한 조립 모델링, 제품의 조립 분석과 디지털 목업을 통한 

시뮬레이션 등 자동차의 모듈 및 시스템의 설계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설계 기법을 습득하고 응용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810.485 창의적종합설계I(Capstone Design I) 
 공학설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익히고, 프로젝트 발표 

및 토론식 수업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하며 아이디어의 설계화 방법, 공학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과제계획을 

수립한다. 

•810.496 창의적종합설계II(Capstone Design II) 
 창의적종합설계I 교과목에서 익힌 공학설계의 개념과 방법론을 

증진시키고, 프로젝트 발표 및 토론식 수업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하며 아이디어의 설계화 방법, 

공학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과제계획을 수립한다. 

•810.498 제품개발실무I_캡스톤디자인(On-Site Product 
Development I_Capstone Design)

 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하여 졸업시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 시험평가하는 제품개발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학적 

창의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종합설계과목이다. 또한 팀원들간의 

협동 설계를 통해 바람직한 팀원 및 리더로서 자세를 습득하고 

구두 발표력, 토론 및 보고서 작성 등 효율적인 의사전달능력을 

배양한다.

•810.494 제품개발실무II_캡스톤디자인(On-Site Product 
Development II_Capstone Design)

 제품개발실무I 교과목에서 익힌 학부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한 작품 기획, 설계, 제작, 시험평가하는 제품개발의 

일련의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학적 창의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종합

설계과목이다. 또한 팀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졸업논문으로 

작성함으로써 팀원 및 리더로서 자세를 습득하고 구두 발표력, 

토론 및 논문 작성 등 효율적인 의사전달 능력을 배양한다.

•810.493 현장실습I(Field Training I)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실습, 견학,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체득할 수 없는 현장 업무의 흐름을 체득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능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한다. 

•810.487 현장실습II(Field Training II)
 현장실습I에서 경험했던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실습, 

견학,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체득할 수 없는 현장 업무의 

흐름을 체득하고, 현장중심의 실무능력과 응용능력을 더욱 배양한다. 

•810.486 장기현장실습(Long Term Field Training)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서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실습, 

견학,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체득할 수 없는 현장 업무의 

흐름을 충분히 체득하고 현장중심의 구체적 실무능력과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810.489 자율주행자동차코딩(Computer Programming for 
Autonomous Car)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학습하고, 딥러닝 추론, 영상처리, 실시간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빌드와 패키징, ROS, CAN 

네트워크, AUTOSAR등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컴퓨터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다.

•810.002 인공지능활용실무(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에 담겨 있는 새로운 상관관계, 패턴, 경향 등을 찾아내고 

이러한 데이터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패턴인식 및 기계학습에 대한 기본원리 및 다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지능형 자동차, HMI,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기계학습 기법의 응용 사례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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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공학과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130학점 계열기초 : 18(20)학점 전공필수 : 18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심화전공 :     30학점 복수전공 : 48학점

| 교육과정 | * : 부전공지정과목, ♣ : 교직과정과목, ☆ : 교직 기본이수교과목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산업경영공학과 1-1,2 기초 556.456 기초수학 2-1-2-0
산업경영공학과 1-1 기초 556.106 오피스활용 3-3-0-0

산업경영공학과 1-1 기초 556.150 기술경영개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1-1 선택 556.151 경제/경영개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1-2 기초 556.152 공학수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1-2 기초 556.153 프로그래밍기초 3-3-0-0

산업경영공학과 1-2 선택 556.154 창의공학_어드벤처디자인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기초 556.250 커뮤니케이션기술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필수 556.252 작업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필수 556.313 경영정보시스템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기초 556.226 공학통계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선택 556.259 공학회계 3-3-0-0

산업경영공학과 2-1 선택 556.220 프로그래밍응용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필수 556.251 ＊생산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필수 556.216 ＊품질경영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필수 556.254 ＊공학경제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선택 556.255 컴퓨터지원설계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선택 556.256 응용수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선택 556.261 데이터과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선택 556.210 시뮬레이션 3-3-0-0

산업경영공학과 2-2 선택 556.466 보건의료 데이터 어낼리틱스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필수 556.303 인간공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선택 556.320 실험계획법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선택 556.324 공급망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선택 556.350 제조 및 생산경제학_캡스톤디자인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선택 556.351 데이터베이스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3-1 선택 556.457 선형계획법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필수 556.343 ＊경영과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410 신뢰성공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353 인적자원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354 데이터통신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356 데이터분석방법론_전공글쓰기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458 제품개발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459 정보통신경영 3-3-0-0

산업경영공학과 3-2 선택 556.429 프로젝트관리 3-3-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44 산업공학설계_캡스톤디자인 3-3-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50 식스시그마실무_캡스톤디자인 3-3-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52 기술경영특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60 산업공학실습 1-1-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61 산학연계연구 1-1-0-0

산업경영공학과 4-1 선택 556.464 경제성분석실무 3-3-0-0
산업경영공학과 4-2 선택 556.355 산업공학특론_캡스톤디자인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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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556.456 기초수학(Basic Mathmatics) 

 미적분학의 수강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삼각함수와 지수함수를 포함한 

기초함수의 이해와 여러 가지 방정식, 이항전개, 수열의 유한 

및 무한급수 등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556.106 오피스활용(Using Office Programs and Their 

Applications)

 오피스프로그램이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사용됨에 따라 오피스활용

능력은 공학계열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과목은 오피스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다룬다. 특히 스프레드시트 및 프리젠테이션 도구의 활용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면서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

하고자 한다.

•556.150 기술경영개론(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인이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경영 기초지식을 공학적 

관점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계획, 조직화, 통솔, 마케팅관리, 

리더십, 경영윤리, 국제화 등의 이슈에 대해 학습한다.

•556.152 공학수학(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의 개념을 학습하고, 선형미분

방정식, 라플라스변환, 경계값문제, 급수해, 직교함수, 푸리에 

해석 및 편미분 방정식의 기초를 학습한다.

•556.153 프로그래밍기초(Programming Fundamentals)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 중에서 기본

적인 C 언어를 익히기 위해 프로그램과정을 학습하고 예제를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운다.

•556.154 창의공학_어드벤처디자인(Creative Engineering)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설계 교육과 실험실습교육 

그리고 공학소양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의성 개발과 개념

설계 교육을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과 팀웍, 의사소통, 심적 

장애 극복, 시각화와 기억법, 지능모형 등 창의적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소양과 기법을 배운다.

•556.250 커뮤니케이션기술(Communication & Presentation)

 커뮤니케이션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특징 기본원칙을 

비롯해 정보수집과 표현방법, 보고서, 논문, 제안서 작성요령, 

프리젠테이션의 구상, 준비, 자료작성, 발표,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e-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방법 등을 학습함으로서 

커뮤니케이션기술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556.252 작업관리(Work Study)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에 대하여 방법 연구, 동작분석, 시간 

연구등의 전통적인 작업 관리분야 이외에도 문제해결방법, 가치

공학, 직무분석 및 평가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들을 익힌다.

•556.313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정보시스템의 설계, 구현, 운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주요 논제로는 객체지향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프로

그래밍,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이 있다.

•556.226 공학통계(Engineering Statistics) 

 산업공학 및 경영과학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의사결정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각종 확률적 원리와 

통계적 모형을 공부한다. 또한 인터넷시대가 요청하는 통계적 

기법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전망하고자 한다.

•556.259 공학회계(Engineering Accounting)

 제조의사결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석시스템을 습득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효과적인 생산계획 

및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원가측정과 관련되어 

원가의 구조, 원가회계 분석, 공학적인 원가 추정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익히고 프로젝트 견적과 분석을 시도해 본다. 

•556.258 프로그래밍응용(Programming Foundation)

 프로그래밍의 고급 이론 및 기술을 공부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분산 컴퓨팅, 네트워크 및 웹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유닉스 시스템 등을 다룰 예정이며, 주로 사용되는 

언어는 C, C++, Visual Basic, HTML, Java 등이다. 

•556.251 생산관리(Production Management)

 생산시스템의 구조 및 생산관리의 기본개념과 기본 기법들을 

습득하여 생산관리에 대한 기초이론들을 다룬다. 이에는 기본적인 

수요예측기법, 총괄생산계획기법, 재고관리 모형, MRP 시스템, 

JIT 생산시스템, PERT/CPM, 일정계획이론 등이 포함된다.

•556.216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품질개선을 위한 각종 기법을 공부하고 

그 주요 적용방안을 다룬다. 전통적인 내용으로서는 공정능력분석, 

관리도, 샘플링, 품질보증 등이 있으며 최근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식스시그마, 계측분석, 품질기능전개, Kano's 

Model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556.254 공학경제(Engineering Economy) 

 공학적 대안의 설계 및 관리 과정에서 재정적 투자문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그 이론과 분석방법을 다룬다. 투자를 위한 

대안분석, 장비대체,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생산시스템의 경제성과 

생산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556.255 컴퓨터지원설계(Computer-Aided Design)

 컴퓨터지원설계(Computer-Aided Design)의 기본 이론을 익히고, 

학과(전공)명 학년,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산업경영공학과 4-2 선택 556.463 빅데이터의사결정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4-2 선택 556.346 헬스케어경영 3-3-0-0
산업경영공학과 4-2 선택 556.455 서비스마케팅공학 3-3-0-0

산업경영공학과 4-2 선택 556.454 기술경영전략론 3-3-0-0
산업경영공학과 4-1,2 선택 556.462 기술경영현장실습 3-0-6-0



V. 전공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36 학사운영과

Pro/Engineer나 Catia와 같은 상용 3D 모델러를 이용하여 삼차원 

CAD모델의 설계 방법을 익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신제품 의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운다.

•556.256 응용수학(Foundations of Applied Mathematics) 

 산업공학의 여러전공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기초가 되는 이론과 

계산방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크게 집합과 함수, 미분, 적분, 

선형벡터공간, 행렬 및 행렬식 등과 선형대수학이다.

•556.261 데이터과학(Data Science) 

 데이터 과학에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창출

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이해하고 

패턴을 이해하는 방법을 익힌다. 더 나아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556.210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의 원리, 수행방법, 데이터처리방법에 대한 이론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모델링, 난수생성, 확률변수 생성, 

입력자료 분석, 모델검증, 출력자료 분석 등의 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묘사하는 능력과 시스템을 

설계, 분석,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556.466 보건의료 데이터 어낼리틱스(Healthcare Data Analytics) 

 헬스케어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여 헬스케어의 질을 높이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방법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지역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데이터 포털의 헬스케어 개방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의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분석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현장 학습을 수행

한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소규모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분석 도구의 적용을 구체화한다. 

•556.303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인간-기계-환경의 총체적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관한 기초 이론과 응용에 

관하여 학습한다. 인간공학적 접근과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변수의 

선정, 수행도의 측정, 분석, 평가, 개선을 위한 설계과정의 

심리학, 생리학, 역학 등이 다루어진다.

•556.320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실험계획법은 시스템이해 및 최적설계 등을 위한 문제해결도구

로서 활용도가 높은 통계적 방법이다. 먼저 실험계획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모형을 

다룬다. 최근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구치 로버스트

설계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한 사례연구 및 프로젝트실습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556.324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기업 간의 물류, 구매 및 조달, 운송, 생산 유통 및 판매 등을 

통합하고자 하는 공급체인의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중요개념

들과 통찰력, 응용기법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다룬다.

•556.350 제조및생산경제학_캡스톤디자인(Manufacturing & 

Product Economics_Capstone Design)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제조시스템의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

과정과 시장의 영향, 제조시스템의 특징에 따른 제조비용 산정

방법, 제조시스템 특히 첨단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다.

•556.351 데이터베이스관리(Database Management)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독립성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을 학습한다.

•556.457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경영과학에서 다루는 시스템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선형계획법에 

대해서 배운다. 선형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특성, 선형식으로 

수학적 모델을 세우는 과정, 수립된 선형 모델에서 해를 찾는 

방법, 찾아진 최적해를 해석하고 사후 분석하는 과정 등을 배운다. 

몇 가지 실제 사례 문제들을 선형계획으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한다.

•556.343 경영과학(Operations Research)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공부한다. 경영과학의 개요와 

응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선형계획법, 수송문제, 네트워크문제, 

정수계획법, 동적계획법, 목적계획법과 같은 수리계획법을 주로 

다룬다.

•556.410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소한 고장도 매우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항공기, 원전, 

통신망 및 도로망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과목은 시스템의 

신뢰도 및 안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적인 모형 및 

도해법을 다룬다.

•556.353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조직 내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을 다루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는 모집, 선발, 훈련 및 개발, 보상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학습

함으로써 향후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응용력과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556.354 데이터통신(Data Communication)

 데이터 통신의 전반적인 용어와 개념, 통신망의 종류와 구조 

및 동작원리, 통신에러의 종류와 처리방법, 프로토콜 구조와 기능, 

각종 통신기기의 특징과 동작원리 등 데이터 통신의 전반적인 

개념 위주로 학습한다.

•556.356 데이터분석방법론_전공글쓰기(Data Analytics)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분석, 해석의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하며 실제 데이터 응용과 분석결과의 분석 

및 해석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556.458 제품개발론(Product Development)

 제품개발론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개발 방법론을 다룬다. 특히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3D 프린팅 기술, NC 가공기술, 3D 스캐닝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이론과 함께 현장감 있는 제품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556.459 정보통신경영(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정보통신의 기본적 이론과 정보통신분야의 경영분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습득한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경영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경영적 측면의 특성과 성패요인 등을 

살펴본다.

•556.429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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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복잡한 조직체 내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효율적 수행

기법을 다루며 장래에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잠재적 능력(지식, 

기술, 자세 등)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적 기법 (PERT, CPM) 습득과 실제 수행된 프로젝트의 

사례연구 및 토론 등이 있다. 

•556.355 산업공학특론_캡스톤디자인(Special Topics in Industrial 

Engineering_Capstone Design)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산업공학의 최신의 

방법론을 학습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공학적 방법에 대해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한다.

•556.444 산업공학설계_캡스톤디자인(Industrial Engineering 

Design_Capstone Design) 

 산업체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금까지 

배웠던 산업공학의 모든 공학적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해결과정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556.450 식스시그마실무_캡스톤디자인(Practices of Six-Sigma) 

 식스시그마는 Motorola에서 시작된 품질혁신프로그램으로 산업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식스시그마 문제해결의 

5단계 즉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ment, 

Control을 이해하고 그 실행방법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공부한다. 

학생들은 각자 실무적인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실습을 수행한다.

•556.452 기술경영특론(Special Topics in Management of 

Technology)

 경영전략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단으로, 환경

적응의 기능을 가지며 기업이 장차 당면할 전략적 문제나 전략적 

기회를 발견하는 기능을 가진다. 기업경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새로운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적용을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익힌다. 

•556.460 산업공학실습(Industrial Engineering Practices) 

 현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IE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적용을 

연습한다. 이를 통해 전공실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전통적인 

IE 기법 뿐 아니라 딥러닝, 빅데이터 등도 다루도록 한다.

•556.461 산학연계연구(Study of School-Work Links) 

 그동안 학습한 산업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생산현장의 산업

공학적 문제를 분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 현장에서 응용되는 과정을 

체험한다.

•556.463 빅데이터의사결정론(Decision Science with Big Data) 

 의결정분석의 기초를 위한 합리적이며 실용성 있는 방법론을 

학습하고, 현실의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개인 및 집단의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을 익힌다. 특히, 효용함수, 

완전정보 및 불완전 정보가치, 다목적 의사결정문제 등을 다룬다.

•556.346 헬스케어경영(Healthcare Management and Technology) 

 헬스케어시스템에서 등장하는 의사결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정보시스템, 품질경영, SCM 등의 

내용을 헬스케어 분야에 타겟팅해서 제시하고 아울러 Health 

Monitoring을 위한 데이터마이닝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556.455 서비스마케팅공학(Service Marketing Engineering)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산업재의 마케팅 

특성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산업 마케팅에서 구매

행동 모델을 통하여 구매의사결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학습한다.

•556.454 기술경영전략론(Strategies of 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경영전략론은 경영실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영

학도와 공학도가 혼합되어 있는 기술 혁신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략과 경영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기술경영에 대한 개념과 

실무적 응용력에 대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556.464 경제성분석실무(Practical Affairs of Economic Analysis) 

 기업의 투자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성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할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제 사례분석을 해봄으로써 경제성분석의 실무적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556.462 기술경영현장실습(MOT Intership)

 기술경영현장실습은 학기 중 12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 프로

그램이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과에서 배웠던 기술경영 및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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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택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 과 학년, 학기 비고

- 어학연수 3학점이내 해외자매대학 전학년-전학기

000.015 한국역사의이해 3-3-0-0 사학과 전학년-전학기

외국인을 
위한강좌

000.013 한국사회의이해 2-2-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전학년-1학기

000.016 한국어I 2-2-0-0 국어국문학과 전학년-1학기

000.017 한국어II 2-2-0-0 국어국문학과 전학년-2학기

000.047 녹색산업 환경론 3-3-0-0 경영학과 2-1

000.042 녹색산업마케팅 3-3-0-0 경영학과 2-2

000.045 녹색산업캠페인및홍보 3-3-0-0 경영학과 3-1

000.043 녹색산업콘텐츠 3-3-0-0 경영학과 3-2

000.048 녹색산업 글로벌 전략 3-3-0-0 경영학과 3-2

000.046 녹색산업현장실습 3-0-3-0 경영학과 4-1

000.605 공무원행정학 기초 3-3-0-0 자치행정학과 전학년-전학기

000.636 공무원행정학 심화 3-3-0-0 자치행정학과 전학년-전학기

000.014 한국경제의이해 2-2-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2학기 외국인을 
위한강좌

000.637 비즈니스 러시아어1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1학기

000.639 비즈니스 일본어1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1학기

000.641 비즈니스 중국어1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1학기

000.638 비즈니스 러시아어2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2학기

000.640 비즈니스 일본어2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2학기

000.642 비즈니스 중국어2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2학기

000.039 산업체현장실습 3-3-0-0 국제통상학과 전학년-동계방학

000.051 유용생물자원발굴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학년-1학기

000.052 해양생태계관리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학년-2학기

000.054 해양생태체험현장실습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학년-2학기

000.652 신재생에너지개발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전학년-1학기

000.098 식품의료관광현장실습 3-1-4-0 식품영양학과 전학년-1학기

000.657 의료생태와 자연환경 2-2-0-0 치위생학과 전학년-전학기

000.609 군사학1 3-0-6-0 학군단 3-1

000.610 군사학2 3-0-6-0 학군단 3-2

000.611 군사학3 3-0-6-0 학군단 4-1

000.612 군사학4 3-0-6-0 학군단 4-2

000.608 중소기업과창업 3-3-0-0 창업지원본부 3,4학년-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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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 과 학년, 학기 비고

000.663 사회적경제와창업 2-2-0-0 창업지원본부 전학년-전학기

000.664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2-0-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계절학기

000.665 국내현장실습계절제(8주) 4-0-8-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계절학기

000.669 현장실습과 취업(4주) (계절제) 2-0-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계절학기

000.667 해외현장실습계절제(4주) 2-0-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계절학기

000.668 해외현장실습계절제(8주) 4-0-8-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계절학기

000.678 해외현장실습학기제(12주) 9-0-18-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전학기

000.672 해외현장실습학기제(24주) 12-0-2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전학기

000.670 국내현장실습학기제(12주) 9-0-18-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전학기

000.671 국내현장실습학기제(16주) 12-0-2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3,4학년-전학기

000.603 지식재산능력시험 2-2-0-0 산학협력단 전학년-전학기

000.647 디자인컨버전스 2-2-0-0 산학협력단 전학년-전학기

000.093 기술과경영 3-3-0-0 LINC사업단 전학년-2학기

000.619 커뮤니케이션기법 2-2-0-0 LINC사업단 2-2

000.620 창의융합훈련 3-3-0-0 LINC사업단 3-2

000.621 R&D 과제 관리 3-3-0-0 LINC사업단 3-1

000.622 창의융합설계_캡스톤디자인 3-3-0-0 LINC사업단 4-1

000.623 창조경영 3-3-0-0 LINC사업단 4-2

000.624 기업 사례연구 2-2-0-0 LINC사업단 3-2

000.626 내 마음의 힐링 2-0-4-0 LINC사업단 전학년-계절학기

000.630 콘텐츠 제작 실무_캡스톤디자인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00.026 경영업무의이해와실무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00.027 녹색기술개론 3-3-0-0 LINC사업단 전학년-1학기

000.028 CEO와기업가정신 3-3-0-0 LINC사업단 전학년-2학기

000.628 동서양의 신화 3-3-0-0 LINC사업단 전학년-2학기

000.094 그린스타트함께하기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00.648 재미있는 창의사고 3-3-0-0 LINC사업단 3-1,2

000.649 콘텐츠산업과 비즈니스의 이해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00.654 컴퓨터적 사고 훈련 3-3-0-0 LINC사업단 3학년-전학기

010.695 특허명세서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10.696 지식재산권법 2-2-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10.697 해양환경조사법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10.698 마케팅실무 3-3-0-0 LINC사업단 전학년-전학기

000.651 중기 해외봉사 12-0-24-0 사회봉사센터 전학년-전학기

000.658 컴퓨터개념 및 실습 3-2-2-0 동해안해양바이오산업
창조인재양성사업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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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해설 |

•어학연수(Language Study Abroad Program)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해외대학으로 단기어학연수를 파견하여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

•000.015 한국역사의이해(Introduction Of Korean History)

 한국 특히 강릉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

으로 강릉 일대의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한국과 강릉의 

역사를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어에 미숙하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이 결핍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과서나 교재 보다는, 유적과 

유물을 직접 접하면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특징을 설명함으로서 

한국통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000.013 한국사회의이해(Understanding Korean Society)

 한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토픽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현대 한국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000.016 한국어Ⅰ(Korean Ⅰ)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기초를 학습시킴으로써, 

한국어의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어의 이해를 돕는다.

•000.017 한국어Ⅱ(Korean Ⅱ)

 한국어 기초능력을 지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중급 

이상의 한국어를 학습시킴으로써, 수준 높고 자유로운 한국어 

구사를 가능하도록 한다.

•000.047 녹색산업 환경론(Green Industry Environment)

 환경경영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과를 개선하여 

경제적 수익성 증대는 물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지속 가능 개발, 국제적 환경 규제, 

국내 환경 규제의 강화, 환경 보호 단체의 활동, 시민 단체의 

성장과 환경 소비 시장등을 수업한다.

•000.042 녹색산업마케팅(Green Industry Marketing)

 녹색산업 진흥을 위한 상품기획, 소비자 심리 및 마케팅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그 마케팅 실천의 과정을 고찰하여 녹색

산업 진흥의 마케팅 체계를 학습한다.

•000.045 녹색산업 캠페인 및 홍보(Campaign & PR in 

Green Industry)

 녹색산업 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법과 원리를 학습하고, 홍보 및 PR의 과정을 고찰하여 녹색

산업 육서으이 효과 및 녹색생활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한다.

•000.043 녹색산업콘텐츠(Contents of Green Industry)

 녹색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과정을 고찰하고, 

녹색산업 진흥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및 마케팅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실무 사례를 학습하여 녹색산업의 육성 역량을 배양한다.

•000.048 녹색산업 글로벌 전략(Green Industry Global Strategy)

 미래 사회는 정보 및 통신의 발전, 운송 및 수송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경제로 가게 될 것이다. ‘즉 국경을 초월한 상호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 투자 시대’, 글로벌 기업의 출현, 지식 정보화 사회 등이 

예측된다. 따라서 녹색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도 정보, 지식 

혁신, 속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특유의 우위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내용을 강의한다.

•000.046 녹색산업 현장실습(Practices in Green Industry)

 녹색산업 진흥의 제반 이론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의 녹색산업 육성의 적용 사례 및 방법을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000.605 공무원행정학기초(Basic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Service Examination)

 행정학의 이론적 고찰과 실제를 토대로 7,9급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수험 준비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취업역량을 

제고시킨다.

•000.636 공무원행정학심화(Intensive Public Administration 

for Public Service Examination)

 행정학의 개념과 이론 학습을 토대로 7급, 9급 공무원시험합격에 

필요한 행정학 내용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000.014 한국경제의 이해(Understanding Korean Economy)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경제를 교습하는 교과목임.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 산업별 현황 및 국제경쟁력에 대해 탐구하는 

한편, 한국경제정책의 결정구조,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등 제도적 

요인을 학습시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과정

이다. 외국인 학생들의 상이한 한국어 능력을 감안하여 한국어 

및 영어의 이중 언어로 가르치는 교과목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학 과 학년, 학기 비고

000.659 창의적사고와 글쓰기 3-3-0-0 동해안해양바이오산업
창조인재양성사업단 2-2/3-2

000.660 기업마케팅실무 3-3-0-0 동해안해양바이오산업
창조인재양성사업단 2-2/3-2

000.661 기업실무 I 3-3-0-0 동해안해양바이오산업
창조인재양성사업단 4-1

000.662 기업실무 II 3-3-0-0 동해안해양바이오산업
창조인재양성사업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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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37 비즈니스 러시아어1(Russian for Business1)

 환동해통상 실무 및 어학능력에 필요한 기본 러시아어의 구사력을 

제고한다. 러시아 회화 학습 뿐만 아니라 동시에 러시아와의 

통상을 위한 문화체험을 함께해 본다.

•000.639 비즈니스 일본어1(Japanese for Business1)

 일본 통상의 실무 및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해 본 교과목을 운영

한다. 일본과 주로 교섭을 하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본의 

경제언어 및 무역실무 전문용어를 숙지한다.

•000.641 비즈니스 중국어1(Japanese for Business1)

 중국어 입문자를 위한 과목으로 중국어의 발음과 표기법을 익히고, 

기초적인 일상 회화를 습득하고 나아가 중국인과 상거래에 

필요한 기초적 전문용어 및 표현을 익힌다.

•000.638 비즈니스 러시아어2(Russian for Business2)

 환동해통상에 필요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다 심화된 

러시아어를 학습한다. 통상 및 교섭에 필요한 러시아어-한국어의 

통역을 목표로 필요한 통상어휘의 학습을 통한 실무 감각을 

고양한다.

•000.640 비즈니스 일본어2(Japanese for Business2)

 일본과의 대외무역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목표로 비즈니스 

일본어1에 연속된 심화 일본어를 학습한다.

•000.642 비즈니스 중국어2(Japanese for Business2)

 중국의 산업을 이해하고 상거래에 필요한 각종 전문 용어 및 

표현, 기본적인 문서작성법 등을 익혀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국어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000.039 산업체현장실습(Business Practices and Internship)

 환동해 지역과의 무역 및 투자 기업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2년차 2학기 동안에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계의 현실을 익히고, 

해당 기업에서의 취업을 유도한다.

•000.051 유용생물자원발굴(Eco-Friendly Aquaculture Production)

 심층수를 활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우량종묘 개발과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개발을 학습한다.

•000.052 해양생태계관리(Marine Ecosystem Management)

 환경생태계의 기능과 역할 및 환경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체험을 위한 

친환경적인 관리 방안 및 효과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학습한다.

•000.054 해양생태체험 현장실습(Marine Ecosystem Field 

Practice)

 해양생태계의 지속적 이용가능방안을 현장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이를 통해 여가 활동 및 해양생태체험에 

대해 한층 더 높아진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방안을 모색한다.

•000.652 신재생에너지개발(Renewable Energy Development)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방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터득한다.

•000.098 식품의료관광현장실습(Dietitian Field Practice for 

Medical Tour)

 의료관광과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기업체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영양사 및 식품위생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익히고 훈련한다.

•000.653 의료바이오 융합의 이해 (Fusion Technology for 

Life and Health)

 건강과 구강건강의 이론적 개념을 이해하고, 특히 구강건강의 

위험요인에 대해 학습하여 위험요인을 중재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한다. 또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항균 기능의 물질을 소개하고 의료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물과 가치를 확인하여, 건강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000.657 의료생태와 자연환경(Medical & Environment)

 생물학적 요인 외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이해하며, 지구생태계의 기본적인 이해와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서 생물자원을 비롯한 지구상 의료 생물 및 

생태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한다.

•000.609, 10, 11, 12 군사학 1, 2, 3, 4(Military Science 

1, 2, 3, 4)

 군사학은 학생군사학교의 교훈인 지(智)신(信)용(勇) 에 입각하여 

초급장교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혜와 부하로부터의 신뢰, 

정의의 길을 걸어갈수 있는 용기를 고양함으로서 소대장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는데 있다.

•000.608 중소기업과 창업(Small Business & Start-u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또는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CEO를 강사로 초빙하여 ‘성공 스토리’, ‘창업 성공

사례’, ‘경영 이념’, ‘기업가 정신’ 등 CEO 경험에 바탕한 중소

기업의 비젼과 성장가능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직업 가치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학생 창업을 위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000.663 사회적경제와창업(Social Economy and Startup)

 전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창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킨다. 

•000.664, 000.665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8주)(Domestic 

On-the-Job Training Semester System(4 weeks),(8 

weeks)) 

 ‘국내현장실습계절제’ 교과목은 계절제(하계, 동계)에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생 3~4학년 학생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000.669 현장실습과 취업(4주)(On-the-Job Training and 

Employment (4 weeks))

 ‘현장실습과 취업’ 교과목은 계절제(하계, 동계)에 이수하는 프로

그램이다. 4학년 졸업예정자 학생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교

에서 배웠던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000.667, 000.668 해외현장실습계절제(4주), (8주)(Overseas 

On-the-Job Training Semester System(4 weeks), (8 

weeks))

 재학생이 선정된 국제기관 및 국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서 

현장감각을 익히고 실무를 배우며 나아가 직업선택의 기회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선택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후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학점을 부여함

•000.678, 000.672 해외현장실습학기제(12주), (24주)(Overseas 

On-the-Job Training Semester System(12 week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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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s))

 재학생이 선정된 국제기관 및 국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서 

현장감각을 익히고 실무를 배우며 나아가 직업선택의 기회로 만

들어주기 위하여 선택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후 기관의 확인을 

거쳐 학점을 부여함

•000.670, 000.671 국내현장실습학기제(12주),(16주)(Domestic 

On-the-Job Training Semester System(12weeks),(16weeks))

 ‘국내인턴쉽IV’ 교과목은 기존 국내인턴쉽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를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습기간 부족에 

따른 취업연계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 중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지식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감각 및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한다.

•000.603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한국발명진흥회가 시행하는 지식재산 능력시험이 향후 국가 

공인시험으로 승인되어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의 지식재산 능력을 

측정하는 중요 시험으로 자리잡을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

하여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이 시험의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 취업에 

유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000.647 디자인컨버전스(Design Convergence)

 학문과 기술간 융합 트렌드에 따라 디자인은 기술혁신을 반영

하는 문제뿐 아니라 소지자의 감정, 사용편의성, 미적추구, 

친환경 및 공정 무역 추구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 지향에 부응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법의 중요 사항과 디자인 설계의 핵심 지식을 학습하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 상표에 대해서도 기초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디자인 관련 이슈를 다뤄봄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실질적 제품 구현을 위한 실력 배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000.093 기술과 경영(Technology and Management)

 공학과 경영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기술중심 기업의 성공을 

다루는 학문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기술평가, 기술수명주기분석, 

제품개발, R&D관리, 특허관리, 자산관리, 벤처창업, 사업화전략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지향적 기업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게 한다.

•000.619 커뮤니케이션 기법(Communication & Presentation 

Technique)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특징, 기본원칙, 정보수집과 표현방법, 

보고서, 논문, 제안서 작성요령, 프리젠테이션의 구상, 준비, 

자료작성, 발표,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등 e-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방법 등을 학습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한다.

•000.620 창의융합훈련(Creative Thinking Training)

 창의융합훈련은 팀 단위로 계획된 과제를 수행하는 몰입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능력을 개발한다. 교과목에서는 관찰, 수요파악, 

인간중심의 설계, 혁신 방법론, 브레인스토밍, 스토리텔링 기번, 

혁신 아이디어 창출 방법론, 프로토타입 구현,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000.621 R&D 과제 관리(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프로젝트관리는 짧은 시간에 적은 자원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과제범위, 시간, 원가, 

품질, 인적자원, 의사소통, 조달 및 위험관리 등 과제 관리를 

위한 각 분야에 대해서 공부한다.

•000.622 창의 융합 설계_캡스톤디자인(Creative Integration 

Design_Capstone Design)

 창의성 개발과 개념 설계 교육을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과 융합 

설계 과정, 팀 웤, 의사소통, 심적 장애 극복, 시각화와 기억법, 

지능모형 등 창의적 문제해결과 융합설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소양과 기법을 배운다.

•000.623 창조경영(Creative Management)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있어서 사업의 구상을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부문별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착오 예방과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내부적인 사업성검토 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적

으로도 해당 사업과 관련이 된 정부 및 공공기관/금융기관/

동업자/출자자 등에게 제출하여 그들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는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특히 재무제표 등 기업 가치를 점검할 수 있는 

회계가 포함되어 실질적인 기업이 요구되는 사업방안을 설계토록 

한다. 또한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함으로서 영업을 이해하고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준을 이해토록 한다. 

•000.624 기업 사례 연구(Business Case Study)

 성공하는 기업의 “패턴”을 주어 기업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학습한다. 패턴속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기획할 수 있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패턴을 케이스 스터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탁월한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인접가능성, 유동적 네트웍크, 예감, 뜻밖의 

발견, 실수, 굴절적응, 플랫폼 등 요인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예측토록 하여 패턴을 익히도록 한다. 

•000.626 내마음의 힐링(Cleaning of Mind)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쌓아온 마음은 그 속에 많은 

감정과 집착, 스트레스, 부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바 이를 

비우는 자기 성찰의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 스트레스, 

불안, 고통, 부정적 마음을 걷어 내고 내면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자기 본성을 찾아 학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을 갖고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000.630 컨텐츠 제작 실무_캡스톤디자인(Media Contents 

Production_Capstone Design)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가시적인 창작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저작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본 강의에서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의 컨텐츠 제작 기법에 대해서 공부

하고 이를 직접 작성해 본다. 

•000.026 경영업무의 이해와 실무(Understanding Business 

Administration and Its Practices)

 최근 들어 이공계 학생도 경영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 교과목은 경영학을 접하고 싶었지만 수강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공계 학생을 위해 개설되었다. 인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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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마케팅, 생산, 고객, 서비스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본적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기업체 의견조사에서 수요가 많았던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이공계 학생들의 경영소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업무이해도 및 

실무적응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00.027 녹색기술개론(Introduction to Green Technology)

 녹색기술의 개념 및 범위를 정의하고 주요 녹색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에너지, 녹색

성장인프라, 환경보존 및 복원, 녹색기술정책, 그린IT 등 다양한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화 

기술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지열, 해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에너지 고효율화 

분야에서는 녹색수송(그린카), 녹색조명(LED), 녹색건설, 그린홈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접하도록 한다. 아울러 저탄소녹색

도시, 그린빌, 그린캠퍼스 등 지역현안과 연계하여 녹색기술 적용 

및 산업화 이슈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000.028 CEO와 기업가정신(CEO and Enterpreunership)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기업가들의 정신과 그 창업 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원가분석 등을 포함

하는 창업경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아울러 

모범적인 창업기업가들의 초청강연과 기업의 직접 방문 등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이용한 창조적인 

신사업 발굴 혹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벤처 및 신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본적인 역량을 키운다.

•000.628 동서양의 신화 (Oriental and Western Myths)

 영화, 소설,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이 신화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어 신화는 상상력의 원천이자 아이디어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신화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재창조되고 유통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000.094 그린스타트 함께하기(Green Start and Its Practices)

 그린스타트는 사회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생활 속의 

실천운동을 말한다. 일상에서 다양한 소재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과 

환경보존을 위한 최일선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수강학생들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녹색정신을 함양하고 보다 성숙한 

녹색기술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접하게 될 것이다. 

주요 주제는 기후변화, 탄소발자국, 그린캠퍼스, 녹색교육, 에코

생활, 생태공원, 그린포인트 등을 포함한다.

•000.648 재미있는 창의사고(Creative Think Training)

 사고력 발달 단계가 고려된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토론과 

협동학습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 교과목의 구성은 

절차에 의한 수리 연산구조 문제 해결, 분석에 의한 판단구조 

문제 해결, 패턴 분석에 의한 반복구조 문제 해결, 구조화 분석에 

의한 함수구조 문제의 해결, 계층적 분석에 의한 배열구조 

문제의 해결 등으로 이루어 지며, 학습을 위한 도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활용한다.

•000.649 콘텐츠산업과 비즈니스의 이해(Understanding of 

Contents Industry and Business)

 콘텐츠의 개념과 콘텐츠 산업 및 비즈니스의 생성, 발전, 체계, 

국제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이해한다. 문자 매체, 

음악·음성 매체, 영상 매체, 게임 등 개별 콘텐츠 산업 현황을 

공부할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유통 실무 등의 과목으로 연계

되는 기초를 익힌다.

•000.654 컴퓨터적 사고 훈련(Computational Thinking Training)

 비구조화된(unstructured) 현실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 과제를 

재구성하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만들어 내는 

문제기반 학습(PBL, Problem-based Learning) 과정으로, 

컴퓨터과학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언어(Language)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 해결 

결과를 얻어내는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강화한다.

•000.651 중기 해외봉사(Medium Term Overseas Volunteer)

 현재 정부에서는 “10만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대학생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학기에 걸친 현장 봉사활동

과목이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해외 봉사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리더십과 도전정신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을 함양 

할 수 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인류애 실현, 

현지인들과의 밀착된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 친선활동, 우리문화 

전파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다.

•000.658 컴퓨터개념 및 실습(Computer Concept & 

Practice)

 컴퓨터의 초보적인 개념뿐 아니라, 기업에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활용 분야를 실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010.695 특허명세서(Patent Specification)

 지식재산권법의 중추를 이루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

적인 명세서 작성법을 배우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허정구범위의 작성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한다.

•010.696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 관련 

법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고 이론과 판례를 이해하고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어진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핵심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R&D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010.697 해양환경조사법(Field Research)

 해양환경의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분야 응용을 위한 관측계획 

수립, 관측방법, 관측장비 활용법, 자료 해석 및 자료 활용 

방법을 실습한다.

•010.698 마케팅실무(Marketing Practice)

 마케팅 기본개념 및 마케팅 전략 수립과정, 마케팅환경분석, 

SWOT분석,STP전략 등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위주로 

이해하고 실습한다.

•000.659 창의적사고와 글쓰기(Creative Thinking & Writing)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읽기 능력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의사 소통능력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배양하여 글을 통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000.660 기업마케팅실무(Corporate Marketing Practice)

 실제 기업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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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브랜드 전략, 마케팅 보고서 작성 등의 기본 지식을 습득

하고 학습한다. 

•000.661 기업실무 I(Corporate Practice I)

 해양식품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무태도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무에 관련한 용어, 기본 개념, 기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며, 식품분야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 

재고관리, 원가계산, 통계처리 등의 현장실무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학습한다.

•000.662 기업실무 II(Corporate Practice II)

 해양생물소재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무태도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실무에 관련한 용어, 기본 개념, 기술 등에 

대하여 소개하며, 바이오소재 산업분야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제품개발, 품질관리 등의 현장실무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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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 정의 |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롭게 편성된 전공을 이수하여 취득한 전공을 말한다.

| 목적 | 

  학문간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수요에 걸맞은 

학문적 지식인을 양성하여 사회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 운영지침 |

  • 융합전공 과정은 희망 학생의 수강 용이성을 위하여 기 개설된 강좌와 시간은 강의실 배정 등에 중복되지 

않게 편성한다.

  • 융합전공 과정 교과목 운영은 각 과정별 대표교수가 참여교수와 결정하고 해당 융합전공 주임 교수 또는 

교육혁신원장이 수강지도를 한다.

  • 융합전공 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해당 융합전공 관련 전공 개설 교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시 

융합전공학위를 부여하고, 21학점 이상 이수시는 학위증서에 융합부전공을 표기한다.

  • 교과목의 편성은 기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융합전공에 추가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은 

참여교수 전원의 합의를 통한 후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이수방법 |  각 전공별로 규정한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이수대상 |  융합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융합전공 교육과정 현황 |

전공명 참여학과 수여학위 비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육성학과,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미래융합학사

(해양레저관광 전공)

스마트 아쿠아 팜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자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미래융합학사

(스마트아쿠아팜 전공)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래융합학사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전공)

해양생태계 서비스 해양자원육성학과, 토목공학과, 미술학과
미래융합학사

(해양생태계서비스 전공)

중국통상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미래융합학사

(중국통상 전공)

지구환경융합과학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미래융합학사

(지구환경융합과학 전공)

공공인재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인재 융합전공)

공공건강보험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디지털헬스케어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디지털헬스케어 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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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 부전공 현황 |

전공명 참여학과 융합부전공 표기 비고

해양레저관광 해양자원육성학과,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해양레저관광 부전공

스마트 아쿠아 팜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자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스마트아쿠아팜 부전공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부전공

해양생태계 서비스 해양자원육성학과, 토목공학과, 미술학과 해양생태계서비스 부전공

중국통상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중국통상 부전공

지구환경융합과학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지구환경융합과학 부전공

핀테크
회계학과,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영학과
핀테크 융합부전공

공공인재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공공인재 융합부전공

공공건강보험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공공건강보험 융합부전공

디지털헬스케어융합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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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Marine Leisure & Tourism)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해양레저관광 전공)

   ⊙ 참여학과 : 해양자원육성학과, 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해양레저관광

2-1 전선 307.306 관광마케팅론 3-3-0-0

2-1 전선 671.076 해양환경 3-3-0-0

2-1 전선 671.001 요트 세일링Ⅰ 3-3-0-0

2-1 전선 671.009 해양레저관광자원론 3-3-0-0

2-1 전선 571.252 해양생태학실습 3-2-2-0

2-1 전선 671.010 요트 세일링Ⅱ 3-3-0-0

3-1 전선 671.011 해양생태관광_캡스톤디자인 3-3-0-0

3-1 전선 671.012 요트 세일링Ⅲ 3-3-0-0

3-2 전선 571.251 화학해양학 3-3-0-0

3-2 전선 671.013 해양오염학 3-3-0-0

3-2 전선 671.008 해양레저관광마케팅론 3-3-0-0

3-2 전선 671.007 수상인명구조&CPR 3-3-0-0

4-1 전선 010.705 4차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3-3-0-0

4-1 전선 671.006 해양레저관광개발론 3-3-0-0

4-1 전선 671.005 해양레저 현장실습Ⅰ 3-3-0-0

4-2 전선 671.004 해양레저안전학 3-3-0-0

4-2 전선 671.003 스포츠드론 3-3-0-0

4-2 전선 671.002 해양레저 현장실습Ⅱ 3-3-0-0

합 계 18과목  5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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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아쿠아 팜 (Smart Aqua Farm)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스마트아쿠아팜 전공) 

   ⊙ 참여학과 : 해양자원육성학과, 전자공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스마트 아쿠아 팜

2-1 전필 010.705 4차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2-2-0-0

2-1,2 전선 671.015 4차산업혁명 산학연세미나 3-3-0-0

2-2 전필 671.014 스마트팜설계입문_캡스톤디자인 3-3-0-0

2-2 전선 572.457 분자생물학Ⅰ 3-3-0-0

3-1 전선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3-1 전선 571.454 미세조류 바이오매스학 3-2-2-0

3-1 전선 572.476 면역학 3-3-0-0

3-2 전선 671.020 먹이생물 바이오매스학 3-2-2-0

3-2 전선 572.319 양어사료학 및 실험 3-2-2-0

3-2 전선 671.019 해양바이오 소재 정보학 3-3-0-0

3-2 전선 671.018 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산물 생산이력제 3-3-0-0

3-2 전선 571.328 스마트 양식공학 3-3-0-0

4-1 전선 671.017 해양생태계 물질순환 3-3-0-0

4-1 전선 571.410 어류질병진단학 3-3-0-0

4-1 전선 671.016 IoT 통신 네트워크 3-3-0-0

4-2 전필 671.021 지능형 아쿠아팜_캡스톤디자인 3-3-0-0

합 계 16과목  4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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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Health Care Data Science)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전공)

   ⊙ 참여학과 :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2-1 전선 671.058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론 3-3-0-0

2-1 전선 671.060 R Programming 3-3-0-0

2-1 전선 671.061 프로그래밍 기초(Python) 3-3-0-0

2-1 전선 671.062 빅데이터 기초 통계 3-3-0-0

2-1 전선 556.258 프로그래밍응용 3-3-0-0

2-1 전선 556.351 데이터베이스관리 3-3-0-0

2-2 전선 671.075 헬스케어 품질경영 3-3-0-0

2-2 전선 671.063 빅데이터 고급 통계 3-3-0-0

2-2 전선 671.064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3-3-0-0

2-2 전선 671.065 뉴로-퍼지 기계학습 3-3-0-0

2-2 전선 671.059 알고리즘 설계 3-3-0-0

3-1 전선 671.066 데이터 시각화 3-3-0-0

3-1 전선 671.067 소셜 네트워크 분석 3-3-0-0

3-1 전선 671.068 머신러닝 3-3-0-0

3-1 전선 671.070 헬스케어 PHM(데이터 마이닝) 3-3-0-0

3-1 전선 671.071 테이터품질 3-3-0-0

3-2 전선 671.069 딥러닝 프로젝트 3-3-0-0

3-2 전선 671.072 데이터노믹스 3-3-0-0

3-2 전선 671.073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3-3-0-0

3-2 전선 671.074 헬스케어 데이터과학_캡스톤디자인 3-3-0-0

합 계 20과목  6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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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서비스 (Marine Ecosystem Service)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해양생태계서비스 전공)

   ⊙ 참여학과 : 해양자원육성학과, 토목공학과, 미술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해양생태계 서비스

2-1 전선 010.705 4차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2-2-0-0

2-1,2 전선 671.015 4차산업혁명 산학연세미나 3-3-0-0

2-1,2 전선 010.332 바다의 이해 3-3-0-0

2-2 전선 671.023 기후변화와 생태계 3-3-0-0

2-2 전선 553.309 해양생태학 3-3-0-0

2-2 전선 671.024 지역사회와함께하는생태계서비스평가
_캡스톤디자인_KCC 3-3-0-0

3-1 전선 671.025 해양생물모니터링_캡스톤디자인 3-3-0-0

3-1 전선 671.026 기후변화와 탄소흡수 생태계 3-3-0-0

3-2 전선 671.027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co-Tour 3-3-0-0

3-2 전선 671.013 해양오염학 3-3-0-0

3-2 전선 671.029 해양생태복원학 3-3-0-0

3-2 전선 671.030 생태미학 3-3-0-0

3-2 전선 671.031 바이오아트 3-3-0-0

4-1 전선 671.032 해양생태계 물질순환 3-3-0-0

4-1 전선 671.033 해양환경유체역학 3-3-0-0

4-1 전선 671.034 해양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_캡스톤디자인 3-3-0-0

4-2 전선 671.028 해안항만공학 3-3-0-0

합 계 17과목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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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상 (Chinese Commerce)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중국통상 전공) 

   ⊙ 참여학과 :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중국통상

1-1 전기 309.001 세계경제의 이해 3-3-0-0

1-2 전기 309.101 국제통상원론 3-3-0-0

2-1 전선 309.311 외환국제수지론 3-3-0-0

2-1 전필 309.453 국제통상과 지적재산권 3-3-0-0

2-2 전선 309.221 국제지역경제론 3-3-0-0

2-2 전선 309.219 국제무역이론 3-3-0-0

3-1 전선 309.330 중국경제론 3-3-0-0

3-1 전선 309.455 러시아 산업과 문화 3-3-0-0

3-1 전선 309.462 국제물류론 3-3-0-0

3-2 전선 309.457 중국시장론_캡스톤디자인_KCC 3-3-0-0

3-2 전선 309.327 러시아 경제론_창의·인성 3-3-0-0

3-2 전선 309.313 국제상무론 3-3-0-0

1-1 전기 106.150 중국 고전의 이해 2-2-0-0

1-2 전기 106.153 기본한문연습 2-2-0-0

1-2 전선 106.110 현대중국의 이해 2-2-0-0

2-1 전선 106.223 종합중국어Ⅰ 3-3-0-0

2-1 전선 106.237 기초중국어 어휘와 발음연습 3-3-0-0

2-1 전선 106.224 초급중국어회화 3-3-0-0

2-1 전선 106.227 초급중국어독해 2-2-0-0

2-2 전선 106.431 중국의 역서서사와 인물 2-2-0-0

3-1 전선 106.331 중국어번역연습 2-2-0-0

3-2 전선 106.338 중국어 어휘와 구문 3-3-0-0

4-1 전선 106.402 시사중국어 3-3-0-0

합 계 23과목 63학점



VII. 융합전공

 강릉원주대학교 458 학사운영과

지구환경융합과학
(Global Environmental Convergence Science)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지구환경융합과학 전공) 

   ⊙ 참여학과 :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지구환경융합과학

2-1,2 전선 551.459 지구환경융합과학 3-3-0-0

3-1,2 전선 505.462 환경과학법 3-3-0-0

3-1,2 전선 506.732 지구환경변화세미나 1-1-0-0

4-1,2 전선 506.733 지구환경과학융합_캡스톤디자인 2-2-0-0

1-2 전기 551.484 기상학개론Ⅰ 3-3-0-0

3-1 전선 551.454 지구환경원격탐사 3-3-0-0

2-2 전선 551.309 대기환경공학 3-3-0-0

4-1 전선 551.403 위성기상학 3-3-0-0

2-1 전선 551.213 대기오염개론 3-3-0-0

2-2 전선 551.463 에너지와 환경 3-3-0-0

2-1 전선 551.201 기상측기와 관측실험 3-2-2-0

1-1 전기 506.109 생물학 및 실험Ⅰ 3-2-2-0

3-1 전필 506.329 생태학 3-3-0-0

2-1 전필 506.230 동물계통분류학 3-3-0-0

2-2 전필 506.231 식물계통분류학 3-3-0-0

3-1 전선 506.333 생물정보학 3-3-0-0

4-2 전선 506.334 환경생물학 3-3-0-0

2-2 전선 506.204 동물생리학 3-3-0-0

1-1 전기 505.007 일반화학Ⅰ 3-3-0-0

2-2 전선 505.211 분석화학 3-3-0-0

2-1 전필 505.205 분석화학실험 2-0-4-0

3-2 전선 505.311 환경화학 3-3-0-0

4-1 전선 505.459 공업화학 3-3-0-0

3-1 전선 505.309 생화학Ⅰ 3-3-0-0

4-1 전선 505.425 인체생화학 3-3-0-0

합 계 25과목 7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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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Fintech)

   ⊙ 수여학위 : 미래융합학사(핀테크 융합부전공)

   ⊙ 참여학과 : 회계학과,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경영학과

   ⊙ 이수학점 :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핀테크는 부전공 이수를 기본으로 한다.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핀테크

0-1,2 전필 671.036 핀테크개론 3-3-0-0

0-1,2 전필 671.037 컴퓨터코딩 3-3-0-0

0-2 전필 305.736 알기쉬운 R프로그래밍 3-3-0-0

0-1 전선 671.039 금융시장의 이해
택 1

3-3-0-0

0-1 전선 301.113 증권투자론_캡스톤디자인 3-3-0-0

0-1 전선 030.041 생활과 세법 3-3-0-0

0-1 전선 302.448 경영경제통계학 3-3-0-0

0-1 전선 303.107 회계원리Ⅰ 3-3-0-0

0-1 전선 671.038 증권가치평가론 3-3-0-0

0-2 전선 302.305 재무관리
택 1

3-3-0-0 개설 : 경영학과

0-2 전선 302.305 재무관리 3-3-0-0 개설 : 회계학과

0-2 전선 302.456
경영정보시스템과 

문제해결_캡스톤다자인_KCC
3-3-0-0

0-2 전선 303.210 세법 3-3-0-0

0-2 전선 303.203 회계원리Ⅱ 3-3-0-0

0-2 전선 303.304 경영분석_캡스톤디자인 3-3-0-0

0-2 전선 301.214 계량경제학입문 3-3-0-0

0-2 전선 301.309 국제금융론 3-3-0-0

합 계 17과목 5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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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재 융합전공
(Convergence Program of Human Resources in Public Service)

   ⊙ 수여학위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공공인재 융합전공)

   ⊙ 운영방식 : 계절학기 기숙형 수업(RC)을 통한 운영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공공인재

융합전공

1 전필 675.036 공공직업윤리 1-1-0-0 공통

1 전필 675.037 청렴 및 부패방지 1-1-0-0 공통

1 전필 675.038 인권경영과 개인정보보호 1-1-0-0 공통

1 전선 675.039 공공기관의 이해 3-3-0-0 공통

1 전선 675.040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치창조 3-3-0-0 공통

1 전선 675.041 전략적 기획론 3-3-0-0 공통

2 전선 675.042 창의적 문제해결 전략 3-3-0-0 공통

2 전선 675.043 성과관리 3-3-0-0 공통

2 전선 675.044 기초통계와 데이터분석 2-2-0-0 공통

3 전선 675.045 자료해석과 직무역량 3-3-0-0 공통

3 전선 675.046 조직행태론 3-3-0-0 공통

3 전선 675.047 경영전략과 분석 2-2-0-0 공통

4 전선 675.048 채용과 인사에 관한 법률과 실무 3-3-0-0 공통

4 전선 675.049 공공기관과 회계와 재무관리 3-3-0-0 공통

4 전선 675.013 경영현장 실습 2-2-0-0 공통

4 전선 675.014 사회적 공유가치 경영 2-2-0-0 공통

3 전선 675.015 건강보험 및 실습 2-2-0-0 건강생명

1 전선 675.016 공원관리학 2-2-0-0 관광문화

4 전선 675.017 관광소비자 트랜드 2-2-0-0 관광문화

3 전선 675.018 관광법규론 2-2-0-0 관광문화

2 전선 675.019 해외 관광시장의 이해 2-2-0-0 관광문화

3 전선 675.020 광물자원탐사 및 분석 3-3-0-0 자원개발

4 전선 675.021 광해방지기술 및 응용 3-3-0-0 자원개발

1 전선 675.022 교통계획 및 법규 2-2-0-0 공공서비스

4 전선 675.023 교통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2-2-0-0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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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공공인재 융합전공

4 전선 675.000 교통운영 조사 및 분석 2-2-0-0 공공서비스

3 전선 675.001 국제지역경제론 2-2-0-0 건강생명

2 전선 675.002 노화와 의사소통 및 노인 관련 법 2-2-0-0 공공서비스

1 전선 675.003 관광과 한국문화 매력 2-2-0-0 관광문화

1 전선 675.004 문화기획 2-2-0-0 관광문화

4 전선 675.005 보건의료법규 2-2-0-0 건강생명

1 전선 675.006 보건통계학 2-2-0-0 건강생명

2 전선 675.007 사회보장법 2-2-0-0 건강생명

4 전선 675.008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2-0-0 건강생명

4 전선 675.009 사회복지정책론 2-2-0-0 건강생명

2 전선 675.010 관광과 서비스 2-2-0-0 관광문화

1 전선 675.011 심리평가 및 결과분석론 2-2-0-0 공공서비스

1 전선 675.012 운전재활 및 자동차 보조공학 2-2-0-0 공공서비스

1 전선 675.024 의학용어 2-2-0-0 건강생명

3 전선 675.025 정보시스템 설계 및 구축 2-2-0-0 공공서비스

4 전선 675.026 정보시스템 유지 및 운용 2-2-0-0 공공서비스

3 전선 675.027 정신보건사회복지론 2-2-0-0 건강생명

2 전선 675.028 정책분석평가론 2-2-0-0 건강생명

2 전선 675.029 지역공동체 개발 2-2-0-0 관광문화

1 전선 675.030 지구자원과 환경 3-3-0-0 자원개발

1 전선 675.031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설계 및 관리 2-2-0-0 　

1 전선 675.032 화학물질 관리 개론 2-2-0-0 　

1 전선 675.033 휴양형태론 2-2-0-0 관광문화

2 전선 675.034 드론사진분석론 3-3-0-0 자원개발

2 전선 675.035 야생생물관리학 2-2-0-0 관광문화

합 계 50과목  11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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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Convergence Program of Public Health Insurance)

   ⊙ 수여학위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 운영방식 : 계절학기 기숙형 수업(RC)을 통한 운영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1 전필 675.036 공공직업윤리 1-1-0-0 공통

1 전필 675.037 청렴 및 부패방지 1-1-0-0 공통

1 전필 675.038 인권경영과 개인정보보호 1-1-0-0 공통

1 전선 675.039 공공기관의 이해 3-3-0-0 공통

1 전선 675.040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치창조 3-3-0-0 공통

1 전선 675.041 전략적 기획론 3-3-0-0 공통

2 전선 675.042 창의적 문제해결 전략 3-3-0-0 공통

2 전선 675.043 성과관리 3-3-0-0 공통

2 전선 675.044 기초통계와 데이터분석 2-2-0-0 공통

3 전선 675.045 자료해석과 직무역량 3-3-0-0 공통

3 전선 675.046 조직행태론 3-3-0-0 공통

3 전선 675.047 경영전략과 분석 2-2-0-0 공통

4 전선 675.048 채용과 인사에 관한 법률과 실무 3-3-0-0 공통

4 전선 675.049 공공기관과 회계와 재무관리 3-3-0-0 공통

4 전선 675.013 경영현장 실습 2-2-0-0 공통

4 전선 675.014 사회적 공유가치 경영 2-2-0-0 공통

3 전선 675.066 건강보건통계활용 3-3-0-0 국민건강보험

3 전선 675.067 건강보험관련 법규의 이해 2-2-0-0 건강보험심사평가

3 전선 675.068 건강보험심사평가 및 신포괄수가제도 3-3-0-0 건강보험심사평가

4 전선 675.069 건강운동관리 2-2-0-0 국민건강보험

1 전선 675.070 건강증진기획홍보 3-3-0-0 국민건강보험

4 전선 675.071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이해 3-3-0-0 건강보험심사평가

3 전선 675.072 의약품안전사용(DUR) 서비스 2-2-0-0 건강보험심사평가

1 전선 675.073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2-2-0-0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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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공공건강보험

융합전공

1 전선 675.074 사회복지상담연구 2-2-0-0 국민건강보험

1 전선 675.075 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2-0-0 국민건강보험

2 전선 675.076 보건행정학 2-2-0-0 국민건강보험

1 전선 675.077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의 이해 2-2-0-0 건강보험심사평가

2 전선 675.078 표준질병분류체계 3-3-0-0 건강보험심사평가

1 전선 675.079 혁신의료정보학 2-2-0-0 건강보험심사평가

1 전선 675.080
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해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

2 전선 675.051 4대 사회보험 징수의 이해 1-1-0-0 국민건강보험

1 전선 675.122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제도의 이해 3-3-0-0 국민건강보험

1 전선 675.123 의료심사평가론 3-3-0-0 건강보험심사펴가

합 계 34과목 7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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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전공
(Convergence Program of Digital Health Care)

   ⊙ 수여학위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디지털헬스케어 융합전공)

   ⊙ 운영방식 : 계절학기 기숙형 수업(RC)을 통한 운영

   ⊙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36학점 이상), 융합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 이상)

| 교육과정 |   

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전공

1 전필 675.036 공공직업윤리 1-1-0-0 공통

1 전필 675.037 청렴 및 부패방지 1-1-0-0 공통

1 전필 675.038 인권경영과 개인정보보호 1-1-0-0 공통

1 전선 675.039 공공기관의 이해 3-3-0-0 공통

1 전선 675.040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치창조 3-3-0-0 공통

1 전선 675.041 전략적 기획론 3-3-0-0 공통

2 전선 675.042 창의적 문제해결 전략 3-3-0-0 공통

2 전선 675.043 성과관리 3-3-0-0 공통

2 전선 675.044 기초통계와 데이터분석 2-2-0-0 공통

3 전선 675.045 자료해석과 직무역량 3-3-0-0 공통

3 전선 675.046 조직행태론 3-3-0-0 공통

3 전선 675.047 경영전략과 분석 2-2-0-0 공통

4 전선 675.048 채용과 인사에 관한 법률과 실무 3-3-0-0 공통

4 전선 675.049 공공기관과 회계와 재무관리 3-3-0-0 공통

4 전선 675.013 경영현장 실습 2-2-0-0 공통

4 전선 675.014 사회적 공유가치 경영 2-2-0-0 공통

2 전선 675.098 DH단기현장실습 3-0-6-0 공통

1 전선 675.099 건강검진과 질병관리 3-3-0-0 공통

3 전선 675.100 건강생명정보 디자인 3-3-0-0 의료정보 AI

4 전선 675.101 메디컬정보보안 3-3-0-0 의료정보 ICT

3 전선 675.102 모바일 헬스케어 3-3-0-0 의료정보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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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비고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전공

2 전선 675.103 병원업무 프로세스 3-3-0-0 의료정보 ICT

2 전선 675.104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이해 3-3-0-0 의료정보 ICT

1 전선 675.105 의과학 통계분석 1 3-3-0-0 공통

2 전선 675.106 의과학 통계분석 2 3-3-0-0 의료정보 AI

3 전선 675.107 의과학 통계분석 3 3-3-0-0 의료정보 AI

4 전선 675.108 의료 3D 프린팅 3-2-2-0 의료정보 ICT

4 전선 675.109 의료 딥러닝_캡스톤디자인 3-0-0-6 공통

3 전선 675.110 의료 머신러닝 3-3-0-0 의료정보 AI

2 전선 675.111 의료 텍스트 마이닝 3-3-0-0 의료정보 AI

2 전선 675.112 의료관련 법규 3-3-0-0 의료정보 ICT

4 전선 675.113 의료데이터 분석_캡스톤디자인 3-0-0-6 공통

1 전선 675.114 의료데이터분석과 시각화 3-3-0-0 의료정보 AI

4 전선 675.115 의료모바일_캡스톤디자인 3-0-0-6 공통

1 전선 675.116 의료인공지능 개론 3-3-0-0 의료정보 AI

2 전선 675.117 의료정보관리학 3-3-0-0 의료정보 ICT

1 전선 675.118 의학 및 병원용어 3-3-0-0 의료정보 ICT

1 전선 675.119 인체의 구조와 기능 3-3-0-0 의료정보 ICT

3 전선 675.120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형론 3-3-0-0 의료정보 AI

1 전선 675.083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3-3-0-0 공통

1 전선 675.124 바이오컴퓨팅 3-3-0-0

합 계 41과목  11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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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교육과정

| 개요 |

  신 산업분야 형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으로 실무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다.

| 목적 및 필요성 | 

  학생들을 현장적응력이 뛰어나고 실용성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로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산업체 연계 

현장교육,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 편성 및 개설 |

  • 각 연계교육과정의 편성학점은 12~24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의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한다.

  • 교육과정은 사회진출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으로 편성한다.

  •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목은 1과목 이상 필수로 편성· 수강한다.

| 이수표시 |

  • 산학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성적증명서에 교육과정 이수를 명시한다.

  • 산학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산학연계교육과정 인증서를 수여한다.

 | 교육과정 (20개 산학연계교육과정) |

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 경영

2-1 전공필수 302.207 마케팅원론 3-3-0-0

경영학과
18

학점

2-1 전공필수 302.204 조직행위론_창의·인성 3-3-0-0

2-2 전공필수 302.305 재무관리 3-3-0-0

2-2 전공선택 302.458 생산시스템과 서비스경영 3-3-0-0

4-1 전공필수 302.454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 3-3-0-0

4-1 전공필수 302.434 취업 설계세미나 3-3-0-0

4-2 전공선텍 302.428 경영현장실습 3-0-6-0

환동해 
통상전문인력 

양성과정

1 일반선택 000.637 비즈니스  러시아어1 3-3-0-0

국제통상학과
21

학점

2 일반선택 000.638 비즈니스 러시아어 2 3-3-0-0

3-2 전공선택 309.327 러시아경제론 3-3-0-0

3-1 전공선택 309.455 러시아 산업과 문화 3-3-0-0

1 일반선택 000.639 비즈니스 일본어 1 3-3-0-0

2 일반선택 000.640 비즈니스 일본어 2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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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3-1 전공선택 309.426 일본경제론 3-3-0-0

3-2 전공선택 309.456 일본산업론 _캡스톤디자인 3-3-0-0

1 일반선택 309.641 비즈니스 중국어 1 3-3-0-0

2 일반선택 309.642 비즈니스 중국어 2 3-3-0-0

3-1 전공선택 309.330 중국경제론 3-3-0-0

3-2 전공선택 309.457 중국시장론_캡스톤디자인_KCC 3-3-0-0

1 균형교양 030.107 환동해지역의 이해 KCC 3-3-0-0

4-2 전공선택 309.459 강원도와 환동해경제권 3-3-0-0

4-2 전공선택 309.460 국제통상과 현장실습 3-0-3-0

 도시계획 및 
공간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3-2 전공선택 305.414 도시설계_캡스톤디자인_KCC 3-3-0-0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20
학점

3-2 전공선택 305.320 도시부동산조사분석 3-3-0-0

3-2 전공선택 305.737 지적전산학 3-3-0-0

2-1 전공선택 305.317 CAD실습 3-3-0-0

2-2 전공선택 803.002 GIS실습I 3-3-0-0

3-1 전공선택 305.322 도시계획연습_캡스톤디자인 3-3-0-0

4-1 전공선택 803.003 GIS실습II_캡스톤디자인 3-3-0-0

4-2 전공선택 305.453 도시계획및공간정보산업현장실습 3-0-6-0

전문
영양사 

양성과정

1-1 전공선택 565.103 식품학 3-3-0

식품영양학과
14

학점

1-1 전공필수 565.105 기초영양학 3-3-0

3-2 전공선택 565.310 식품분석및실험 3-2-2

4-2 전공선택 565.429 건강기능성식품학 3-3-0

3-2 전공선택 565.403 영양교육및상담실습 3-2-2

4-1 전공필수 565.416 논문연구_캡스톤디자인 1-1-0

4-2 전공선택 565.428 장기현장실습 3-0-6

글로벌 
식품인재 
양성과정

3-2 전공선택 566.309 가공식품개발학_캡스톤디자인 3-3-0

식품가공
유통학과

17
학점

4-2 전공선택 566.307 식품화학실험_캡스톤디자인 1-4-0

3-1 전공선택 566.303 식품기기분석학및실험 3-3-0

4-1 전공선택 566.420 식품품질관리학 3-3-0

3-1 전공선택 566.313 식품유통학 3-3-0

3-2,4-2 전공선택 566.351 식품산업현장실습Ⅱ 3-0-6

4-2 전공선택 566.428 식품가공실습및견학_캡스톤디자인 3-1-4-0

계절학기 일반선택 000.664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2-0-4 

계절학기 일반선택 000.667 해외현장실습계절제(4주)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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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해양생태공학 
전문인력 
양성과정

2-2 전공선택 560.211 미생물학 및  실험 3-2-2-0

해양자원
육성학과

15
학점

3-2 전공선택 571.324 해양생지화학 및 실험 3-2-2-0

3-2 전공선택 571.459 IT기반 해양모니터링 3-2-2-0

3-1 전공필수 571.454 미세조류바이오매스학_캡스톤디자인 3-2-2-0

3-1 전공선택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3-2 전공선택 571.302
해양동물생리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4-1 전공선택 571.450 어장학_캡스톤디자인 3-3-0-0

4-2 전공선택 571.458 해양생태공학현장실습 3-0-6-0

식물생명 
인재양성과정

4-1 전공필수 554.450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Ⅰ

_캡스톤디자인
2-0-4-0

식물생명
과학과

16
학점

4-2 전공필수 554.452
식물생명산업프로젝트II

_캡스톤디자인
2-0-4-0

1-2 전공필수 554.453 기능성식물학 3-3-0-0

3-1 전공필수 554.350 식물생명산업현장소개및실습 3-2-2-0

3-2 전공선택 554.306 농약학 3-3-0-0

2-2 전공기초 554.341 저장유통생리학및실험 3-2-2-0

3-2 전공선택 554.467 식물번식학및실험 3-2-2-0

4-2 전공선택 554.469 장기현장실습 3-0-6-0

환경조경설계 
스튜디오과정

3-1 전공필수 575.459 외부공간설계스튜디오(정원)_캡스톤디자인 3-2-2

환경조경학과
20

학점

2-1 전공필수 575.457 지형및식재설계 3-2-2

2-2 전공선택 575.353 공원설계_캡스톤디자인 4-4-0

3-2 전공필수 575.317 자연공원학및실습 3-2-2

3-2 전공필수 575.450 환경설계스튜디오I_캡스톤디자인 4-2-4

4-1 전공필수 575.216 조경식물학및실습II 3-2-2

4-2 전공선택 575.454 장기현장실습 3-0-6

임베디드시스템 
설계과정

2-1 전공선택 557.221 고급프로그래밍 3-3-0

전자공학과
16

학점

2-2 전공필수 557.216 디지털시스템설계 3-3-0

3-1 전공선택 557.324 전자회로실험 1-0-2

3-2 전공선택 557.467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3-3-0

3-2 전공선택 557.468 마이크로프로세서실험 1-0-2

3-2 전공선택 557.328 시스템프로그래밍 3-3-0

4-2 전공선택 557.449 임베디드시스템 3-3-0

4-1 전공선택 557.473 고급설계프로젝트_캡스톤디자인 3-3-0

4-2 전공선택 557.475 국내현장실습 3-0-6



VIII. 산학연계교육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72 학사운영과

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녹색기술과정

4-1 전공선택 559.320 화공계산 3-3-0

생명화학
공학과

15
학점

3-2 전공선택 559.327 유기물질분석 3-3-0

4-1 전공선택 559.423 에너지화학공업 3-3-0

3-1 전공선택 559.326 환경생물화학공학 3-3-0

4-1 전공선택 559.424 폐기물공학 3-3-0

2-2 전공선택 559.251 화공분자생물학 3-3-0

3-1 전공선택 559.331
창의적물리화학실험및설계

_캡스톤디자인
2-0-4

3-2 전공선택 559.324
응용화학실험 및 설계

_캡스톤디자인
2-0-4

4-2 전공선택 559.432 현장실습 3-0-6

건설
인프라 

교육과정

2-2 전공필수 561.229 토질역학Ⅰ및 실험 3-2-2

토목공학과
17

학점

3-1 전공필수 561.339 수리학Ⅰ및 실험 3-2-2

2-2 전공선택 561.225 건설재료공학 및 실험 3-2-2

2-2 전공선택 561.259 측량학 및 실습 3-2-2

4-1.2 전공선택 561.455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 1-0-2

4-2 전공선택 561.479 현장실습 6-0-12

스마트 모바일 
웹&앱 

개발과정

2-1 전공필수 807.251 그래픽디자인 3-2-2-0

멀티미디어
공학과

13
학점

3-1 전공선택 207.210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3-3-0-0

3-1 전공선택 807.352 스마트모바일프로그래밍1 3-3-0-0

3-2 전공선택 807.353 스마트모바일프로그래밍2 3-3-0-0

3-2 전공필수 807.354 캡스톤디자인1 3-2-2-0

4-1 전공선택 807.452 모바일비즈니스 3-2-2-0

4-1 전공필수 807.454 캡스톤디자인2 3-3-0-0

4-1,2 전공선택 807.455 현장실습 3-0-6-0

4차산업혁명 
소프트웨어과정

2-1 전공선택 808.207 객체지향언어 3-3-0-0

소프트웨어
학과

18
학점

2-2 전공선택 808.255 모바일소프트웨어 3-3-0-0

3-1 전공선택 808.355 임베디드시스템설계 3-3-0-0

4-1 전공선택 808.468 IT융합기술 2-1-2-0

4-1 전공선택 808.471 정보보호실무  및 프로젝트 3-3-0-0

4-2 전공선택 808.473 차세대컴퓨팅론 3-3-0-0

3-1 전공선택 808.476 웹 IOT 프로그래밍 3-2-2-0

4-2 전공선택 808.477 장기 현장 실습 3-0-6-0

4-1 전공필수 808.478 종합설계_캡스톤디자인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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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CAE과정

3-2 전공선택 558.326 동적시스템해석 3-3-0-0

정밀기계공학
전공

16
학점

3-2 전공선택 558.306 기계요소설계Ⅱ 3-3-0-0

3-1 전공선택 558.310 수치해석 3-3-0-0

4-2 전공선택 558.420 전산기이용제작 3-3-0-0

4-1 전공선택 558.421 전산열유동해석 3-3-0-0

4-1 전공선택 558.413 자동제어 3-3-0-0

3-1 전공선택 558.357 엔진시스템공학 3-3-0-0

4-1 전공선택 558.429 종합공학설계Ⅰ_창의∙인성 1-0-2-0

4-2 전공선택 558.430 종합공학설계Ⅱ_창의∙인성 1-0-2-0

4-1,2 전공선택 558.465 장기현장실습 1-0-2-0

의료기기 
설계실무과정

3-1 전공선택 809.353 의료기구설계 3-3-0

기계의용공학
전공

18
학점

3-2 전공선택 809.354 의용기계공학 3-3-0

3-2 전공선택 809.251 전산응용설계 3-3-0

3-2 전공선택 809.468 캡스톤디자인 2-1-2

4-1 전공선택 809.470 현장실무_전공글쓰기,창의·인성 3-3-0

4-2 전공선택 809.253 의료안전법규 3-3-0

4-2 전공선택 809.471 장기현장실습 2-0-4

계절 전공선택 809.472 현장실습 1-0-2

친환경·지능형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3-1 전공선택 810.499 지능형자동차 3-3-0

자동차공학
전공

14
학점

3-2 전공선택 810.495 컴퓨터응용설계Ⅱ 2-1-2

3-2 전공선택 810.469 자동차저탄소공학 3-2-2

4-1 전공선택 810.493 현장실습I 2-0-4

4-1 전공선택 810.498
제품개발실무I_캡스톤디자인(글쓰기,

창의인성)
2-2-0

4-2 전공선택 810.498
제품개발실무II_캡스톤디자인(글쓰기

,창의인성)
3-3-0

4-1 전공선택 810.490 자동차구조해석 3-2-2

3-1 전공필수 810.301 유체역학 3-2-2

4-2 전공선택 810.476 장기현장실습 6-0-12-0

MOT 
실무인력양성

과정

1-1 전공기초 556.150 기술경영개론 3-3-0-0

산업경영
공학과

21
학점

4-1 전공선택 556.444 산업공학설계-캡스톤디자인 3-3-0-0

4-1 전공선택 556.355 산업공학특론-캡스톤디자인 3-3-0-0

3-2 전공선택 556.452 기술경영특론 3-3-0-0

4-1 전공선택 556.454 기술경영전략론 3-3-0-0

3-2 전공선택 556.458 제품개발론 3-3-0-0

4-1,4-2 전공선택 556.462 기술경영현장실습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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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학점

4차산업혁명
기초과정

1,2학기 균형교양 010.681 지역사회와 4차산업혁명 3-3-0-0 LINC+
사업단

11
학점

1,2학기 균형교양 010.682 창의사고 코딩 실습 3-3-0-0

계절학기 일반선텍 000.664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2-0-4-0

학생성공지원
본부

(현장실습지원
센터)

　- 전공선택 - 캡스톤디자인 1-0-2-0 각 학과

국제개발협력 인재육성 산학연계교육과정 별첨자료
LINC+
사업단

해양바이오 특성화분야 학제간융합 
산학연계교육과정

별첨자료
LINC+
사업단

합 계 20개 산학연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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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인재육성 산학연계 교육과정

| 주관부서 | LINC+사업단

| 참여학과 | 국제통상학과, 다문화학과(공동운영)

| 교육과정 편성내역 | 

 • 14과목, 42학점(비교과목 제외)

 • 교육과정 3개 영역 분리 및 캠퍼스별로 교과목 편성

| 이수기준 |

 • 3영역(현장실습)에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선택한 경우 국제통상학과 13학점이상, 다문화학과 18학점 이상 이수

 • 3영역(현장실습)에서 비교과 활동을 선택한 경우 국제통상학과 12학점이상, 다문화학과 17학점 이상 이수

 • 3영역(현장실습)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선택한 경우 20학점 이수(다문화학과만 해당)

   - 1영역(국제사회의 이해) : 4과목 편성, 2과목이수(국제통상학과) / 4과목 편성, 3과목 이수(다문화학과)

   - 2영역(국제개발협력) : 3과목 편성, 2과목이수(국제통상학과) / 4과목 편성, 2과목이수(다문화학과)

   - 3영역(현장실습) : 특별교양 사회봉사 교과목과 비교과 활동,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선택이수

 • 4영역(취업역량강화교과목) : 인재개발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중 1과목 선택이수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증 : 이수학생들의 성적증명서에 교육과정 이수 명시

 | 교육과정 |

과정명 구분 영역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기준

국제
개발
협력 
인재
육성 
산학
연계 
교육
과정

강
릉
캠
퍼
스

국제
사회의 
이해

1-1 전공기초 309.001 세계경제의 이해 3-3-0-0 국제통상학과

6학점
2-1 전공선택 309.217 국제경제관계론 3-3-0-0 국제통상학과

2-2 전공필수 309.221 국제지역경제론 3-3-0-0 국제통상학과

1 균형교양 030.093 국제사회의 이해 3-3-0-0 국제통상학과

국제
개발
협력

2-1 전공선택 309.250 개발경제학 3-3-0-0 국제통상학과
6학점

4-1 전공선택 309.216 국제프로젝트관리 3-3-0-0 국제통상학과

현장
실습

1,2 특별교양
030.056
030.092

사회봉사Ⅰ,Ⅱ 2-1-2-0 나눔문화센터 1학점

비교과

국제 도우미, 국제 워크캠프, 
해외봉사, 기타 NGO 해외봉사 

(KOICA, 사회봉사협의회, 
삼성Global재단 등)

대외협력과
나눔문화센터

기타기관

1개
이상
선택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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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구분 영역
학년
학기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이수
기준

국제
개발
협력 
인재
육성 
산학
연계 
교육
과정

원
주
캠
퍼
스

국제
사회의 
이해

1-2 전공기초 815.01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3-3-0-0 다문화학과

9학점3-2 전공필수 815.020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3-3-0-0 다문화학과

4-1 전공선택 815.019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3-3-0-0 다문화학과

국제
개발
협력

1-1 전공기초 815.04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3-3-0-0 다문화학과

6학점

2-2 전공필수 815.204 국제사회복지론_전공글쓰기 3-3-0-0 다문화학과

3-1 전공선택 815.301 다문화현장의 이해_캡스톤디자인 3-3-0-0 다문화학과

3-2 전공선택 815.027 사회복지현장실습 3-3-8-0 다문화학과

2-2 전공선택 815.044 국제개발협력 현장영어 3-3-0-0 다문화학과

현장
실습

1,2 특별교양
030.056
030.092

사회봉사Ⅰ,Ⅱ 2-1-2-0 나눔문화센터 1학점

비교과

국제 도우미, 국제 워크캠프, 
해외봉사, 기타 NGO 해외봉사 

(KOICA, 사회봉사협의회, 
삼성Global재단 등)

대외협력과
나눔문화센터

기타기관

1개
이상
선택
이수

합계 14개 교과목 42학점(비교과 제외) 17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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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특성화분야 학제간 융합 산학연계 교육과정

| 주관부서 | LINC+사업단

| 참여학과 |

  LINC+사업단,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학생성공지원본부

| 교육과정 편성내역 | 

 • 15과목, 44학점

| 이수기준 |

 • 이수과목 및 이수 학점

   - 교육과정 인증을 위한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 해양생명공학개론 필수 수강

   -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 현장실습[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국내현장실습계절제(8주) 국내현장실습학기제(4주) 중 1과목 이상] 

     교과목 필수 수강

   - 타 학과(현장체험 제외) 개설 교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증 : 이수학생들의 성적증명서에 교육과정 이수 명시

 | 교육과정 |

과정명
영역
구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비고

해양
바이오
특성화
분야

학제간
융합
산학
연계
교육
과정

전공
심화

전학년, 
전학기

일반선택 000.677 해양수산융복합 3-3-0-0 LINC+사업단

2-1 전공선택 570.466 해양생명공학개론 3-3-0-0 해양식품공학과

1-2 전공기초 573.476 수산해양과학개론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택13-1 전공선택 572.231 수산학개론 3-3-0-0 해양생물공학과

2-2 전공필수 571.216 수산학개론 3-3-0-0 해양자원육성학과

2-2 전공필수 573.251 생명과학연구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전공선택 573.311 면역학 3-3-0-0 해양분자생명과학과
택1

3-1 전공필수 572.476 면역학 3-3-0-0 해양생물공학과

1-1 전공기초 573.443 해양식품과 생명 3-3-0-0 해양식품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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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영역
구분

학년
학기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과 비고

해양
바이오
특성화
분야

학제간
융합
산학
연계
교육
과정

산학
연계

3-1 전공선택 571.323
해조바이오매스학 및 
실험_캡스톤디자인

3-2-2-0 해양자원육성학과

3-2 전공선택 572.319 양어사료학 및 실험 3-2-2-0 해양생물공학과

4-1 전공선택 570.451
수산식품가공실습_

캡스톤디자인
2-0-4-0 해양식품공학과

현장
체험

계절학기
(3-1,2/4-1)

심화교양 000.020 국내현장실습계절제(4주) 2-0-4-0

학생성공지원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택1
계절학기

(3-1,2/4-1)
심화교양 000.022 국내현장실습계절제(8주) 4-0-8-0

4-2 심화교양 000.029 국내현장실습학기제(4주 3-0-8-0

합 계 15과목 4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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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 개요 |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및 영양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목적

으로 이수하는 과정이다.

| 목적 및 필요성 |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과목으로 편성한다.

  (기존 교직과목으로 편성하던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은 각 학과(전공)별로 전공으로 편성한다)

| 신청시기 및 선발방법 |

  •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 초

  • 선발방법 :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10%로 승인된 인원에 한정하며 학칙 제67조제1항(수료학점)에 정한 수료

학점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2학년 종료(수료)시 선발한다.

 | 이수방법 |

영  역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과정
이수
과목

교직
이론

 14학점이상(7과목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12학점이상(6과목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2학점) 

 (※「교 육 학 논술 연 습 」교 과 목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 

한 후 수강가능)

12학점이상(6과목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교육철학 및 교육사(2학점)

 - 교육과정(2학점)

 - 교육평가(2학점)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학점)

 - 교육심리(2학점)

 - 교육사회(2학점)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학점)

 - 생활지도 및 상담(2학점)

 - 교육학 논술연습(2학점) 

 (※「교육 학 논술 연 습」교 과목 은 

교직이론 6과목을 모두 이수 

한 후 수강가능)

교과
교육 삭제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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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영  역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
소양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2학점)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교직실무(2학점)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교육
실습

 4학점이상

 - 교육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4학점이상

 - 학교현장실습(2학점)

 - 교육봉사활동(2학점) 

전공과목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교직과정 
인․적성검사 

기준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 2회 이상

교직과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전공과목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100점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단, 2016.3.1.일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2학기 미만으로 남은 사람은 제외)

대 학 학 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영어

중어중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중국어

일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일본어

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철학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

회계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

무역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상업

관광경영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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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물리

화학신소재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화학

생물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생물

대기환경과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지구과학

공통과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공통과학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식품가공유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품가공

식물생명과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해양식품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품가공

해양자원육성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산·해양

해양생물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산·해양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산·해양

환경조경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식물자원·조경

공과대학

신소재금속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재료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요업

전자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자

토목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건설

생명화학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화공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미술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공예

음악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음악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중등학교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정밀기계공학전공 중등학교정교사(2급)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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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 교육과정 |

   1.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

   2. 학과별 교과교육 교과목 편성현황

교직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수 학년 및 학기

교직이론

(12학점)

000.201 교육학개론 2-2-0-0 2-1

000.203 교육심리 2-2-0-0 2-1

000.20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0 2-2

000.204 교육사회 2-2-0-0 2-2

000.301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2-0-0 3-1

000.308 교육평가 2-2-0-0 3-1

000.335 교육과정 2-2-0-0 3-1

000.30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0 3-2

000.30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0 3-2

000.336 생활지도 및 상담 2-2-0-0 3-2

000.405 교육학논술 연습 2-2-0-0 4-1, 4-2

교직소양

(6학점)

000.209 특수교육학개론 2-2-0-0 3-2

000.206 교직실무 2-2-0-0 3-1

000.337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2-0-0 3-1

교육실습

(4학점)

000.406 학교현장실습 2-2-0-0 4-1

000.208 교육봉사활동 2-2-0-0 4-1

계 　 　 22학점 　

대 학 학 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선택

101.320 국어논리 및 논술교육론_전공글쓰기 3-3-0 3-2

101.319 국어교육론 3-3-0 3-1

101.423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102.320 영어논리 및 논술교육론 2-2-0 3-2

102.319 영어교육론 3-3-0 3-1

102.423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독어독문학과 전공선택

103.349 독일어논리 및 논술교육론 2-2-0 3-2

103.348 독일어교육론 3-3-0 3-1

103.441 독일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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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중어중문학과 전공선택

106.354 중국고전 문화콘텐츠 강설 3-3-0 3-2

106.341 중국어교육론 2-2-0 3-2

106.428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106.429 중국신시기문예의 논리⋅논술 2-2-0 4-2

일본학과 전공선택

107.426 일본어논리 및 논술교육 2-2-0 4-2

107.335 일본어교수법 2-2-0 3-2

107.336 일본어교육론 2-2-0 3-1

107.425 일본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철학과 전공선택

104.323 논술과비판적사고_전공글쓰기 3-3-0 3-2

104.324 철학교육론 3-3-0 3-1

104.417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사회과학

대   학

경영학과 전공선택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3-3-0 3-2

302.436 상업교육론 3-3-0 3-1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회계학과 전공선택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3-3-0 3-2

302.436 상업교육론 3-3-0 3-1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무역학과 전공선택

304.439 상업논리 및 논술 3-3-0 3-2

302.436 상업교육론 3-3-0 3-1

303.420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관광경영학과 전공선택

307.322 관광논리 및 논술 2-2-0 3-1

307.323 관광교육론 3-3-0 3-2

307.414 관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자연과학

대   학

물리학과 전공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 3-1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 3-2

504.410 물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화학신소재학과 전공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 3-1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 3-2

505.424 화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생물학과 전공선택

504.316 과학교육론 3-3-0 3-1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 3-2

506.427 생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대기환경과학과 전공선택

551.325 지구과학교육론 3-3-0 3-1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 3-2

551.426 지구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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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과학 전공선택

000.333 공통과학교육론 2-2-0 3-2

504.316 과학교육론 3-3-0 3-1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 3-2

000.433 공통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3-3-0 4-1

생명과학

대   학

식품가공유통

학과
전공선택

566.308 식품가공교과교육론 2-2-0 3-1

566.315 식품가공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3-0 3-2

566.408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식품영양학과 전공선택 565.404 식품영양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식물생명과학과 전공선택

554.346 식물자원⋅조경 논리 및 논술 2-2-0 3-2

554.345 식물자원⋅조경 교육론 3-3-0 3-1

554.438 식물자원⋅조경교재연구 지도법 3-3-0 4-1

해양자원육성

학과
전공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 3-2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 3-1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해양생물공학과 전공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 3-2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 3-1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해양분 자생명

과학과
전공선택

571.221 수산해양논리 및 논술 2-2-0 3-2

571.320 수산해양교육론 3-3-0 3-1

571.417 수산해양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해양식품공학과 전공선택

570.216 식품가공공정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2-2-0 3-2

570.327 식품가공교육론 3-3-0 3-1

570.416 식품가공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환경조경학과 전공선택

554.346 식물자원⋅조경논리 및 논술 2-2-0 3-2

554.345 식물자원⋅조경교육론 3-3-0 3-1

554.438 식물자원⋅조경교재연구 지도법 3-3-0 4-1

공과대학

신소재금속공

학과
전공선택

562.340 기계⋅금속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3-0 3-2

562.231 기계⋅금속교육론 3-3-0 3-1

562.232 기계⋅금속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생명화학공학과 전공선택

559.430 화공 발표 논문작성 논리 및 논술 2-2-0 3-2

559.429 화공교육론 3-3-0 3-2

559.431 화공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세라믹신소재

공학과
전공선택

555.344 요업교육 논리 및 논술 3-3-0 3-2

555.343 요업교육론 3-3-0 3-1

555.445 요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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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학 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학기 비 고

전자공학과 전공선택

557.337 전기⋅전자⋅통신논리와 논술 3-3-0 3-2

557.336 전기⋅전자⋅통신교육론 2-2-0 3-1

557.464 전기⋅전자⋅통신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토목공학과 전공선택

561.446 건설발전의 논리 및 논술법 2-2-0 4-2

561.336 건설교육론 3-3-0 3-1

561.445 건설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예술체육

대   학

미술학과 전공선택

711.233 미술의 논리와 논술연구 2-2-0 2-1

711.341 미술교육론 3-3-0 3-1

711.427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공예조형디자인

학과
전공선택

721.423 디자인⋅공예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2-2-0 4-2

721.329 디자인⋅공예교육론 3-3-0 3-1

721.422 디자인⋅공예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음악과 전공선택

701.369 음악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2-2-0 3-2

701.370 국악실기지도법 2-2-0 3-2

701.371 음악교육론 2-2-0 3-1

701.435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보건복지

대   학
유아교육과 전공선택

805.446 유아논리 및 논술 3-3-0 4-2

805.432 유아교과교육론 3-3-0 3-1

805.445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2

과학기술

대   학

컴퓨터공학과 전공선택

503.227 정보⋅컴퓨터논리 및 논술 2-2-0 3-2

503.329 정보⋅컴퓨터교육론 3-3-0 3-1

503.436 정보⋅컴퓨터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 4-1

정밀기계공학전공 전공선택

562.340 기계⋅금속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3-0 3-2

562.231 기계⋅금속교육론 3-3-0 3-1

562.232 기계⋅금속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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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직과정 기본이수영역(과목)에 따른 대체지정 교과목

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1) 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

(1)~(5)분야중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국문학개론

한국문학사Ⅰ

한국문학사Ⅱ

(4) 문학교육론

한국현대소설론

한국고전소설론

한국현대시론

한국구비문학론

한국고전시가론

(5) 의사소통교육론 국어어휘론

영어영문학과 영어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문학개관 　

영어문법
기초영문법

택1
영문법연습

영어회화
초급영어회화

택1
중급영어회화

영어독해
현대영국소설

택1
현대미국소설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 　

영미문화 미국문학개관 　

영어작문
영작문의기초

택1
영어구조의이해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육론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과 언어특강 　

중국어학개론 기초 중국어어휘와 발음연습 　

중국어문법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중국어회화 중국어번역연습 　

중국어강독
중급중국어독해

택1
고급중국어독해

중국어작문 중국어어휘와  구문 　

한문강독
중국고문입문

택1
중국고문강독

중국어권문화 초보자를 위한 중국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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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비고

일본학과 일본어

일본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일본어교육론 　

일본어학개론 일본어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문학개론 　

일본어문법 일본어문법 　

일본어회화
고급일어회화Ⅰ

택1
고급일어회화Ⅱ

일본어작문
고급일어작문Ⅰ

택1
고급일어작문Ⅱ

일본어강독
고급일어강독Ⅰ

택1
고급일어강독Ⅱ

일본문화

전근대일본역사

택1근현대일본역사

현대일본사정

철학과 철학

철학교육론 철학교육론 　

논리학
논리학Ⅰ

택1　　
논리학Ⅱ

윤리학 윤리학 　

인식론 인식론 　

형이상학 형이상학 　

한국철학사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중국철학사

택1인도철학사

동양철학개설

서양철학사 서양철학사 　

비판적사고와논술 논술과 비판적 사고 　

철학고전선독및철학논변연
습

동양철학과콘텐츠

택1

서양철학연습

인도철학연습

불교철학연습

한국철학연습

희랍철학연습

서양철학사 연구

철학교육방법론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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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대학

경영학과 상업

(1)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필수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경제학원론
 경영학적사고론

택1
 경영경제통계학

(3) 회계원리  재무회계원리 I

(4)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재무관리

 경영학원론

택1 마케팅원론

 재무관리

(5) 무역실무

 국제경영학

택1 신유통관리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

(6) 회계정보처리론  재무회계원리 II

회계학과 상업

(1)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 필수
(2)~(6)분야중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경제학원론
     상업경제

 경제학 원론

회계이론

(3) 회계원리 회계원리I

(4) 경영학원론 경영학원론

(5) 무역실무 무역학원론

(6) 회계정보처리론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자료처리론

 ERP 회계

무역학과 상업

(1)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상업교육론

(1)분야 필수
(2)~(6)분야중각

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경제학원론
     상업경제

 경제학이해

 국제무역개론

(3) 회계원리  무역회계

(4) 경영학원론
    마케팅관리론

 경영학이해

 마케팅원리

(5) 무역영어  무역영어

(6) 회계정보처리론  무역운송론

관광경영학과 관광

관광교육론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
(관광학원론)

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여행사경영론
　
　

호텔경영론 호텔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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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통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법규론 　

식음료경영론 호텔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관광개발론 　

호텔관광서비스론 관광서비스론 　

컨벤션산업론 관광이벤트론 　

자연과학
대학

물리학과 물 리

물리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물리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역학
일반역학Ⅰ

택1
일반역학Ⅱ

전자기학
전자기학Ⅰ

택1
전자기학Ⅱ

양자역학
양자물리Ⅰ

택1
양자물리Ⅱ

열 및 통계물리

열물리Ⅰ

택1열물리Ⅱ

통계물리

파동 및 광학
광학Ⅰ

택1
광학Ⅱ

전산물리
전산물리Ⅰ

택1
전산물리Ⅱ

현대물리학
현대물리Ⅰ

택1
현대물리Ⅱ

물리교육실험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 Ⅰ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 Ⅱ 　

화학신소재학과 화학

화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화학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물리화학
물리화학Ⅰ 　

물리화학Ⅱ 　

물리화학 실험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유기화학Ⅰ 　

유기화학 실험 유기화학실험 　

무기화학 무기화학Ⅰ 　

무기화학 실험 무기화학실험 　

분석화학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험 분석화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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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과 생물

생명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과학교육론 　

세포학 세포생물학 　

발생학
식물발생학

택1
동물발생학 및 실험

식물생리학 식물생리학 및 실험 　

동물생리학 동물생리학 　

유전학 유전학 　

분류학
식물계통분류학 

택1
동물계통분류학

생태학 생태학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생물화학 생화학 　

대기환경과학과 지구과학

지구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지구과학교육론
택1

과학교육론

지질학 지질학 　

천문학 위성기상학 　

대기과학 기상학개론Ⅰ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물리학 물리기상학Ⅰ 　

지구환경과학
대기환경공학

택1
기상학개론Ⅱ

자연재해와에너지자원 기후학 　

통합과학
전공

통합과학

(1) 통합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통합과학교육론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중각
분야에서

2과목이상이수 
(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제외)

과학교육론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

일반물리학 이론 및 실험Ⅱ

일반물리학Ⅰ

일반물리학Ⅱ

일반물리학실험Ⅰ

일반물리학실험Ⅱ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Ⅰ

전자기학Ⅱ

현대물리Ⅰ

현대물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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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일반화학Ⅰ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중각
분야에서

2과목이상이수 
(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제외)

일반화학Ⅱ

일반화학실험Ⅰ

일반화학실험Ⅱ

일반화학 및 실험 Ⅰ

일반화학 및 실험 Ⅱ

일반화학

무기화학Ⅰ

무기화학Ⅱ

유기화학Ⅰ

유기화학Ⅱ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생물학 및 실험Ⅰ

생물학 및 실험Ⅱ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5) 일반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지구과학

지질학

기상학개론Ⅰ

생명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및상담실습

(1)에서1과목, 
(2)~(3)에서
각2과목이상,
(4)~(5)에서
각1과목이상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고급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단체급식관리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식품학

조리과학

식품가공유통학과 식품가공

식품화학 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위생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및 실험 　

농산물가공 농산가공학 및 실험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저장학 　

식품생명공학 식품공학 　

식물생명과학과 식물자원·조경

원예
식물과학개론

택1
식물병리학

작물 식물생산과학원론 　

육종 식물육종학 및 실험 　

생리
식물생리학 및 실험

택1
저장유통생리학및실험 

농업정보 식물생명산업경영과취업

식물자원 식물분류학및실험

유전학 식물유전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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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식품공학과 식품가공

식품화학 수산식품화학 및 실험 　

식품가공 발효식품학 　

유기화학 유기화학 　

식품위생 식품위생학 및 실험 　

수산물가공 수산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저장
식품재료학

식품공정공학
택1

수산식품재료학

해양자원육성학과 수산·해양

(1) 수산교육론 수산학개론

(1)에서1과목, 
(2)~(4)에서 
각2과목이상

(2)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어장학

수산자원학

어장학

(3) 어류양식
   (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무척추동물양식학

어류질병진단학

(4) 해양학개론
   해양오염론
   (또는 수독성학)

해양학개론

해양생태학

해양생물공학과 수산·해양

(1) 수산교육론 수산해양교재연구및지도법

(2) 어업학개론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수산학개론

(1)에서1과목, 
(2)~(4)에서 
각2과목이상

생물통계학

(3) 어류양식
   (또는 무척추동물 양식)
   어병학
   동물학

양어사료학및실험

면역학

해양생물공학및실험

(4) 해양학개론
   해양환경

해양생화학및실험

생태환경학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수산·해양

(1) 수산교육론 해양동물생리학

(1)에서1과목, 
(2)~(4)에서 
각2과목이상

(2) 수산자원학
   (또는 해양생물)
   수산학개론

생물학개론Ⅰ

생물학개론Ⅱ

수산해양교육론

(3) 양식학개론
   어병학
   동물학

어류학

해양동물병리학

해양동물학

(4) 해양학개론
   해양환경

수산해양과학개론

해양생태학

환경조경학과 식물자원·조경

작물 녹지지피학 　

원예 환경조경학 　

농업정보 조경GIS 　

조경계획 조경계획론 　

조경관리 조경식물관리학및실습 　

식물자원
조경식물학및실습I

택1
조경식물학및실습II 

조경시공 조경구조  및 시공·관리 　



IX. 교직과정

 강릉원주대학교 497 학사운영과

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비고

공과대학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요업

공업교육론 세라믹전공기초론 　

요업원료학 나노세라믹스 및 물성해석 　

내화물공학 고온세라믹재료공학 　

결정구조학 X선회절공학 　

요업물리 소재물리화학 　

시멘트공학 세라믹재료합성 　

유리공학 비정질재료공학 　

요업공정 세라믹공정 　

강도학 재료물성측정론 　

요업재료 세라믹공학개론I 　

분체공학 고체전자물성론 　

신소재금속공학과 재료

(1) 공업교육론
   금속재료
   (또는 철강재료, 비철재료)

 금속재료 교육론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금속재료

(2) 금속열역학 금속열역학

(3) 금속조직학
   (또는 재료조직 및 

물성평가)
   금속상변태

금속조직학

상변태

(4) 금속강도학 금속강도학

(5) 분말야금학  분말야금

(6) 표면처리공학  표면처리

전자공학과 전자

(1) 공업교육론
   전기전자일반
   회로이론

 컴퓨터개론

(1)분야 필수
(2)~(5)분야중 
각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전기회로II

 논리회로설계

(2) 전자회로
   전기전자실험

전자회로I

전자회로실험

(3) 반도체공학
   디지털회로설계

반도체물성

디지털시스템설계

(4) 디지털시스템
   디지털회로실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지털신호처리

 전기및디지털회로실험I

 마이크로프로세서기초

(5) 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전자파응용

 통신개론

 디지털통신시스템

 전자기학

생명화학공학과 화공

(1) 공업교육론
    화공양론

화공교육론

(1)분야 필수
(2)~(6)분야중 
각분야에서 

1과목이상이수

화공입문

(2) 공정제어 공정제어

(3) 물리화학
    반응공학

물리화학

반응공학

(4) 유기화학 유기화학

(5) 무기화학 무기화학

(6) 공업분석화학 분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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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비고

토목공학과 건설

수리학 수리학Ⅰ 및 실험 　

구조역학(또는 응용역학) 구조역학Ⅰ 　

환경위생공학
(또는 상하수도공학)

상하수도공학 및 연습

토질역학 토질역학Ⅰ 및 실험 　

측량학 측량학 및 실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공학및연습

건축시공(또는 토목시공)
토목시공학Ⅰ

택1
토목시공학Ⅱ

예술체육
대학

미술학과 미술

미술교육론 미술교육론 　

표현기법
기초실기Ⅲ
기초실기Ⅵ

택1

디자인 재료연구/한지조형 　

현대미술론

이미지학

택1

공예디자인론/작가연구

디자인실기Ⅰ/미술과 과학Ⅰ

공예디자인론/미술비평연습

현대예술과 미학

한국화

표현기법Ⅰ/표현연구Ⅰ

택1

전공실기Ⅰ

전공실기Ⅱ

디자인실기Ⅲ/인디비주얼워크Ⅰ

디자인실기Ⅳ/인디비주얼워크Ⅱ

서양화

형상표현I

택1

공예디자인창업/공간표현연구II

전공실기III

전공실기IV

창작표현

조소

표현연구II

택1

공간디자인/공간표현연구I

형상표현II

전공실기V

전공실기VI

영상(또는 애니메이션)

리빙디자인Ⅰ/매체와 표현Ⅰ

택1리빙디자인Ⅱ/매체와 표현Ⅱ

이미지학

판화
기초실기Ⅱ

택1
기초실기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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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비고

서예 기초실기Ⅰ 　

미술사
(한국,동양,서양미술사포함)

미술사입문

택1미술사

디자인마케팅/근현대미술론

색채학 디자인실기Ⅱ/미술과과학Ⅱ 　

공예조형디자인
학과

공예

(1) 공예교육론
    기초소묘
    기초조형

디자인공예교육론

(1)분야필수,
(2)~(3)분야중 
각분야에서2과

목이상이수

드로잉

기초공예Ⅲ
택1

기초실기Ⅲ

(2) 도자공예
    섬유공예
    염색공예

기초공예Ⅰ

택1기초실기Ⅰ

기초실기Ⅱ

기초공예Ⅱ

택1기초실기Ⅳ

기초실기Ⅴ

전공실기Ⅰ

전공실기Ⅱ

(3) 재료학
   제품디자인
   디스플레이

 공예재료학

 전공실기Ⅲ

 전공실기IV

 공간디자인

음악과 음악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

 음악(국악)교수법
음악교수학습법,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

 전공실기 전공실기Ⅰ,Ⅱ,Ⅲ,Ⅳ,Ⅴ,Ⅵ,Ⅶ,Ⅷ

 국악실기 국악실기지도법

 시창·청음 시창·청음 I, 시창·청음 II

 국악가창지도법
합창 III, IV

택1
관현악 III, IV

 합창·합주지도법 관현악·합창 I, II

 국악개론 (성)오페라클래스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I,II),

서양음악사(III,IV)

 화성법
화성법Ⅰ,Ⅱ

택1
(작)고등화성법Ⅰ,Ⅱ

 음악분석 및 형식론 (관,현,피)실내악Ⅰ,Ⅱ

 피아노반주법 (피)피아노반주법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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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대체지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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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건복지
대학

간호학과 -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Ⅰ,1

택1
간호관리학Ⅱ,2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Ⅰ,1

택1
기본간호학Ⅱ,2

건강사정 및 실습
건강사정 　

건강사정실습 　

학교보건 및 실습 학교보건 　

상담이론과 실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Ⅰ,1

택1
아동간호학Ⅱ,2

아동간호학Ⅲ,3

아동간호학Ⅳ

응급간호학 및 실습 응급 및 재해간호 　

보건교육론 보건교육론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수학지도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보육교사(인성)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권리와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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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과학기술
대학

컴퓨터공학과 정보·컴퓨터

(1) 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정보·컴퓨터교육론

(1)분야 필수
(2)~(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컴퓨터프로그래밍Ⅰ

(2)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알고리즘설계실습

이산수학

인공지능및로봇실습

(3)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설계실습

(4) 운영체제
    네트워크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5)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컴퓨터구조

논리회로실습

(6)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밀기계공학전공 기계

 (1) 공업교육론  기계교육론

(1)분야필수
(2)~(6)분야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2) 기계설계
     기계제도

 기계요소설계Ⅰ

 기계요소설계Ⅱ

 전산기이용제도

 (3)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고체역학Ⅰ

 고체역학Ⅱ

 유체역학

 열역학

 응용열역학

 (4) 기계공작법
     기계재료
     기계가공
     정밀공작법

 생산제조공학

 기계재료학

 전산기이용제작

 정밀계측공학

 (5) 유체기계
     전자기계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유체공학응용설계

 메카트로닉스기초

 메카트로닉스응용

 자동제어

 자동차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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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연계전공(통합과학) 교육과정

| 전공개요 |

  통합과학 연계전공은 표시과목 관련학과 이수자를 위하여 ‘통합과학’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과정이며 

교직복수전공 과정으로만 운영한다.

| 교육목표 |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야별 과학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하도록 하여 

‘통합과학’ 표시과목의 교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수대상 및 이수요건 |

  • 이수대상 : 통합과학 연계전공 과정은 교직과정 표시과목 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교직과정 이수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인원제한 : 통합과학 연계전공 과정의 인원 제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해당 학과(전공)별 선발비율 

범위 내로 한다.

  • 이수요건

    1. 2008학번 이전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42학점이수

       1) 기본(지정)이수과목 : 지정된 5개의 분야별로 각각 1과목 3학점 이상 총 14학점 이수

          (단, ‘통합과학교육론’은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의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전공이수학점(42학점)에서는 제외 됨)

          ※ 전공이수학점(42학점)이라 함은 기본이수과목 중 ‘통합과학교육론’ 및 ‘통합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제외한 4개 분야 12학점과 전공선택 30학점을 말한다.

       2) 전공선택 : 지정된 4개의 분야별로 각각2과목 이상 총 30학점 이상 이수 

     2. 2009학년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50학점이상 

       1) 전공필수 :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총27학점 이수

       2) 전공선택 : 교과교육영역(과학논리교육, 통합과학교재연구및지도법) 2과목 5학점, 지정된 4개의 분야별

로 각각 1과목 3학점 이상 총 18학점 이상 이수

  • 통합과학 기본이수교과목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본이수교과목(또는 분야) 비고 기본이수교과목(또는 분야) 비고

(1) 통합과학교육론

(1),(2),(3),
(4),(5)분야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함

(1) 통합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1)분야에서 
1과목

(2)-(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이상 이수
(주전공표시과목 
해당분야 제외)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 일반화학 및 실험 (3) 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 지구과학
(5) 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전공과목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이상 포함)

 전공과목 50학점(물리전공의 경우 15, 화학9, 생물9, 
지구과학9학점을 이수해야 통합과학 연계전공 가능)

    ※ 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함

| 학위수여 자격증 발급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제2전공으로 통합과학 연계전공과정을 이수할 경우 복수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하며 학위

증에 연계전공명(통합과학)을 기재한다.  ※ 학위명 : 이학사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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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계전공 과목 이수 |

   1.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이수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복수전공하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제 1전공의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이수와 별도로 통합과학 연계전공에서 전공필수로 지정한 ‘통합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및 ‘통합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과목 개설학과(전공)등

      1) 전공분야 과목은 각각 물리학과, 화학신소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에 분산하여 개설하되 교직과목

으로 인정가능한 과목인 ‘통합과학교육론(또는과학교육론)’ 및 통힙과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주관전공인 

물리전공에서 개설한다.

      2) 통합과학 연계전공과정의 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과학 주관전공(물리학전공)에서 개설강좌의 

강의시간 및 학기를 조절 할 수 있다.

   3.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통합과학 관련 전공과정(전공필수, 전공선택)에서 이수한 학점 중 아래의 과목은 통합과학 연계전공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인정 받을 수 있다.

      1) 물리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  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  점

1 504.012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 3

2 504.013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Ⅱ 3

3 204.201 일반역학Ⅰ 3

4 504.203 전자기학Ⅰ 3

5 504.301 양자물리Ⅰ 3

6 504.209 현대물리Ⅰ 3

7 504.303 열물리Ⅰ 3

  

      2) 화학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  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  점

1 505.007 일반화학Ⅰ 3

2 505.102 일반화학Ⅱ 3

3 505.009 일반화학실험Ⅰ 1

4 505.104 일반화학실험Ⅱ 1

5 505.201 유기화학Ⅰ 3

6 505.211                     분석화학 3

7 505.208 물리화학Ⅰ 3

8 505.303 무기화학Ⅰ 3

9 505.205 분석화학실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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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물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  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  점

1 506.106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3

2 506.107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3

3 506.229 세포생물학 3

4 506.401 분자생물학 3

5 506.331 식물생리학 및 실험 3

6 506.204 동물생리학 3

7 506.328 유전학 3

8 506.231 식물계통분류학 3

9 506.230 동물계통분류학 3

10 506.329 생태학 3

11 506.330 미생물학 3

      4) 대기과학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의 중복인정 가능 과목

 

번  호 학수번호 과  목  명 학  점

1 551.002 지구과학 3

2 551.451 일반대기과학 I 3

3 551.312 지질학 3

4 551.309 대기환경공학 3

5 551.457 해양기상학 3

6 551.205  물리기상학Ⅰ 3

 | 통합과학연계전공 경과조치 |

   1.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한해 과학교육론을 이수함으로 통합과학의 교과교육영역 중 교과교육론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한해 과학논리교육을 이수함으로 통합과학의 교과교육영역 중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한해 통합과학 연계전공 개설학과(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및 화학신소재학과)에서 개설되는 통합과학연계전공 전공선택 과목 이수시 각 학과의 전공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화학신소재학과 제외)

   4. 2009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2008학년도 포함, 이하같음)이 통합과학교육론을 이수 못하였을 경우 과학교육론을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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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 연계전공(통합과학) 교육과정 |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수 학년 및 학기 개설학과

필수 504.454 통합과학교육론 3-3-0-0 3-2 물리학과

필수 504.012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Ⅰ 3-2-2-0 1-1 물리학과

필수 504.013 일반물리학이론 및 실험Ⅱ 3-2-2-0 1-2 물리학과

필수 504.008 일반물리학Ⅰ 2-2-0-0 1-1 물리학과

필수 504.009 일반물리학Ⅱ 2-2-0-0 1-2 물리학과

필수 504.010 일반물리학실험Ⅰ 1-0-2-0 1-1 물리학과

필수 504.011 일반물리학실험Ⅱ 1-0-2-0 1-2 물리학과

필수 504.007 일반물리학 및 실험 3-2-2-0 1-1 물리학과

필수 504.203 전자기학Ⅰ 3-3-0-0 2-1 물리학과

필수 504.209 현대물리Ⅰ 3-3-0-0 2-1 물리학과

필수 505.007 일반화학Ⅰ 3-3-0-0 1-1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5.102 일반화학Ⅱ 3-3-0-0 1-2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5.009 일반화학실험Ⅰ 1-0-2-0 1-1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5.001 일반화학 3-3-0-0 1-1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5.201 유기화학Ⅰ 3-3-0-0 2-1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5.303 무기화학Ⅰ 3-3-0-0 2-2 화학신소재학과

필수 506.106 일반생물학 및 실험Ⅰ 3-2-2-0 1-1 생물학과

필수 506.107 일반생물학 및 실험Ⅱ 3-2-2-0 1-2 생물학과

필수 506.229 세포생물학 3-3-0-0 2-1 생물학과

필수 506.401 분자생물학 3-3-0-0 4-1 생물학과

필수 551.002 지구과학 3-3-0-0 3-2 대기환경과학과

필수 551.451 일반대기과학 I 3-3-0-0 1-1 대기환경과학과

필수 551.312 지질학 3-3-0-0 4-2 대기환경과학과

필수 504.317 과학논리교육 2-2-0-0 3-2 물리, 화학, 생물, 대기

필수 504.455 통합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3-3-0-0 4-1 물리학과

전선 504.201 일반역학Ⅰ 3-3-0-0 2-1 물리학과

전선 504.301 양자물리Ⅰ 3-3-0-0 3-1 물리학과

전선 504.303 열물리Ⅰ 3-3-0-0 3-1 물리학과

전선 504.202 일반역학Ⅱ 3-3-0-0 2-2 물리학과

전선 504.204 전자기학Ⅱ 3-3-0-0 2-2 물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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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및 시수 학년 및 학기 개설학과

전선 504.210 현대물리Ⅱ 3-3-0-0 2-2 물리학과

전선 504.308 양자물리Ⅱ 3-3-0-0 3-2 물리학과

전선 504.310 열물리Ⅱ 3-3-0-0 3-2  물리학과

전선 504.307 광학I 3-3-0-0 3-1 물리학과

전선 504.306 광학Ⅱ 3-3-0-0 3-2 물리학과

전선 504.313 전산물리Ⅰ 3-3-0-0 3-1 물리학과

전선 504.315 전산물리Ⅱ 3-3-0-0 3-2 물리학과

전선 505.202 유기화학Ⅱ 3-3-0-0 2-2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206 유기화학실험 2-0-4-0 2-2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211 분석화학 3-3-0-0 2-2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205 분석화학실험 2-0-4-0 2-1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208 물리화학Ⅰ 3-3-0-0 2-1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301 물리화학Ⅱ 3-3-0-0 2-2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305 물리화학실험 2-0-4-0 3-1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302 무기화학Ⅱ 3-3-0-0 3-1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5.304 무기화학실험 2-0-4-0 3-2 화학신소재학과

전선 506.331 식물생리학 및 실험 3-2-2-0 3-1 생물학과

전선 506.204 동물생리학 3-3-0-0 2-2 생물학과

전선 506.328 유전학 3-3-0-0 3-1 생물학과

전필 506.231 식물계통분류학 3-3-0-0 2-2 생물학과

전필 506.230 동물계통분류학 3-3-0-0 2-1 생물학과

전선 506.329 생태학 3-3-0-0 3-1 생물학과

전선 506.330 미생물학 3-3-0-0 3-1 생물학과

전선 551.403 위성기상학 3-3-0-0 4-1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50 일기예보 및 분석 3-3-0-0 4-1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457 해양기상학 3-3-0-0 4-1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205 물리기상학Ⅰ 3-3-0-0 2-1 대기환경과학과

전선 551.309 대기환경공학 3-3-0-0 3-1 대기환경과학과


